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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세계경제 2018년 7월

중국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내수 강세 지속

급격한 수출 감소로 

GDP 성장 둔화

올해 통화 약세는 미 달러 자금 조달 

의존도와 연관성이 있음

무역전쟁의 영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음 

(아시아와 유럽의 이머징마켓에 타격을 줄 

가능성 높음)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높은 관세가 소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 스테그플레이션 환경이 뚜렷해질 가능성

경기 선행지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음

(폭설과 유행성 독감 등 

일시적 요인이 지나간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

2분기가 좋지 않았던 이머징마켓 

-10% -8% +70
bps

트럼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함으로써 EU를 무역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

마케팅 자료

전세계: 무역전쟁 긴장감 고조

유로존

이머징마켓(EM)

출처: 슈로더(2018년 6월자), CS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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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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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미 달러 대비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GDP 성장 기여도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부터 타격을 받게되는 

국가들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동기가 

생김 → 미 달러 대비 통화 약세

유럽중앙은행(ECB)은 12월 양적완화 종료 

예정, 그러나 2019년 하반기까지 금리 동결 예정

중국 지급준비율(RRR) 인하 (RRR: 은행이 

보유해야 할 최소 자본규모)

유로화 대비 달러(좌측) USD/CNY(역그래프)(우측)

출처: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년 6월 26일

순무역 국내 수요 GDP 성장

자산 성과:

주가 하락 통화가치 

하락

채권 가산 금리 

(bps) 인상 

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마케팅 2018-2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