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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업데이트: 성장률은 하향조정된 반면 유가 반등과 미국 경기순환 
성숙국면 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짐 (2 페이지) 

 실망스러웠던 2 분기에 이어서 당사에서는 2015 년 전세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2.8%에서 2.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하향조정 대상이 된 주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및 영국입니다.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듯 했던 당사의 예상에는 부합했던 한 
편 당사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던 유로존은 호황을 보였습니다. 

 낮은 성장률이 바로 낮은 인플레이션 예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9 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최근 업데이트된 시나리오분석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를 
반영하였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각종 위험의 증가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유럽에 대한 기존 전망 유지 (8 페이지) 

 유로존 성장률은 대부분 기존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는 다소 혼조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독일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일은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프랑스의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해보입니다. 

 영국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 분기에는 실망스러웠던 경제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나타난 긴축정책은 2016 년부터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상치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은 2016 년 첫번째 금리 
인상조차 지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 곤경에 처한 브릭스국가들 (15 페이지) 

 신흥국에 대한 당사의 기존 전망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인도의 경제 모멘텀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등 브릭스국가들은 올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전망 (22 페이지) 

 당사의 주된 거시경제 관점 및 전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간략한 요약 

 
Chart: Global growth struggles to break abov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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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7 Ma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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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업데이트: 성장률은 하향조정된 반면 유가 반등과 미국 

경기순환 성숙국면 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짐  

 개요 

전세계 성장률은 

1 분기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하향조정되었습니

다. 

당사에서는 2015 년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요인은 미국 1 분기 성장 둔화로 인한 

하향조정에 기인합니다. 당사에서는 또한 올해 시작부터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영국에 대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제 올해 성장률은 작년과 동일한 수치인 

2.4%정도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직전 예상수치: 3.2%). 반면 

유로존에 대한 당사의 예상치는 여전히 강한 1.4%(직전 예상수치: 1.3%이며 신흥국에 

대한 견해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지역들은 첫 분기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2016 년 전세계 성장률은 신흥국의 더 나은 성과와 유로존, 

일본의 추가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약간 높아진 수치인 2.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15 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회복세를 

반영하여 당사에서는 전망치를 약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2015 년 2.5%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선진국 경제들은 2014 년 1.4%에서 매우 

낮아진 수치인 0.6%에 머물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여전히 보다 견고한 

근원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2015 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준이 2015 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를 1%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6 년에는 금리가  2.5%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유로화 약세와 유가 하락 효과가 잦아들면서 

2016 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2016 년 9 월까지 시행하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영국은 2016 년 2 월 첫번째 금리인상에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본중앙은행은 양적완화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보다는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가구 소비 증가와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쟁률 강화에 힘입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 및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부문들에 대한 다른 

부양수단 역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쏭달쏭한 미국 

예전에도 비슷한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번 달 미국 성장률 하향조정에서 지난 해 5 월 예상보다 부진한 2014 년 

출발에 대한 응답으로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을 떠올리며 데자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후적 요인을 탓했으며 이번에도 상당부분 기후적 요인에 의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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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가구들은 일이나 쇼핑을 하러 여행을 갈 수 없었으며 혹한의 추위는 많은 

사람들을 집안에만 가두어 둠으로써 활동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진한 첫 분기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실망스럽게 나온 최근 몇 년간의 미국 경제를 여실하게 보여준 단면이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절적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 수치에 계절적 조정을 적용시키면 1 분기 

GDP 성장률이 연환산 1.7% 근처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계절적으로 

2 분기와 3 분기 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식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도표 1: 계절적으로 둔화조짐을 보인 미국의 1 분기 

 

1 분기 약세 이후 

2 분기의 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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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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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에너지 자본지출 

감소는 빠르게 

일어났으나 

소비자들은 아직 

늘어난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통계적 요인들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사의 지난 자료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는 소비자부문으로 전이되는 데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소비자 저축률은 1 분기 거의 1%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소비 증가율은 거의 

동일한 수치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에너지 자본 지출은 지난분기 대비 16%나 

하락하였으며 낮은 유가는 경제활동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 이 효과는 연환산 GDP 를 거의 1%가량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2: 에너지 자본지출에 타격을 입힌 유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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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7 May 2015. 

이러한 침체는 유가가 정상화된다면 3 분기 정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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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저축률이 자산효과와 소비자 신뢰지수 증가의 

영향으로 줄어듬에 따라 더욱 강한 소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자본 

지출이 소비의 10% 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하반기 성장률은 호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순환 사이클의 종료인가? 

노동시장은 

균형으로 

회귀하면서 

실업률은 감소를 

보였습니다. 

1 분기에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시그널의 일환으로 우리는 명백한 지표 악재 대신 

미국 실업률의 하락을 목격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균형에 

가깝다고 간주하고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높은 임금과 근원물가지수의 

형태로 나타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러한 양상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표 3: 균형점에 도달한 미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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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Fathom Consulting, 27 May 2015. 

 

생산성 둔화는 

경기순환 

막바지에 

진입하였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성장률 부진과 인플레이션 증가의 조합은 경기순환 막바지에 가까워져가는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확장기가 성숙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능력 한계에 

직면하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들은 초기에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임금 증가율과 

낮은 생산성은 단위임금비용을 올리게 되며 이는 해당 경제에 가장 높은 비용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간 상쇄효과가 

나타나는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긴축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면서 9 월 중 

첫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임금비용이 늘어났다면 

왜 기업들의 1 분기 실적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질까요? 당사의 Top-down 모형에서는 

1 분기에 이윤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나왔으며, 이것은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S&P500 의 기업 이익은 최근의 실적 시즌에 놀랄 만큼 

긍정적이었으며 330 개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노동비용 증가와 

달러화 강세는 
그러나 기업들은 직전 분기 저조한 실적의 영향으로 1 분기 실적이 비교적 나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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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이익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것이며 실제 결과는 영업이익과 회계상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모두 부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의문점이 아닐 지 모르지만 단순히 미국 주식시장이 신고점에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명백히 이 

부문에서 주당수익률(EPS)이 영업, 회계적 측면에서 음의 값으로 돌아서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한다면 EPS 는 

연율 3%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금융 및 

헬스케어 부문만이 강해보입니다.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당사에서는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S&P500 의 EPS 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임금 비용이 올라가고 이윤 압박이 계속됨에 

따라 2015 년 전반적인 영업, 회계적 수익 저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 부문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달러화 강세 

또한 해외로부터의 수익 저하를 유발하며 EPS 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몇몇 

기업들은 지분 소각 및 자사주매입에 나서면서 EPS 를 높이려고 할 것이지만 전체 

EPS 가 올해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표 1: 미국 기업수익 전망  

 US 2011 2012 2013 2014 2015f 

Economic profits 

y/y% -2.9 23.4 4.3 16.6 1.0 

Non.fin. share % GDP 7.6 8.9 8.9 10.0 9.8 

S&P 500 EPS 

Operating $ $96 $97 $107 $113 $105 

y/y% 15.1 0.4 10.8 5.3 -7.1 

Reported $ $87 $87 $100 $102 $94 

y/y% 12.4 -0.5 15.8 2.1 -8.2 

S&P 500 end year 1,258 1,426 1,848 2,104 2,104 

PE – operating EPS 13.0 14.7 17.2 18.6 20.0 

PE – reported EPS 14.5 16.5 18.4 20.6 22.4 

 Source: S&P, Schroders, 27 Ma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시나리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증가 

당사에서는 이번 분기 두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당사의 우려와 중앙은행의 반응은 “수익률곡선 뒤에 있는 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준은 내년 9 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하여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로 변화하면서 연방기금금리를 12 월까지 1.5%로 상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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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에는 3.5%까지 인상할 것입니다. 주요 전제에 비교되게도 이 시나리오는 좀 더 

2016 년 전세계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경기부양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2016 년은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물의 상승이 

나타나고 수익률곡선이 스티프닝(가파름)될 것입니다. 정책이 긴축적으로 됨에 따라 

성장률은 느리게 되지만 뒤늦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이 

시나리오의 궁극적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들은 

연준 긴축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새로운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했던 “긴축발작”이 현실화되고 전세계 채권시장들이 9 월 긴축 시작과 함께 

가파른 매도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2013 년 연준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종료를 

시사한 시점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캐리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다시 자금 유입을 함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나 1% 대에서 멈춘 후 전세계 경제활동에 디플레이션 영향이 명백히 나타날 

2016 년 후반께 금리 인상 재개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와 서방 간 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휘청이는 러시아” 시나리오를 대체합니다. 명백히 이 시나리오 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나 새로운 시나리오만큼의 중요도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는 “긴축을 버린 유로존” 시나리오 역시 폐기하였으며 

이것은 “전세계 통화재팽창” 시나리오에 의하여 계승되게 됩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재등장한 시나리오는 “좀 더 지속될 저유가”, “순차적 

스태그네이션”, “중국 경착륙” 및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입니다.  

당사에서는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그렉시트”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렉시트 가능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리스가 전 

세계에 미칠 거시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유럽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채권 매입에 나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염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균형 측면에서 본다면 시나리오들은 여전히 4 개(“순차적 스태그네이션”, “중국 

경착륙”, “유로존 디플레이션”, “긴축발작”)가 치우쳐져 있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들 4 개 시나리오는 모두 기본전제 대비 성장률 약화와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도표 4)  

 

도표 4: 시나리오 결과값 vs 기본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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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roders, 27 May 2015. 

 

위험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종합확률은 이제 20%로 지난 분기 “긴축발작” 시나리오와 

“순차적 스테그플레이션”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당사에서는 실제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 및 정책적 응답을 반영하여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중국의 경착률”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한편 경기부양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금리곡선 뒤의 연준”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에 따라  2016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촉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시나리오는 궁극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종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낮은 유가”에서는 생산성 향산이 강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원유시장의 불균형이 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표 2: 시나리오 결과가 일어날 확률 vs 주요전제 

 Scenario 
 

Probability 
February 2015, % 

Probability 
May 2015, % 

Change, % 
 

Deflationary 15 20 +5 

Reflationary 7 15 (5) +8 (-2) 

Productivity boost 4 6 +2 

Stagflationary 6 0 (10) -6 (+4) 

Baseline 65 55 -10 

 Source: Schroders, 27 May 2015.  
Figures in brackets reflect alternative classification of Fed behind the curve.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http://www.schroderstalkingpoint.com/


 

 

 

 

8 

판매회사 임직원용 한정 

본 자료는 판매회사임직원에 한정하여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므로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최종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 원문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영어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해당 영어 원문은 

www.schroderstalkingpoint.com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2015-125) 

 
유럽에 대한 기존 전망 유지 

 유럽의 경기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는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위쪽 방향이었습니다. 유로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의 반등세에 힘입어 연환산 

인플레이션은 플러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선거의  불확실성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해소되었으며 긴축이 다시 재개되면서 영국은 앞으로 수년간 

성장률이 한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궤도에 오른 유로존 회복세 

유로존 성장률은 

1 분기에 

추가적으로 

가속화하였으나… 

유로존 분기 성장률이 2015 년 1 분기에 0.4%를 기록하면서 2014 년 4 분기의 0.3%를 

상회하였습니다. (도표 5 참조)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였으나, 회원국 각각의 

결과에는 약간의 의외성이 있었습니다. 

도표 5: 그리스가 침체에 빠짐에 따라 오히려 빛나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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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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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Gre Aus Ita Bel UK Ger EZ19 Neth Por Fra Spa

%, q/q

Q4 2014 Q1 2015  
Source: Eurostat, Schroders. 26 May 2015.  

..독일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분기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성장률 발표에는 독일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0.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분기의 0.7% 및 시장 예상치 

0.5%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독일 GDP 내 지출 부문을 분석해 보면, 가계 및 

정부 지출의 성장세는 지속되었으며 투자 또한 활발했습니다. 수출의 성장세도 

지속되었으나 수입이 가파르게 늘면서 순수출 부문이 전체 성장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독일의 수입 증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므로 결국, 독일 경제가 재균형을 맞춰간다는 

반가운 사인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는 전반적인 유로존 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표 6 참조). 

프랑스는 2014 년 4 분기에 0.0% 성장률에서 2015 년 1 분기에는 0.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가계 소비가 0.8%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 년 4 분기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러나 투자 부문은 5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으나 그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증가세에 있으며 순수출은 GDP 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GDP 서프라이즈의 가장 주요했던 

것은 재고의 증가분인데, 이런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표 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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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를 지속할 것입니다.  

 Chart 6: 독일 소비와 수입  Chart 7: 프랑스 GDP 와 재고자산  

프랑스 성장률은 

1 분기가 재고자산 

증가율에 힘입어 

랠리를 보였던 

만큼 다시 둔화될 

전망입니다. 

-15%

-10%

-5%

0%

5%

10%

15%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3.0%

3.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Consumption Imports, rhs

-0.75%

-0.50%

-0.25%

0.00%

0.25%

0.50%

0.75%

1.00%

1.25%

1.50%

10 11 12 13 14 15

Inventories Final demand

Contributions to GDP, q/q

 
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이탈리아는 0.3%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013 년 3 분기 이래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첫 분기였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유로존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0.9%로 2007 년 4 분기 이래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0.4%, 오스트리아는 0.1%의 분기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에 재차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로존 회원국의 성장률이 양호했던 가운데 그리스만은 예외였습니다. 유로존 

내에서의 미래에 대해 그리스 스스로가 유발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리스의 

성장세를 재차 침체 국면으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6 월 중 IMF 채무 상환 불가로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처한다면 

유럽중앙은행(ECB)는 더이상 그리스 채권을 담보로 수용할 수 없으며 그리스 

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자본 통제 조치를 내리고, (과거 키프라스에서 했던 것처럼) 고액 예금에 

대한 손실 상각을 시행하거나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결정을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는 없으며, 아직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진행형입니다. 설령 그리스가 돌아오는 

채무 상환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는 그리스 은행들은 위한 

구명밧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IMF 가 채무 상환 스케줄을 연기해 주는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그리스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사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는 그 

(경제적) 비중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로존 거시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특히 ECB 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하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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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기 전망 : 소폭 상향조정  

유로존 및 회원국 성장률에 대한 당사의 전망치가 소폭 상향조정되었는데 대부분은 

기조효과 및 예상치를 상회하는 최근 경제 지표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난 2 월에 

당사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유로존의 2014 년도 GDP 성장률은 소폭 

하향조정 되었으며(1.0%->0.9%), 2015 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로존의 2015 년도 성장률은 1.4%(이전 1.3%)이며, 2016 년도 성장률은 

이전 발표과 동일하게 1.6%로 전망합니다. (표 3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로존 2015 년도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1.2%에서 

1.8%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당사가 전망치가 시장을 상회했었는데 

(컨센서스 1.2%  vs 슈로더 1.3%) 이제는 오히려 당사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1.8%  vs 슈로더 1.4%) 

표 3: 유로존 GDP 전망치 

  2015 Prev. 2016 Prev. 

Germany 1.6 1.6 2.1 2.0 

France 1.1 0.8 1.2 1.2 

Italy 0.5 0.3 1.0 1.0 

Spain 2.8 2.3 2.4 2.1 

Eurozone 1.4 1.3 1.6 1.6 

 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Previous forecast from Februar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국가별로는 스페인에 대한 GDP 전망치를 가장 크게 상향조정했는데, 경기가 

후퇴할거라는 당사의 이전 예상과 달리 스페인의 경제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최근의 이런 성장률 속도는 스페인 경제가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가 성장을 위한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사는 또한 지난 2 월에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었는데, 지난 1 분기의 부진으로 인해 금번에는 2015 년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소매판매와 소비가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가계 부문이 낮은 유가와 상승하는 실질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2015 년도 성장률 또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이들 두 국가의 경우, 모멘텀의 부족으로 2016 년 전망치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Chart 8: EZ GDP forecast Chart 9: EZ inflation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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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약간 

상향조정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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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Previous forecast from Februar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난 1 분기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평균치를 지지했으며, 예상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다소 

빠르게 반등한 부분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도매 유가는 아직은 유가 

반등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농산물 가격의 반등세도 미약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낮습니다. 종합적으로 당사는 유로존의 2015 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는 0.1%에서 0.2%로 소폭 조정했으며 2016 년, 1.2%는 변경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6 년 9 월까지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자산매입을 

단행할 것입니다. 

ECB 의 최근 정책의사록에 따르면, 위원회 멤버들은 여전히 유럽 경기 회복의 강도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위한 ECB 의 기존 양적완화 

정책들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ECB 는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다소 혼재된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당사는 2015 년 3 월 이전에 이미 시행된 커버드 본드 및 

ABS 매입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ECB 가 2016 년 

9 월까지 매달 600 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이며 초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선거의 불확실성 해소 

보수당의 압도적 

승리로 인하여 

정치적 불확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영국 총선은 여론조사나 시장 베팅 측면에서 과거 몇 십년 간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데이빗 카메론 당에 비하여 보수당에 대한 지지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매우 놀랍고도 예측하지 못했던 명백한 승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의회 장악 능력에 대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영국 

주식시장과 파운드화 가치는 즉각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주목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느냐를 결정짓는 2017 년 국민 

대투표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내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설문조사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지지하는 쪽이 약간 앞서고 있다고 나와있으나 아직 결정 못한 표 또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명백한 선거 결과는 가구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금과 규제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이는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본다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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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는 보수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긴축 계획을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지출 삭감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지출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는 7 월 8 일 예정되어있는 수상의 여름 예산 연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영국 경기전망: 소폭 수정  

예상보다 낮았던 

1 분기 

GDP 결과로 

인하여 당사는 

2015 년 GDP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습니

다. 

당사의 영국에 대한 전망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발표된 지표 및 이벤트를 

반영하여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2015 년 영국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2%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1 분기 성과에 기인하지만 

2014 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던 기저효과 또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표 10 참조) 전반적으로 영국 경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에서는 기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소 둔화되었던 

투자활동을 재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 대한 향방이 미지수로 남음에 따라 이러한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가구 소비는 계속해서 견고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된 소매판매는 가구들이 소비자물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인상으로 

소비지출을 늘림에 따라 4 월 연율 4.7%를 기록하면서 월간 1.2%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 월 연율 0.1% 하락하면서 1996 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자 1960 년 역사적 수치가 비교 가능한 시점 이래로 마이너스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록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여기에는 부활절 

시즌 특수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과대계상할 만한 계절적 요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 인플레이션은 전세계 유가 하락와 이에 따른 

연료와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왔으며 얼마간의 기간 

동안 하락해왔습니다. 전세계 농산물 가격 또한 하락하면서 식료품가격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원인플레이션 역시 4 월 1%에서 0.8%로 

낮아졌는데, 이는 연율 1.8%를 보이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유로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는 낮은 수입가격을 유발하게 되며 이것은 최근의 트렌드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사에서는 부정적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가구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면서 경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언젠가는 높이게 될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서는 영국이 올해 진전을 보이고 전세계 에너지가격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근원인플레이션의 부진에 근거하여  2015 년 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0.6%에서 0.4%로 다시금 낮추게 되었습니다. 

 도표 10: 영국 GDP 전망 도표 11: 영국 인플레이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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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낮은 

근원인플레이션 

또한 소비자물가 

하향조정을 

견인하였습니다. 

0.5%

1.0%

1.5%

2.0%

2.5%

3.0%

3.5%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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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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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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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013 2014 2015 2016

y/y

Current forecast Previous forecast

CPI 
inflation
forecast

 
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Previous forecast from Februar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시기가 늦춰질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단행 

당사에서는 

인플레이션 

하향조정과 

더불어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를 

2016 년 1 분기로 

늦추었습니다.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당사에서는 영란은행의 첫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올해 

11 월에서 2016 년 2 월로 늦추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영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1% 

아래에 머물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란은행 금리 목표의 밴드 하단에 있음에 

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란은행이 분기 당 

0.25%씩 네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6 년말까지 정책금리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화정책 전망을 수행하면서 당사에서는 명백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고 

사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위원회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의 의견으로는 이제 경제에 있어 악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아웃풋 갭은 올해 말까지 축소될 것이며 이는 경제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 이자율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수준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 수준은 약 2.5% 전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란은행은 당사의 아웃풋갭에 대한 의견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명백하게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자율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인상 시 이것이 실물경제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림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다 빨리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을 매우 완화적인 입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통화정책위원회는 지금 실행해야 할 정책의 정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 번의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즉각적인 

정책 결정이 금리 동결과 인상 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두 명의 위원이 

언급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두 명의 매파적인 위원들이 아마도 종전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을 냈던 맥카트니와 마틴웨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두 명의 위원들이 내부 경합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회복해 감에 따라 노동시장 강화는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오버슈팅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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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문의 강한 성과는 실업률이 1 분기 5.5%까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당사에서 임금 증가율이 실질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하는 임계점으로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명목 임금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3 월 기준 3 달째 주당 2.5%(연환산)으로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질임금 기준으로는 2008 년 이래로 최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 12) 일정 수준까지 낮은 인플레이션은 

가구 구매력에 상당한 개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도표 12: 민간부문 실질임금증가율 vs 실업률 

극단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인하여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6%

-4%

-2%

0%

2%

4%

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rivate sector wage growth (3m y/y), lhs

ILO unemployment rate (3m MA), rhs inverted  
Source: Thomson Datastream, ONS, Schroders. 26 May 201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증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리 동결을 유지한다면 만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 기업들이 임금을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측면의 위험은 정책적 긴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인플레이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의 분석에 

의하면 높은 임금 증가율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부합하게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상당한 위험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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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곤경에 처한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국가들에 

대한 전망은 

복합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 2015 년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국가들은 단 두 곳,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성장률 지표는 당사의 종전 예상을 약간 

벗어났습니다. 현재로서 당사는 중국이 부진한 성과에 대항하여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을 단행하고 인도의 개혁이 실망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인도와 중국 

성장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보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낮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는 데 반해 중국과 인도는 식료품 가격의 우호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브릭스 국가들은 올해 도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표 4: 브릭스 국가들의 전망 요약 

 % per 
annum 

GDP Inflation 

2014 2015f 2016f 2014 2015f 2016f 

China 7.4 6.8  6.5  2.0 1.4  2.0  

Brazil 0.2 -1.8  0.7  6.3 7.9  5.5  

India 6.9 7.5  7.8  7.2 5.2  6.2  

Russia 0.6 -4.0  -0.1  7.8 15.1  6.2  

 

 

 

4 월 지표는 

1 분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ource: Bloomberg,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1 Ma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중국: 부양의 가속화 

중국에 대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 년 부양 

노력은 성장률 목표인 7.5%를 맞추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5 년 

성장률 목표를 지난 3 월에 “약” 7%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필요한 

부양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GDP 는 2015 년 첫분기에 연환산 GDP 가 7%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 해 

마지막 분기 기록한 7.3% 대비 둔화된 모습입니다. 성장률 둔화는 첫분기 

부동산시장의 약세와 지방정부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감소로 인하여 충분히 예상된 

내용입니다. 사실 당사에서는 아주 조금 약화된 경제지표 수치를 기대했었습니다. 

비교적 자주 공시되는 지표들에서는 이러한 약세가 4 월까지 확대되면서 3 월에 비해 

아주 제한적인 반등만이 보여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증가율은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가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감에 따라 중앙은행의 최근 몇달 간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정부 지출의 재정 개혁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약화되었습니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첫분기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더욱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의 중국 성장률 집계 추이는 3 월에 약 7%에서 6.2%까지 

떨어지는 등 가파르게 하락하였습니다. 성장률이 3%에서 4%가량 집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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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몇몇 분기 수치를 당사가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은 공시된 것보다 

약한 것으로 보이며 4 월에는 가파르게 낮아졌습니다. 당사는 그러나 이제 올해에는 

보다 부양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 년 말까지 지준율은 기존 

예상치보다 100bp 낮은 18%를 예상하며 대출금리 목표는 4.6%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년 추가적인 하향조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표 13: 빠르게 둔화되는 중국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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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calculations. 26 May 2015 

정부는 

완화정책의 

강도를 

높였으나… 

느린 성장률은 당사가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견인하였습니다. 

4 월에 있었던 지준율 100bp 인하와 대출금리의 25bp 인하는 당사에서 기존 

예상했던 이들 지표의 연말 수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경제지표 약화에 따른 것일 수 있으나 여전히 양적완화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2014 년 

양적완화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효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곧 1 분기 실질실효금리가 2014 년 평균 

대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로 인하여 1.2 조위안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은행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정부의 차입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우호적인 

재정정책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재정 개혁으로 인한 유동성은 지방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를 1 조위안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정부 

산하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관할인 사회기반시설 계획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당사의 성장 

전망은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금리 인하는 은행의 대출이자는 인하시키는 와중 예금금리의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순이자마진을 감소시켜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차입비용에 

중요한 요소인 신규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사라져가는 마진을 되살리려 노력함에 따라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5 월 금리 인상에 이어서 몇몇 은행들은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순이자마진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과 가구들의 대출비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완화적인 수단에 더하여 우리는 최근 지방정부 차입을 허용하고 지방정부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을 은행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 개혁 또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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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는 재정적 부양에 매우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올해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다면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출은 불가능해집니다. 

통화완화와 규제의 조합은 은행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양을 도우면서 인민은행을 

보좌하도록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은 단지 원래의 기본 전제를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하강의 소용돌이 

2014 년도의 부진을 재확인하는 듯이 GDP 성장률이 단지 0.1%에 그쳤다는 결과가 

3 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연구개발을 GDP 에 포함하기로 정한 것에 힘입어 

총 GDP 의 5% 증가, 투자부문이 18%에서 20%으로의 증가 등 많은 측정수단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빠른 빈도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해보면 측정수단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까지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률은 중앙은행에서 집계한 1 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2.0%로 

나오는 등 2014 년말 이래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세는 다른 실망스러운 요소와 

결부되면서 당사로 하여금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브라질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 언급되었습니다.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난 보고서에 언급한 정확히 같은 요인들이 현재 브라질의 성장률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GDP 의 1.2%라는 재정흑자목표치를 맞추려면 

연말 이전까지 GDP 의 1.9%가량의 재정긴축이 요구됩니다. 만약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수사가 난황에 부딪힘에 따라 여러 곳으로 여파가 커진다면 

국채 등급 또한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골치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경제에 해가 될 것입니다. 페트로브라스에 연계된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없으며 검찰은 수사 폭이 정부의 다른 

부서 및 다른 기업들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 지출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실업률 지표는 소비자부문의 우려에 더하여 4 달 연속으로 증가하여 

2011 년 3 월 이래로 최고치인 6.4%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금리 및 낮은 임금 

증가율의 조합으로 소비자신뢰가 약화된 것은 물론 놀랄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소비 

부문이 GDP 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에서 이러한 결과는 성장률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표 14: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압박받는 브라질 소비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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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Household debt service costs are 
shown as a share of disposable income. 

높은 인플레이션 또한 구매력을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1 분기의 선전은 당사로 

하여금 2015 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8% 정도로 상향조정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1 회적인 요소인 관세와 세금인상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2016 년에는 다시 하락 전환할 것입니다. 사실 당사에서는 2016 년 1 분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은행에서 올해 말경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사는 이번 분기 

13.5%의 정점을 찍은 후 4 분기에 50bp 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와 같은 당사의 전망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이며 

만약 “긴축발작”이 재현된다면 브라질의 금리 인하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떫떠름한 분위기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으로 

개선되었지만… 

모디가 영향력 있는 권한을 이양받으며 당선된 지 1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인 취약성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의 부재 하에 

“빅뱅”이라 일컬어지는 개혁은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완만한 흐름의 개혁은 대부분 

당사의 예상과 일치하는 점이지만 모디의 승리로 크게 기뻐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은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에서는 성장 전망을 아직까지는 수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방 위험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인도는 긴축 발작으로 취약국 5 개국에 선정된 이래로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13 년 2 분기 GDP 의 5% 수준에서 외국인 

단기차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2014 년 말에는 1.4%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8%을 기록하는 등 1 년 만에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도 통화는 

긴축발작 시기에 비하여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에서 올해 초 인도 출장을 다녀온 바에 따르면 기업활동에서 

양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우호적인 행정부와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가 그것입니다. 두드러진 개혁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사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법의 자유화, 지연되었던 프로젝트의 가속화, 연료 보조금 감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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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표 15: 인도 펀더멘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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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초기 모디가 

당선된 직후의 

환호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노동시장의 개혁은 지지부진하였으며 의회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법안에 대한 통과는 그 기회를  잃은 듯 보입니다. 시장의 실망감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모디가 국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과소평가한 것인데, 이는 그의 

정당이 다수당을 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디는 다수의 의회석을 점하고 있는 

정당과 연합하여 개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이용하여 주정부들이 주가 되어 

노동법을 개혁하고 국회에 협상을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의 간소화는 의회에서 반대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들에 대한 노동법 개혁 독려는 그 모멘텀을 잃어버린 

듯 보이며 모디 측 당의 총수는 경쟁당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장률은 갑작스러운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는 개혁이 결국에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인내심은 시험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은 개선된 기업신뢰, 통화정책 완화 및 

위에 언급된 기업활동 제재 완화에 힘입어 소폭의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식료품 가격 하락 등 올해 예상보다 나았던 결과에 힘입어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되리라 보지는 않고 있으며 엘니뇨현상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일시에 급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정책금리가 7%에 이르는 등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더 예상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4%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맞춘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보장되지 않은 낙관론 

 러시아의 GDP 는 2015 년 1 분기에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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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추가적인 약세가 

점쳐집니다. 

나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국가에 있어서 쓰라린 추락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역은 6 월까지 발표되지 않을 것이지만 보다 높은 빈도로 발표되는 

지표들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2014 년 1 분기 대비 6% 넘게 급감하면서 성장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 역시 부정적이었지만 예상치는 

상회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루블화 약세와 재정 부양의 효과일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질임금 약세와 구조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소비나 투자 부문에서 

일정한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는 올해 말 성장률 

추정치를 약간 상향조정하였으나 여전히 4%의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도표 16: 1 분기 지출을 늘린 러시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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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6 May 2015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GDP 지표는 러시아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2015 년 성장률 

전망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 분기에 있었던 

극단적인 루블화 약세는 이미 지나갔으며 통화 및 재정 정책 긴축이 남아있는 한 편 

유가는 회복 중이나 2014 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2 분기는 출발부터 상당한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4 월에 보였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의 가파른 추락은 실질 임금의 하락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원유는 초기 저점에 비하여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2014 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레벨로 

돌아오기는 절대 불가능해보입니다. 선도곡선은 이러한(다소 반등한) 흐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원자재 담당 팀에서는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하여 상단이 지지되면서 올해 변동성 장을 펼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낮으며 

또한 불확실한 가격은 투자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상황은 2 월에 있었던 정전협정이 결렬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사에서는 푸틴이 더 이상 긴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위험상황 확대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통화정책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약화와 인플레이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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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가 많이 

단행될 것입니다. 
등을 고려하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당사에서는 중앙은행이 

2015 년 말까지 금리를 1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나마 러시아에 약간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몇 주 간의 루블화 강세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외환보유고를 쌓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반대되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루블화 약세가 당사의 금리 전망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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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er Economics Group: 전망 요약 

거시경제 요약 –2015 년 5 월 

주요사항 

기본전제 

 실망스러웠던 연초 성장률 추이 이후,  2015 년 전세계 성장률은 이제 2014 년과 비슷한 수치인 2.5%로 예상함. 시간이 갈 

수록 경제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계 경제의 에너지비용 하락 효과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음.  

 1 분기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2015 년 실업률이 물가안정 실업률 밑으로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연준의 긴축을 유발하고 있음. 첫번째 금리인상 시기는 2015 년 9 월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1% 

인상될 전망. 정책금리는 2016 년 2.5%로 치솟을 것으로 보임. 

 2015 년 영국의 회복세는 부동산시장의 냉각, 긴축 재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둔화될 전망. 2015 년 11 월 

첫번째 금리인상과 함께 이자율 정상화가 시작될 것임. 영란은행은 2016 년 말까지 금리를 1.5%로 움직일 것이며 2017 년 

2.5%부근까지 인상할 전망. 

 재정긴축과 신용여건의 완화로 유로존의 회복세는 확고해진 한편 유로화 가치 하락과 낮은 에너지 가격은 경제활동을 지지함. 

2015 년 내내 인플레이션은 0 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016 년에는 양의 값으로 전환될 예정. 유럽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2016 년 9 월까지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임. 

 일본의 성장률은 엔화 약세, 유가 하락과 재정긴축의 부재로 인하여 2015 년 지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모멘텀은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16 년에도 이어가겠으나 아베노믹스는 경제 회복과 재정상태 복구 사이에서 

중기간에 걸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  

 미국은 여전히 앞서나가고 있으나 일본과 유럽은 2015 년 미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기 시작함. 달러화는 연준이 긴축을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나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정책이 이제 광범위하게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있음에 따라 덜 오를 것으로 보임.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경기 순풍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릴 것이나 미국 통화정책 긴죽과 달러화 강세, 원자재 가격의 약세 등은 

성장률을 짓누를 것임. 중국은 부동산시장 냉각 및 기업 자본지출 감소로 인하여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 중국인민은행의 추가 

완화 예상. 

위험요인 

 위험요인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흐름, 중국 경착륙과 스태그네이션 우려로 인하여 여전히 디플레이션 쪽으로 치우쳐있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위험은 2013 년과 유사한 긴축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금리의 상승,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경색까지 불러오면서 전세계 경제를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면 연준에서 

긴축정책을 늦추거나 전세계 정책입안자들이 경제 재팽창을 시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유가 하락은 성장률 증가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촉진할 수 있음. 

도표: 전세계 GD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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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27 May 2015.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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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Summary Macro impact Probability* Growth Inflation

Baseline We have cut our forecast for global growth to 2.5% for 2015 primarily as a result of a downgrade to the US 

where the economy stalled in q1. We have also downgraded Japan and the UK following a weaker than 

expected start to the year. US growth is expected to pick-up going forward, but is now expected to reach 

2.4% this year (previously 3.2%) the same as in 2014. The benefits of lower oil prices are taking longer to 

come through than expected and were offset by cuts in capex, a dock strike and bad weather in q1. By 

contrast, our forecast for the Eurozone is marginally stronger at 1.4% (prev.1.3%) whilst that for the 

emerging markets is little changed. Both regions have performed as expected in q1 with the former enjoying 

ongoing recovery, whilst the latter have continued to struggle.  For 2016, global growth is forecast to pick-

up slightly to 2.9% led by a better performance in the emerging markets and further recovery in the 

Eurozone and Japan. 

Inflation is expected to remain low in 2015, but we have nudged our forecast slightly higher to reflect the recovery in oil 

prices. Global inflation is expected to come in at 2.8% for 2015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for the Advanced 

economies to 0.6% from 1.4% in 2014 as falling energy prices impact on CPI inflation.  The US Fed is still expected 

to look through this fall and focus on a firmer core rate of inflation and tightening labour market so as to raise rates in 

2015. We expect the Fed funds rate to rise to 1% by end 2015 and then peak at 2.5% in 2016. Deflation concerns in 

the Eurozone are expected to ease as inflation picks up in 2016 thanks to the depressing effect of lower oil prices 

dropping out of the index and the weaker Euro. We expect the ECB to implement QE through to September 2016 and 

leave rates on hold, whilst for the UK, we now expect the first rate hike in February 2016. In Japan, the BoJ will keep 

the threat of more QQE on the table, but is now likely to let the weaker JPY support the economy and refrain from 

further loosening. China is expected to cut interest rates and the RRR further and pursue other means of stimulating 

activity in selected sectors.

55% - -

1. EZ deflationary 

spiral

Despite the best efforts of the ECB, weak economic activity weighs on Eurozone prices with the region 

slipping into deflation. Households and companies lower their inflation expectations and start to delay 

spending with the expectation that prices will fall further. The rise in savings rates deepens the downturn in 

demand and prices, thus reinforcing the fall in inflation expectations. Falling nominal GDP makes debt 

reduction more difficult, further depressing activity particularly in the heavily indebted peripheral economies.

Deflationary: weaker growth and lower inflation persists throughout the scenario. ECB reacts by cutting interest rates 

below zero and extending QE, but the policy response is too little, too late.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world economy 

(around one-fifth), Eurozone weakness drags on activity elsewhere, while the deflationary impact is also imported 

through lower oil prices and by trade partners through a weaker Euro. Global growth and inflation are about 0.5% 

weaker this year and 1% weaker in 2016 compared to the baseline. No rate rise from the Fed in this scenario. 

2% -1.1% -1.1%

2. Global reflation Frustration with the weakness of global activity leads policy makers to increase fiscal stimulus in the world 

economy. This then triggers an increase in animal spirits which further boosts demand through stronger 

capex. Global growth reaches 3% this year and 4% next.  However, higher commodity prices (oil heading 

toward $90/ b) and tighter labour markets push inflation higher by nearly 1% in 2016. 

Reflationary: stronger growth and higher infl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Central banks respond to the increase in 

inflationary pressure with the fastest response coming from the US and UK which are more advanced in the cycle 

compared with the Eurozone where there is considerable slack. The US Fed raises rates to 4% by end-2016 and 

starts to actively unwind QE by reducing its balance sheet. Although there is little slack in Japan, higher wage and 

price inflation is welcomed as the economy approaches its 2% inflation target. This is likely to lead the BoJ to signal 

a tapering of QQE, but no increase in interest rates. Inflation concerns result in tighter monetary policy in the 

emerging markets with all the BRIC economies raising rates in 2016.  

5% +1.1% +0.9%

3. Oil lower for 

longer

Saudi Arabia becomes frustrated at the slow response of US oil production and drives prices lower in a 

determined effort to make a permanent impact on US shale producers. Meanwhile,  Iraq and Russia 

continue to grow production sharply. This means a significant period of low prices with Brent crude falling to 

just below $40 by end 2015 and remaining there through 2016. 

Stronger growth/ lower inflation with the benefits primarily felt in the oil consuming Advanced economies. For the 

emerging economies , activity is only marginally better as gains and losses roughly offset one another although China 

and India are net winners. On the policy front, lower inflation allows the Fed to move slightly less rapidly, but interest 

rates still rise.  The rate profile is also slightly lower in China, Brazil and India, but Russia has to keep policy tighter to 

stabilise the currency. No change in the Eurozone or Japan where policymakers balance lower inflation against 

stronger growth. 

6% +0.3% -0.4%

4. Secular 

stagnation

Weak demand weighs on global growth as households and corporates are reluctant to spend. Animal 

spirits remain subdued and capex and innovation depressed. Households prefer to de-lever rather than 

borrow. Adjustment is slow with over capacity persisting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China, with the 

result that commodity prices and inflation are also depressed. 

Deflationary: weaker growth and inflation vs. baseline. Although not as deflationary as China hard landing or the 

Eurozone deflationary spiral, the world economy experiences a slow grind lower in activity.  As the effect from secular 

stagnation is more of a chronic than acute condition, this does not prevent policy makers from initially raising rates in 

the US although this is then reversed as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conomy is losing momentum. Overall, global 

interest rates are lower than in the base and we would expect the ECB and BoJ to prolong their QE programmes.

8% -0.7% -0.5%

5. China hard 

landing

Official efforts to deliver a soft landing in China's housing market fail and house prices collapse. Housing 

investment slumps and household consumption is weakened by the loss of wealth. Losses at housing 

developers increase NPL's, resulting in a retrenchment by the banking system and a further contraction in 

credit and activity. Growth in China slows to less than 5% this year and under 3% in 2016.

Deflationary: Global growth slows as China demand weakens with commodity producers hit hardest. However, the fall 

in commodity prices will push down inflation to the benefit of consumers. Monetary policy is likely to ease/ stay on 

hold while the deflationary shock works through the world economy. 5% -1.4% -0.7%

6. Fed behind the 

curve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impact of tighter monetary policy causes 

the Fed to delay raising rates until the second half of 2016. Meanwhile the labour market continues to 

tighten, wages accelerate and inflation increases. US rates then have to rise more rapidly but still end 2016 

at 1.5%, lower than in the baseline. Interest rates would continue to rise in 2017 as the Fed battles to bring 

inflation under control. 

Reflationary in 2016: stronger growth and higher infl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Note that this scenario will turn 

stagflationary in 2017 as growth slows whilst inflation remains elevated. Better growth in the US provides a modest 

stimulus to activity elsewhere, however this is likely to be tempered by a more volatile financial environment with long 

yields  rising as inflation expectations rise. 
10% +0.3% +0.6%

7. Tightening 

tantrum

Bond markets sell off in response to Fed tightening with US 10 year Treasury yields rising 200 basis points 

compared to the baseline. This has a knock on effect to the rest of the world as yields rise in both the 

developed and emerging markets. Equity markets and risk assets generally weaken as the search for yield 

begins to reverse causing capital outflows from economies with weak external accounts and negative 

wealth effects.

Deflationary: weaker growth and inflation vs. baseline. Economic weakness causes the Fed to bring its tightening 

cycle to an early end with rates peaking at 1% and then reversing toward the end of 2016 as further stimulus is 

required. Emerging markets experience weaker growth, but are more resilient than in the 2013 "taper tantrum" given 

improvements in their external financiing requirements. Global policy rates are generally lower by end-2016. 
5% -0.7% -0.2%

8. Other 4% - -
*Scenario probabilities are based on mutually exclusive scenarios.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Global vs. 2016 baseline
Schroders Forecast Scenarios

 
*Scenario probabilities are based on mutually exclusive scenarios.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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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ers Baseline Forecast 

Real GDP

y/y% Wt (%) 2014 2015 Prev. Consensus 2016 Prev. Consensus

World 100 2.6 2.5  (2.8) 2.6 2.9  (3.0) 3.1

Advanced* 63.2 1.7 1.9  (2.2) 2.0 2.1  (2.2) 2.3

US 24.5 2.4 2.4  (3.2) 2.5 2.5  (2.7) 2.8

Eurozone 19.2 0.9 1.4  (1.3) 1.5 1.6 (1.6) 1.8

Germany 5.4 1.6 1.6 (1.6) 2.0 2.1  (2.0) 2.0

UK 3.9 2.8 2.2  (2.6) 2.5 1.9  (2.0) 2.5

Japan 7.2 -0.1 0.9  (1.6) 0.9 2.0  (2.2) 1.8

Total Emerging** 36.8 4.3 3.6  (3.7) 3.7 4.3  (4.4) 4.5

BRICs 22.6 5.4 4.2 (4.2) 4.4 4.9 (4.9) 5.2

China 13.5 7.4 6.8 (6.8) 6.9 6.5 (6.5) 6.7

Inflation CPI 

y/y% Wt (%) 2014 2015 Prev. Consensus 2016 Prev. Consensus

World 100 2.8 2.8  (2.5) 2.5 3.1  (3.0) 3.0

Advanced* 63.2 1.4 0.6  (0.5) 0.3 1.7  (1.8) 1.7

US 24.5 1.6 0.9  (0.7) 0.2 2.3  (2.2) 2.2

Eurozone 19.2 0.4 0.2  (0.1) 0.2 1.2 (1.2) 1.2

Germany 5.4 0.8 0.5  (0.4) 0.4 1.7 (1.7) 1.6

UK 3.9 1.5 0.4  (0.6) 0.3 1.8  (2.1) 1.6

Japan 7.2 2.7 0.8  (0.6) 0.6 1.1  (1.3) 1.0

Total Emerging** 36.8 5.1 6.4  (5.9) 6.2 5.4  (5.0) 5.3

BRICs 22.6 4.0 4.7  (4.5) 4.3 3.6 (3.6) 3.5

China 13.5 2.0 1.4  (1.7) 1.4 2.0 (2.0) 1.9

Interest rates 

% (Month of Dec) Current 2014 2015 Prev. Market 2016 Prev. Market

US 0.25 0.25 1.00 (1.00) 0.56 2.50 (2.50) 1.43

UK 0.50 0.50 0.50  (0.75) 0.72 1.50 (1.50) 1.32

Eurozone 0.05 0.05 0.05 (0.05) 0.01 0.05 (0.05) 0.11

Japan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China 5.10 5.60 4.60  (5.00) - 4.00  (4.50) -

Other monetary policy

(Over year or by Dec) Current 2014 2015 Prev. 2016 Prev.

US QE ($Bn) 4481 4498 4494  (4562) 4512  (4617)

EZ QE (€Bn) 68 31 649  (600) 1189  (1140)

UK QE (£Bn) 375 375 375 (375) 375 (375)

JP QE (¥Tn) 323 300 389 (389) 406 (406)

China RRR (%) 19.50 20.00 18.00  19.00 17.00  18.00

Key variables

FX (Month of Dec) Current 2014 2015 Prev. Y/Y(%) 2016 Prev. Y/Y(%)

USD/GBP 1.57 1.56 1.52  (1.50) -2.5 1.50  (1.48) -1.3

USD/EUR 1.14 1.21 1.08  (1.12) -10.7 1.00  (1.09) -7.4

JPY/USD 119.1 119.9 118.0  (120) -1.6 115.0  (125) -2.5

GBP/EUR 0.72 0.78 0.71  (0.75) -8.4 0.67  (0.74) -6.2

RMB/USD 6.20 6.20 6.30 (6.30) 1.5 6.40 (6.40) 1.6

Commodities (over year)

Brent Crude 67.4 55.8 64.3  (62) 15.1 71.1  (70) 10.6

Consensus inflation numbers for Emerging Markets is for end of period, and is not directly comparable.

Previous forecast refers to February 2015

Croatia, Latvia, Lithuania.

Source: Schroders, Thomson Datastream, Consensus Economics, May 2015

Market data as at 13/05/2015

*  Advanced markets:  Australia, Canada, Denmark, Euro area, Israel, Japan, New  Zealand, Singapore, Sw eden, Sw itzerland, 

Sw eden, Sw 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Emerging markets :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Mexico, Peru, Venezuela, China, In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outh Korea, Taiw an, Thailand, South Africa, Russia, Czech Rep., Hungary, Poland, Romania, Turkey, Ukraine, Bulgaria,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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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망치 차트 업데이트 – 경제 전망 

신흥시장, 신흥 아시아, 태평양지역(일본제외)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각 개별 국가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GDP 가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Chart A: GDP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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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ensus Economics (May 2015), Schroders. Please note the forecast warning at the back of the document. 

Pacific ex. Japan: Australia, Hong Kong, New Zealand, Singapore. 

Emerging Asia: China, In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outh Korea, Taiwan, Thailand. 

Emerging markets: China, In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outh Korea, Taiwan, Thailand, Argentina, Brazil, 
Colombia, Chile, Mexico, Peru, Venezuela, South Africa,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Romania, Russia, Turkey, 
Ukraine, Bulgaria, Croatia, Estonia, Latvia, Lithuania. 

The forecasts included should not be relied upon, are not guaranteed and are provided only as at the date of issue. Our forecasts are based on our own 

assumptions which may change. We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f fact or opinion and assume no obligation to provide you with any changes to 

our assumptions or forecasts. Forecasts and assumptions may be affected by external economic or other factors. The views and opinions contained herein 

are those of Schroder Investments Management’s Economics team, and may not necessarily represent views expressed or reflected in other Schroders 

communications, strategies or fund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or any solicitation of any offer to buy securities or any other instrument 

described in this document. The information and opinions contained in this document have been obtained from sources we consider to be reliable. No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for errors of fact or opinion. This does not exclude or restrict any duty or liability that Schroders has to its customers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or any other regulatory system. Reliance should not be placed on the views and 

information in the document when taking individual investment and/or strategic decisions. For your security, communications may be taped or monitored. 

본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입 또는 매도 제의나 권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투자결정도 
본 정보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정보는 해당 공표일 기준으로 가능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슈로더는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나 암시된 것을 불문하고, 모든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 적정성, 또는 완결성을 보증하지는 아니합니다. 

 

Chart B: 인플레이션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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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문구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슈로더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입 또는 매도 제의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가공 또는 제 3 자에게 유포, 출판, 복사 또는 배포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결정도 본 정보에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문제와 관련된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자료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고객의 특정 투자목적, 재정상태와 특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슈로더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지 않을 경우, 펀드에 투자하시기 전에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정보는 해당 공표일 기준으로 가능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슈로더는,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나 암시된 것을 불문하고, 모든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 적정성, 또는 완결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슈로더, 슈로더 계열사, 또는 슈로더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은 해당 정보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제 3 자 책임 포함)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나 전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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