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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경제연구소

최근 원화약세 원인과 국내 영향
□ (현황) 원/달러 환율이 4.28일 한때 1,270원을 상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
(원)
(’21년말)
(’22.1.13일)
(4.28일)

※ 원/달러 환율 : 1,191

→ 1,186

→ 1,274

□ (원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가치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대내경제
요인까지 겹치며 가파른 상승세 기록
ㅇ (달러강세 요인)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

(50bp 이상 기준금리 인상)

- 5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과 대차대조표
정상화 논의가 전망되는 등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B/S)

* FOMC위원들은 3월 회의에서 ’22년말 기준금리를 1.9%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ㅇ (원화약세 요인) 원자재 수입 의존도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중국
의존도
가 높은 경제구조가 원화약세를 자극

(’21년 對중국 수출 비중 25.3%)

(△66억달러) 기록

-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1~4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

- 상하이 봉쇄 등으로 중국경기 불안이 확대되며 위안화 가치 하락
< 원/달러 환율 >

< 달러 인덱스 >

자료 : 런던시장(OTC) 기준, BondWeb

자료 : 블룸버그

□ (시장전망) 상반기까지는 달러강세 요인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시장에 先반영되어 거의 고점이라는 소수의견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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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기업경기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
ㅇ (수출 영향) 원화약세는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강세가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통화가치도 일제히 하락
하여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엔화약세 가속화로 일본에 비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ㅇ (수입 영향) 향후 원화가치 하락이 지속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변동에 의한 가격부담이 더해질 전망
ㅇ (소비 영향) 원화약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더 압박하여(수입물가↑
→ 생산자물가↑ → 소비자물가↑) 소비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 0.5(’20) ⇒ 2.5(’21) ⇒ 3.6(’22.1) → 3.7(2) → 4.1(3)
< 달러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

< 수입물가지수 >

자료 : 런던시장(OTC) 기준, BondWeb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ㅇ (기업 영향)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채산성 하락이 불가피
< 국내 제조업의 경영실사지수(BSI) >
1)

제조업
(중소기업)
1)
2)
3)
주

수출실적
원자재 구매가격2)
제품 판매가격2)
채산성3)

’20.12
79(72)
117(125)
96(93)
86(79)

⇒
⇒
⇒
⇒

’21.12
108(96)
137(148)
109(107)
85(76)

⇒
⇒
⇒
⇒

’22.4월
105(93)
150(158)
119(116)
79(69)

’21년말 대비
3p(3p)↓
13p(10p)↑
10p(9p)↑
6p(7p)↓

기준값(100)+「확대」응답업체 구성비(%)-「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이상이면 확대
기준값(100)+「상승」응답업체 구성비(%)-「하락」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이상이면 가격상승
기준값(100)+「호전」응답업체 구성비(%)-「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이상이면 호전
: ( ) 안은 중소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실사지수」

□ 정부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 안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변수가 산재하여 환율변동에 유의할 필요

* 4.28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
(작성자 : 경제경영연구실 차장 장우애 wooae78@ibk.co.kr / ☎02-729-681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