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므로 투자광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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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ers.com/en/uk/tp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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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2018-310 호) 

Talking Point-  

증시 하락: 경계해야 할 것인가 차분히 지켜봐야할 것인가 

최근 주식시장은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슈로더 투자 커뮤니케이션 팀 

2018 년 10 월 

 

설명의 목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Schroders and Thomson 

Reuters Datastream, 2018년 10월 25일. 

http://www.schroders.com/en/uk/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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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hroders and Thomson Reuters Datastream, 2018년 10월 25일. 

지수 현재 수준* 2018년 고점 2018년 고점 일자 연초대비 성과 

MSCI Emerging Markets 953.05 1273.07 1월 26일 -17.7% 

FTSE 100 6962.98 7877.45 5월 22일 -9.4% 

Eurostoxx 600 353.269 402.106 1월 23일 -9.2% 

MSCI World 1988.62 2248.93 1월 26일 -5.5% 

Nikkei 225 22091.18 24270.62 10월 2일 -3.0% 

S&P 500 2656.10 2930.75 9월 20일 -0.7% 

*2018년 10월 24일 기준.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Schroders. Thomson Reuters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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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18년 10월 24일 기준 PER 2018 년 고점 

MSCI US 20.7 25.7 

MSCI Europe ex UK 15.0 20.4 

MSCI UK 14.1 20.5 

MSCI Japan 12.9 16.3 

MSCI Emerging Markets 12.1 16.0 

*출처: Schroders. 밸류에이션 지표는 매월 발표됨. 24/10/2018 수치는 9 월말 발표 수치를 기준으로 일일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예측. 통계의 한계로 기업실적, 장부가가치, 배당금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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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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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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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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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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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