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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슈로더의 이노코미스트들은 팀을 이루어 전 세계 유수 자산군의 향후 30 년 수익률을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슈로더의 접근법에서 독특한 점은 수익률을 예상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러 기초적인 요소들에 더해져서 최종 전망치에 반영됩니다. 

올해는 기존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기후변화의 영향이 수익률 전망치에 더 잘 

포착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구 온도 상승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석에 반영하고 그 

값이 모델링 과정에서 결정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광범위한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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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의 예측 메커니즘 

보고서의 제 1 장에는 당사의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3 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를 

거시경제 예측에 통합시킵니다. 

1. 기후변화의 물리적 비용: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 

2. 전환 비용: 기온 상승 완화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좌초자산(Stranded Assets): 석유와 다른 탄소기반 에너지원을 조기 상각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회계 처리.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방치하여 좌초된 상태에 해당함. 

생산성은 자산의 장기적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든(Gordon)의 성장률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주식의 수익률을 추정합니다. 그러한 모델에서 수익은 초기 배당 

수익률과 (실적 증가에 따른) 배당 성장률을 통해 발생합니다. 실적은 생산성과 비례하여 

성장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은 자본이 얼마나 잘 투자되어 있는지 

평가하기에 좋은 지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채권에서도 역시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금리와 채권 수익률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균형금리는 경제성장률 추세 변화와 같이 움직입니다. 노동력의 

공급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률 추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투사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장기 금리 또는 균형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올해 Cambridge Econometrics 와 협력 관계를 맺고 Cambridge 

Econometrics 가 개발한 E3ME 에너지-경제 모델을 우리의 생산성 및 인플레이션 예측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델은 금리와 수익성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의 수익률 예측 

과정에서 중요한 입력 값을 제공합니다. 

E3ME 는 글로벌한 거시경제측정모델로서 경제, 에너지 시스템, 탄소배출, 자재 수요 간의 

관계를 포착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기온의 변화 외에 탄소세가 미래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습니다. E3ME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 움직임과 재생 

에너지로의 투자 이동에 따른 경제 전환 효과를 완전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hroders.com/en/sysglobalassets/digital/insights/2021/january/how-climate-change-could-impact-investment-returns-over-the-next-30-years/climate-change-and-financial-markets-pa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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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승자와 패자  

보고서의 제 2 장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반영된 현금, 국채, 회사채, 주식, 부동산에 대한 향후 

30 년 수익률 전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일부 행동이 취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분적인 경감(partial mitigation)”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가정은 개별 국가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추운(colder)’ 

나라들의 생산성은 매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더 

더운(hotter)’ 나라들의 생산성은 기온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 수익률 전망의 하향 조정 

장기 전망의 핵심적인 기초 중 하나는 현금 수익률에 대한 가정입니다. 현금 수익률 가정은 

거의 전적으로 주요 선진국 경제의 기준금리 변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는 작년 예측치에 비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이 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명목 현금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향후 30 년 동안의 실질 기준금리 가정과 인플레 전망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면 현금 수익률 예측치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더 낮아지는 

반면,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 더 높아집니다(차트 1 참조). 상승분은 대체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조정의 결과입니다. 

https://www.schroders.com/en/sysglobalassets/digital/insights/2021/january/how-climate-change-could-impact-investment-returns-over-the-next-30-years/climate-change-and-financial-markets-par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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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익률의 하향조정으로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에 가중되는 

압박 

국채에 대한 수익률 가정은 현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기에 할증 금리를 

더하여 (10 년 이상) 장기채권 수익률을 예측합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 시장 국채의 예상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실질 현금 수익률 

예상치가 하향조정된 영향이 큽니다.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채 수익률은 작년 이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와 싱가포르의 현금 수익률이 작년 예측치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대비 투자적격과 하이일드의 수익률 초과분을 사용하여 

예측합니다. 회사채의 초과수익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스프레드의 변화와 디폴트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경기순환 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한 손실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미국, 

영국, 유로존의 현금 수익률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회사채 수익률 

예측치가 하락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기후변화를 감안할 경우 주식 수익률 전망은 전반적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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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주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온의 상승, 좌초자산을 

포함한 전환 비용은 생산성 증가율을 통해 주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부분적 경감 

시나리오에서 일단 좌초자산의 영향을 조정하면 기후변화의 결과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차트 2 는 기후변화가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총 영향을 나타냅니다. 특히 유럽 주식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덕분에 생산성이 증가하고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머징시장 투자자들에게 나쁜 뉴스입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좌초자산과 전환비용의 

영향으로 부분적 완화 시나리오에서 수익률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요소들이 올해 전망치 변동을 초래한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주식에 대한 가정에서 

달라진 부분 또한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기초 배당수익률 가정이 달라지면서 대다수 

시장에서 주식 수익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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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채와 회사채를 크게 앞서 가는 주식 

요약하자면 작년에 비해 채권 수익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채권 

금리의 하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식 수익률 전망치는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 수익률 전망치는 기후변화와 기초 배당수익률 하락 가정으로 인해 약간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식 수익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식 수익률 전망치는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전망에 따르면 회사채와 부동산은 국채보다 여전히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채와 주식 간의 전반적인 수익률 격차는 작년부터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30 년 동안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도가 더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고 싶은 충동을 여전히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Important Information: This communication is marketing material. The views and opinions contain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s) on this page, and may not necessarily represent views expressed or reflected in other Schr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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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strategies or funds. This material is intended to be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as promotional material in any respect. The material is not intended as an offer or solicitation for the purchase or sale of 

any financial instrument.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for accounting, legal or tax advice, or 

investment recommendations. Reliance should not be placed on the views and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when taking 

individual investment and/or strategic decisions. Past performance is not a reliable indicator of future results. The value 

of an investment can go down as well as up and is not guaranteed. All investments involve risks including the risk of 

possible loss of principal. Information herein is believed to be reliable but Schroders does not warrant its completeness 

or accuracy. Some information quoted was obtained from external sources we consider to be reliable. No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for errors of fact obtained from third parties, and this data may change with market conditions. This 

does not exclude any duty or liability that Schroders has to its customers under any regulatory system. Regions/ sectors 

shown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viewed as a recommendation to buy/sell. The opinions in this 

material include some forecasted views. We believe we are basing our expectations and beliefs on reasonable 

assumptions within the bounds of what we currently know.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n any forecasts or 

opinions will be realised. These views and opinions may change.  To the extent that you are in North America, this 

content is issued by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an indirect wholly owned subsidiary of 

Schroders plc and SEC registered adviser providing asset management products and services to clients in the US and 

Canada. For all other users, this content is issued by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 London Wall Place, 

London EC2Y 5AU. Registered No. 1893220 England.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