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6번 문제 & 2.환율과 원화가치 하락
환율은 우리나라 돈하고 외국 돈 간의 교환비율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 1달러 구입에 
1,000원이 필요하고, 1달러에 1,500원이면 똑같은 달러 구입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
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동일한 달러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되면 1원을 구입

하는데 달러가 얼마나 필요한지로 계산을 해보면,  달러에서  달러가 필요한 셈이

니 1원의 값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했
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달러가 상승했다고 생각해보죠. 달러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1,500원이 되었다고 가정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팔리던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1달러에 팔리고 있었는데, 이
제는 환율이 올라서 1,500원짜리 상품이 미국에서 1달러에 팔려야 하는거에요. 그러면, 예전
에 1달러 가격표를 달고 있던 1,000원짜리 상품은 1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표를 미국 시장
에서 달고 있을겁니다. 이제는 1,500원짜리가 1달러 가격이 되었으니깐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3. 미국의 물가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만원으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 되면 이제 5개 밖
에 구매할 수가 없는거죠. 

미국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했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달러당 1,500원에서 1,000원
으로 환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구요. 환율은 두 국가 통화의 교환비율이지만, 통화가치와 연
관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요.

19번은 해설처럼 풀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저렇게 설
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구매력평가설은 모든 물건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가정
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빅맥의 가격이 3,000원이고, 
미국에서 3달러라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근데 사실 이게 유지되기
가 어려워요. 국가마다 물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문제에서처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우
리나라보다 높으면, 미국의 통화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명목환율은 하락
(달러당 1,500원 → 1,000원)할꺼에요. 따라서 정답이 ③번인거구요.

실질환율은 물가의 변동이 통제된 환율이에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환율
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상품가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실질환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명목
환율의 변화에만 신경쓰세요. 실질환율변화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5. 15번 균형환율 변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직접 그려봐야 해요. 그냥 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먼저 환율은 외환
의 가격입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구요. 따라서 환율은 외환수요와 
외환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문제에서 해외투자감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이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외환수요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출감소는 해외에 판매하고 
벌어들인 외환이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외환공급의 감소이구요. 이걸 그래프에 직접 그려보셔
야 해요. 수입을 위해서는 외환이 필요하니까 수입 증가는 외환수요의 증가이고, 외국인관광
객의 증가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환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므로 외환공급의 증가, 해외여행 증
가는 외환수요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6. 달러 공급 증가와 수출 증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되요.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상
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가치보다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더 크다
는 것을 의미하구요.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가치는 왜 하락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달러 
공급이 많아져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7. 해외여행 증가와 외환공급
해외여행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환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테니까 외
환공급의 감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