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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3.2일) 일본 주가 및 엔/달러 환율 큰 폭 하락

□ 금일(3.2일)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닛케이 주가가 3영업일째 크게 하락한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강세를 기록하고 금리는 크게 상승
ㅇ 닛케이주가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언급**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
* Powell 연준 의장의 hawkihs한 의회발언(2.27)으로 연내 금리인상 횟수가 종전 3회에서 4
회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다우지수#가 큰 폭 하락
# 다우지수: 2.26일 25,709.3 → 2.27일 25,410.0 → 2.28일 25,029.2 → 3.2일 24,608.9
**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 관세 부과방침을 밝힘
― 주가는 2.27일 22,390엔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3영업일 연속 하락하

면서 3.2일에는 542.8.4엔 하락(전일대비 –2.5%)한 21,181.6엔에 마감
닛케이 주가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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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가 급락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2.28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2일 15시 현재 105엔대 후반
(105.8엔)으로 하락(2.28일 107.1엔 → 3.1일 106.8엔 → 3.2일 15시 기준 105.8엔)
― 특히 금일 엔/달러 환율 하락에는 2019년도경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쿠로다총재의 의회발언도 가세
§ 쿠로다총재는 중의원에서“물가안정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9년도경 출구전략을 실시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추가금
융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엔/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ㅇ 국채금리(10년물)는 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3.1일에는 0.043%까지
하락하였으나 금일(3.2일)에는 쿠로다총재의 2019년도경 출구전략 실시 가
능성 발언으로 0.074%(15시 기준)로 큰 폭 상승

국채(10년)금리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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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 반응
□ 시장관계자들은 트럼프대통령의 관세부과 방침이 세계무역갈등을 초래해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ㅇ 일본경제신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중국 유럽 등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
ㅇ 매일신문은 전날 미국 주가가 무역상대방의 보복조치 및 미국기업의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으며 무역마찰 우려가 일본 주가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이점이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
ㅇ NHK는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
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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