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벤트 캘린더 : 해소 

Macro Comment 

Economics 
 

 

Economist/원자재 전규연 

02-3771-8196 

kychun@hanafn.com 

 

Economist/자산배분 나중혁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싞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싞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해소’ 

하나금융투자가 선정한 2020년 연간 키워드는 ‘해소’다. 미중 1차 무역합의, 영국 

조기총선에서의 보수당 압승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점차 진화(鎭

火)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 완화는 투자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다. 

매월 주요 이벤트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월간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월] 브렉시

트, [2월] 예비선거, [3월] 중국, [4월] 국회의원 선거, [5월] 포럼, [6월] 분기점, 

[7월] 도쿄 올림픽, [8월] 잭슨홀, [9월] 4차산업, [10월] 엑스포, [11월] 미 대선, 

[12월] 경제전망 

내년에 주시해야 하는 주요 이벤트 확인 

2020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첫째,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트럼프의 재선 당선 가능성, 혹은 민

주당의 약진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달려있다. 2월 11일 뉴햄프셔 주에

서의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7~8월 민주당·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대선 후보자 

지명, 9월 대통령 후보 첫 토론 진행 등 약 10개월 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이를 

전후로 전개될 수 있는 지지도 변화 및 대중 정책 선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협상을 비롯한 미중 관계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년 8월 

중국이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미 재무부의 10

월 환율보고서가 지금껏 발표되지 않았다. 내년 4월/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

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될 지 여부도 투자심리와 환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조기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

렉시트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영국-EU 간 무역협상 

등 전환기간(2020년 말) 동안 전개되는 협상 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넷째, 4월 이후 한은의 스탠스 변화 여부와 7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중순 이후 비둘

기파적인 한은의 스탠스가 유지될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경제가 2020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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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년 이벤트 캘린더 

 

자료: 하나금융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