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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주요 이슈
◈

일 韓美증시가 각각

8.5

2.6%,

3.0%

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원 상승하는 등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17.4

-

일본의 韓수출규제 조치, 美행정부의 中수입품 관세부과, 中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美재무부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향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旣준비된 ‘비상계획(Plan-B)’에

따라 상황별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
< 국내외 주요 이슈 >
 中, 위안화 약세

 韓, 원화 약세

 美中 무역전쟁

 글로벌 증시 폭락

→ 美中 환율전쟁

 韓日 무역전쟁

 (中, 위안화 약세) ’08.5월 이후 11년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붕괴로 韓금융시장 불안 및 수출 부진 우려(7.03위안, 8.5일)
환율

• 과거에도 위안화 약세는 원화의 동반약세로 이어짐
- 원화와 위안화간 상관계수 : 0.83(’18.1월∼’19.7월)

주가 • 환율불안은 주식시장으로 전염되어 주가하락 유발
수출

• 과거 원/달러 환율 상승기에 韓수출 감소 현상 재현 예상
- ‘원화약세→韓제품 가격경쟁력 상승→수출 증가’ 효과로 일부 상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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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무역전쟁 → 美中 환율전쟁) 美트럼프대통령이 9.1일부터
中수입품 3,000억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점화
→ 同조치로 美國은 中수입품 전체에 관세 부과(對中

수입액 5,395억달러, ’18년)

• 美관세부과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1달러=
중국
대응

6.9225위안으로 절하고시 → 中정부의 위안화 약세를 일정부분 용인
• 자국 국유기업에 美농산물 수입 중단 지시(8.5일)

미국 • 美재무부는 즉각 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확전 양상 돌입
대응
→ ‘美中 환율전쟁’

 (韓日 무역전쟁) 차세대 성장동력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의 성격이 크고,
향후 일본의 再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단기

• 禁輸조치가 아니라 절차강화, 對韓 수출규제가 당장 철회될 가능성은 낮음
• 오히려 추가 규제조치로 양국 경제관계 불확실성 심화 우려

중기 • 재고확충, 조달대체, 국산화 여력, 반도체 가격반등 고려시 韓영향은 불분명

 (韓, 원화 약세) 美中, 韓日 무역 갈등, 美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으로 2년 7개월만에 1,200원 상회(1,215.3원, 8.5일)
단기 • 日 수출규제에 따른 韓생산·투자 약화가 불가피해 당분간 원화 약세 지속
장기

• 韓외환당국의 시장개입, 美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韓日 무역전쟁 진정
가능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

 (글로벌 증시 폭락) 美中 무역분쟁 再점화와 환율전쟁으로의 확산 우려로
韓을 비롯한 주요국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

* 전일대비 변동률(%) : 美Dow △2.90, 유로STOXX50 △1.93, 日Nikkei △1.74, 中상해종합 △1.62
글로벌

한

국

• 美中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위험기피현상
심화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
• 韓日 무역전쟁 확산 우려, 원화 약세(심리적 마지노선 1,250원), 바이오주
버블 논란 등으로 폭락 심화(코스피 1,946.98, △2.6%)
작성자

(

:

경제금융팀 차장 곽동철
- 2 -

fitlab@ibk.co.kr /

☎

02-729-6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