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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개에 따라 경제활동이 
회복되겠지만, 그 기간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음

코로나19는 아래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

관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음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는 주가를 밀어 올림

실적 전망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기술주는 
전망이 밝음

회복이
느릴 수 
있음

바이러스 유행

경기침체

비행 공포

사스 11개월

9/11 테러 14개월

글로벌 금융위기 
19개월

영국 월별 GDP, 역대 최대 감소

미국 주식은 저조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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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는 2020년 GDP 
성장률을 -8.5%로 전망하며, 
2021년에 6% 반등 예상

출처: ONS, Schroders Economics Group, 2020년 6월 18일

출처: UNWTO. 시작월은 9/11 테러의 경우 2001년 9월, 사스는 2003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9년 9월로 설정함. 

더딘 봉쇄조치 해제로 타격을 입은 영국 경제성장률

세계 관광산업은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주식의 상승 요인은? 

봉쇄조치 전면 시행 첫달인 4월, 
 영국 GDP 20.4% 급감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세계 관광산업이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미국 주식 
가격 상승

기업 예상실적, 
코로나19로 
인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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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PE 지수)
PE 등급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또는 가격을 인덱스 내 모든 기업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 구함.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가치를 나타냄. 
출처: Refinitiv Datastream, Schroders Economics Group, 2020년 6월 22일

실적(EPS 지수) 배당금 총 수익률,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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