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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ㅇ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
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 과거 核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 제한적이었음
ㅇ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 모니터링중(코트라,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

ㅇ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 (7.28일)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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