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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0(금)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달러강세가 미국 순수출 및 경제성장세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제상황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 고려사항으로 추가(1월)된 가운

데 최근의 급격한 달러강세가 미국 순수출 및 미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3월 FOMC 회의 정책결정문상 경제상황 평가에서도 수출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신규 추가

1  최근 미 달러 강세와 미국의 순수출 동향 

□ 지난해 8월 이후 미 연준과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등으로 미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순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확대

* 실질 무역가중 달러지수가 14.8~15.2월중 10% 절상

o 지난 8월 이후 수출증가폭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과 맞물려 지속적

으로 둔화되었으며 금년 1월에는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 –1.7%)로 반전

o 내수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순수출의 마이너스 폭도 

확대(14.8월중: -39억불 → 12월중 –46억불 → 15.1월중 -42억불)

Real trade-weighted USD 미국 수출 추이 미국 순수출 추이

자료: FRB, U.S Census Breau, Bloomberg

o 국가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7.8%) 유로지역 및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상당 폭 증가(4.6%, 19.3%)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1)과의 수출입 증감률(1월중)

전체 캐나다 유로지역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수출 -1.7 -0.1 1.6 -0.0 -7.8 -7.7 -4.3
수입 -0.2 -4.8 4.6 0.7 -0.1 0.1 19.3

주: 1) 수출입 총액 기준 상위 5개국 및 한국,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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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

으로 감소(14.9월 이후 월평균 5.5%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큰 변화

가 없는 가운데 유로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유로화 약세 등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14.8월 이후 월평균 6.5% 증가)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추이 미국의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추이

자료: FRB, Bloomberg  자료: FRB, Bloomberg

2  최근 미 달러 강세와 미국내 금융시장 여건

□ 시장에서는 장기평균 수준을 큰 폭 넘어선 최근의 달러강세가 저물가에 

따른 실질 Fed funds rate 상승 등과 함께 미국 금융시장 여건 완화정

도를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Jp Morgan, 3.16일)

o ECB의 자산매입 실시 이후 추가적으로 달러강세가 확대되고 유가도 재차 

하락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내 수출기업 및 에너지관련 기업실적 

악화 기대 등으로 주가도 다소 하락 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

* ECB 자산매입 실시(15.3.9일) 이후 2%정도 하락하였다가 3월 FOMC 회의 후 금리

인상 기대가 완화되고 미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상승 전환

미국 실질 실효환율 미국 금융여건지수(MCI) 유가 및 미달러화 지수

자료: JP Morgan(15.3월) 자료: JP Morgan(15.3월)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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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달러강세 시기의 경우

□ 과거의 달러강세*는 대부분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함께 나타나면서 

내수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도 확대되어 미달러가치와 순수출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시현(NBER, BOA Merrill Lynch, Goldman Sachs, 15.2월)

* 95.7~98.8월(24%), 00.1~02.2월(13%), 08.7~09.3월(14%), 14.7월~최근(10%) 등으로 구분

  o 주요경제지표(순수출 기여도 등)에의 영향을 살펴보면 특히 미달러가 큰 폭 

절상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1995~1998년중에는 수출이 큰 폭 감소

하고 수입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순수출이 연간 경제성장에 큰 폭 마이

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모든 미달러 절상시기에서 비석유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며 근원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였음

미달러(Real trade-weighted USD) 절상 시기별 주요 지표 변동

95.7월~98.8월 00.1월~02.2월 08.7월~09.3월 14.7월~현재

달러절상폭 24% 13% 14% 10%

GDP성장률(연) 2.7~4.5%
4.1%에서 하락

(recession 2001)
마이너스폭 

확대
2.4%

(13년대비 확대)

ISM 지표상
수출 및 수입주문

수출주문 큰폭 하락,
수입주문 상승

수출주문 
완만히 감소

수출, 수입주문 
동시하락(Great

Recession)

수출주문 
완만히 감소

순수출기여도
제로수준에서 

–1%p(연간)로 확대
00년 2~3분기 

마이너스폭 확대

순수출 마이너스폭 
축소, 성장 

플러스요인 작용

14.4분기 
마이너스폭 확대

Core PCE -0.5~-1.0%p 하락  
비슷한 수준 

유지
-1%p 하락 -0.2%p 하락

자료: NBER

Real trade-weighted USD 추이 미국 GDP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자료: FRB, Bloomberg 자료: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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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준의 달러화 절상에 대한 평가

□ 연준은 달러화 절상이 순수출에는 지속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

o 1995~1998년 미달러 절상시에는 일부(several) 참석자들이 순수출을 저해

하는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세가 

매우 견조함에 따라 실제 매우 제한적(minimal)인 우려를 표명(FOMC 의사록)

* 더불어 많은 참석자들은 달러강세가 물가를 낮추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등 환영

할만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달러강세의 물가에의 영향은 일시

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음

o 반면 2000~2002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순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다소 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달러 강세가 2001년 경기

침체에 대응해 단행한 정책금리 인하효과를 금융시장 긴축 등을 통해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FOMC 의사록)

□ 미국경제 성장세가 보다 둔화되고 순수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경우

(00~02년 사례) 연준은 과거와 같이 순수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인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o 지난 2월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달러화 절상이 미국 

순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3월 회의에서는 수출증가세 둔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세에 대한 평가를 다소 하향 조정(moderate somewhat)

─ 그러나 Yellen 연준의장은 기자간담회시 달러화 강세로 순수출에는 

부정적 영향(notable drag)이 예상되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민간소비 

강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강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평가

1995~1998년중 미국 GDP 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2000~2002년중 GDP 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자료: BEA  자료: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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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달러강세가 성장에 미칠 영향

□ 시장에서는 대체로 순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

하였음에도 달러강세, 내수증가 및 오일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

폭을 넘어서며 순수출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경제성장세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Barclays, BNP Paribas, Goldman Sachs, 15.2~3월)

* 2000년 이후 신용증가, 저가 중국공산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당시 마이너스 6% 정도이던 순수출 비중이 셰일오일 생산 등 제조업 붐이 일어

나며 수입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으로 최근 마이너스 3% 수준으로 하락

** 수출(실질)은 글로벌 성장세 회복이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넘어서며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실질)은 내수증가, 오일가격 하락(셰일오일 생

산분을 수입으로 대체) 등으로 7.5%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중 성장률

을 약 0.5%p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

o 한편 OECD도 10% 달러강세는 순수출 감소 등을 통해 성장률을 약 

0.5%p 감소시키고 물가도 0.3%p 하락 시킬 것으로 예상(OECD, BNP

Paribas, 15.3월)

o 또한 금번 FOMC 회의에서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정도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미국 GDP대비 순수출 기여도 추이 순수출이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 NBER(15.2월)  자료: Goldman Sachs(15.3월)

□ 특히 달러강세가 기업실적 악화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금융

시장 완화정도를 축소시키는 등 의도하지 않은 긴축을 가져오는 경로를 

통해서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내 수출기업의 이익은 달러강세시 감소하

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가적인 달러강세는 대외로부터의 기업이익 증가

를 제약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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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을 대부분 헤지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약을 통해 

이익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 이익 감소폭*은 매출 감소폭

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Goldman Sachs, 2.9일)

* 생산성 및 금융수익 감소, 보다 높은 실효세율 등으로 2014년에 비해 이익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수요 및 내수의 증가가 이를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

미달러지수와 
미국기업의 대외로부터의 기업이익

미국 기업(S&P 500기준)의 국외 매출비중별 
최근 기업이익 증감

 자료: FRB,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 Goldman Sachs(15.2월)

⇒ 과거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다소 완만한 가운데도 향후 ECB 등과의 통화

정책 차별화 등으로 인해 달러강세가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 및 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회복기별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자료: US Monetary Policy Forum(15.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