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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1. 중국 금융시장 동향

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 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汇率操纵国)에 지정한지 약 5개월만에 해제
*

□ 2020.1.13

*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2019.8.5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고 있
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1.15일 예정)을 앞두고 이를 해제
□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진 1.14일(화)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상승하였으나 주가는 소폭 하락
ㅇ 위안화 가치는 환율조작국 해제, 인민은행의 고시환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초 이후 최고치로 상승
ㅇ 주가는 장 초반 환율조작국 해제 소식 등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연초이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전환
ㅇ

￭ 위안화 종가
￭ 인민은행 고시환율
￭ 상해종합지수

주

: 1) 16:00

기준

1.10일(금)

13(월)

14(화)

6.9290[+0.03%]
6.9351[+0.21%]
3,092.3[-0.08%]

6.8942[+0.50%]
6.9263[+0.13%]
3,115.6[+0.75%]

6.8832[+0.16%]1)
6.8954[+0.45%]
3,106.8[-0.28%]

위안화 환율

중국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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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반응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시키지 않았으며 외환시장의 수급
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으며
이번 환율조작국 해제 조치가 양국간 관계 회복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

□

ㅇ

ㅇ

외교부(外交部)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1.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환율을 조작한 바 없으며, 이는 IMF 등 국제사회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경쟁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역분쟁에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환율조작국 해제가 올바른 선택(正确的选择)이라고
평가하고 곧 서명될 1단계 무역협정과 더불어 금년도 중국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 무역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가 미국의 관련
법령상의 규정 에도 부합하지 않고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협상전략의 일환
이었다고 평가해 왔으며 이번에 해제된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

*

*

ㅇ

ㅇ

□

종합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교역촉진법상으로는 ① 상당한 규모의 대미 상품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이상), ② 현저한 경상수지흑자(GDP의 2%), ③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12개월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총액이 GDP의 2% 이상) 중 3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지난해 8월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 분석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환율
수준이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일치하며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
금번 조치는 그간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중국에게 환율조작국의 누명
(帽子)을 씌웠다는 반증이며, 향후 양국간 무역분쟁을 전향적으로 풀어나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向好的意愿，作出姿态)한 것이라고 평가(中国外汇投资研究院)

한편 이번 환율조작국 해제 조치와 1.15일 예정된 1단계 미‧중간 무역합의
서명에 힘입어 위안화 가치는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춘절(春节)
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8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中国银行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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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해제로 인해 위안화가 강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통화정책
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中信证券)
ㅇ 이번 미국의 조치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함으
로써 미국측의 이해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新华网)
ㅇ

참고>

<

미 재무부의 성명서 및 환율보고서상 중국관련 주요 내용

(성명서)

미 재무부는 금일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관련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동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20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음. 또한 재무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중국의 외환정책 관행을 평
가하였음. 결론적으로 10개국의 외환정책 관행은 향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것
으로 평가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주요 교역국도 1988년 옴니버스 무역경쟁법
(종합무역법) 혹은 2015년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이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국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인을 위해 경
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
해 왔으며 중국은 환율정책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
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구속력있는 약속을 하였음. 재무부는 10개 주
요 교역상대국을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주의 깊은“관찰대상 리스트”에 등재하였음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금번 보고서는 1988년 옴니버스 무역경쟁법(종합무역법) 및 2015년 교역촉진법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음. 재무부는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주
요 교역상대국과 더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임. 이러한
노력은 예컨대 외환시장에서의 부적절한 시장개입과 같이 타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촉
진하는 불공정한 외환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함
(환율보고서)

지난해 8월 이후 재무부는 중국인민은행과 환율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제
거하기 위한 환율정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음. 최근 합의된 1단계 무역협정에서 중
국은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목적으로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라는 구속력있는 약속을 하였음. 또한 중국은 환율과 대외수지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
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재무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재무부가 인민은행 및 국영은행을 통한 중국의 시장개입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인
민은행은 2019년중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나 대형국영은행들은 2019년
상반기중 외환을 순매수하였음. 중국의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2019년 상반기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19년 6월까지 4개 분기동안 GDP의 1.2%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동 기간중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인 1,660억달러에 달하였음. 또한 중국은 미국
과의 무역에 있어서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다른 주요 교역상
대국과의 무역불균형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동 기간중 미국 무역적자의 약 45%에 달
하는 4,010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중국은 내수를 부양하고 투자와 수출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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