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모멘텀 지속

미국: 감세 가능성, 규제완화, 
인프라관련 지출 확대로 시장 
활성화 예상

그림으로 보는 2017년 세계 경제 
마케팅 자료

1분기 유로존 정치 리스크 안정화2분기

꾸준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4분기 주식시장 호조3분기

유럽: 포퓰리즘의 강세, 
투자자들은 향후 선거 주시

전세계: 2016년도의 
모멘텀이 미국, 유럽, 일본 
경제를 뒷받침함

유럽: 네덜란드 선거 이후 포퓰리즘 
완화,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이 
르펜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모멘텀 
더욱 약화 

영국: 6월 총선 결과 보수당 
의석 수가 감소되면서  
불확실성 고조 

신흥시장: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의 
감소는 유럽지역 
투자자산의 성과를 
뒷받침함

전세계:   
북한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재발

신흥시장: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자산은 탄탄한 
성과 기록

인플레이션 약화와 
함께 신흥시장 안정화 전세계:   

'공포지수'(변동성)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됨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영국과 유로존 

유로존의 꾸준한 성장: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정책을 연장(하지만  2018년 1월
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월 300억 유로로 축소)

고전하는 영국: 영란은행은 성장 
둔화세와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함

전세계: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2017년 3.6%에서 
2018년 3.7%)

선진시장: 선진국가들은 
안정적 성장세에도 불구
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됨

3.7% 
성장

슈로더의 2018년 경제 전망

리플레이션 
(글로벌 CPI)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GDP의 강력한 
성장 예상

전세계적으로 
통화긴축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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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의 긴축(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음)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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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hroders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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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마케팅 2018-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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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 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나 
전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