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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세계경제 2018년 2월

마케팅 자료

미국 달러의 약세 추세? 

트럼프 취임 이래 10% 
약세를 나타낸 미 달러

역사적으로 볼 때 미 달러화는 여전히 저평가 수준은 아님

시장은 이미 추가적인 미국 금리인상을 반영했을 수 있음

추가적인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시장에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

미국 정부는 수출과 무역을 

부양하기 위해 미국 달러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선호

정책적 
영향:

트럼프 취임 후 나타난 미 달러화의 약세 추세 지수, 3월 73 = 100

무역 가중 달러 대통령 취임: 2017년 1월 20일 

출처: Thomson Reuters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년 1월 31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 유럽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예상됨

미국의 감세정책과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에는 역부족

글로벌 경기 회복은 정점을 찍고 있나? 

정상궤도에 
오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 

탄탄한 무역 

거래량, 

하지만 정점을 

찍었을 수 있음

미국의 감세정책이 2018년 
글로벌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뒷받침

유로존 성장이 예상을 
상회함.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소비자 신뢰도로 소매 
판매가 강화될 수 있음

유로화 강세와 내수 수요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음

유로존: 높은 소비자 신뢰는 소매판매 강세를 뒷받침

표준화된 척도 3개월(전년 대비)

소비자 신뢰도(2개월 선행) 소매 판매량유의점: 미국 정책에 의한 글로벌 보호주의의 
대두로 경기 정체기(취약한 성장, 높은 
인플레이션의 스테그네이션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출처: Thomson Reuters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년 1월 30일

신흥 시장(EM)에 정치적 위험이 다시 확대될 것인가?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며, 이는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신흥시장은 2018년도에도 호조세 
지속, 하지만 정치적인 요인들이 
이를 위협
주요 선거일정: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지원을 철회하면서 

신흥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3월 7월 10월신흥 시장

신흥 

시장

출처: Schroders 2018년 2월

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마케팅 2018-0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