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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 VAR)을 활용하였다. 먼저, 단위근 검정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분기별 조선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존슨 변환 후의 값을 사용하였다. 동일 기간에 국채선물수익률(KTBF), 3년 만기 국채수익률(KTB3Y), 한미 환율, 한미 금리차이는 주별 

데이터를 각 분기별 차이값으로 변환시켜서 활용하였고, 조선업체의 주가는 로그 변환 시킨 후에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적 변화점 탐색 

분석기법을 활용하여서 조선업체들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환헤지에 구조적 전략 변화가 발생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 간에는 구조적 변화점 탐지 분석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업체 중에서 소극적 환헤지 관리가 적극적 환헤지 전략으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VAR의 추정을 통해 한국 조

선업체들의 환헤지는 조선업체들의 상호 간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거시변수나 주가에 의해서도 조선업

체들의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환율변동, 적극적 환헤지, 소극적 환헤지, 조선, 당기순이익, 국채선물, 3년 만기 국채수익률, 주가

Ⅰ. 서론

세계의 글로벌화는 과거 특정 국가의 위기가 세계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버블, 미국의 리

먼브라더스 사태, 유럽의 재정위기 등 일련의 위험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적 혼란기를 경험한다. 본인들이 한 결과가 

아님에도 세계가 글로벌화로 인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는 더욱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가속화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화는 위

기의 축소라기보다는 위기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

련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각 국가 간의 환율변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환율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

국은 시뇨리지효과(Seigniorage Effect: 화폐발행 차익 = 화폐의 
시장가치-화폐발행비용)를 누릴 수 있는 기축통화인 만큼-비록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

장을 바탕으로 환율변동이 커질 경우 내수 시장을 확대함으

로서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환율변동에 기

업들은 기업가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 중 일부 자동차 및 IT업체들은 해외법인과 해외지사를 

통해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위험을 줄이고 있다. 세계화 

전략 속에 적극적인 해외공장의 설립을 통해 국가의 화폐 통

제권이나 내수 활용도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함을 기업들 자

체에서 깨닫고 자체 적응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수출 주

도업체 중에서 상품이나 제품의 특성상 국가가 해결할 수 없

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산업도 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1년 3년 동안 한국 수출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조선산업은 방산산업을 보유한 특수성과 내

수판매시장이 열악함에 따라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을 대표로 하는 조선업체들이 

환율변동에 따라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가치는 그 기업이 창출해 내는 당기순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해 나가던 2000년대에 
한국 조선업체들 사이에서 환관리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의 
조선업체 중 세계 1위업체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극적 환

헤지를 적극적 환헤지로 전략을 바꾸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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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있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이 
3년 만기 국채수익률(KTB3Y), 국채선물수익률(KTBF), 한미 

기준 금리 차, 주가 등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유의성을 검

토해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환율의 기본 개념

환율은 두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의 교환비율이자 

상대국 통화의 가치임을 의미한다. 국제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상대국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나 경제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이렇게 두 나라 간 통화를 확대해서 자국 통화와 모

든 교역 상대국 통화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실효환

율은 명목실효환율(NEER :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질실효환율(REER :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환율을 교

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것이고, 후자는 교역 상대국의 물가

지수 변동까지 감안한 것이다.

2.1.1 국제 및 국내통화제도의 변천

국제통화제도는 역사의 변천 속에서 여러 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본위제도는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지되다가, 

세계 1·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설립되었다. IMF를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제도 등의 고정환율제도가 형성된 후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에 브레튼우즈 협정이라는 고정환

율제도가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환율의 변화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

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각국 간의 화폐 사이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제도(또는 
협정)가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

지도록 함으로서 글로벌 거래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수지의 불균

형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브레튼우즈 체제는 기

축통화를 ‘달러“로 삼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일 경

우에는 이 제도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불안정

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

생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경제가 세계로부터 차지

하는 위치가 약화되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는 미국의 단기달러 채무가 

미국의 금준비를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유지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결국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불황과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닉슨 성명을 1971년 중순에 발표하게 되고, 이 성명을 통해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면서 브레튼우즈 제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변동환율제도는 각국의 외환당국의 간섭 없이 운

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나, 
현실적으로는 그 사례가 용어 그대로 적용된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순수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기 
보다는 변형된 형태의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exible 
exchange rate 혹은 managed dirty float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발족된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이다. 킹스턴 체제는 원칙적으로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IMF의 감

독적 역할을 가맹국들에게 강화하였다. 이 체제의 주요 내용은 
변동환율제를 적용하면서 금은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서의 역

할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맹국들은 환율에서 투기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환율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통화당국이 개

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 체제는 이전까지의 
고정환율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IMF의 
SDR을 통해 금이 가졌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국제 환투기가 발생함으로써 환율 변동의 심

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1970

년대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보

였고 변동환율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1976년 
초 석유파동이 나기 전까지는 국제수지는 유럽과 일본은 흑

자를 보인 반면, 미국과 개발도상국은 적자를 보였다. 석유파동 
이후에는 산유국들의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비산유

국들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본

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1973년에 

실시된 변동환율제도는 1980년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변동

환율제도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국제수지의 

불균형과 환율의 불안정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국제수지의 흑자를 보인 일본과 서독(1990년 10월
부터 통일독일)은 통화에서 약세를 보인 반면, 지속적으로 적

자가 누적되고 있는 미국은 통화강세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인한 고금리로 인해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유입으로 실물 

경기의 뒷받침 없이 통화 강세를 보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국제통화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복고주의로 다시 금본위제의 

고정환율제로 돌아감으로써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MF의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각국의 환율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10월에 미국의 

1달러를 0.15원으로 고정하면서 환율정책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1964년까지 지속되다가, 1964년 5월에 단일변동환율제

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환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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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장의 수급에서 형성된 것을 반영하는 제도였다. 1980년 

2월부터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환율을 국제통

화시세변동, 국제수지 변화추이, 그리고 내외금리차 등을 통

해 결정하는 제도였다. 즉,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실시한 것

이다. 1990년 3월부터는 환율이 은행 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미

화에 대한 환율의 변화가 전일의 시장평균환율에서 0.4% 상

하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일일변동폭

을 1991년 9월에는 0.6%, 1992년 7월에는 0.8%, 1993년 10월
에는 1.0%, 1994년 11월부터는 1.5%로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1997년 12월 이후에는 변

동폭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2.1.2 환노출의 개념과 정의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의사 결정 등을 포함한 재무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노출(foreign exchange exposure)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상이한 국가 간에 거래를 하면서 각 국의 통화를 사용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은 환노출과 혼용되어 사용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환위험은 각

국의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자산, 

부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환노출은 실질적으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변동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순현금흐름 또는 시장가치 등의 변화가능성을 의

미한다.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노출은 크게 세 가

지로 구분된다. 환산노출(translation exposure), 거래노출

(transaction exposure), 그리고 경제적 노출(economic 

exposure)로 구별된다. 

첫째, 환산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로 환산해야 하

는데, 이때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나 환산손 

등을 환산노출이라고 정의한다. 결산일 환율로 환산되는 자산

이나 부채 항목은 각국의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환위험에 노

출된다. 반면에 역사적 환율로 환산되는 자산이나 부채 항목

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자산이나 부채 중

에서 어떤 것을 환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환산노출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 

정립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환산노출은 현금흐름적 측면

보다는 회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거래노출은 
외화표시로 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산된 결제금액이 변화될 

수 있는 환노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외화로 인한 거래 시점과 
결제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환노출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 수주에서 발생한다. 국내 조

선업체들은 거액의 선박을 수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외화매출

대금은 선박건조(생산제조)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거래 환노출에 

직면하게 된다. 거래 노출에 직면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 헤지를 하

지 않는 때도 있었고, 선물이나 옵션 또는 무역보험 등을 통

해서 헤지를 한 때도 있었다. 셋째, 경제적 노출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순현재가치가 변화될 가

능성을 의미한다. 즉,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미래 매

출액, 판매가격, 원재료 구입가격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의 기업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노출은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나 혹은 개별 기업의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2.2 세계조선산업 현황 및 동향

2.2.1 세계조선산업의 특징

한국의 조선산업은 1976년에는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있어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의 조선산업은 대형조선소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

었고 연평균 30%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런 성장을 바

탕으로 1985년에는 한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이

상으로 증가한다.  이 때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증가로 한국조선산업은 일본조선산업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가 일단락된 1983년 말

에는 한국에 대형조선사 4개, 중형조선사 7개, 소형 조선사 

221개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세계 조선의 불황으로 

인해 한국의 소형 조선사는 감소하게 되었고, 일본 및 유럽의 

많은 조선소는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1990년 들어서는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비

중이 확대되었다. 한국 조선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1990년 
10월 OECD WP6 회원국에 한국 조선산업은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한국 조선산업은 일본의 엔화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한다. 수주 측면에서도 1993년
에는 세계시장점유율이 37.8%를 기록함으로서 일본의 시장점

유율인 32.3%를 앞서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진입하면서 일본의 엔화

약세, 한국의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본의 경쟁

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해서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업체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계조선은 호황을 맞이하면서 
이 당시 한국 조선산업은 1,373만GT1)를 수주함으로 역사상 

1) GT(Gross Tonnage:총톤수)는 Capacity Tonage(용적톤)로서 상판부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Enclosed Space)의 합계 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한 것으로 결
정된다. 다시 말해서 선박의 간판 아래의 적재량과 갑판 위의 객실, 선원용 시설 등을 추가한 용적을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해서 계산한다. 근래에는 GT대신에 
CGT가 많이 사용된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
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공수를 1.0으로 한 각선종, 선형과의 상대적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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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1,000만GT를 넘어섰다. 1999년에 진입하면서 원화도 

다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서 세계 1위를 
탈환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기를 경험했으나, 이런 경제적 위기가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기술력으로 한·일간의 차

이가 줄어들고, 가격경쟁력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조선산업의 

위상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 들어서는 세계경기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의 장기호황이 종료되면서 2001년
부터 세계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 미국의 10년간의 장

기호황이 막을 내리 시작한 것이다. 세계 경기 하락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 조선경기도 급속히 위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최고의 불황 국면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 3편 평균수주량은 2천 6백만GT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절대적인 수주 부족 속에서 세계 조선업체들의 경영실적은 

크게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청산을 경험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조선경기에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발주량이 5천 만GT
로 회복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세계적인 선박 발주량이 7
천 5백만GT가 나오면서 세계조선시장에서 신세계가 도래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였다. 세계조선시장의 기대감의 급

등으로 인해 세계 조선업체들이 보유한 도크의 선대가 기발

주된 선박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발

주를 늦게 하면 할수록 새로 건조된 선박을 늦게 인도받을 

수 밖에 없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2007년
의 선박 발주량은 1억 백만GT가 나오면서 투기 발주의 정점

을 찍었다. 투기 발주와 더불어 세계 경기가 미국의 리먼브라

더스 사태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선박 발주량은 2009년에 천 

8백만GT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2.2.2 세계조선산업의 현황 및 동향

2010년에는 다시금 선박발주량이 5천 만GT에 이르렀고, 
2013년까지 연평균 4천 4백만GT를 기록하였다. 단지, 발주량 

측면에서는 회복을 보였지만, 세계조선시장의 주도권에 있어

서는 판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초호황기의 주

도자가 세계조선업체 중에서 한국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 조

선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한국산

업에서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비중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주도권이 이전될 경우 조

선산업이 한국산업 지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의 1위를 차지

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전체 수출 중에서 10%가 

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한국 남해안의 산업 벨

트가 조선이나 선박 건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한국 산업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수주 시장에 있어서 시장점유율도 2010년 이후에 한국 조

선업체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도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중국조선업체 역

시 세계경기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4%로 하향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중국 중심의 세계 

선박 발주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지, 2014년 일본이 엔저

를 바탕으로 선박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커지고 있음에 따

라 일본 조선업체들의 수주 및 수주잔량 증가가 나타났다. 그
러나 일본의 수주 관련 증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이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일단락함

으로서 자체적인 선박 건조 및 제조 생산시설이 크게 감소하

였다. 생산시설의 감소로 인해 조선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였고, 선박 건조 관련 인력 및 시설을 다른 

부분으로 배치함에 따라 세계의 조선 시황에 영향에서 일본

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3 환율변동이 조선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율변동은 수출 중심의 기업들의 기업가치에 변화를 준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서 

자기자본과 부채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계정은 환

율이 변동하면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고,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자기자본 가치의 변화를 준다. 또한 외

화부채가 있을 경우 환율 변동으로 대차대조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은 수출입 가격 및 물량

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에 

있어서 원화절상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의 하락 및 원화상

품의 매력도를 감소시켜서 수출 상품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의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에 의존

함에 따라 이런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을 한국의 조선업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헤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원자재 구매를 해외를 

통해 함으로써 원화 상승시 선박의 제조원가를 낮추고 있다. 

둘째, 일정 부분의 해외부채 보유를 통해 수출매출로 발생하는 

환율의 변동분을 일부 헤지 할 수 있다. 셋째, 적절한 선물 

및 옵션이나 환보험을 통해서 환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

분을 헤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체의 매출 구조상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에 대

한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여전히 한국 조선업체의 

수익성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Lee & Park(2009)은 계속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

으로 매출액 대비 순수출 비중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고 환율

변동을 분석하였다. 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는 약 20% 이상의 기업이 

달러, 엔화 등의 환율변동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의적인 기

업가치 변동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Ma(2012)은 2000년
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시변수를 이용한 환율변동과 주

가로 대표되는 기업가치의 관계를 구조VAR모형을 이용하여

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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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업은 양의 환노출은 커지는 반면, 음의 환노출은 줄어든

다고 보았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환위험이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4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와 조선업체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네 마리의 

용에 비유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인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1997년 IMF를 경험하면서 외화의 부족으로 인해 대외

거래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였고, 환율과 금리, 거시경제 그

리고 주가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위기는 아시아 금

융위기로 전이되기까지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먼저, 아시아의 대외 경제의 불균형이 지

속되는 가운데, 단기외채의 급증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투

기적인 국제 자본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환율정책은 해당 국가들의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켰고, 주요 해당 국가들이 GDP성장률에서 마이너

스를 기록하였다. 1998년 GDP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6.9%, 
태국은 -10.5%, 필리핀 -0.5%, 말레이시아는 -7.8%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수출 증진에 더욱 박

차를 가하면서 빠르게 외화의 보유액의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GDP대비 대외부채 역시 1998년에는 43%까지 증가하였지만, 
1999년부터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다시금 발생한다. 2009
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대외부채는 40%를 일시적으로 넘어

섰다.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

습이었다.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속에서 금융기간들 간

의 무리한 대출경쟁이 이루어졌고, 금융규제 완화 분위기 속

에서 정부 당국의 감독체계는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다. 이로써 2009년 미국은 115개 지방은행이 도산하였고, 미

국의 5대 투자은행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

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다시금 금융 불안적 요인들이 불거

졌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 면에서는 1997년과는 다른 양

상을 보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매출액순이익률은 1998년 

-5.5%였으나, 2009년에는 6.6%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거시경제와 금리,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의 굴곡진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화로 인해 

각 국에 속한 기업들은 가치 변동에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율 상승이 급변할 경우에는 수출

재와 수입재 간의 상대가격 그리고 교역재와 비교역재간의 

가격 변화에 크게 노출된다. 이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

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경기가 확장되거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특히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수출재와 비교역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경기가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의 연관성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leakley and 
Cowan(2002,2005)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국가더미, 모기업 보유 유무에 관한 더비변수, 기업의 규모, 
환율에 대한 수익의 민감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분

석에서 세 가지 대리변수도 활용하였다. 그러면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화부채 규모도 같이 커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Galindo et al.(2003)도 라틴 6개국 중 4개국에서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외화부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다수 국가에서 외화부채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환율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ggarwal(1981)에 

의하면 환율변동은 다국적기업의 주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기업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영업

활동에 따른 재무제표 상에서 손익계산서에 상에 직접적인 

영업수익 또는 손실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Abdalla and Murinde(1997)는 인도, 한국,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의 4개국의 환율과 주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의 경우 환율이 주가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환율변동은 기업의 

판매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에 변화를 만

들어 낸다. 제품 경쟁력은 기업에게 있어서 바로 기업의 수익

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수익성이 변할 경우 
상장된 기업은 주가 움직임과도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아 왔다. 주가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상황에 따

라서 양(+)의 값을 가지기도 하고 음(-)의 값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주가와 환율 간에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란 
주장은 주가가 가지는 경제 지표의 대표성 때문이다. 즉, 특정 
국가의 경제 전망이 밝을 때 그 나라의 개별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개별 기업 주가들의 상승을 전망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특정 국가에 투자를 늘리기 되는데, 이로써 특정 

국가의 환율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의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주가와 환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Ⅲ. 실증적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용한 다양한 분석기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를 실시하였다. 시계열자료들을 이용한 회귀모

형의 적합 시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인 분석할 시계열자료들

이 비정상적인 경우, 즉, 반응변수로 사용될 시계열과 설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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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될 시계열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오차들도 역시 비정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기회귀오차모형의 가정 중의 하나인 오차들의 정

상성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추세의 종

류로는 결정적 추세(deterministic)와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Hamilton, 1994). 

① 확률적 추세 과정(difference stationary process)
      단, 는 후향연산자이고 

≠ 이며, 는 평균 0이고, 분산이 1인 백색잡음이다. 

이런 모형을 만족하는 시계열과정을 단위근과정(unit root 
process)이라고 부른다.

② 결정적 추세 과정(trend stationary process)

      단위근을 갖는 경우 integrated of 1 

또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 

    을 검정하기 위해 Phillips와 Perron은 의 OLS 추

정량 을 이용한 검정통계량을 제안하였다. 

을 의 분산

의 추정량이라고 하면, 의 분산의 추정량 

  



  





을 이용한 Phillips-Perron 검정통계량

(mean이 0인 경우)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어떤 모형을 이용한 단위근검정을 사용할지 선택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하

였다.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을 갖는 경우에도 

자기회귀오차모형의 오차들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즉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들의 선형결합이 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 변수 사이에는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있다고 한다. 2)

 공적분 검정은 행렬∏의 열 중 몇 개가 서로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Johansen(1988, 1991)과 Johansen과 

Juselius(1990)은 reduced rank regression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

을 제안하였다. VAR( )모형으로부터 VECM()모형을 구축하

는 경우 VECM()모형에 포함된 결정적인 요소들에 따라 다

음과 같이 5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Case1 : VECM( ) 항에 절편이 없는 경우

∆  ′   
  

  


∆   

Case2 : 오차수정항에 상수 절편이 있는 경우

∆     
′ ′ 

  

  


∆   

Case3 : VECM( ) 항에 상수 절편이 있고 선형추세는 없는 

경우 ∆  ′   
  

  


∆     

Case4 : 오차수정 항에 선형추세가 있고 VECM( )항에 상수 

절편이 있는 경우 

∆  ′   
′  ′ 

  

  


∆     

Case5 : VECM() 항에 선형추세가 있는 경우

∆  ′   
  

  


∆      

마지막으로, Sims(1986)에 의해 개발된 다변량 시계열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

형이 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 변

수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동적 연립방정식의 방식을 따른다

고 할 수 있다. 즉, 시계열 변수들의 연관성을 모형 내의 모

든 시계열 변수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형태상으로는 자기

회귀(autoregressive)함수의 모형을 갖게 된다. VAR 모형은 변

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특정 행태학적 이론에 따라 제약하

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VAR모형을 따

르는 확률과정이 정상성을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무한 이

동평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또한, 모수의 추정을 통하여 모형이 적합 된 후에는 그것이 

적절한지를 진단해야 한다. 특히 잔차에 자기종속이나 교차종

속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포트맨토 검정

의 벡터형을 적용한다. 외생변수가 있는 VAR모형은 VARX

( )모형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이는 다변량 선형모형의 형태로 바꾸어 쓴 후 VAR( )모형

의 경우와 같이 CLS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VAR모형의 

특징의 하나는 벡터시계열에서 변수 또는 변수그룹을 가지고 

다른 변수를 예측할 때 모형의 예측능력이 구조적으로 밝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벡터시계열에서 변수의 개수가 

많아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 등이 존재해 모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벡터시계열에서

의 변수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인과성 검정

(causality test),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예측오

차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분석법들이다. 이들은 주어진 

시계열의 동적 성질들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과성 

검정은 변수의 예측능력을 설명하였고, 충격반응분석은 한 시

2) Engle-Granger(1987)는 공적분 검정을 위한 이 단계 추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균형가격 오차로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잔차항을 생성하기 위해 선협적
으로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변수를 회귀시킨다. 2단계에서는 오차수정모형에 수준변수항 대신 잔차항을 포함시킨다. 이런 두 시계열열 간의 장기균
형관계의 성립 여부를 검정하는 공적분은 적분 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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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발생한 충격(impulse)에 모형의 변수들에 대한 예측오

차의 분산 중 어떤 부분이 구조적 충격에 기인한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환헤지”와 주요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 및 한국 조선업체 수주, 주

요 대형 조선업체 실적(여기까지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분

기별 데이터 사용), 국채선물수익률(KTBF), 3년 만기 국채수

익률(KTB3Y), 한미 환율, 한미 기준 금리차이, 조선업체 주가

(여기까지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주별 데이터 사용)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오픈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R-3.0.0(Team, 2015)에서 애드-온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Johnson패키지이다. 이것은 존슨 

변환(Johnson Transformation)을 위해 사용하였다(Fernandez, 
2014). 둘째, Change-point패키지이다. 이것은 다중 변화점 탐

색을 위해 사용하였다(Killick and Eckley, 2014). 셋째, VARS 
패키지이다. 이것은 벡터자기회귀모형 적합을 위해서 사용하

였다(Pfaff. 2008). 본 연구는  환율변동이 조선업체의 당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5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의 당

기순이익을 조사하였다. 조선업체들의 분기별 당기순이익에 

음수(당기순손실)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슨 변화(Johnson Transformation)을 통한 분산의 안정

성을 도모하였다. 나머지 자료들(국채선물수익률(KTBF), 3년 

만기국채수익률(KTB3Y), 한미 환율, 한미 기준 금리차이, 조

선업체 주가)은 로그 변화, 박스-콕스 변환 등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충족시켰다.

4.2 거시적 분석

4.2.1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결과

 본 절에서는 단위근 검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DF 
(Augmented Dickey-Fuller test) 검정과 P-P(Philps-Perron) 검정 

등을 통해 자료가 비정상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자료에 정상성 위배 현상이 발생하면 차분 등을 통해 비정상

성을 해결할 것이다.
 <표Ⅳ-1>은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근 검정을 위해 조선 5사의 당기순

이익은 존슨 변환 후의 값을 사용하였고, 국채 선물, 3년 만

기 국채, 한미 환율차는 각 분기별 차이 값을, 조선 5사의 주

가는 로그변환 후 사용하였다. 원자료에 대한 검정 결과 대부

분의 자료가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는 

1차 차분을 통한 자료를 이용한 단위근 검정 결과이다. 1차 

차분한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중 한미 환율차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정상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Ⅳ-1> 원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ADF Philips-Perron

 통계량 p-value  통계량 p-value

현대중공업
(당기순이익)

-1.30 0.856 -4.29 <0.001***

삼성중공업
(당기순이익)

-3.80 0.024* -5.82 <0.001***

대우조선해양
(당기순이익)

-.277 0.261 -5.66 <0.001***

현대미포조선
(당기순이익)

-0.81 0.955 -1.87 0.625

STX조선해양
(당기순이익)

-3.38 0.067 -5.97 <0.001***

3년 만기 국채 -3.87 0.021* -3.41 0.062

국채선물 -3.68 0.033* -3.45 0.056

한미 환율차이 -3.51 0.048* -2.01 0.568

현대중공업
(주가)

-1.59 0.736 -1.88 0.641

삼성중공업
(주가)

-1.83 0.640 -1.77 0.664

대우조선해양
(주가)

-1.77 0.667 -2.33 0.441

현대미포조선
(주가)

-1.10 0.913 -1.23 0.881

STX조선해양
(주가)

-0.45 0.981 -0.35 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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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1차 차분 후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ADF Philips-Perron

 통계량 p-value  통계량 p-value

현대중공업
(당기순이익)

-7.12 <0.001*** -19.20 <0.001***

삼성중공업
(당기순이익)

-7.20 <0.001*** -14.12 <0.001***

대우조선해양
(당기순이익)

-7.92 <0.001*** -16.68 <0.001***

현대미포조선
(당기순이익)

-6.78 <0.001*** -14.07 <0.001***

STX조선해양
(당기순이익)

-7.11 <0.001*** -13.26 <0.001***

3년 만기 국채 -5.18 <0.001*** -7.14 <0.001***

국채선물 -5.44 <0.001*** -7.87 <0.001***

한미 환율차이 -3.32 0.076 -3.44 0.057

현대중공업
(주가)

-4.82 <0.001*** -6.33 <0.001***

삼성중공업
(주가)

-7.03 <0.001*** -7.97 <0.001***

대우조선해양
(주가)

-5.87 <0.001*** -8.34 <0.001***

현대미포조선
(주가)

-4.24 <0.001*** -6.71 <0.001***

STX조선해양
(주가)

-5.21 <0.001*** -7.07 <0.001***

<표Ⅳ-3>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의 수
고유값

eigenvalue
검정통계량 10% 임계치 5% 임계치 1% 임계치

     0.260 182.15 83.20 87.31 96.58

   ≦  0.360 118.87 59.14 62.99 70.05

   ≦  0.571 76.57 39.06 42.44 48.45

   ≦  0.535 35.90 22.76 25.32 30.45

   ≦  0.732 14.46 10.49 12.25 16.26

 <표Ⅳ-3>는 원자료에 대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

정한 결과이다. 공적분 검정은 다변량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

을 판단하기 위해 행하는 검정 중 하나로 여기서는 환헤지와 

당기순이익의 장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검정 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요한슨 검정(Johansen test)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트레이스 검정통계량과 1% 임계치를 비교해보면 3개의 공적

분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절의 벡터자기회

귀모형에서는 오차항을 수정한 벡터 오차항 수정모형을 이용

한 적합이 필요하였다.

4.2.2 구조적 변화점 탐지 분석

조선 5사의 적극적 환헤지와 당기순이익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점 탐색 분석기법(change-point detection 
analysis)를 활용하여 당기순이익의 변화점을 탐색하였다. <표

Ⅳ-4>는 구조변화 검정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여기서 

T.S.는 음우도비(negative log likelihood) 검정 통계량, L은 그

룹간 차이에 대한 패널티 통계량, 구조변환점은 구조변화가 

발생한 지점, 평균은 구조변화 발생점을 기준으로 각 그룹별 

평균 변환 당기순이익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삼

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6년도를 기점으로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4
년을 기점으로 하는 조선업체들의 환헤지의 전략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4년 2분기, 2006년 3
분기, 2011년 3분기, 2013년 1분기 등 총 4번의 구조적 변화

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TX조선해양은 2012년 1분기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경기침체

에 따른 그룹사의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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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조선5사의 분기별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조변화점 탐색 분석 결과

T.S. L 구조변환점
평균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현대중공업(HHI) 13.66 21.72
2006년 1분기
2012년 3분기 

-0.47 0.73 -0.71 . .

삼성중공업(SHI) 26.47 30.50 2007년 1분기 -0.77 0.73 . . .

대우조선해양(DSME) 15.11 19.06 2006년 1분기 -0.64 0.73 . . .

현대미포조선(HMD) 11.74 27.84

2004년 2분기
2006년 3분기
2011년 3분기
2013년 1분기

-0.84 -0.03 1.06 -0.69 -2.24

STX조선해양(STXS) 45.56 49.59 2012년 1분기 0.13 -1.32 . . .

4.3 환헤지와 당기순이익의 관계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환헤지와 당기순이익간의 장기적 관계 파악

을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먼저 외생변수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모형을 적합하고, 이 후 외생변수가 있는 경우

의 적합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4.3.1 VAR 추정 모형 및 진단, 그리고 적합

먼저,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VAR모형을 적합해 보았다. 공적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오차항이 수정된 벡터 오차항 수정모형 등을 고려

하여야 하지만, 본 절에서는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VAR 모형

을 사용하였다. 적응 시차가 2인 VAR모형의 적합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

미포조선, STX조선해양)의 번째 다변량 시계열 관측치이다. 
모형 적합을 나타내는 로그 우도비는 –228.212이다. <표Ⅳ-5>
과 <표Ⅳ-6>는 VAR모형의 적합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각 조선업체별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Ⅳ-5> VAR모형 적합 결과 – p = 1

반응변수 설명변수 시차 추정량 오차 검정통계량 p-value

현대중공업
(HHI)

상수 0 -0.011 0.088 -0.129 0.897

현대중공업 1 -0.823 0.200 -4.095 <0.001***

삼성중공업 1 -0.278 0.207 1.338 0.188

대우조선해양 1 -0.025 0.120 -0.216 0.830

현대미포조선 1 0.029 0.135 0.220 0.827

STX조선해양 1 -0.077 0.088 -0.875 0.387

삼성중공업
(SHI)

상수 0 0.034 0.078 0.441 0.661

현대중공업 1 -0.376 0.176 -2.142 0.039*

삼성중공업 1 -0.202 0.182 -1.113 0.273

대우조선해양 1 -0.003 0.105 -0.029 0.977

현대미포조선 1 0.087 0.119 0.736 0.466

STX조선해양 1 -0.263 0.078 -3.396 0.002**

대우조선해양
(DSME)

상수 0 0.001 0.131 0.012 0.990

현대중공업 1 0.091 0.298 0.307 0.760

삼성중공업 1 0.230 0.309 0.746 0.460

대우조선해양 1 -0.812 0.178 -4.550 <0.001***

현대미포조선 1 0.106 0.201 0.532 0.598

STX조선해양 1 -0.022 0.131 -0.173 0.863

현대미포조선
(HMD)

상수 0 -0.054 0.109 -0.497 0.622

현대중공업 1 0.051 0.248 0.208 0.836

삼성중공업 1 0.209 0.257 0.818 0.418

대우조선해양 1 -0.113 0.148 -0.764 0.449

현대미포조선 1 -0.466 0.167 -2.794 0.008**

STX조선해양 1 0.005 0.109 0.052 0.958

STX조선해양
(STXS)

상수 0 -0.029 0.157 -0.187 0.852

현대중공업 1 0.935 0.356 2.631 0.012*

삼성중공업 1 -0.226 0.368 -0.615 0.542

대우조선해양 1 -0.259 0.213 -1.221 0.229

현대미포조선 1 -0.304 0.240 -1.272 0.211

STX조선해양 1 -0.599 0.157 -3.829 <0.001***

<표Ⅳ-6> VAR모형 적합 결과 – 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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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설명변수 시차 추정량 오차 검정통계량 p-value

현대중공업
(HHI)

상수 0

현대중공업 2 -0.077 0.223 -0.494 0.624

삼성중공업 2 -0.110 0.156 0.489 0.628

대우조선해양 2 0.076 0.124 -0.951 0.347

현대미포조선 2 0.178 0.139 1.285 0.206

STX조선해양 2 0.021 0.105 0.208 0.836

삼성중공업
(SHI)

상수 0

현대중공업 2 0.227 0.195 1.164 0.252

삼성중공업 2 -0.278 0.137 -2.035 0.049*

대우조선해양 2 -0.143 0.109 -1.322 0.194

현대미포조선 2 0.117 0.121 0.971 0.338

STX조선해양 2 0.007 0.092 0.081 0.936

대우조선해양
(DSME)

상수 0

현대중공업 2 0.413 0.331 1.248 0.219

삼성중공업 2 -0.001 0.232 -0.009 0.993

대우조선해양 2 -0.348 0.185 -1.890 0.066

현대미포조선 2 0.001 0.206 0.002 0.998

STX조선해양 2 0.015 0.155 0.097 0.923

현대미포조선
(HMD)

상수 0

현대중공업 2 0.452 0.275 1.643 0.108

삼성중공업 2 -0.011 0.193 -0.061 0.952

대우조선해양 2 -0.044 0.153 -0.288 0.775

현대미포조선 2 -0.201 0.171 -1.181 0.245

STX조선해양 2 -0.001 0.129 -0.003 0.997

STX조선해양
(STXS)

상수 0

현대중공업 2 0.908 0.395 2.302 0.027*

삼성중공업 2 -0.038 0.277 -0.141 0.889

대우조선해양 2 -0.128 0.220 -0.584 0.562

현대미포조선 2 -0.200 0.245 -0.819 0.418

STX조선해양 2 -0.117 0.185 -0.630 0.532

(1) 현대중공업은 자사를 제외한 기업 중 삼성중공업의 직전 

분기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표Ⅳ-5 참조)

(2) 삼성중공업은 자사를 제외한 기업 중 현대중공업의 직전 

분기와 2분기 전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받는다.(표Ⅳ

-5,6 참조)

(3) 대우조선해양은 자사를 제외한 기중 중 현대중공업의 2분기 

전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표Ⅳ-6 참조)

(4) 현대미포조선은 자사를 제외한 기업 중 현대중공업의 당

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받는다.(표Ⅳ-5,6 참조)

(5) STX조선해양은 자사를 제외한 기업 중 현대중공업의 당

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받는다.(표Ⅳ-5,6 참조)

앞 절에서 적합한 VAR모형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 5사 각각에 대해 VAR모형 적합 진단을 
잔차플롯과 ACF 플롯 등을 이용한 탐색적 기법을 활용해 적

합성을 평가하자고 한다. ACF와 PACF 플롯 등을 통해 STX
조선해양을 제외한 조선 4사는 모형에 잘 적합하였다. STX조

선해양의 경우, 2008년 이후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이 모형 적

합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표Ⅳ-7>는 VAR모형의 적합 통계량으로 흔히 사용되는 포

토맨토 검정 결과이다. 검정 결과, 잔차에 자기 상관이 없음 

알 수 있었다.

<표Ⅳ-7> VAR모형에 대한 포토맨토 검정 결과

Up to lag 검정통계량 자유도 p-value

3 29.45 25 0.245

4 75.11 50 0.012

5 95.44 75 0.058

6 119.57 100 0.088

7 140.69 125 0.159

8 156.91 150 0.333

9 182.38 175 0.335

10 205.65 200 0.377

11 220.99 225 0.563

12 238.37 250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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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 분석 결과

충격반응함수 분석이란 한 변수에 충격이 주어질 경우, 이 충

격이 모형 안의 다른 변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동

태적으로 반응하는지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충격에 의한 타 기업들

의 반응을 보면, STX조선해양을 제외한 3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STX조선해양을 제외한 조선 4사는 비

슷한 시기, 비슷한 방식의 환헤지를 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해양의 충격에는 타 기업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충격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충

격반응함수 분석에서 계수의 크기는 작지만 외생변수의 분산이 

큰 경우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단순히 

계수의 크기만으로 변수들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목표변수의 예측오차 분산을 통해 각 내생변

수들의 교란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예측오

차 분산분해를 행하였다. 분산분해는 한 내생변수의 예측 기간

을 늘려 나가면서 얻어지는 예측오차의 분산에서 모형 내 개별 

설명변수의 변동에 기인하는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내생변수 변동에 대한 모형 안에서 개별 설

명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해 측정

할 수 있다. 이는 환헤지에 대한 각 조선업체별 상대적 중요성

을 평가하는 요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오차 분

산분해 결과를 정리하면, VARX모형을 이용하여 현대중공업의 

당기순이익을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예측오차의 총 분산을 100%
이라 할 때 예측오차의 분산 중 총 90%가 현대중공업의 당기

순이익 자체에 내재된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삼성중공업 3.5%, 
대우조선해양 1.2%, 현대미포조선 2.6%, STX조선해양은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환헤지가 외부요인이 아닌 기업 내부요인에 가장 크게 기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현

대중공업과 비슷하게 환헤지가 기업 내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

는 반면,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서 전체 분산의 40% 정도

의 영향을 받고, STX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에서 37% 정도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Ⅳ-8> HHI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기간(p) HHI SHI DSME HMD STXS

1 1.000 0.000 0.000 0.000 0.000

2 0.942 0.030 0.011 0.010 0.007

3 0.925 0.039 0.010 0.013 0.013

4 0.909 0.038 0.011 0.024 0.018

5 0.905 0.037 0.011 0.027 0.021

6 0.904 0.037 0.011 0.026 0.021

7 0.903 0.037 0.012 0.026 0.021

8 0.903 0.037 0.012 0.026 0.021

9 0.903 0.037 0.012 0.026 0.021

10 0.903 0.037 0.012 0.026 0.021

11 0.903 0.037 0.012 0.026 0.021

12 0.903 0.037 0.012 0.026 0.021

<표Ⅳ-9> SHI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기간(p) HHI SHI DSME HMD STXS

1 0.328 0.672 0.000 0.000 0.000

2 0.367 0.373 0.058 0.085 0.117

3 0.346 0.315 0.086 0.073 0.180

4 0.341 0.303 0.090 0.078 0.188

5 0.347 0.297 0.091 0.078 0.187

6 0.354 0.292 0.092 0.078 0.184

7 0.360 0.289 0.091 0.079 0.182

8 0.362 0.288 0.091 0.078 0.181

9 0.363 0.287 0.090 0.078 0.181

10 0.363 0.287 0.090 0.078 0.181

11 0.363 0.286 0.090 0.078 0.181

12 0.363 0.286 0.090 0.078 0.181

<표Ⅳ-10> DSME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기간(p) HHI SHI DSME HMD STXS

1 0.161 0.014 0.825 0.000 0.000

2 0.097 0.035 0.858 0.010 0.000

3 0.097 0.042 0.839 0.019 0.003

4 0.113 0.042 0.810 0.024 0.012

5 0.127 0.041 0.787 0.024 0.021

6 0.134 0.040 0.776 0.024 0.026

7 0.137 0.040 0.771 0.024 0.028

8 0.139 0.040 0.769 0.024 0.028

9 0.139 0.040 0.768 0.024 0.028

10 0.140 0.040 0.768 0.024 0.028

11 0.141 0.040 0.767 0.024 0.029

12 0.141 0.040 0.767 0.024 0.029

<표Ⅳ-11> HMD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기간(p) HHI SHI DSME HMD STXS

1 0.211 0.011 0.001 0.777 0.000

2 0.203 0.024 0.043 0.728 0.001

3 0.202 0.055 0.064 0.676 0.003

4 0.211 0.062 0.062 0.656 0.009

5 0.220 0.061 0.064 0.645 0.009

6 0.222 0.061 0.068 0.639 0.010

7 0.221 0.061 0.069 0.637 0.012

8 0.221 0.061 0.069 0.637 0.012

9 0.221 0.061 0.069 0.637 0.012

10 0.221 0.061 0.070 0.636 0.012

11 0.221 0.061 0.070 0.636 0.012

12 0.221 0.061 0.070 0.63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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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STXS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기간(p) HHI SHI DSME HMD STXS

1 0.002 0.000 0.124 0.095 0.780

2 0.024 0.001 0.268 0.062 0.646

3 0.022 0.002 0.367 0.055 0.554

4 0.028 0.002 0.398 0.072 0.499

5 0.050 0.005 0.390 0.084 0.471

6 0.067 0.006 0.380 0.083 0.464

7 0.075 0.006 0.375 0.082 0.461

8 0.078 0.006 0.373 0.082 0.460

9 0.080 0.006 0.372 0.082 0.460

10 0.081 0.006 0.372 0.082 0.459

11 0.081 0.006 0.371 0.082 0.459

12 0.082 0.006 0.371 0.082 0.459

Ⅴ. 결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벡터자기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 VAR)을 활용하였다. 먼저 

단위근 검정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분기별 조선

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존슨 변환 후의 값을 사용하였다. 동

일 기간에 국채선물수익률, 3년 만기 국채수익률, 한미 환율, 
한미 금리차이는 주별 데이터를 각 분기별 차이 값으로 변환

시켜서 활용하였고, 조선업체의 주가는 로그 변환 시킨 후에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적 변화점 탐색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선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이 환헤지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발

생하는지 확인하였다. VAR모형을 통해서는 환헤지가 조선업

체 간의 상호적 영향력을 주는지와 기타 요인들이(국채 선물

수익률, 3년 만기 국채수익률, 한미 환율, 한미 금리차이, 주

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 

간에는 구조적 변화점 탐지 분석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선업체들

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호황이 되면서 달러 매출

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환관련 매출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실무적 

내용이 구조적 변화점 탐색 분석기법을 통해 발견했다는 것

은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VAR의 추정

을 통해 한국 조선업체들의 환헤지는 조선업체들의 상호 간

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거시변수

나 주가에 의해서도 조선업체들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당기순이익의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조선업체들이 소극적 환헤지에서 적극적 

환헤지로 환관련 전략을 수정함으로서 조선업체들의 당기순

이익에 미치는 환헤지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는 중국발 세계 경기 호황으로 빚어진 수주 호

황으로 달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소극적 환관리에 대

한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이자 계열회사로 

두 개(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선소를 보유한 현

대중공업은 실질적인 환관리 운영시스템에 2004년부터 구조

적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한국의 주요 조

선업체들은 환헤지를 통해 서로 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의 수행

하는 한 개의 프로젝트의 규모가 수  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한 개의 프로젝트의 수주로 인해 유입되는 달

러의 유입은 원화가치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동종업체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특히 

VAR모형을 통해 측정한 결과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은 세

계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의 환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 대형 조선업체들의 당기순이

익은 국내외 거시변수 및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TX조선해양은 3
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국채선물수익률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고,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개

별적 수주를 진행하는 대형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의 경우는 거시 변수에 영향을 더 받는 반면에, 
달러 매출에 대해서 완전헤지전략을 구사하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미포조선3)은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더 연동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지

니고 있다. 
첫째, 환헤지와 조선업체의 수익성 간의 관계에서 당기순이

익만을 제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EBIT), 세후영업이익(NOPAT),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 요인을 다각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

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거시적 변수와 주가뿐만 아니라, 조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요인이나 시장지배력, 그리고 유

가 등 좀 더 다양한 변수의 적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 특성에 비해 독립변수의 표본 변수의 변동

성이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형조선업체는 9개이

고, 상장되지 않은 소형 조선업체는 44개에서 65개가 있다. 
단지, 대형조선업체도 주가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3) 현대미포조선은 2003년 10월 17일에 현대중공업 지분을 최초 취득한 이후, 2014년 말 기준으로 606만주(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임(1대 주주는 
772만주(지분율 10.2%)를 보유한 정몽준 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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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것마저도 기업분할(한진중공업) 또는 상장 폐지(STX
조선해양) 등으로 검증 기간 내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구하

기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되거나 상장폐지 또는 

기업분할 된 대형 조선업체와 소형 조선업체를 분석에서 제

외시켰다. 이유는 이들의 경우 주가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규

모의 문제로 인해 환헤지와 당기순이익의 인과관계성을 검증

하는데 결과 값을 왜곡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향후에는 중국

조선업체들이 빠르게 규모와 이익을 성장시키고 있음에 따라 

한·중 간의 비교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선업체들이 세계 수주가 불황에서 

호황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환헤지 전략의 변화를 

검토해 보았다면, 향후에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갈 때 조선업

체의 구조적 환헤지 전략의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수주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또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변화

할 때 조선업체들이 취해야 할 환헤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 주력 기업들의 환관련 리스크 방안

이 아닌, 조선산업이라는 독자적 생태계에 주어질 수 있는 새

로운 연구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혜안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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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n Net Income of the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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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hedge and the net income of the shipbuilder through the unit 
root test and co-integration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First, quarter net income of shipbuilders to order a unit root tests from 2000 to 2013 was used as a value after the Johnson 
transformation. In the same period, the return on bond futures(KTBF), three years bond yield(KTB3Y), America-Korea exchange 
differences are weekly data for each quarterly difference in value was converted by utilization, shipbuilding shares after log 
transformation which it was used. Also, structural change point investigation analysis to verify that looked to take advantage of the 
structural changes occur in the exchange hedge strategies affecting net incom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etween the exchange hedge 
and net income of shipbuilders in structural change points detection and analysis showed that structural changes occur starting in 2004. In 
other words, strategy of shipbuilders about exchange hedge  has occurred from "passive exchange hedge" to "active exchange hedge". 
The exchange hedge of the Korea shipbuilder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VAR was able to grasp that affect the profitability of 
mutual shipbuilder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s could also check to see that affected the net incom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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