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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점진적 물가상승 전망
홍서희(3705-6153)

 6월

인플레이션율은

1.5%(yoy)로

예상치(1.7%)를

하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Citi 외)1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식품, 유틸리티 가격 등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 mom), 오락 및 문화(-1.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1%) 등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을 제한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yoy)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4월 1.4% → 5월 1.3%)



하반기에도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공급측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할 소지(Citi, HSBC)
– ▲ 7월 예정된 도시가스 가격인상(4%, 인플레이션에 0.07%p 기여 예상) ▲ 유가 상승(3분기
브렌트유 배럴당 78달러 → 4분기 79달러 전망) ▲ 원달러 환율 상승(상반기 1,077원 → 하반기
1,120원 가정시 인플레이션에 0.12%p 기여 예상) 등으로 점진적 물가상승 전망(Citi)

• 일부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0.03%p 상승
– 다만 일부 기관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목표치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 제한적

자본유출 압력 등을 배경으로 금리인상 예상 시기를 기존 7월에서 8월로 연기(Citi)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GS 외)2


일부 기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선박수출 감소 등으로 `18년 경상수지 흑자폭
예상치를 하향조정(기존 910억 달러, GDP대비 5.4% → 600억 달러, GDP대비 3.6%)(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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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Inflation likely to rebound after unexpected fall in Jun” (2018.07.02)
BoA, “CPI inflation moderates in June while 1H18 trend stays in line with BoK forecast” (2018.07.03)
GS, “June inflation unchanged for the headline and lower for core, below consensus” (2018.07.03)
HSBC, “Korea CPI(Jun)” (2018.07.03)
Citi, “IP rose while service&ESI fell; BoK likely to hold in Jul” (2018.06.28)
GS, “A drop in the current account surplus, despite strength in chip exports” (2018.07.03)
HSBC, “…and that’s before tariffs”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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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가격 상승으로 순 원유수입액이 증가(+20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하며, 선박 수출
부진(`18년 상반기 -55%, yoy)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그림 1, 2>
– 예상보다 더딘 관광업 회복세, 배당금 및 해외 송금액 증가 등도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일 가능성


향후 한국의 경상수지와 관련한 주요 결정변수(swing factor)로 반도체 수출과 유가를
지적(GS)
–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美 금리인상 등 자금조달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GS)
• 일부 기관은 6월 주요 국가의 구매자관리지수가 둔화하였으나 대만, 한국 등은
예외적으로 개선되며 기술부문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HSBC)

– 일부 기관이 올해 초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62달러에서 77.5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추가 상승 여력(GS)
– 다만 수출의 하방리스크로 지적되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은

수입감소를 동반하여 경상수지에는 단기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GS)
<그림 1> 유가와 경상수지

<그림 2> 선박 수출 및 신규 주문 추이

자료: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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