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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기관, 위안화 절상관련 엇갈린 해석
중앙은행 조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 등 특수한 정책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은 해외 기관 및 언론에서 확대 해석되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뱅크는
올해 위안화가 6.82에서 6.62로 절상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바클레이 캐피탈은 5%로 완만하게 절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특히 수출 호전 및 인플레이션 상승과 무역마찰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중미관계 악화로 위안화
절상은 2분기말에야 시작될 것이며 결국 무역마찰 증가,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 확대 상황 속에서의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국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 언론 및 기관은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절상되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부동산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의 고위 관료급인사의 언급과 해외 언론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확대해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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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材料期货市场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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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원유
WTI($/bbl)

79.80

-1.77

7.65

금선물
($/troy oz)

1,105

0.34

1.41

구리3개월물
($/ton)

7,499

1.19

10.68

알루미늄
3개월물($/ton)

2,227

0.85

10.37

<上海指數 2,992.8pt (▲0.5%)>

1월(%)

■ 외교부 대변인 구글 철수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 (2010.03.16 중국증권보)
동 인사는 구글은 중국 영토내에서 중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 하더라
도 미국을 비록한 다른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는 등의 경영환경에 영향은 없다. 또한, 구
글의 철수는 단일 기업의 행동일 뿐이며, 중국 정부는 구글 철수 계획에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관계자, 현재 중국의 물가는 정상적인 수준이지만 일부 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언급. (2010.03.16 중국신문망)
■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경기과열지수가 4분기 동안 연속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또,
2010년 2분기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함. (2010.03.16 신화망)
■ 중국 인민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도시 주민들의 월별 소비 지출이 증가했고 그
비중은 42.2%로 전 분기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p와 12.6%p씩 증가했다고 전함. 이에 도시 주
민들의 생활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소비재와 아파트 구입 의향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10.03.16 중국기업망)
■ 국가통계국, 1-2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3,14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작년 동기대비 30.1%p 증가했다고 발표. (2010.03.16 중국경제망)
■ 전국 사회보장 이사회의 제 3차 회의에서 2009년 전국 사회보장 기금의 투자수익은 849억 위안
을 기록했으며 수익률은 16.1%이라고 밝힘. 그 중 실질수익은 4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2.6%
증가했다고 전함. (2010.03.16 중국증권보)
■ 국가통계국, 50개 도시의 주요 식품 평균가격 변동상황을 발표. 이에 따르면 2010년 3월1-10일까
지 29종 식품 중에서 가격이 하락한 품종은 23종으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2010.03.16 신화망)
■ 상무부 야오지엔(姚坚)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간 화물 무역의 중국 흑자와 미국 적자 현상은 단지
화물 무역 영역에서 뿐이며 세계화의 과정이라고 전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미 무역은 쌍방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라고 덧붙임.
(2010.03.16 중국신문망)
■ 미국 재정부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58억 달러 줄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미
국 국채 최다 보유국으로, 총 8,8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함. (2010.03.16 중국증권보)
■ BDI지수, 12일 5.73% 상승한 3,506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근 두달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2010.03.16 상해증권보)
■ 국가에너지국은 2월 전국 전력사용량 수치를 발표. 전국 전력사용량은 2,721억 kw/시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54% 늘어났다고 발표. (2010.03.16 인민망)
■ 철도부는 중국이 운영하는 고속철도(신축 고속철도와 시속 200~250km에 달하는 선로)의 총 영
업길이는 6,552km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함. (2010.03.16 중국증권보)

金融市场 (Financial Market)
<深川指數 11,948.8pt (▲ 0.4%)>

■ 증권시장
· 상하이종합지수 : 종가 2,993pt, 등락 15.90pt (▲0.5%), 총거래액 710억위안
· 션전거래지수 : 종가 11,948pt, 등락 45.43pt (▲0.4%), 총거래액 519억위안
■ 전일 증시동향
· 상하이, 션전 증시는 보합세로 출발하여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이다가 전일장의 막바지에 들어
거래량 급등하면서 하락장의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
· 산업별로 항공,공항(+3.06%), 오타바이(+2.03%), 석유화학(+1.51%) 등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전환하며 지수대비 높은 상승을 함고, 하이난(+2.71%), 시장(+2.65%)관련 지역 태마주도 지역별
흐름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 환율시장
· 원/달러 : 종가 1,135
(▲ 0.60%)
· 위안/달러 : 종가 6.8261 (▲ 0.001%), 위안/원화 : 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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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ews)

· 우강(武钢) 그룹 12차 5개년 계획 발전 목표 발표, 6,000만 톤 생산 목표. (2010.03.16 중국경제망)
· 최근 중국과 글로벌 철광석 기업들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 지는 과정 중에 호주 정부는 철광석 가격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2010.03.16 재경망)
· 그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세계 와 중국경제 성장에서 철광석 가격 상승과 철강 생산량 증가
는 좋은 징조라고 밝힘. (2010.03.16 왕이재경)
· 16일 베이징에서 <제2회 중국 국제 신에너지환경보호산업박람회>가 개막되었다. 3일간 개최될 이
박람회에선 '신에너지, 신경제, 신발전'을 테마로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는 자동차 등이 소개될 것이다.
(2010.03.16 신화망)
· 자동차유통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중고차 거래량은 333.86만대로 전년대비 20%,
60.13만대 증가하였다. 중고차 거래는 특히 베이징에서 활발하게 나타나 35만대에 달해 전국 거래량
의 10%를 차지했다. (2010.03.16 북경청년보)

석유화학

· CNOOC(中海油), 31억 달러로 아르헨티나 석유회사(BEH)를 매입함에 따라 남미 유전시장에 발을 들
여 놓았다고 외신이 전함. (2010.03.16 중국경제망)
· 향후 국제유가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의 압력 역시 가중될 것이라 전망.
(2010.03.16 중국증권망)

의류 / 방직

· 2월 상해 의류방직 수출액이 59.4억 달러 기록. 이는 작년 전년 대비 9.3% 감소한 수치. 그 중 의류가
36.9억 달러로 19.3% 하락. (2010.03.16 중국방직망)
· 의류방직업: 내수 반등 조짐으로 수출 회복 가능성 존재. 전국 소비품 판매액이 3400억 위안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7.2% 증가. (2010.03.16 중국목화망)
· 션쩐 항구 2월 의류방직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3.4% 증가. 수출액이 총 20.1억 달러를 기록.
· 달러의 약세, 경제수치의 강세로 미국 원유재고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선
돌파. (2010.03.16 중국청년보)
· 중국 기업 구조조정 및 수요 회복이 방직품 수출액 증가에 기여. 올 2월 티엔진 항구 방직품 수출액
이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 (2010.03.16 중국목화협회)

금융

부동산

· 중앙기업관련 조사에서 기업경기지수가 62.9%를 기록했으며, 판매지수는 57.8%를 기록.
(2010.03.16 중국경제망)
· 은감회, 상업은행은 주가지수선물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전함. (2010.03.16 중국경제시보)
· 조샤오촨(周小川), 2월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올해의 화폐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
라 전함. (2010.03.16 인민망)
· 런즐챵(任志强), 현재 부동산은 버블이 형성된 상황이 아니며, 분양주택과 빈곤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함. (2010.03.16 인민망)
·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동의 일선도시의 신축주택의 거래량은 전주대비 15% 증가를 기록.
(2010.03.16 동방망)
· 선전(深圳)의 신축부동산 거래금액은 최고 20,711위안 상승을 기록했으며, 종전주택의 거래량 역시
상승함. (2010.03.16 광조일보)
· 17개 은행은 부동산담보 대출의 금리를 30%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 (2010.03.16 법제만보)
· 부동산 매매 거래량 감소로 베이징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짐. (2010.03.16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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