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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드리워진 먹구름 (2 페이지) 

 정책입안자들은 또다시 긴급 대응안을 내놓았으며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스라는 공은 쏘아올려졌으나 부채탕감이라는 가시밭길에 머물러있을 뿐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자원왜곡과 생산과잉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전세계 침체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낮아진 가격에는 몇몇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나 미 달러화 강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 쪽의 충격 
역시 계속해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연준에서 지나치게 빨리 긴축에 나설 
위험보다 지나치게 늦게 행동을 취할 위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로존: 이베리아반도로 향하는 정치적 위험 (7 페이지) 

 그리스 위기를 잠시 접어두고 당사에서는 이베리아반도의 중요한 2 개 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이은 또다른 반긴축적, 반체제적인 정당이 정치적 
궤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스페인은 그 크기 및 유로존에서의 입지로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좌파 정당이 
승리한다면 그 위험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고 
시리자당이 재앙에 가까운 국가 경영을 점차 거둠에 따라서 스페인의 유사 정당인 
포데모스 역시 실세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르투갈로 넘어와서, 포르투갈의 주요 
정당들은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사에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주식시장 붐과 이의 붕괴 (12 페이지) 

 중국 주식시장의 붐과 이의 붕괴는 당장 즉각적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두려움의 씨앗은 미래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전망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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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중국 경제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 시사하는 구리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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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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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드리워진 먹구름 

 

 

분위기가 다소 반등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및 그리스 이슈는 시장이 여전히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얼마나 좌지우지되고 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슈 모두 현안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그 본질적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은 

시작되었으나 

결과에 만족한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라는 공은 쏘아올려졌고… 

7 월 16 일 새로운 긴축안 수용에 대한 그리스 의회의 결정은 유로존 위기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긴축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로존을 탈퇴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치프라스 총리는 투표 결과를 유리한 

방법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단 11 일만을 남겨두었을 때 그는 국민들에게 긴축안 

수용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하원과의 논의 

시작에 이어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그리스 의회의 두번째 투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860 억유로 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리스 정부나 채권단 모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치프라스는 “유럽의 보수세력은 그리스에 대하여 상처 뿐인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는데, 이 중 하나인 

IMF 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결합되어야만 그리스가 지속 가능한 회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 진영에서는 어떠한 탕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독일 진영의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부채의 만기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 등이 수반되어야 그리스의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이자율 

책정이 이미 매우 관대한 수준으로 된 점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0 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접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분기까지, 그것도 아니라면 IMF 에서 부채를 연장할 것인지 상환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2016 년 3 월까지는 추가적인 긴장상황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 탕감의 부재 하에서는 IMF 에서 추가적인 자금 공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IMF 는 부채 감당이 어려운 국가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미 그리스에 대한 대출은 비판론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 채권국들은 IMF 의 그리스에 대한 관여를 매우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스가 특별히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을 공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세력은 협상 결렬 및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치프라스가 IMF 에 대하여 이번 위기에 “범죄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 총리가 IMF 라가르드 

총재에게 계속 그리스에 대한 관여를 지속할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 진영에서는 교섭이 계획했던 바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유로존에서의 

그리스 탈퇴라는 계획을 잠시 털어버리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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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A 주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 

한편 중국 정부가 A 주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아시아태풍 역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이후 몇몇 조정 신호가 포착된 이래 

3 주도 안되어 1/3 가량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들에서는 은행들이 

중국 증권금융을 통하여 시장에 2 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표 1: A 주 랠리 및 조정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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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 Economics Group, 27 July 2015.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부실대출의 규모는 오직 추정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해종합지수가 폭락 이후에도 여전히 연초 대비 15% 상승한 

수준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축적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품에 차입을 일으켜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거래 정지된 주식 규모와 경찰의 공매도 수사와 함께 은행의 자금 투입 

규모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공식적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흥국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부실자산 규모 측정 

불가가 또다른 기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넓은 견지에서 보면 전세계 금융위기에서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이를 구제하며 재자본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재자본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본드스왑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미 시작된 상태여도 말입니다. 

한편 중국 경착륙 우려는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식적 행보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발할 위험을 낮추어줬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본문 신흥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원자재가격 하락: 전세계 침체의 조짐인가? 

구리 등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중국 경착륙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중국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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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집니다. 

 

 

 

 

 

 

 

 

 

 

 

 

 

 

 

 

 

 

 

 

 

 

 

 

 

 

 

현재의 싸이클은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왔으며 특히 전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상당한 부침이 있는 시기에 더욱 그래왔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경착륙보다는 감속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전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메세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원자재 

가격은 비동조적 요소 – 즉 공급곡선의 변화나 때때로 지정학적 요인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은 원유 선도 곡선에 하방압력을 

가함으로써 전세계 원유 생산을 궁극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적 요인에 의한 가격 하락은 전세계 수요 약화에 의한 하락보다 좀 더 성장률 

친화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광범위한 원자재가격 약세는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가지 공통적 요인은 

바로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국 통화는 올해 초 쉬어가는 장 이후 최근 

몇달간 랠리를 펼쳤으며 원자재 가격을 거의 전 부문에 걸쳐 떨어뜨리는 효과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추가적인 달러화 강세는 원자재 가격을 2000 년대 

중반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도표 2: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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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 Economics Group, 27 July 2015. 

만약 원자재 가격 하락을 경제활동 약화의 조짐으로 간주한다면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가 또 다른 침체에 빠지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분기 성장 둔화는 오래 

가지 않고 2 분기 들어서 미국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성이 둔화되는 조짐에 비추어 확장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지 모른다는 점을 기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들은 순환기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침체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장세를 이전 사이클과 비교한다면 현재 사이클은 그 모습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9 년 6 월 저점을 통과해서 7 년째 확장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의하면 72 번째 달이면 1958 년 이래로 다섯번째로 긴 순환 

사이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환산 2.2%라는 평균 성장률은 동시에 가장 약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확장세는 1960 년대, 80 년대, 90 년대에 비하여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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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표 3: 기간 별 미국 회복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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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NBER, Schroders Economics Group, 23 July 2015. 

 

현재 경제는 

충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느려지는 성장률 

트렌드 

 

그러나 아직 확장기가 갈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은 침체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성장률이 약세를 보이고 정책적 부양책에 한계가 있을 때 그 경제는 충격에 

보다 취약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경착륙하거나 유로존이 디플레 소용돌이게 빠지게 

된다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을 침체로 빠지게 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몇몇은 전세계 금융위기가 남기고 간 심리적 외상이 가구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위험회피적으로 바뀌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의 

충격보다 상황을 더욱 과장시키게 됩니다. 

연준은 보다 양적완화적인 입장으로 대응할 수도 있으나 경기 부양에 대한 범위는 

한정적일 것입니다.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만 이의 승인 및 

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성장률 트렌드가 느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 성장 

둔화,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에 들어감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집중해보았습니다. 이 의미는 경제가 공급 제한에 

직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 추이에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하여 침체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명백히 중앙은행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긴축을 

너무 일찍 시행해서 경제를 다시금 침체에 빠뜨릴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오랜 기간동안 

정책을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뜨려 다시 침체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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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딜레마: 1937 년 혹은 1966 년? 

이것은 현재 연준에서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1937 년과 현재를 

비교하곤 합니다. 연준은 이 때 긴축을 지나치게 일찍 단행하여 경제활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1966 년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임에 따라 60 년대 

후반과 70 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위험이 오늘날 더 클까요? 경제가 1937 년처럼 여전히 취약하고 충격에 

약할까요 아니면 1966 년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잠재되어 있을까요? 첫번째로  

이러한 역사적 비교방법이 당면한 주제의 프레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양쪽 결과를 놓고 연준이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따라 걸어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들은 양 극단의 값이며 

이 사이에 많은 중간적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연준 의장인 자넷 옐런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연준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위험 못지 

않게 너무 늦게 움직일 위험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들은 여전히 낮은 성장률에 치우쳐있으므로 연준이 직면한 당면과제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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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이베리아반도로 향하는 정치적 위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현재로서는 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지불된 대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회 선거가 이베리아 전역에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긴축 반대 움직임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까지 전염된 것일까요? 올해 또다른 정치적 위험은 없을까요?   

 
 

그리스의 환상을 

깨버린 독일 

재무장관, 그러나 

그리스 

재무장관에게는 

또다른 계획이? 

 

 

 

 

 

투자자들은 

이베리아반도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스의 환상을 깨버린 독일 재무장관 

독일의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 주도 하에 보다 주의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가 

통화연맹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으로부터 

불거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공론화되면서 매우 현실성있게 다가와 그리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약 80%의 그리스 국민들이 그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사실에 

기초했을 때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들에 의하여 강요되는 모든 조건들을 하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의 재무장관인 

바루바키스가 협상기간 내내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비밀스럽게 “제 2 안”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유로존 

탈퇴를 준비하려면 필수적인 지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는 그리스 독립 세금 시스템을 해킹하는 팀을 꾸리는 

데까지 관여했다고 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유로존 회원국 지위는 전혀 위협받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발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당사의 의견으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금융시스템은 그리스에 대하여 

금융 익스포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 악재가 널리 전염된다면  

아마도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한가지는 금융시장과 정치적 불안감의 

이염입니다. 위기가 발발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게 되지만 과거에 비하여 

정부채 금리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경로는 시리자가 그리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긴축 반대 움직임이 대중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유럽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다음 타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제될 수 있는 국가임에 

반하여 스페인에서의 위기는 통화연맹 전체에 커다란 재앙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라조이는 재임될 수 있을까요? 

스페인은 올해 12 월 20 일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치뤄야 하며 11 월 29 일이 가장 

강력한 후보 날짜입니다. 국무총리인 마리아노 라조이는 우파 정당인 국민당의 

우두머리이며 그는 스페인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노동당을 상대로 2011 년 승리를 

거운 것에 이어 재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노동당은 여전히 국민당의 주요 

경쟁자이지만 새로운 정당 포데모스가 탄생하면서 유럽 국채위기 이후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축 반대론에 이어 이 신생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에서는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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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오른다면 

투자자들은 유로존에서 스페인의 미래에 대하여 회의론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당 이래로 포데모스당은 인기를 얻으면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특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층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49.3%에 

달하며 이는 그리스에 이어 유럽연합 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2014 년 5 월 

포데모스당은 유럽 의회 선거에 참선하였고 단지 8%를 밑도는 표를 얻으면서 4 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포데모스당은 이후 2015 년 5 월 국민선거에서 약 15%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당은 사회노동당의 뒤를 이어 좌파정당 중 2 번째로 큰 

정당이며 앞으로 치뤄질 선거에서 보다 분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표 4: 스페인 2015 년 선거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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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Party Socialist Workers Podemos Citizens  
Source: TNS-Demoscopia, DyS, Metroscopia, Encuestamos, Celeste-Tel, JM&A, GESOP, 
Simple Logica, NC-Report, Invymark,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포르투갈: 임박한 선거 

 국경 넘어 포르투갈에서는 10 월 4 일 국회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조이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인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는 역시 재임을 노리게 되지만 스페인의 

국민당과는 달리 코엘료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기독민주보수당 및 국민당연합과 

연합전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연합전선은 그러나 가혹한 긴축 및 개혁 도입으로 

인하여 민중의 인기를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사회민주당은 2011 년 선거에서 

38.5%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올해 2 월과 4 월 사이에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은 

29%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당은 안토니오 코스타가 이끄는 이들의 

주요 경쟁당인 사회당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민주당과 국민당 

연합은 각각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형성한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민주당/국민당 연합은 사회당 37.1%에 비하여 

뒤쳐지는 35.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당과의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결과는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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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그리스, 이태리나 스페인만큼 긴축 반대파가 높은 지지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르투갈 정치는 언제나 약간씩 우파 편향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긴축 반대 세력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좌파 정당인 민주단일연합은 

공산주의자와 녹색당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또다른 좌파정당 연합인 

레프트블럭 또한 창당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좌파 연합들은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단일연합이 9.5%, 레프트블럭은 4.8%로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도표 5: 포르투갈 2015 년 선거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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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ximage, Eurosondagem, INTERCAMPUS, Pitagórica, Universidade Católica,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사회주의당은 재정 축소를 반대하는 것은 거절하였으나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정부가 수용한 데 대해서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무난하게 졸업할 것이라는 총리의 주장 역시 비판하였습니다. 2011 년 선거 때 

사회주의당의 전 대표와 호세 소크라테스 총리가 추가적인 가혹한 긴축 수단을 

제안함에 따라 투심을 다소 잃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것은 경제란 말야, 멍청아!”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거 양쪽 모두는 집권당으로 

세력이 돌아갈 것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선호하며 아마도 개혁 의지가 있는 중도우파적 정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당이 좌파쪽의 표를 일부 분산시키면서 오히려 라조이로 

하여금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이후 떠오른 씨티즌 

정당은 포데모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제 전년도에 비하여 좌파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위험은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주류 정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될 확률은 스페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의회의 승리를 선호하거나 혹은 사회주의당의 전면적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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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리아반도는 

유로존에서 가장 

고된 긴축을 

경험하였습니다. 

 

 

 

 

 

 

 

 

 

 

 

 

 

 

 

 

 

 
 
 

개혁의 조기 도입은 

다른 국가들 대비 

앞서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선호할 것입니다. 조금 덜 이상적인 시나리오로는 사회주의당이 유로 회의론을 

제기하며 레프트블럭 등과 연합하여 정부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견해로는 앞으로 다가올 몇달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가 재임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고통스러운 긴축 및 구조개혁은 경제와 정부에 대한 

지지 모두를 약화시켰습니다. 포르투갈 경제는 2011 년 빠르고 공격적인 재정 긴축을 

단행한 이래로 쭉 느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이를 포르투갈 긴축의 

마지막 해로 보고 있으며 2016 년 부양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스페인은 2010 년초 긴축을 시작하긴 하였으나 포르투갈에 비하여 훨씬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2013 년 국채 위기의 발발과 함께 긴축 가속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으며 이는 포데모스당의 창당을 부추겼습니다. 아래 도표 6 에서는 

긴축 정도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표한하고 있습니다. 

 

도표 6: 스페인, 포르투갈과 유로존 전체의 긴축 정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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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European Commission, Schroders Economics Group.  
27 July 2015.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태리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훨씬 일찍 

구조개혁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보상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GDP 전망치는 올해 2.8%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7 년 이래로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포르투갈은 1.6%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또한 2010 년 이래로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침체와 회복을 유로존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08/2009 년 다소 약한 초기 침체를 경험했으나 이것이 긴축 및 국채 

위기와 결부되면서 보다 강하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실질 GDP 의 최근 전고점 대비 4.9%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7.5%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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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7: 실질 GDP 회복세                         도표 8: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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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Eurostat, Schroders Economics Group. 27 July 2015.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이베리아반도에서 주된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이며 유로존 평균치 대비 빠르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도표 8 참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구조개혁에 쏟은 많은 노력은 이들 국가의 성장률을 

촉진하였으며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낮은 금리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헤아릴 수 없을 수는 있으나 

양국이 그리스와 같은 길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들에게 확실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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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시장 붐과 이의 붕괴 

중국의 랠리는 

펀더멘털과는 상관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산효과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여줍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짜릿한 항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거의 60%나 치솟았고 이는 전세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흥시장을 가볍게 능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성장률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 큰 위기의 씨를 심은 

셈입니다. 

중국 증시의 랠리, 특히 3 월의 급등세는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제지표는 올해 초 약한 출발 후 3 월에 

이르러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성과도 그리 좋을 

리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하회하는 지표 발표 후 정책적인 지지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 도움이 

되었으며 모든 경제지표 악재는 오히려 부양에 대한 기대 및 매수 시그널로 

작용하였습니다. 주당순이익(PER) 비율로 봤을 때 이 경제가 수요 약화와 가용생산 

초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투자자들의 행보는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만은 않아보였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랠리는 정책입안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기업의 조달구조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한 조달이 필요하며 연달아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은행들 또한 재자본화를 

위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조달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지역 편중화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스왑 프로그램은 은행에 강하게 의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지지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은 규제당국에서 변동성을 제한하고 초과 

공급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따라 하루 만에 폭락하는 장을 견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마진 거래에 의한 중국 주식시장 투자자들(현금 차입으로 주식에 

투자하는)의 대규모 매도세를 유발하면서 GDP 의 3.4% 수준의 매도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제한적 영향만을 받는 거시경제 

높은 차입 비중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재정적 고통이 집중될 수 있으나 

거시경제적 결과는 이보다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주식시장 랠리가 

일어났다면 강한 양의 자산효과가 나타났을 것이지만 주식에 대한 가구별 자산 비중이 

15%를 밑도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강퉁이 

현실화되면서 첫번째 랠리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신고점을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는 계속해서 둔화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은 저점을 

낮추었습니다. (도표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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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10: 자산효과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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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어떤 분은 위 도표를 근거로 후기 단계에서는 자산효과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단순히 자산효과가 후행적인 현상이라고 언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부양책들이 1 분기에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지지력을 더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당사에서는 주식시장의 붐이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하락한 

상황에서 낙관론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주식시장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이 두 요소 간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여도 시장의 쇠퇴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GDP 를 분석해본다면 명목 GDP 성장률에서 금융 부문이 기여한 

부분은 1.7-2.0% 정도로 2014 년 상반기 1.0-1.2%와 비교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식중개사업이 현재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유지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현재 시장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장률 관점에서 보다 더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요인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를 개편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 

은행 및 지방정부는 주식시장의 성공적인 행보를 전제 하에 투자와 대출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부재 하에 투자는 추가적인 대출 조달 없이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2014 년 4 분기의 대규모 투자를 감안할 때 당사에서는 올해 

동분기에는 투자가 이보다 위축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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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 호황 

0

2

4

6

8

10

12

Q1
2013

Q2
2013

Q3
2013

Q4
2013

Q1
2014

Q2
2014

Q3
2014

Q4
2014

Q1
2015

Q2
2015

Financial sector Other sectors

Contributions to nominal GDP growth, y/y %

 
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마지막 질문은 주식시장 붕괴가 보다 광의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주장은 이것이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경제를 

전지전능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견지로는 여전히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과 충분할 정도로 분절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금융기업 및 개별 가구에서 주식시장 랠리와 폭락에 얼마나 관여하였건 간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달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신용 시장을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붕괴 그 자체는 통제 가능하더라 

하더라도 당사의 우려는 정부의 대응이 어떠할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구조 

패키지는 또다른 

위기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재정안정화 위험 

현재 슬럼프에 빠진 시장을 되돌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주요 

주주의 매도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게다가 주정부는 중국증권금융을 

통하여 7 월 초 약 400 조에 달하는 중국을 직접매수하였으며 주요 은행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사들에 마진서비스 목적의 자금을 이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 또한 주식 매수 압박을 받았으며 이는 국부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직접매수로 인하여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정부는 마진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나 마진거래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주식 호황 기간 동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증권사와 몇몇 부유층에만 위험이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간파하고 가능한 한 이러한 위험을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호황상태일 때, 또한 폭락으로 인한 고통이 아직 각인된 

상태일 때 이러한 도박을 했다는 점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정부가 주식시장 붐을 성공적인 

개혁과 결합되도록 허용한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 강세가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슬럼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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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위험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며 이 의미는 이 위기가 주식시장에서 다른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중국 정부의 전지전능한 통제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금융에 대한 잠재적 보증이나 은행 시스템에의 

직접적 보증까지도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주식시장 하락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도표 12: 단위신용 증가 시 GDP 의 체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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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omson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8 July 2015. Credit measured 

by total social financing. 

이러한 긴급 구조 시도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은 정부 개입으로 양산되는 통상적 

결과인 자원 분배의 왜곡입니다. 은행 신용거래는 주식 매수 관련 조달을 향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은 보도에 따르면 7-8% 정도로, 

은행들이 지방 정부채에 투자하기를 강요당함으로써 얻는 이표가 500bp 혹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입이 이미 

높아져있는 높은 차입률을 더욱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유동성을 날려버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투자활동과 GDP 에 대한 신용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도표 12) 

여전히 긴급구제 패키지는 이 패키지가 의도하던 지속 가능한 반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복세는 7 월 27 일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가파르게 

되돌림하였으며 이것은 특히 정부 개입에 의하여 상승을 보였던 종목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당사의 해석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뒷받침하는 랠리에 대하여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강한 개입의 

부재 하에 시장은 안정화될 수 없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입을 그냥 끝내기에 평판 위험은 

너무나 큰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결국 매우 큰 

댓가를 치르는 실수였다고 판명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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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er Economics Group: 전망 요약 

거시경제 요약 –2015 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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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Group 27 May 2015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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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9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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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24.5 2.4 2.4  (3.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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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1  (2.0) 1.9

UK 3.9 2.8 2.2  (2.6) 2.5 1.9  (2.0) 2.4

Japan 7.2 -0.1 0.9  (1.6) 1.0 2.0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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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22.6 5.4 4.2 (4.2) 4.3 4.9 (4.9) 5.1

China 13.5 7.4 6.8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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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3.1  (3.0) 3.3

Advanced* 63.2 1.4 0.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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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Germany 5.4 0.8 0.5  (0.4) 0.6 1.7 (1.7) 1.6

UK 3.9 1.5 0.4  (0.6) 0.2 1.8  (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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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Emerging** 36.8 5.1 6.4  (5.9) 6.7 5.4  (5.0) 6.0

BRICs 22.6 4.0 4.7  (4.5) 4.4 3.6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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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0.10 (0.10) 0.11

China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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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1.52  (1.53) 1.5 1.54  (1.52) 1.5

USD/EUR 1.14 1.09 1.09  (1.11) 1.1 1.13  (1.11) 1.1

JPY/USD 119.1 123.8 124.5  (124) 124.1 124.5  (126) 125.3

GBP/EUR 0.72 0.71 0.72  (0.73) 0.7 0.73  (0.73) 0.7

RMB/USD 6.20 6.20 6.20  (6.20) 6.2 6.20  (6.20) 6.2

Commodities (over year)

Brent Crude 67.4 62.6 63.9  (65) 63.8 61.6  (61)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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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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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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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망치 차트 업데이트 –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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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ensus Economics (July 2015), Schroders Economic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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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 신흥 아시아, 태평양지역(일본제외)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각 개별 국가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GDP 가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Chart A: GDP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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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