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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200 상회 배경과 향후 전망
□ 원/달러 환율은 ①미·중, ②한·일 통상 갈등, ③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으로 2년7개월만 1,200원 상회 (8.5일 1,215.3원)

①트럼프 대통령이 9.1일부터 중국 수입품 3천억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중 분쟁이 재점화
- 8.5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고시(1달러=6.9225위안)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은 7위안을 상회

②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8.2일) 등 한·일 갈등
격화로 수출 둔화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원/달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선반영하면서 7월 중순 이후 상승세
* (원/달러) 7.19일 1,174.5원

→

7.26일 1,184.8원

-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세
* (엔/달러) 7.19일 107.71엔

→

7.26일 108.68엔

→

→

8.2일 1,198.0원

8.2일 106.59엔

→

→

8.5일 1,215.3원

8.5일 105.90엔

③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 강세
- 연준의장은 7월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 금리인하 주기의 시작이 아닌
중기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공격적 금리인하 기대감을 약화
원/달러 환율, 달러화 가치

자료 : Bloomberg

위안/달러, 엔/달러

자료 : Bloomberg

□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1,200원대 유지 전망
ㅇ 최근 원화와 위안화 가치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어 위안화
가치절하는 원/달러 상승 압력으로 작용
- 그동안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던 중국이 8.5일
평가절하를 실시함에 따라 미·중 간 환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 다음 실증분석 결과(Rolling regression), ’18.8월 이후 원화에 대한 영향력은

위안화가 달러화를 상회 (’19.6월말 기준 위안 0.48, 달러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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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단기적으로 한국의 생산 및 투자 약화가
불가피하여 당분간 원화 약세 지속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동조화

자료 : Bloomberg

주요 통화별 원화에 대한 영향

주 : 영향력은 계수값, 자료 : 저자 계산

□ 다만, ①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②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③한·일 갈등의
진정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란 평가

①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시장개입 시사
②12월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연말에 다가갈수록
최근의 달러 강세가 약화될 가능성
③글로벌 공급체인을 감안하면 한·일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일본에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양국 갈등이 향후 진정될 가능성 존재
(작성자 : 경제금융팀 과장 김경훈 khkim1206@ibk.co.kr / ☎02-729-6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