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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는 세계 경제에 상흔을 남길 것인가? 

수석 이코노미스트 키이쓰 웨이드(Keith Wade)가 세 가지 주요한 질문에 답하며 코로나 19 의 

장기적 영향을 논합니다. 

2021 년 4 월 

 

 

키이쓰 웨이드(Keith Wade),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전략전문가 

세계 경제는 봉쇄와 제한 조치 해제로 2021 년 하반기 상당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계속되겠지만 서비스 섹터가 재오픈되면 30 년여 만에 가장 빠른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크게 환영 받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널리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등 이후를 바라보고 

상황이 진정되면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경제 활동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경제에 오래 남을 흔적을 남기고 향후 여러 해 

동안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팬데믹의 영향을 재빨리 떨쳐버리고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이뤄내어 (미국이 급성장했던) 광란의 20 년대가 21 세기 버전으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핵심 문제 및 도전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심각했던 경기침체의 기억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 년 세계 경제의 수축은 

1930 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보다 더 멀리 가야 합니다. 2020 년 GDP 는 9.9% 하락했고 

이는 최악의 한파(Great Frost )로 농업 생산이 거의 마비되었던 1709 년 이래 최악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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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4 월 미국의 실업률은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노동인구의 약 20%가 실질적인 실업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만약 우리의 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면 경제 행동에 상흔으로 남을 영향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출 패턴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경기침체 기간에 발생한 기술력의 

손실이 단기적인 일시해고 후 빠르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속도와 범위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 교정이 필요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가? 

• 새로운 포스트 팬데믹 경제의 지출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자원 재배분이 필요할 것인가? 

 

1. 원인: 경기침체는 유형에 따라 상이한 유산을 남긴다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경기침체와 내부적으로 발생한 내인성 경기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외생적인 충격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과 유사합니다. 전쟁이 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모든 관심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긴급한 생존 투쟁에 집중됩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면 위협이 사라지므로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겪었던 2008-09 년 글로벌 금융위기(GFC)로 인한 경기침체는 은행업계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내인성이었습니다. 그러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은 경제시스템의 자정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장을 재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택시장의 붕괴 이후 은행과 가계가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섹터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낮아지면서 디레버리징 효과에 의해 민간 지출이 억제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재정 

정비에 나섰고 일련의 긴축 재정 대책을 통해 차입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결과는 느리고 위태로운 회복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2007 년 4 분기의 경기침체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국과 유로존은 2011 년, 영국은 2012 년이 지나서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유로존 내에서 

이탈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 년 전 보다 더 나은 회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당사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2 분기에, 영국은 내년 4 분기에 활동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각각 1 년 내지 2 년의 회복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기침체 기간이 짧을수록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력 손실(hysteresis)”이라고 알려진 

노동자들의 기술력 상실과 영구 실업을 초래하는 장기적 효과도 적을 것입니다. 

2. 불균형: 채무와 적자 

https://www.schroders.com/en/uk/tp/economics2/economics/can-the-uk-economy-complete-its-recovery-i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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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팬데믹은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정부 차입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했습니다. IMF 의 통계에 따르면 G20 선진경제의 공공채무가 2 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준(Fed)의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적자가 GDP 의 15%를 초과하고 총 부채가 GDP 의 120%를 

초과합니다. 기업의 레버리지 역시 급증했습니다. 비록 가계의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이는 정부가 

제공한 지원금과 지출 기회 부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아래 차트 참조). 

 

발언 내용으로 판단컨대 정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공공재정의 

재확충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넷 옐런 신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칠(go big)”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MF 와 세계은행 모두 재정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변했습니다. 

당사의 관점으로는 그러한 대응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수낙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 연설에서 영국의 차입 비용이 1% 늘어나면 재정 적자가 250 억 파운드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이것은 정부재정의 취약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실제로 영란은행(BoE)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행동이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최근 제로금리 시대: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저금리 유지 압박은 강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단지 전반적인 정책적 부양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높은 채무 수준이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재정에 대해서는 곧 나올 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통화정책의 재정정책 

지배가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https://www.schroders.com/en/uk/tp/economics2/economics/the-zero-why-interest-rates-will-stay-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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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 가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저축 수준이 급등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수준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으며 위축 압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으며, 팬데믹의 영향은 

저임금 계층에서 더욱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팬데믹 기간 동안 20% 

감소했습니다. 

조용한 금융위기? 

기업 부문은 더욱 우려를 낳았고, 세계은행의 카르멘 라인하르트(Carmen Reinhart)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기관들이 상당 기간 부실채권(NPLs) 문제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조용한 금융위기” 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채무의 상환에 대해 유예기간을 허용했고, 정부는 위기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대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해당 기업과 가계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경제가 회복되면 정상적인 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실채권의 

잔재를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의 결과로 은행권은 현재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이 확충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연준은 최근에 어떻게 금융시스템의 강화된 회복력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팬데믹 기간 동안 은행의 지급능력이 의심받지 않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활발한 대출은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의 공격적인 완화와 함께 건전성이 제고된 금융시스템 역시 자금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처럼 경제에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의 스트레스 지표는 시장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여러 금융변수들을 추적하는데, 팬데믹 

초기에 급등한 후 지난 3 월 다시 위기 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은행의 대출 여건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아래 차트 참조).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covid19-balance-sheets-quiet-financial-crisis-by-carmen-reinhart-2021-01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2020-november-supervision-and-regulation-report-banking-system-conditions.htm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2020-november-supervision-and-regulation-report-banking-system-condi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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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널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곳의 프로그램들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문제는 

정부가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부문의 손실을 국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영국이 정부 보증 대출 약 310 억 파운드를 대손상각 처리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의 강한 회복력 

미국의 기업 부문 데이터 또한 위기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 부문은 현재 

투자 지출을 차감한 후 소폭의 재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가 사업이 위축되기 직전에 보내는 경고로 확인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하락이 레버리지 비용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채권시장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자본을 

조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록하고 있는 흑자는 고정 투자를 축소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은 바가 크며, 그로 인해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이미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설비투자(capex)가 붕괴되면서 2008 년과 2009 년 경기침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차트 4 참조). 이번에도 경기침체 초반에는 기업 투자가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나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달 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의 차트 2 참조). 



 

  6 

 

 

세부적으로 좀더 살펴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테크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지출은 강세를 보였고,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다른 영역의 약세를 상쇄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19 의 가속화 효과가 중요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폭증한 온라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차트 5 

참조). 재택근무를 용이하기 위한 기업의 추가 투자 역시 노트북과 헤드폰의 견조한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테일 섹터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합니다. 

 

설비투자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경제의 공급 측면에 미치는 피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그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설비의 손실이 잠재적 생산량 증가의 주요한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재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노동자들에게 장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산성이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https://www.ecb.europa.eu/pub/economic-bulletin/focus/2021/html/ecb.ebbox202008_01~e038be4510.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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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장률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심각한 불균형이 없고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부채의 증가는 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긴축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입니다. 

3. 파괴적 혁신: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출 전망은? 

이제 남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의 지출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 

재배분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초기 지출 급등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봉쇄에서 해제되고 새로운 균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경험은 우리가 2020 년대를 살아가는 동안 구매ㆍ생산하는 물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업이 문을 닫고, 자본이 휴지조각이 되고,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높은 수준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게 

될까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일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제품이 새로 개발될지 또는 미래의 

충격이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끝나고 바이러스가 우리와 공존하되 지금처럼 일상 생활에 위협이 되지는 않게 토착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재 섹터가 견조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은 리테일, 여행,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 혼란을 겪은 섹터들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재택근무(WFH)는 계속될 것 

여기에서 우리는 영구적인 변화를 보게 될 지도 모릅니다. 봉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람들과 기업은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WFH)를 통해 원격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Global Workplace Analytics 의 조사에 따르면 원격근무경험은 긍정적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76%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즉각적인 영향 중 하나로 출퇴근이 40%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열차와 버스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중심지 주변에 형성된 소매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들 또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의 면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고, 이는 결국 마을과 도시의 상업 

지구 재편을 압박할 것입니다.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택근무는 계약조건이나 제약사항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통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인구에 편입되기 쉽게 만들어, 노동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행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해외 여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제약을 받을 것이고 여러 곳들이 

목적지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은 Zoom 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국제 행사를 진행해도 

될지 검토할 것입니다. 

https://globalworkplaceanalytics.com/global-work-from-home-experience-survey#:~:text=Here[(20are) was not found]20the[(20top) was not found]20findings,19%20(69[(25) was not found]20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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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국이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로 재오픈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청정지역(zero Covid)” 전략을 추구해온 곳들의 경우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백신 여권과 

증명서가 통용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공급 측면의 반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경제의 용량이나 공급 

잠재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호텔 등 고정비 지출 비중이 큰 업계는 승객과 손님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규모는 커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조합을 낳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섹터들이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면 비행기와 

운송 인프라 등에서 상당한 자본금이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가속기 역할을 한 코로나 19 

리테일 섹터의 경우 온라인 지출의 증가가 기존에 자리잡은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몇몇 유명 매장들은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완전히 재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해고가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시내 중심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소매 

지출이 상당 폭 하락하지 않는 한 생산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온라인화 트렌드의 결과로 리테일 

섹터가 생산성 지표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또한 소위 4 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채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망을 소비자에 근접시키고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으므로) 노동력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려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욕구를 통해서도 코로나 19 는 기존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혼란을 겪었던 1980 년대와 1990 년대 

그러나 실업률과 자본 투자 손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생산성 향상이 성장에 미치는 이점은 잠식될 것입니다. 

잠재적 혼란을 가늠하며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지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업무 재조정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인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봉쇄조치가 해제되었던 2020 년 3 분기가 

지출의 뉴노멀을 표상한다고 가정하고 영란은행은 노멀한 수준 이상의 업무 재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섹터를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지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제조업 고용률이 10%포인트 하락했던 1980 년대와 1990 년대 초반보다는 더 

적은 업무 재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주목합니다. 

자본 측면에서는 많은 IT 와 통신 장비들이 쉽게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주거지로 바꾸는 등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곳은 위치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운송 등 보다 전문화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비의 용도를 변경하기가 어렵고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팬데믹의 영향이 상흔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렌드 성장률의 감소를 예상합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부 노동자들이 장기 실업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란은행은 영국의 공급 

여력이 2023 년 말까지 코로나 19 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75%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monetary-policy-report/2020/november/monetary-policy-report-nov-2020.pdf#pag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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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도 보다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제권에서는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 덕분에 예를 들어 유로존보다 노동력의 재배치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권들은 예를 들어 제조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등 더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였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래서 시스템적 유동성 위기나 신용경색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며 당국들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더욱 

빨라지고, 트렌드 성장률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입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자원의 재배분은 고통스럽겠지만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신기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리테일 부문에서 이어지는 발표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설비투자의 전환은 기업들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원격화되는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데믹의 경로와 전 세계 백신 배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은 세계 경제가 과거 

경기침체 후 경험한 것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슈로더투신운용의 시장전망 리포트는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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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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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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