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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수익의 주요 원천은 외화자금시장과 외환파생시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원화의 가치는 주요 통화와의 교차관계에서 산출되며 종가
환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러
한 사실은 글로벌 종가조작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종가환율조작과 외국계은행 수익성과의 관계여부
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단계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마다 평균환율과 종
가환율을 각각 투입하여 교차관계에서 나타나는 런던종가와 서울종가간의 역
학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Reuters시스템에
서 추출한 런던종가환율, 서울종가환율과 한국은행의 ECOS 시스템에서 추출
한 평균환율을 활용한다. 분석결과, 외국계은행의 이익준비금은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난외파생거래규모가 증가할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실증결과는 글
로벌종가환율조작의 영향이 외국계은행들의 본점배당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
사한다. 실제로 글로벌 종가환율조작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다. 
연구결과는 글로벌 종가조작의 필요성이 글로벌 대형은행의 딜러들이 외환파
생상품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한적
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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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서서서론론론론    
  
  2015년 5월 미법무부와 영국금융감독당국은 국제외환시장에서 채팅방을 
통한 담합으로 2007년부터 7년간 '유로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싼값에 미리 매
입하여 가격을 끌어올린 후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종가를 조작한 글로
벌 대형은행들에게 한화 6조원 (56억불)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1) 하루 
5조 3천억 달러 규모에2) 이르는 국제 외환시장의 60%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독점하고있다.  그 중 대략 40퍼센트 가량은 런던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화가 런던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된다고 가정할 경
우 단지 1원이 조작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환차익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은행3) 따르면 국내은행의 유로.달러 하루 평균 거
래액은 2007년 초 28.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미국 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급감하면서 2009년 23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인다. 서브프라임으로 발발한 금융위기가 차츰 진정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유로달러는 2011년 31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 후 2013년 
28.9억 달러를 기록하여 당초 하루 평균 거래액인 28.3억 달러를 초과한다. 바
로 이 기간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담합을 통하여 종가를 조작한 시기로 알
려져 있다. 외국계은행의 서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 매
년 하루 평균 27억9,500만달러(약 3조745억원) 규모의 유로·달러를 거래하였
는데, 이는 유럽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유럽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요로 인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유로·달러 거래는 홍콩 싱가포
르 등 유럽이 아닌 아시아 외환시장의 환율이 활용되기도 하나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제시하는 고시환율이 사용된다. 2015년 1분기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1) 벌금이 가장 많은 곳은 바클레이스로 미국 법무부에 6억5000만 달러(약 7100억원)를 내는 

것과 별도로 뉴욕과 영국 금융감독당국들에도 16억5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를 따로 
납부한다. JP모건, 씨티그룹, RBS 등도 미국 법무부에 각각 5억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9억2500만 달러(약 1조원), 3억9500만 달러(약 4300억 원) 등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UBS는 환율 조작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3억4200만 달러(약 3500

억 원)를 낸다. UBS이 벌금이 적은 이유는 이번 수사에 가장먼저 협조해 정상을 참작받

았기 때문이다. 다만 UBS는 이와 별도로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미 법무부에 2억300만 

달러(약 2200억 원)를 따로 낸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521000213

2) 2013년 4월 기준

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6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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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유로·달러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23억8000만달러(약 2
조6180억원)에 달했다.4) 미 법무부와 영국금융감독당국에 의한 벌금 철퇴사
실이 보도된 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시장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미
국과 유럽계 은행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손
해를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여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달
러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은

행 3곳과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유럽 은행 3곳 등 글로
벌 대형 은행을 조사 중에 있다.5)6) 종가의 조작은 대형은행의 트레이더들이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고시환율인7) Fixing 시간대
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을 조작한 것인데, 예를들어 한 
기업으로부터 오후 1시15분 고시환율로 1억유로 매수 주문을 받은 트레이더
는 유로화를 싼값에 미리 매입한 후 다른 5개 은행 트레이더들과 함께 오후 
1시14분 부터 유로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어 유로화의 가격을 끌어올 린 
것이다. 또한 런던시장에서 환율이 조작된 경우는 장이 마감되는 오후 4시 1
분전에 오후 3시59분 유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달러가치를 하락시킨
다. 유로화의 가격상승은 기업이  달러를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되며, 이들로 부터 받아들이는 추가적인 달러량은 트레이더들의 부당
이익이 되는 것이다. KIKO 소송과정을 통하여 일반에게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위기 이전까지 금융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원화가치 상승을 
공통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원화상승 전망은 반대로 미래에 유입될 달러가치

4)  시중은행 외환 트레이더는 “유로·달러 고시환율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
기 힘들다”며 “하지만 고시환율을 활용하는 거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조작

됐다면 국내 업체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국환중개업체 관계자는 “오

전에 고시하는 원·유로 재정환율의 기준환율은 로이터에서 가져온다”며 “기업들이 종종 
고시환율로 유로를 사달라고 주문한다”고 말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본건에 관련된 자료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
접 요청할 수 없으며 해당은행의 서울지점에 요청하면 그 지점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을 취한다고 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재요청 하게되

고, 해당 법률사무소가 해외 본점으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소요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림을 시사하였다. 

6) 이들 글로벌 은행을 통해 유로화를 사고판 한국기업과 은행들이 환율조작으로 금전적손

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이들 기업은 유로.달러 환율 관련 파생상품에 투
자했다가 환율조작으로 손해를 본 한국 중소기업도 이들을 포함한 11개 글로벌은행을 영

국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7) ECB Fix 오후 1시15분 고시환율과 WM/R Fix 오후 4시 고시환율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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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달러가치하락에 대비한 헤지수요가 증가
하게 되고 외환파생거래 증가는 외국계은행 수익증가의 요인이 된다. 서영숙
(2005)은 외환파생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외국계은행의 수익성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수출기업과 해외투자자들의 환
헤지수요는 일반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다. 달러가치의 상
승은 헤지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7
년 중반 원달러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서브프라임사태로 달러가치
가 급격히 상승한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헤지구조상 달러가치의 상승은 파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달러가치는 외국계은행이 보유하
고 있는 난외파생항목자산과 부채항목의 가치변화에 직접적 요인이다.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점에서 유래하는 포
지션들의 가치변화는 종가환율조작의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공정위는 조작된 고시환율로 거래했을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금
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율조작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의 소송이 진행중이다.8) 2015년 6월 JP모건 체이스는 환율조작으로 
인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하였다. JP 모건 체이스와 함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버클레이즈, 
BNP파리바 등 12개의 글로벌 은행들이 환율조작으로 민사소송에 피소된 상
태이나, 이들은 미국 법원에 원고측이 환율조작 공모의 실체를 제대로 증명하
지 못한다는 사유로 민사소송에 대한 기각결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이 처음으로 피
해 보상 합의를 도출한 것은 불공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닐까?   
  금융시장에서 마감 직전의 거래를 통하여 산출되는 기준환율(지표환율)의 
영향은 해당거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물상품을 기초로 거래되는 수
많은 파생상품들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게다가 글로벌 조작행
위는 조작된 해당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작된 환율을 기준으로 
가치가 교차산출되는 원화와 같은 기타 국가들의 통화가치(cross-currency)

8)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로.달러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키코
(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조작때문에 손실을 본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중소기업들도 곧 

영국법원에 글로벌은행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blog.ohmynews.com/hyoung/18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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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본고는 글로벌대형은행의 담합행위로 인
한 종가환율(fixing)조작의 국내 전이여부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주력 상품인 외환장외파생상품과 연계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배경으로 
우리외환시장에서 외국계은행의 역할과 종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제III
장에서는 종가의 전이효과 확인을 위한 분석의 틀을 다루고 제IV장에서는 가
설별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V장은 연구
의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확인한다.  

IIIIIIII....    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    및및및및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배배배배경경경경            
 
  2014년 11월 환율조작에 관한 영란은행의 조사서 등 금융당국의 조사보고
서는 지표환율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다.9) 외환시장에서 지표환율(fixing)의 
주된 역할은 통화의 가치를 측정하고 다양한 통화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를 이전하거나 그 자산의 리발란싱에 사용된다.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 외
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국가
의 통화는 미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와의 교차환율로 가격이 
측정된다. 이처럼 주요 통화와의 교차관계에서 산출되는 원화는 특히 달러가
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고있다.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 선도 등 장외파생상품은 결제일의 환율수준에 따라 
원화결제(청산)금액이 큰 폭으로 변할수 있다.10) 바클레이즈 은행에 대한 미

9) FX benchmarks are used by market participants for a variety of purposes, but most notably 

for valuing, transferring and rebalancing multi-currency asset portfolios. In particular, the 

mid-rates produced by WMR are embodied in the construction of published indices used for 

tracking multi-country/currency portfolios of bonds, equities or credit instruments, and hence 

are implicit in many investment mandates. That usage incentivises asset and other money 

managers – particularly those with passive mandates which aim toward the replication of an 

index – to ensure that their FX dealing intermediaries (usually but not always banks) execute 

their foreign exchange trades at the same mid-market price as recorded at the fix. That 

eliminates any ‘tracking error’ arising from foreign exchange, when the investor has chosen 

to invest in the performance of some other asset such as bonds or equities.

   (BoE 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2014 Foreign Exchange Market Investigation, Lord Grabiner p.7) 

10) 키코상품이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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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서11)는 Fixing 시간대에 특히 환율의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은 대형은행들만이 참여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조작하고 상호간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Fixing 거래가 수
행되는 시간대를 피한다고 한다.12)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G10국
의 통화는 미달러 대비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다고 한다. 외환시장에는 은행, 
투자전문 회사, 기업체, 중앙은행, 헤지펀드, 소매고객 등이 참가하여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요 외환시장은 뉴욕과 런던을 꼽
을 수 있다. 런던시장에서 산출되는 달러종가의 영향은 외국계은행의 본점의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때문에 
글로벌 외화현물시장의 변동성은 단지 그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관련된 다양
한 금융시장으로 더 넓은 파급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클레이즈 은행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환율조사서는 바클레이즈 은행은 외환 파생상품 전반
에 대한 거래를 수행하는 트레이더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한 환율조작가담은 뉴욕, 런던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일
어났음을 알렸다.13) 이와같은 사실은 글로벌 대형은행의 해외지점들도 담합
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111....    국국국국내내내내외외외외환환환환시시시시장장장장의의의의    환환환환율율율율형형형형성성성성과과과과    외외외외국국국국계계계계은은은은행행행행의의의의    역역역역할할할할                
   환율이란 두 나라 이종 통화간의 교환비율로 한 국가의 통화가 타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14) 이때 교환비율이 바로 환율이다. 환율은 
두 나라간의 경제적 기초와 다양한 국내외적 요건 등을 반영한다. 원화는 국
제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교차통화이다. 조동철(2007)은 우리나라

11) Consent Order to Barclays Bank PLC, Barclays Bank PLC, New York Branch, dated 20
th

   

    May 2015.  

12) Consent Order to Barclays Bank PLC, 20th May 2015. p. 5 

13) Barclays employs traders who trade FX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inter-bank market and 

with non-bank counterparties as part of the Bank’s Global FX business. Among others, 

Barclays’ FX traders trade in the following product sectors: FX spot, FX forwards and 

non-deliverable forwards (“NDFs”) and FX options. The misconduct described in this Order 

was not confined to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it involved more than a dozen employees, 

who acted with the knowledge and oversight of some senior desk managers, and spanned 

geographically across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Barclays’ offices in New York and 

London, among others. (Consent Order to Barclays Bank PLC, p. 6)

14) 김종선.김종오, 금융시장의 이해, 학현사, 2014, 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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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율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요인에 의한 효과가 점차 약해지면서 실물시장 요인이 환율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종가조작행
위는 우리 외환시장에서 수차례 나타난 바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으며 수차례 발생한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 요
인일 수 있다. 김종선.김종오(2014, p.510)는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외환의 가격 즉, 환율이 결정되는 곳을 외환시장이라고 하였고, 윤덕룡.오승
환.김소영(2010)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글로벌금융위기 기간동안 상당히 불
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의 자본유출을 지적했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높은 금융개방도와 자본
자유화로 인한 것이며 환율을 매개로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송민규(2015)는 1990년대 글로벌 투자은행의 해외사업은 상업
은행의 국제화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금의 조달지역과 운용지역이 상
이한 글로벌 투자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하였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투기
자본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
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박해식.송민규(2011)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과 외화자금 시장이 캐리거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증분석하여 우리나
라의 현물시장이 캐리거래15)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바있다. 통화선물
시장을 통한 달러캐리거래는 금리차 보다는 환율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16) 이병윤.이윤석(2011) 등 기존의 연구는 선물환 거래
형태가 외채, 특히 단기외채의 증가를 유발하여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심화
시킨다고 하였는데, 단기외채의 증가는 위기도래시 대규모의 외화유출로 이
어져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서영경.
김근영(2009)는 외은지점의 단기통화불일치는 재정거래에 원인이 있으며, 외
화자금 조달방법과 외화 유동성간에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대량의 외화유출을 통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을 경험한 우리 금융당국

15) 도이치은행(2008.10)의 보고서는 캐리거래는 투자자가 그들이 투자한 자금이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투자국과 자국간의 완율의 움직임을 고려한 후 자산
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환전을 통한손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회수시점에 오히려 재환전

을 통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행위라고 하였다.  
16) 2008년 10월 Deutsche Bank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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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방안17)을 통하여 호황기에는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빠르게 유출되는 외화차입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제
도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선물환포지션 한도제한의 최초 도입 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자본금의 250% 이내에서 만 포지션거래를 허가하는 등 규제강
화로 외화자금의 미래가치를 헤지하기 위한 포지션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1년에는 200%  이내로 한도를 낮추어 제한 하는 등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
성 증가요인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
럼 우리 감독당국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
간동안에도 글로벌 대형은행의 딜러들은 주요 통화에 대한 종가조작을 시도
하고 있었다. 강동수.정대희(2012)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높
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수출입대금의 결제, 은행간의 외환거래, 외
화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과정에서 자금의 과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외화자금시장이 중요하며, 외은지점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외국계 은행은 우리 외환시장 및 외환파
생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영숙(2015)
은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캐리자금의 경로를 
외국계은행의 주요 활동 영역인 외환시장, 국제자금시장18), 장외파생시장 그
리고 국내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외은지점의 활동은 단일시장을 
통한 단면적 고찰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화자금시장과 외환파생시장이 글로벌대형
은행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고 글로벌은행의 딜러들이 달러가치를 하락시
키기 위하여 7년여 이상 종가환율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은 원화가 국제외환시
장에서 직접거래되는 통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
음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222....    종종종종가가가가((((FFFFiiiixxxxiiiinnnngggg))))의의의의    역역역역할할할할                                
  금융시장에서 종가는 관련된 수 많은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
용되므로 실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정보이다. 윤선중(2015)은 종가는 뮤

17) 2010년 6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제안함. 

18) 국제자금 금융기관들이 단기자금 거래를 위한 장외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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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뿐만아니라 파
생상품의 정산가로도 활용된다고 하여 종가의 중요성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 종가를 조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다. 종가가 파생상품의 정산에 이용될 때, 해당 종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
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해당 종가를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Hillion & Suominen(2004)는 브로커들도 자신의 체결능
력을 과시하기 위해 종가를 조작할 유인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글로벌 종
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구조상 원/달러 환
율의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19) 당국은 조작의 대상은 원/달러
가 아니고 해당 국가의 통화이므로 외환당국 입장에서 관심은 원/달러인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거론한 바 있으나 외환시장에서 원
화의 교환가치는 주요통화에 대한 교환비율로 산출된다. 미달러화는 기축통
화라는 기능적 성격으로 원화와 같은 제3국의 통화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달러환율의 종가조작은 따라서 원화가치와 무관하다고 보기
는 매우 어렵다. 외환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금융권의 전문가 집단은 국내 통
화선물시장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는데 원/달러 현물환율
은 가중평균으로 픽싱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환율조작이 불가능하지만, 통
화선물 시장에선 조작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20) 위에서 이미 거
론한 바 있느나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우리 감독당국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선물환의 규모를 자본금에 비례하여 
허용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도입하였다. 선물시장의 규모와 선물시장이 
장내시장임을 고려할때 환율의 조작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
려 종가조작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속업무21)들에 환율의 전이효과가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조작된 종가환율은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활용되어 그 가치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시장에서 운용하려는 투자자는 
유입된 통화의 미래가치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1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26155

2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26155 

21) Market Risk, Middle Office, Back Office 등 파생상품의 관리, 거래검증, 게약서작성.확인 

및 가치평가등 거래관련 후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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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도 조작의 개연성을 높여 준다. 국제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통화는 만기에 
실물을 교환하지 않고 역외상품인 NDF 거래를 활용하여 차익금액이 주요통
화로 현금정산(cash settlement)되는 구조다. 이 정산가격이 바로 환율종가
(Fixing)다. 국내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22)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계 은행
에 의존해 외화관련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이들 은행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지점에 대해서도 감독차원에서의 관여가 필요함을 강
조한 바 있다. 서영숙(2015)은 외국계은행은 우리나라에서 통화와 관련되어 
최소 4개의 시장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감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앞서 논의한 바 있으나 외국계은행의 수익은 주로 외환 관련시장에
서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시장에 또 다른 외화유동성파문
을 몰고온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수면위로 
올려 각종 규제강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는 외화자금과 외환파생상품을 
핵심수입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고수익을 누렸던 외국계은행의 수익성
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외부로 지불되는 배당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런던외환시장의 오후 4시 종가환율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가환율로 평가되는 외환파생상품의 증가가 외
국계은행의 이익준비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조작된 런던종가가 교차통화인 원달러종가환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환율변동성의 결과로 외국계은행의 핵심 사업인 외환(외화자금)
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증가로 이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국계은행
의 수익은 글로벌 환율담합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글로벌 종가조작의 수혜대상을 외국계은행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현물시장에서 발생된 종가조작의 영향을 그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화장외파생상품과 연계하여 입증하는 시도이다. 셋째, 런던
종가의 영향을 받는 환율로 가치평가되는 파생거래에서 창출된 수익이 배당
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실제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시도이다.  

22) 16)의 기자는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외국계에서 달러를 (국내 금융기
관에) 빌려줄 경우 단기물의 경우 통화선물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서 "통화선물이 높

게 나오면 나중에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선물을 조작할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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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전전전전이이이이효효효효과과과과    확확확확인인인인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기기기기초초초초분분분분석석석석            

    1111....    기기기기초초초초분분분분석석석석의의의의    틀틀틀틀
   24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일평균 5.3조  
이상의 대미달러 거래 중 87% 이상은 글로벌은행의 외환달러들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 투자회사, 일반기업, 중앙은행, 헤지펀드사, 소매고
객들이 참여하는 외환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는 유로
화(EUR/USD), 엔화(USD/JPY) 및 스털링(GBP/USD)이다. 통화와 
관련된 선도거래, 선물거래, 스왑거래 및 옵션계약 등 각종의 파생상
품은 외환 현물시장에서 산출되는 지표환율로 해당 상품의 가격이 측
정된다.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고서(2015.05.20)에 의하면 World 
Markets/Reuters(WM/R)은 외환시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
환율(benchmark rate)이다. 오후 4시 런던종가 (WM/R London 4pm 
fixing)는 종가결정시간대인 1분 동안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추출된 실
제거래의 bid-offer spread에서 중간가격을 결정하여 확정된다. 환율
조작은 종가결정시간대인 1분 동안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분치기’
라는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유로달
러의 런던 WM/R 오후 4시 종가가 주요 통화와 교차산출되는 원화환
율에도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Reuters 오후 4시 월말 런던종가와 오후 3시 서울외환시
장의 월말종가를 사용한다. 난외파생거래를 통한 외국계은행의 이익
준비금 증가 여부가 종가환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난외파생거래의 증감현상이 모든 환율에서 공통되는 일반적인 현상인
지 아니면 종가조작의 영향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ECOS 시스템에서 추출한 유로달러 및 원달러 월말평균
환율을 분석에 함께 포함하여 각각 두개의 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2.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및 및 및 및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설정    설정    설정    설정    

   실증검증기간은 환율종가 조작사실이 확인된 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 1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한다. 표본은행은 언론에 보도된 벌금 대상인 9개 은
행을 선정하였다.23)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가설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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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WM/R 유로환율은 원달러종가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방향은 원화가치의 상승, 즉 원달러환율의 하락이다. 
두번째, 원달러환율은 외국계은행의 파생거래 규모를 증가시킬것이다. 가설1
에서 월달러환율 강세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유입될 달러가치의 하락
에 대비할 필요성을 유발한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유입되는 캐리자금도 자금
의 유출시점을 대비한 헤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선물시장이나 선도시장
에서의 이러한 헤지수요는 파생시장을 통한 가격발견기능의 작동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율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캐리거래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은 외환파생거래를 
통하여 국내자산에 투자된다.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원화가치의 하락
은 캐리투자자의 손실을 의미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수요가 추
가적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난외파생항목 증가는 외국계은행의 본점배당
을 증가시킬 것이다. 헤지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잠재위험요인을 감수하는 거
래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시장을 형성한다. 기초자산을 보유한 입
장에서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누리게되는 레버리지효
과로 인한 고수익은 외국계은행의 수익률에 반영되어 배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증분석은 STATA가 제공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한다. 
  

  <표 1>은 본 실증분석에 활용될 변수와 선정사유를 제시한다. 난외파생항
목, 이익준비금, 콜론, 그리고 콜머니는 9개 표본은행의 월별재무제표에서 추
출한 계정항목이다. 은행별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
다. 외환파생거래는 계약시점에는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어 재무상태표에 기
록되지 않는 부외거래(off-balance contract)로 주석에 기재되는 항목이다. 파
생거래는 계약금액의 아주 작은 일부나 단순한 계약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소요자본은 낮으나 고수익을 창출하는 레버리지상품이다. 종가조
작의 영향은 외국계은행의 파생거래에 반영되어 수익의 근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파생상품시장에는 위험회피자(hedger)와 투기자(speculator)가 참여
하는데 위험회피자는 파생거래를 통해 미래의 자산가치를 현재시점에 확정함
으로써 환율과 금리 등의 변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3)  BNP Paribars, UBS, Deusche Bank, Barclays PLC, Bank of America, Societe General, 

     JP Morgan, Citi Bank,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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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생상품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고 
하였다(장하준, 2015). 외국계은행과 같이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입장에서는 위험을 수
용하는 대신 고수익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할 것이다.24) 은행법 제40조는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때까지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것을 규정한다. 자본항목에 명기된 이익준비금의 증가는 
본점으로 배당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설3의 실
증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표 1> 변수및 선정사유 

변수 영문표기 선정사유 자료출처

파생상품관련
난외항목25) DerOff_Bal

주석에 기재되는 미확정손익항목으로 미래 

특정시점의 상품가치에 따라 정산금액이 

확정되므로 달러와의 교차환율로  산출되는 

원화가치에 종가조작의 전이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임.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이익은 

파생거래에서 나타나는 일부거래만을 나타낸 

것으로   난외항목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 

개별 은행의 
월별 재무제표 

이익준비금 
(Earned Surplus  
Reserve)

Earned SR

상법(458조)에 의거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

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개별 은행의 월별 
보고 (감독당국)

외화콜론 CallLoan 외국계은행은 장외시장인 국제외환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국내은행에 제공함.
개별 은행의 월별 
보고 (감독당국)외화콜머니 CallMoney

원화대달러환율 KRW/USD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로 사용될 

원화달러 환율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나 달러 등 주요 통화와의 교체가치(cross 

currency)로 결정되므로 종가조작의 영향은 

원달러환율에 반영될 것임.    

1) 월말 Reuters 
   Fixing 
2) ECOS 월말  
   평균환율 

유로대달러환율 EUR/USD
G10국가의 주요통화 중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으로 종가조작의 결과가 반영됨.    

1) 월말 WM  
  Reuters Fixing 
2) ECOS 월말  
   평균환율 

CD (91일물) 
이자율 3MCD

국내 경제환경(펀드멘털)을 반영하는 지표를 
통제변수로 활용함.  

ECOS 
월별자료 

통안채(91일) 
이자율 Tongan

수입결제통화  Import 

수출결제통화  Export 

24) 외국계은행은 국내 수출기업이나 국내기업과의 환헤지거래에서 거래상대방(speculator)역
할을 당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위험을 수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외국계은

행은 그룹내에서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본점이나 다른 대형 금융기관으로 환위험에 

노출된 포지션을 넘기는 반대거래를 하기때문이다. 외국계은행은 본점이라는 거대한 조
직(글로벌 투자은행)을 배경으로 외화자금창구와 파생거래상대방으로서 Risk Taker역할을 

수행하므로 up front fee(프리미엄 수익)과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누릴 가능

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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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kewness Kurtoisis

KRW(₩/$) 72 1115.824 131.0473 900.6 1533.5  .540 3.766

EUR ($/€) 72 1.376 .0885779 1.22865 1.5826  .444  2.542

3MCD 72 3.780 1.169 2.41 6.03 .526 1.726

3MTongAn 72 3.476 1.179 1.74 5.36 .363 1.629

수입결제액 72 29417 6061 17906  37700  -.132 1.69

수출결제액 72 13895  4270 8399 22444 .522 1.92

이익준비금 72 754256.7 221325.1 121300 1052805 -.318 2.17

외화콜론 72 936454.4 457798.1 0 2374707  .671  3.56

외화콜머니 72 8582457 5776310 1191476 1.88e+07  .433 1.69

파생부채 72 2.76e+07 2.38e+07 986694 1.37e+08 2.489 9.87

파생난외항목 72 8.16e+08 1.74e+08 7.75e+07 1.29e+09  -.711 7.28

KRW EUR IMP EXP 3CD 3TA ESR CAL CAM D_Lia OFBA

KRW 1.00

EUR -0.65 1.00

IMP -0.25 0.04 1.00

EXP -0.20 0.17 0.63 1.00

3CD -0.09 0.06 0.27 0.14 1.00

TongAn -0.12 0.08 0.28 0.15 0.84 1.00

ESR -0.02 0.03 -0.03 -0.11 -0.00 -0.02 1.00

CAL -0.02 0.04 -0.03 -0.08 0.03 0.00 0.96 1.00

CAM -0.02 0.03 -0.03 -0.09 0.02 0.00 0.96 0.99 1.00

D_Lia 0.64 -0.35 -0.09 -0.02 0.01 -0.02 0.07 -0.00 0.00 1.00

OFBA 0.42 -0.30 -0.01 0.02 0.07 0.14 -0.48 -0.59 -0.57 0.50 1.00

 3.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   

    <표 2>와 <표 3>은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   

<표 2> 기초통계량      

                                                                (단위: 달러/옌/원, 백만원/백만달러, %)

<표 3> 상관관계

IIIIVVVV....    가가가가설설설설별별별별    모모모모형형형형    및및및및    실실실실증증증증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를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1>은 2007년 1월 부
터 2012년 12월까지 Reuters를 통하여 추출한 서울외환시장 월말종가환율과 
ECOS 시스템의 월말평균환율의 전월 대비 증감률 추이이다. 그림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월말종가환율의 변동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2001년부터 2012년12월까지 원화환율과 유로환율의 실제 

25) 파생상품관련난외항목은 개별 외환파생상품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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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표시된 것이고 <그림 3>은 전달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환율조작이 있었던 기간으로 알려진 2007년 말 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전의 기간 보다 변동성이 확대된 흔적이 보이며 특히, 원달러종가환
율의 변동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원달러환율에 대한 증감률추이 (종가환율 vs. 월말평균환율) 

 

<그림 2> 원달러환율과 달러유로환율의 증감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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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달러환율 vs 달러유로환율의 증감률추이 

<그림 4>는 외국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부채와 자산의 증감추이이다. 
파생상품의 증감률은 자산과 부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헤지구조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금융기
관은 기업고객과의 거래로 발생하는 오픈 포지션에 대한 반대거래를 체결함
으로써 본점 또는 제3의 금융기관에 포지션을 넘긴다. 이는 미래의 환율 변동
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이유이다.26) 

26) 본점과의 거래는 back-to-bac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포지션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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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국계은행의 파생상품 자산과 부채의 증감률추이 

  

<그림 5> 이익준비금, 유로달러환율, 난외파생항목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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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 5>는 외국계은행의 난외파생항목은 유로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나 <그림 1>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원달러환율의 증감추이와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통화에 대한 교차환율로 원화환율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근
거27)로 런던종가조작의 영향이 외국계은행이 핵심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외
환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다. 가설별 모형도 이러한 가정을 
반영하여 종가환율만이 아닌 평균환율을 함께 활용한다. 즉 유로달러와 원달
러에 대한 월말평균환율과 런던외환시장의 유로달러종가환율, 그리고 서울외
환시장의 원달러종가환율을 각각 별도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한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공분산성, 그리고 이분산성 등 OLS 가정
에 위배되는 변수들은 가설별로 회귀분석, VIF 검증, Breusch-Pagan 검증, 
그리고 White 검증을 거치면서 제거하고 모형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변수
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1.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통화의 통화의 통화의 통화의 런던종가가 런던종가가 런던종가가 런던종가가 원화환율에 원화환율에 원화환율에 원화환율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환율의 종가는 해당 통화에 대한 미래가치를 현재시점에서 헤지하는 선물 
또는 선도거래, 그리고 옵션거래 등 다양한 외환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개별
상품의 가치평가나 가격산출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기준은 고시환율, 지표
환율, 기준환율 등의 용어로 불리는 환율 Fixing이다. 이러한 사유로 조작된 
종가환율은 조작된 시점의 현물통화시장(spot)에서 딜러들이 취한 이익28) 보
다는 오히려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서 더 큰 영향
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주요통화의 종가환율은 이를 기준으
로 하여 교차산출되는 한국과 같은 중진 또는 저개발 국가들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율조작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종가조작의 영향은 미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의 기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개연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종가환율조작으로 인한 전

27) S 외국계은행의 외환데스크 헤드는 우리외환시장에 글로벌 종가조작의 전이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교차환율로 인한 영향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28) 영.미 감독당국의 수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제 수익은 그다기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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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과를 분석하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래 모형은 이와같은 사실을 반
영하였다.  
  

 1.1 모형   모형   모형   모형   

   첫 번째 가설은 런던종가가 종속변수인 원달러종가환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가
치는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므로 수입과 수출결재규모와 환율의 
이론적 산출요소인 금리(91물 CD/통안채)를 사용하여 통제한다. 외국계은행
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때 증가한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bid-offer spread29)가 증가한다. 이를 
고려하여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부채를 추가적인 변수로 통제한다. 실증분석
에는 STATA가 제공하는 아래 모형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1)

               
    ≠  

         여기서    원달러환율    유로달러환율   수출입결재액    수입결재액
      통안채    파생부채   교란항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시계열 자료는 일정한 추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을 제거하고 변수들간의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분석자료를  
전월대비 증감률로 식(2)와 같이 재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시계열자료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2)

1.2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의미   의미   의미   의미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로달러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은 모두 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화환율을 감소시키는 것을30) 확인

29) 은행의 수익이 spread이며 변동성이 커 질수록 spread가 벌어져 수입이 증대된다.    

30) 환율의 감소는 원화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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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모형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의 평균환율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외환파생부채를 제외한 
수입결제통화, 수출결제통화, 3MCD, 그리고 통안채 금리와 같이 경제를 대변
하는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반해 주요 통화에 대
한 교차관계에서 산출되는 원달러종가환율 모형에서는 우리경제의 펀드멘털
을 반영하는 변수가 통계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파생부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원달러종가환율에서만 증가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결정계수(R2)는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종가환율 모형에서 52%이
다. 원달러환율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유로달러환율이다. 1%의 

<표 5> 회귀분석결과 (가설1)

아래 표는 2007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의 월별증감률로 산출한 시계열자료로 서울종가환율에 영향을 
여부를 평균환율모형과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STATA가 제공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독
립변수로는 경제펀드멘털을 반영하는 수출결재액과 수입결재액, CD금리 그리고 외화유동성 조절기능을 
갖는 통안채 금리를  사용하였다. 우리 외환시장에서 외국계은행의 역할을 감안하여 파생부채규모로 통제
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Standard Error)이다. ***,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 

유의성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 원달러환율증감율(Rate)         

                        평균환율모형                          종가환율모형 

변수                회귀계수        t Value             회귀계수           t Value

유로달러환율     -.620(.100)       -6.16***          -.760(.114)         -6.62***

수출결재액       -.102(.051)       -2.00**           -.139(.066)         -2.09**

수입결재액        .096(.040)         2.40**            .021(.053)          0.40
3M CD           .030(.094)         3.22***           .089(0.12)          0.72

통안채           -.270(.082)       -3.29***          -.114(.108)         -1.06

파생부채          .041(.028)       -0.12              .108(.039)           2.72***

Adj R-Sq                     0.46                                0.52
F value                      10.93                               13.76
N                             71                                   7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단위 상승할때 마다 원달러환율은 평균
환율모형에서는 0.62 단위, 종가환율모형에서는 0.76 단위 하락한다. 종가조작
은 유로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31) 본 모형에서

31) 기사에 의하면 한 기업으로부터 1시15분 고시환율로 1억유로 매수 주문을 받은 트레이
더는 유로를 싼값에 미리 사뒀다가 다른 5개 은행 트레이더들과 함께 1시14분부터 유로 

매수 주문을 계속 내서 유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트레이더는 유로값이 오른 만큼 더 많

은 달러를 기업으로부터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국경제, 2015년 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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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달러가치가 하락할때, 즉 유로가치가 상승할때 원달러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원달러종가환율에 종가조작의 영향이 반영되
었을 소지를 보인다. 이는 당초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회귀분석의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외환시장은 장외시장이다. 여기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본지점간 거래도 함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외국계은행이 
국내은행이나 기업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보유하는 포지션은 반대거래를 통하
여 본점 또는 제3의 대형 금융기관에 전가된다. 실무에서 소위 Back-to-Back
이라 불리는 반대거래는 외국계은행이 기업고객이나 기관투자자들의 환헤지
수요를 무리없이 총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댓가를 고려한 가격으
로  파생계약을 맺게된다. 노출된 위험은 기초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해당자산
의 변동성 위험을 관리 및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본점으로 포지션
을 이전하는데, 이러한 포지션 이전과정의 중심에 글로벌 대형은행이 자리한
다. 미국과 영국금융당국의 조사서를 통해 알려진 채팅방을 통한 종가조작등
의 담합행위,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그리고 본 회
귀분석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종가조작은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가치변화를 추구하는 목적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거래를 외환파생거래를 외환파생거래를 외환파생거래를 증가시키는 증가시키는 증가시키는 증가시키는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우리 외화자금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외국계은행은 외화와 관련 국경을 넘나

들며 매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하여 공급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수출기업의 환헤지목적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기도한다. 그리고 수출기업을 상대하는 국내은행의 거

래상대방이기도 하다. 이처럼 통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외국계은

행이 보유하는 포지션들은 역외시장인 글로벌 은행의 본점파생상품데스크로 

이전된다. 런던종가환율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환율로 사

용된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상호 연계성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헤지구조를 

감안한다면 글로벌 종가환율조작의 영향이 외국계은행의 주요 영업활동에 자

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발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가설은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3MCD금리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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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 매매

하는 통안채 금리를 사용한다. 또한 외환시장은 역외에서 단기차입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외국계은행의 외화조달 및 운용행태에도 영향을 받게된다. 
이를 반영하여 콜론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외국계은행의 이익준비금을 분석
에 투입한다.32)     

 2.1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두 번째 가설은 원달러환율이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거래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만기미도래 파생상품은 손익이 미확정된 난외계
정이며 주석에 기재되는 항목이다. 당초에는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파생거래
만을 분석에 활용하려 하였으나, 난외계정은 고객과의 신규 거래와 금융기관
의 포트폴리오 리발란싱 등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가 편입되어 
있어 외국계은행의 장외파생거래의 전체성을 파악하기에 보다 적합하다. 가
설1의 회귀분석 결과 외국계은행의 파생부채가 증가할때 런던종가와 교차산 
출되는 원달러환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달러환율이 난외파생항목의 규모
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실증분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33) 이와함
께 서영숙 (2015)은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효과는 외은지점이 파생부채를 보
유하고 있을때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34)으로 확인한 바있다. 
즉, 외국계은행의 파생부채의 상승은 달러가치를 하락시킬 유인일 가능성이 
있다. 본 가설에서는 런던종가의 영향을 파생부채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국계
은행이 보유하는 파생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 
모형에서도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을 설명변수로 각각 활용하여 식 (3)과 같이 
다중회귀분석하였다. 변수들의 단위를 통일하고 각각의 변수들에 내포되었을 
단위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의 식(2)와 같이 산출된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
다. 

                     ⋯                 (3)

           
    ≠  

32) 외국계은행의 수익은 주로 파생상품거래에서 창출된다.  
33) 질서경제저널 제18권 3호, p. 132

34) 서영숙, 외은지점의 외화단기차입과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관한연구, 선물연

구, 제23권제1호,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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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생관련난외항목    유로달러환율    원달러환율      
  통안채    이익준비금     콜론   교란항

  

 2.2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의미    의미    의미    의미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종가환율은 가설1의 회귀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1%의 신뢰수준에서 환율 1단위 증가할때마다 난
외파생규모는 0.957단위 증가한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평균환율은 파생규모
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글로벌환
율 조작의 영향이 금융기관들간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장외시장인 외환시장
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익준비금은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에서 
모두 1단위 증가할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난외파생상품거래를 1.9 단위 
증가시킨다. 여기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98%로 종가환율
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영향력이다.35) 종가조작의 영향으로 현물시장에서 외
환딜러들이 얻은 수익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았다. 글로벌 종가조작은 단순히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단편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36)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존 파생거래의 가치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파생
상품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싶다.  
이와함께 통안채도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통안채를 발행하는 이유와 통안채의 속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평균환율과 마찬가지로 외화콜론도 난외파생항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외국계은행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의한 것으로 기업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를 잘 대변한다.  
국내은행이나 기업이 필요한 외화자금을 단기로 차입하려고 할 경우, 외국계
은행의 콜론규모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콜론이 증가할 경우 외화자금의 또 
다른 조달수단인 외환파생상품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선도
거래, 스왑거래, 옵션계약 등 외환파생상품거래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35) 본고에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이익준비금을 모형에서 제외한 모형에서는 조정된 R
2 가

    –0.06 이하로 하락하였는데 이 결과는 외국계은행의 파생거래를 증가시크는 원인응 본점

에 대한 배당요소와 보다 더 빌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 
36) 미국과 영국금융당국의 종가조작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의 이익은 

크게 높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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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결과 (가설2)

아래 표는 2007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의 월별증감률로 산출한 시계열자료로 런던종가환율과 원달러종
가환율이 외국계은행의 난외파생항목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STATA가 제공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평균환율과 종가환율모형으로 각각 나누어 난외외환파
생항목의 증가가 단순히 환율에만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
다. 독립변수로는 금리와 콜론,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이 반영된 익준비금을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괄호 안
의 숫자는 표준편차(Standard Error)이다. ***,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 유의성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 난외파생항목증감율(Rate)         

                        평균환율모형                          종가환율모형 

변수               회귀계수         t Value           회귀계수           t Value

유로달러환율     -.496(.528)       -0.94          -.552(.423)          -1.31

원달러환율        .555(.499)        1.11            .957(.317)           3.01***
3M CD          -.527(.436)       -1.21          -.596(.371)          -1.61

통안채            .769(.362)        2.12**          .730(0.29)         2.45**

이익준비금       1.851(.039)       47.04***       1.857(.034)           54.01***
콜론             -.044(.017)       -2.52**        -.067(.016)         -0.29

Adj R-Sq                     0.97                                0.98
F value                      374.66                             493.11
N                             71                                   71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통화와의 교차관계에서 산출

되는 서울외환시장의 종가환율은 외국계은행의 난외파생항목을 증가시켜 글

로벌 종가조작의 영향이 외환파생거래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상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익준비금을 모형에 포함시켰을때 산출되

는 결정계수와 이를 포함하지 않았을때 산출되는 결정계수 사이의 급격한 변

화는37) 외국계은행의 입장에서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조

치38)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파생상품의 가치

평가에는 종가환율이 사용된다. 종가환율조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현물시

장에만 있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이유이다. 콜론은 종가환율 모형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나 평균환율 모형에서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보였다. 이 결과는 거래시점에 제

시되는 환율수준에 따라 외화자금의 조달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7) 종가환율회귀분석 R
2
(AdjR

2
) 0.0138(-0.062), 평균환율회귀분석 R

2
(AdjR

2
)0.0151(-0.060)

38) 종가조작의 사전적 협의는 채팅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포트폴리오 리발란싱을 위한 사 

전정보 공유가 있었다면 이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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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외국계은행의 난외파생항목이 난외파생항목이 난외파생항목이 난외파생항목이 본점배당에 본점배당에 본점배당에 본점배당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상법 제458조와 은행법 제40조에 따라 본점에 배당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배당이 일어날때마다 의무적으로 이익준비금(Earned Surplus Reserve: ESR)39)

을 적립해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의 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

준비금이다. 회사의 순이익금은 자본과는 달리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익배당을 하지않는 경우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외부

로 유출되지 않아 적립여부는 강제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이 증가한다는 의

미는 외국계은행의 주요 영업활동이 파생거래에 있음을 감안하여 파생거래로 

인한 수익금이 배당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당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위기 이전 장외파생거래가 외국계은행의 높은 

수익성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본 가설은 외환파생거래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배당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종가환율이 외환파생거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설2의 회귀분석을 통하

여 확인한 바 있다. 본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난외파생거래가 이익준비금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인다면, 글로벌 종가조작이 외

국계은행의 본점배당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외국계은행의 수익(비용)의 창출요인인 콜론과 콜머니, 그리고 

외화유동성의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통안채금리를 사용한다.    

 

  3.1 모형모형모형모형

  가설 2의 회귀분석은 통제변수로 사용된 이익준비금이 설명변수인 원달러
종가환율 보다 훨씬 강하게 난외파생항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본 가
설에서는 이익준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난외파생항목을 원달러환율과 
함께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원달러종가환율이 특정한 방향40)으로 변동하여 이익준비

39)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매결산기  이익금을 배당할 경우 자본금의 1/2 수준에 이를때까

지 배당액의 1/10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은행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법제40조에 의하면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순이익금의 10/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40) 서영숙(2015)은 원화가치의 하락이 외은지점의 이익감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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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증가하고 이와함께 난외파생항목이 이익준비금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난다면, 글로벌 종가조작은 외국계은행의 배당과 무관하지 않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식 (4)와 같이 다중회
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사용된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모형에
서도 단위근을 제거한 증감률로 산출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다.  
 

         ⋯            (4)

           
   ≠  

       여기서    이익준비금    유로달러환율    원달러환율    난외파생항목 
   콜론    콜모니    통안채   교차항   교란항

  3.2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의미 의미 의미 의미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
계수는 두개의 모형에서 모두 98%로 나타났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가설3)

2007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의 월별증감률로 산출한 시계열자료로 외국계은행의 본점배당에 종가환율
의 영향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배당을 확인하는 대체변수로 ‘이익준비금’을 활용하였다. 
글로벌환율조작이 외국계은행의 배당행위와  관련될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다. 설
명변수로는 유로달러환율, 원달러환율, 난외파생항목을 사용하였다. 콜론, 콜머니, 그리고 통안채로 통제하
였다. 마지막으로 원달러환율과 난외파생항목두 변수를 곱하여 Interaction Term(교차항)41)을 산출하여 
이들 두 변수가 동시적으로 이익준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Standard Error)이다. ***, **, *는 1%, 5%, 10% 신뢰수준 유의성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 이익준비금증감율(Rate)         

                        평균환율모형                          종가환율모형 

변수               회귀계수         t Value           회귀계수           t Value

유로달러환율     .260(.244)         1.06          .174(.2148)             0.81

원달러환율      -.407(.242)       -1.68*         -.434(.1651)          -2.63**

난외파생항목     .408(.026)       15.18***        .474(.02417)         19.61***
콜론             .011(.008)         1.35           .029(.00881)          3.39***

콜머니           .044(.012)        3.43***        .030(.0129)            2.35**

통안채          -.195(.097)       -2.01**        -.063(.1051)           -0.60
교차항            7.61(2.160)      3.52***         3.088(1.223)          2.52**

Adj R-Sq                     0.98                                0.98
F value                      431.16                              472.90
N                             71                                   71

41) 당초 교차항을 활용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평균환율이 이익준비금의 증가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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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귀분석에서는 원달러종가환율이 1단위 증가할때 마다 이익준
비금이 5%의 유의수준에서 0.4342단위 감소하였고 평균환율도 10%
의 유의수준에서 이익준비금을 0.407단위 감소하였다. 여기서 통화의 
양면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달러환율의 증가는 원화가치의 하
락을 의미한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외
국계은행의 이익준비금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표 7]은 교차항의 매우 높은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 주
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42) 종가환율은 교차항의 투입이전에도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나 교차항을 투입하자 통
계적 유의성이 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차항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은 종가환율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함
께 콜론(CallLoan)은 종가환율을 활용한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준비금을 증가시키지만 콜머니(CallMoney)는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에서 1%와 5%에서 유의하게 이익준비금을 증가
시키는데, 그 원인은 외국계은행의 외화자금차입 및 운용구조를 통하
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화의 단기
대차거래는 외은지점 및 외국소재 은행이 대주로 활동하고43) 국내은
행이 차주로서 참여한다. 외국계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보다 월등히 높
은 신용등급을 누리고 있으므로 국제외환시장에서 국내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은지점은 본지점 차입, 외화콜
머니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
여 국내은행에 단기신용공여를 해왔다.44) 이렇게 저리로 조달된 외화
자금은 우리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는데, 해외에서 차입된 외화자금이 

이익준비금 
평균환율모형 종가환율모형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유로달러환율

월달러환율

난외파생항목

콜론 

콜머니 

통안채  

.3585(.2634)

-.080(.2436)

.4505(.0262)

.0117(.0089)

.0432(.0140)

-.222(.1054)

1.36(0.178

-0.33(0.742)

17.17(0.00***)

1.31(0.193)

3.08(0.00***)

-2.11(0.04**)

.2453(.2217)

-.417(.1717)

.4795(.02507)

.0235(.00879)

.0275(.01347)

-.193(.09535)

1.11(0.273)

-2.43(0.018**)

19.13(0.00***)

2.68(0.01***)

2.04(0.04**)

-2.03(0.05**)

42) 교차항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분석에서는 이익준비금의 변화에 평균환율모형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원달러환율이 단독으로 작용할때 나타나는 영향과 파생상품

함께 변수로 작용할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43)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p. 220

44)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및 외환시장, 한국은행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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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종가환율로 평가되는 파생상품(주로 스왑
거래)이 개입된다. 외국계은행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바로 
콜론이 이익준비금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까닭으로 보인
다. 통안채금리는 두개의 모형에서 모두 이익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역
할을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통안채의 고유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난외파생항목은 원달러종가환율과 함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준비금을 증가시킨다. 가설2의 회귀분석결과
에서 원달러환율이 난외파생거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본 
가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원화가치가 상승할때 이익준비금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 두 가설의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외국계은행의 난외파생거래는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면 헤지수요의 증
가로 파생거래규모가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하는 파생부채규모는 
종가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원달러환율과 난외파생항목의 교차항 변수가 나타내는 높은 영향
력(회귀계수 평균환율 7.61, 종속환율 3.08)은 외국계은행의 이익준비
금이 환율과 파생상품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수익창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환율의 변동은 난외파생항목의 증가와 함
께 본국에 대한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VVVV....    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본고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기준환율로 활용되는45) 런
던 WM/R 오후 4시 유로달러종가환율(Fixing)을 사용하여 글로벌 환율조작
의 영향이 런던종가환율과 교차산출되는 원달러환율을 통하여 우리 외환시장
으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STATA가 제공하는 다중회귀분
석을 통하여 글로벌 은행이 외화자금과 외환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은행의 국내지점인 외국계은행

45) Barclays Cas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20
th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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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주체와 연결시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외환시장에서 외국계은행의 
활동에는 기준환율로서의 종가환율이 관여한다. 본고는 이들 두 주체46)의 기
능적 측면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외국계은행의 수익의 주요 원천은 
외화자금시장과 외환파생시장에서 발생되고, 원화의 가치는 주요 통화와의 
교차관계에서 산출된다. 게다가 종가환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글로벌 종가조작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종가조작의 영향이 현물시장에만 국한되지 않
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종가의 영향을 장외파생시장에까지 확장하고 3단계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마다 평균환율과 종가환율을 각각 투입한 2개의 
모형으로 교차산출관계에서 나타나는 런던종가와 서울종가간의 역학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런던종가와 서울종가간의 교차관계를 매개하는 요
인인 유로환율이 상승하고 달러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외국계은행의 외화파생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이익준비금은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난외파생
거래가 증가할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원달러환율과 난외파생상품
을 곱하여 두 변수의 동시적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교차항은 다른 변수들 보
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계은행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서 환율과 파생거래를 동시에 고려할 근거를 제시하며, 이 두 시장에서 창
출되는 수익이 본점배당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글로벌 종가환율조작의 원인은 현물시장의 단편적 수익구조에
서 찾기보다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본점데스크 딜러들이 로컬딜러들과 협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외파생포지션들과의 관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바클레이즈 은행은 외환데
스크에 외환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거래를 수행하는 트레이더를 고용하고 있
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보고서 내용과 국내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와 관련된 실제관행을 근거로 한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별 실증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평균환율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펀더멘털을 대변하
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종가환율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46) 외국계은행이라는 거래 주체와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주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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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펀드멘털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외국계은행이 보
유하는 외화파생부채가 증가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달러가치를 하락시
키는 결과를 보였다. 원달러종가환율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유로달
러종가환율이다. 글로벌 대형은행이 참여하는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이 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 환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원달러종가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계은
행의 난외파생규모를 증가시키지만 평균환율은 파생규모의 증가에 유의한 영
향을 보이지 않았다. 원달러종가환율만이 난외파생규모에 유의하게 작용한다
는 사실은 종가조작의 영향이 우리 외환시장에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난외파생거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파생거래증가가 원화가치의 상승, 
달러가치의 하락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해석될 필요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셋째로 난외파생항목은 원달러종가환율과 평균환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준비금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원달러환율과 난외파
생항목 교차항은 이익준비금증가에 현저히 높은 영향력을 주었다. 원화가치
가 상승할때 이익준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달러
가치하락에 대한 기업의 헤지수요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복근.최경욱
(2009)은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외환위기 이후 커지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변
동성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금융시장간 연계성의 단면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환율조작은 글로벌시장의 담합행위를 
보여준 것인데, 글로벌 환율조작의 파급효과는 담합행위가 발생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성을 제기한다. 담합의 폐해를 최초로 제기한 
독일의 경제학자 왈터 오이켄 교수(1975, 경제정책의 원리)는 오늘날 많은 국
가의 경제정책실무에서 경제정책 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지배적
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서문제를 흐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러한 단편적 사고에 존재하여 모든 경제현상의 총체적 관계가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47) 

47) Walter Eucken (1995/1975), 안병직.황신준 역(1996), 경제정책의 원리,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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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글로벌 환율담합행위가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매체로 활
동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딜러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매커니즘
을 활용하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환율조작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외환파생시장에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담합행
위는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본 연
구 결과는 글로벌 환율조작의 목적이 통화를 매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 내지 협업하는 외국계은행의 본.지점간의 수익성 증가를 위해 일
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담합행위는 통화라는 매
체를 통하여 관련된 수 많은 국가와 시장으로 깊숙이 파고 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표환율로서의 런던종가환율이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구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보다 
정교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조작이 우리경제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
루어질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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