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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7. 8. 11.(금) 배포시 배포일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주환욱 (044-215-2730)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044-215-275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민경설 (044-215-4710)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이상규 (044-215-51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황수성 (044-203-4210)
담당과장

2017. 8. 11.(금)
김경록 사무관 (044-215-2732)
김채윤 사무관 (044-215-2758)
정규삼 사무관 (044-215-4712)
심승미 사무관 (044-215-5133)

담당자

최태준 사무관 (044-203-4212)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변제호 (02-2100-2850)

권민영 사무관 (02-2100-2853)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
권민수 (02-759-5967)

조남현 차장 (02-759-5863)

금융감독원 외환업무팀장
민재기 (02-3145-7928)

이정운 조사역 (02-3145-7931)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김동완 (02-3705-6217)

안남기 팀장 (02-3705-6232)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 정부는 8월 11일(금)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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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실물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 괌 포위사격 최초 위협(8.9), ‘화성-12’ 4발 동시발사 등 구체적 도발 계획 발표(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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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원/달러 환율은 일 美北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
CDS 프리미엄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8.9

* 원/달러 환율: (8.8일) 1,125.1 → (8.9일) 1,135.2 → (8.10일) 1,142.0
→ (8.10일 뉴욕 NDF 종가) 1,145.0 (8.8일 대비 +1.8%)
** CDS프리미엄(bp) : (8.8일) 58 → (8.9일) 64 → (8.10일) 66 (‘16.4월 이후 최고치)

□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
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 외신 ,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

,

(Contingency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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