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

「한국경제 해외시각」

2018. 7. 3.

광공업생산이 견조하나, 내수는 둔화
홍서희(3705-6153)

 견조한 대외수요가 광공업생산을 견인했으나 내수는 부진(GS 외)1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1.1%, mom)은 예상치(+0.3%, GS)를 상회했으나, 소매판매(-1.0%)와
투자(설비 -3.2%, 건설 -2.2%)는 부진
– 자동차(+5.5%), 통신·방송장비(+30.3%)는 수출 호조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7.0%)는
재고 청산 등으로 부진(Citi)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음식료품 판매 등이 줄어들며 2개월 연속 하락(3월 112.6 →
4월 111.6 → 5월 110.5)

•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활동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BoA)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들며 전월 대비 감소. 건설투자도 건축공사 실적
부진으로 감소 전환


현재로서는 광공업생산이 견조하고 소매판매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BoA)
– 재고출하비율(4월 113.4 → 5월 108.7), 제조업평균가동률(72.4 → 73.9) 등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긍정적 전망(Nomura)
– 향후 가계소득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매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BoA)
• 일부 기관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HSBC)

– 반면 최근 신규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건설 활동은 둔화(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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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outh Korea: May activity-mixed with IP rising but services and investment weakening” (2018.06.29)
HSBC, “Korea IP(May)”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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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 등에

유의(BoA 외)2


6월 수출은 조업일수(-1.5일)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0.1%, yoy)했으나, 전반적
모멘텀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
–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5월 15.0% → 6월 21.7%, yoy)

– 업종별로는 반도체(+39.0%)가 강세를 유지했으며 유가 상승에 힘입어 석유제품(+72.1%),
석유화학(+17.6%) 등이 호조. 對中 자동차 수출 개선 등으로 자동차 부품도 회복세
– 지역별로는 對美 수출(지난 3개월 평균 +2.82%, 6월 +7.6%)이 증가했으며 對中(+29.8%),
對日(+11.1%)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무역분쟁 등
하방리스크에 유의
–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글로벌 성장세를 배경으로 수혜 예상.
또한 미국의 견조한 성장 및 유로존 회복세, 日 고용·소비 개선 등이 하반기 국내
수출에 기여할 전망(BoA)
– 다만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효과로 하반기 對中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對美 수출이 5.8~10.5% 감소할 경우 한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0.21~0.38% 감소 예상(Citi)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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