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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 중국 금융시장 동향 ]
□ 8.5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汇
率操纵国)으로 지정
ㅇ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를 역사상 거의 최
저수준으로 떨어트리는 환율조작을 실시하였으며 이같은 환율조작
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뺐어왔다고 비판
□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8.6일 중국 주가는 전일에 이어
큰 폭 하락하였으나, 위안화 환율은 역내외 모두 전일대비 하락(강세)
ㅇ 주가는 장중 큰 폭 하락(-3.1%)하였으나 오후 들어 환율조작국 지정
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과 중국당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1.56%)
ㅇ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이 장전 기준환율을 전일 종가(7.0352)보다
낮은 6.9683위안으로 고시한데다 홍콩에서 8.14일 중앙은행증권
(300억위안)을 발행하기로 한데 힘입어 전일대비 소폭 하락(강세)한
7.0321(+0.04%)위안으로 마감
￭ 위안화 종가
￭ 인민은행 고시환율
￭ 상해종합지수

8.2일(금)

8.5(월)

8.6(화)

6.9416[-0.57%]
6.8996[-0.08%]
2,867.8[-1.41%]

7.0352[-1.33%]
6.9225[-0.33%]
2,821.5[-1.62%]

7.0321[+0.04%]
6.9683[ -0.66%]
2,777.6[ -1.56%]

중국 주식시장 동향

역내위안화 및 역외위안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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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채금리는 주가 하락 등으로 단기물 채권을 중심으로 하락

￭ 1년물
￭ 5년물
￭ 10년물

8.2일(금)

8.5(월)

8.6(화)1)

2.5973[-1.82]
2.9427[-4.11]
3.0914[-5.73]

2.5875[-0.98]
2.9102[-3.25]
3.0563[-3.51]

2.4900[ -9.75]
2.8950[-1.52]
3.0738[+1.75]

주: 1) 16:00 현재, [

]내는 bp

[ 현지 반응 ]
(인민은행의 조치)
□ 인민은행은 금일(8.6일) 9시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위안화 환율을 안정
시키기 위해 8.14일(수) 홍콩에서 300억위안 규모(3개월물 200억위안, 1년물
100억위안)의 위안화표시 중앙은행증권(人民币央行票据)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ㅇ 시장전문가들은 홍콩금융시장에서의 중앙은행증권 발행은 역외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조치
로 해석
□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는 전일(8.5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상
회하며 상승 마감한 이후 시장안정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8.5일 19시 30분)
ㅇ 최근 외부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만큼 향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확신함
ㅇ 인민은행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나 무역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을 활용하지
않을 것임
ㅇ 아울러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시킬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인민은행은 8.6일 오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응한 성명* 발
표를 통해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
* 자세한 내용은 <참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성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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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대응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반응만이 8.6일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8.6일 새벽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
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중단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8.3일 이후 구매
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ㅇ 중국 외교부도 상무부의 조치를 확인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3천
억달러)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결정은 6월말 오사카에서 개최된 양
국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

(시장 반응)
□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예상치 못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변동
성 확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통상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외환정책을 평
가하여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8.5일 조치는 보고서
발간(통상 4월, 10월) 사이에 이루어진 이례적 조치임(中金公司)
ㅇ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破七)한 8.5일 하루간의 환율움직
임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의 도가 지나친
일방적인 조치이며, 양국간 관세분쟁을 다수국가의 환율분쟁으로 확대
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中信建设证券)
ㅇ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즉각적인 징벌적 조치를 유발하
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가
능성이 큼(彭博环球财经)
ㅇ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법인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의 조치로 제재가 아닌 대상국과 IMF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조
정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년간의 환율
및 무역협상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전
망(中信证券, 中信建设证券)
ㅇ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측이 가까운 시일 내 무역 협상합의에
도달하기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중국측의 입장이 더
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음(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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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달러당 7
위안 내외에서 움직이되 변동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향방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약세)도 예상
ㅇ 향후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전개양상 및 현재 중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달러당 6.7~7.2위안 범위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海
通證券, 招商證券)

ㅇ 위안화 환율은 향후 달러화 강세 여부 및 수급상황 등에 따라 6.8~7.2
위안 범위내에서 움직이되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7.2위안이내에서 억제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시 동 억제수준이 상향될
수도 있음(中信證券, UBS)
ㅇ 미중 무역마찰 심화, 국제수지 흑자 감소 및 인민은행의 일중 환율변
동폭 확대를 통한 외환시장의 자율조정기능(自动稳定器)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의 상향압력이 상당한 상황이라 중국정부의 개
입이 없을 경우 위안화 환율은 현재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큼(银河证
券,财经)

□ 한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 중국측이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위험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
ㅇ 일부에서는 중국당국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견
해도 있으나, 현재 자본유출규모가 크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큰 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므로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
성은 낮음(海通證券)
ㅇ 현재까지 다수의 관측자료(high frequency data)에서 주목할 만한 자본유출
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은 2016~17년 또는 2018년말의 상황
과 대비할 때 다수의 자본유출 경로가 폐쇄되었고 정부의 장악력도
강력하여 자본유출의 우려는 크지 않음(中信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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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율 하락에 따른 일부 자금의 이탈 및 경상수지 축소에 따른 수급우
려가 있으나 MSCI지수 편입비중 확대 및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등으
로 인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더 많아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
음(财经, 招商證券)

<참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성명
(中国人民银行关于美国财政部将中国列为“汇率操纵国”的声明)

8.6일(북경 시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음. 중국은 이
번 조치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이러한 조치는 미국 자신이 제정한 이른바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조치는 일
방적이고 보호주의적 조치로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금융경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
중국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주요 통화의 바스켓에 기초를 둔 관리변
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위안화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은 환율조작을 실시하지 않았음. 금년 8월초 이후 위안화 환율은 일정부분
절하되었으나 이는 주로 무역분쟁 격화, 글로벌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른 외환
시장의 수급사정 및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것임. 중국 인민은행은 항상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된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임
BIS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초부터 2019.6월중 명목실효 위안화환
율은 38% 절상되었으며 실질실효 위안화환율은 47% 절상되었음. 위안화는 G20
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통화중의 하나였음. IMF도 위안화 환율
이 중국경제의 펀더펜탈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한바 있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을 유
지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글로벌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2018년 이후 미국은 무역분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음.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않아 왔으며 환율을 무역분쟁을 다루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미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부당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러한 행위는 미국 자신에게도 해가될 것임. 중국은 단호하게 이번 조치를 반대
함.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혼
란을 초래하게 됨. 또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경제회복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
할 것임.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환율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다자
간 합의를 훼손하고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칠 것임. 중국은 미국에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올바른 경로로 돌아올 것
을 권고하였음.
중국은 주요 통화바스켓을 참고하면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
서 안정되도록 할 것임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