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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트렌드 전망 

 세계 경제가 고단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것으로 보이던 차에 증시의 

변동성이 글로벌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까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년간의 견조한 상승세에 비하면 시장의 손실 폭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경기순환적 모멘텀은 강력하고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아직 매우 

부양적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지지하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 여길 수 

없게 됨에 따라, 최근 나타난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다가올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회수될 것이므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해 보입니다.  

 하지만 2018 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리스크로 인해 상황이 바뀌면서, 보다 공격적인 

통화정책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채권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님 

 

G3 국가 주가* 

 

*미국, 유로존, 일본 주가지수 GDP 가중 평균 

2018 년 2 월 1 일까지. 출처: Haver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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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며칠 동안 주요 시장이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시 

주가지수의 GDP 가중평균은 

아직 1 년 전에 비해 12%, 

마지막 사이클 고점 대비 27%, 

2009 년 저점 대비 183% 더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협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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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망

전망 

 경기 회복이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당사의 글로벌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글로벌 성장률은 

2017년에 비해 약간 더 높은 3.3% 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유로존(3.0% vs. 2.2% 컨센서스)과 일본(1.7% vs. 1.3%)에 대하여 2018년 컨센서스보다 더 낙관적이지만, 미국(2.3% 

vs. 2.6%)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중하며 중국(6.5%)에 대해서는 컨센서스와 일치합니다. 

 2018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도와 동일한 평균 2.6%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중앙은행들은 통화 완

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회수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임금 및 인플레이션 상황이 관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조짐이 있을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의 더 공격적인 대응을 유발할 텐데, 최근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는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순환 전망: 회복세의 강도가 세지고 폭이 넓어짐

경제 성장 

             

       

 2018 년에도 견조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속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특히 리스크가 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 

 

주요 리스크 

 연준의 긴축에 대한 미국의 대응 

 재정정책: 과도/과소 이행 

 중국의 성장의 질 강조 

 정치 및 보호 무역주의 

 

 Politics and protectionism 

인플레이션 

 

             

         

 구조적, 경기순환적 요인들로 인해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듯 

 그러나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주요 리스크 

 불확실한 노동시장 유휴 경제력 

 필립스 곡선을 신뢰할 수 있는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축적 

 

통화정책 

             

 

 연준 긴축 지속: 2018 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 2.38% 예상 

 ECB 는 내년 채권 매입 중단 예정; 

첫 금리 인상은 2019 년 1 분기 

 BOJ 는 경로를 유지하겠으나 매입 

규모가 아니라 금리 수준에 집중 

 
주요 리스크 

 중앙은행 대응 기조의 변화 

 한층 더 공격적인 긴축 

 중국 인민은행의 균형 달성 실패 

약화 강화 완화 긴축 하락 

글로벌 실질 GDP & PMI 지표 

 

2018 년 2 월 1 일까지 

출처: Haver Analytics 및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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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2 월 1 일까지 

출처: Haver Analytics 및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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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전망: 수익률 곡선 

글로벌 채권 금리 

 글로벌 — 여전히 미국 및 유로존의 주도로 주요 금리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미국—견조한 성장률, 인플레이션 상승 및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 개월 내에 국채금리는 3%를 넘을 전망입니다. 

 유로존—독일 국채 수익률은 아직 적정 가치와 괴리되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 부양정책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상승할 것입니다. 

 일본— 질적/양적 완화-수익률 곡선 관리(QQE-YCC) 정책으로 인해 10 년물 금리는 0 에 가까운 수준에 묶여 있으나, 양적 

목표를 향한 의지는 모호해졌습니다. 

 UK— 영란은행(BOE)은 2018 년 중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 10 년물 금리: AB 와 컨센서스 연말 전망(%) 

 AB 
 

컨센서스 

 2017 2018  2017 2018 

미국 2.41 3.25  2.41 2.86 

유로존 0.42 1.50  0.42 0.89 

영국 1.19 2.25  1.19 1.69 

일본 0.05 0.05  0.05 0.11 

2018 년 2 월 1 일 기준. 출처: Bloomberg 및 AB 

적정가치 대비 편차: 현재* 

 

*현재 10년물 금리에서 최신 추정 적정가치 차감 

2018 년 2 월 1 일 기준. 출처: Bloomberg 및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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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물 금리에서 최신 추정 적정가치 차감. 

2018 년 2 월 1 일 기준. 출처: Bloomberg 및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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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전망: 통화 

FX 전망 

 USD—견조한 성장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금리 상승 모두 USD 에 유리한 요소 

 JPY—일본은행(BoJ)의 정책 정상화 지연에 따라 JPY 약세 예상 

 EUR—ECB 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 및 정치 리스크 감소는 EUR 에 호재이나,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 

 GBP—BOE 의 긴축이 단기적으로 지지 요인 

 Dollar Bloc—AUD 는 여전히 주택시장의 조정에 취약하나, 조정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FX: AB 및 컨센서스 연말 전망  

 AB 
 

컨센서스 

 2017 2018  2017 2018 

EUR/USD 1.20 1.20  1.20 1.24 

USD/JPY 113 125  113 110 

EUR/GBP 0.89 0.90  0.89 0.91 

AUD/USD 0.78 0.73  0.78 0.80 

2018 년 2 월 1 일 기준 

출처: Bloomberg 및 AB 

생산성 조정 REER* 

 
 

*실질실효환율 

2018 년 2 월 1 일까지. 출처: Bloomberg 및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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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2017F 2018F  2017F 2018F  2017 2018F  2017 2018F  

미국 2.3 2.3  2.1 2.1  1.38 2.38  2.40 3.25  

전망 

 미국 경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강하며, 성장 지표가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당사의 기대감을 뒷받침하며, 실제로 물가 압력의 조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역시 상승함으로써, 2018 년 인플레이션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당사의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와 정부 지출 증가의 조합은 올해 성장세를 더욱 높이겠지만,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미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완화에 나서면서, 2018 년 감세 및 지출 확대가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므로, 재정 부양은 경기를 과열시켜서 연준을 한층 더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유도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재정 부양에 수반하여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가계의 레버리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개요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조합은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하의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의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정책의 연속성은 경제 안정 및 금융시장을 향한 신뢰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2018~2019 년 성장세를 둔화 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워싱턴 정가에 합의한 감세 및 정부 지출 확대의 조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이 낮고 성장세는 강하며 인플레이션은 막 상승하기 시작한 사이클 상의 현 시점에서 재정 부양책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건전성을 저해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지만, 

미래에 금리 상승 및 성장 둔화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경우 대가는 더 커질 것입니다. 상반되는 요소들이 교차 됨에 따라(성장률이 높지만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을 긴축하지만 재정정책은 느슨함, 그리고 2018 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잡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저해되어, 향후 수 분기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표 조사 

 

2018 년 1 월 15 일까지.  

출처: Thomson Reuters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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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 월 15 일까지 

출처: Thomson Reuters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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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유로존 2.5 3.0  1.5 1.4  0.0 0.0  0.48 1.50  1.20 1.20 

 

전망 

 내년 유로존 성장률은 올해 예상 성장률 2.5%를 소폭 상회하고, 대부분의 잠재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2 배 이상 상회하는 

3.0%로 예상됩니다. 

 기저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상승할 전망이고 유가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2018 년 평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17 년의 

1.5%에 비해 소폭 낮은 1.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ECB 가 2018 년 9 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예금 금리 인상 시기는 2019 년 

1 분기로 예상됩니다. 

리스크 요인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 전망 리스크에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 합니다. 

 당사의 정책 전망은 ECB 대응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향한 기대감보다는 지속적인 추세선 이상의 성장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으로 상승할 경우, ECB 는 한층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시장은 아직까지 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요 

2017 년 유로존 경제는 2007 년 3.1%의 성장을 달성한 이래 가장 높은 2.5%의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게다가 

1 월 조사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성과가 2018 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 월 중 58.8 로 새로운 사이클 고점에 도달했고, 이는 전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0.9%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전망에서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올해 중으로 다소 

둔화를 예상합니다. 이를 반영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ECB 의 12 월 전망치인 2.3% 및 컨센서스 기대치에 비해 현격히 높은 

3.0%에 달합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간 예상 밖으로 소폭 상승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개월간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명백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던 기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훨씬 더 둔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결국 목표치 수준에 도로 근접할 것이라는 ECB 의 확신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현재 

및 예상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해소되는 아웃풋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 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ECB 는 월 자산 매입 규모를 300 억 유로 수준으로 절반 줄였으며, 이 속도로 채권 매입을 지속하다가 9 월이 되면 매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시장은 이 소기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으나, 1 월 기자회견에서 ECB 가 매파적인 경향을 보인 

이후 채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ECB 의 정책 방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화 부양책의 회수 여부가 

아니라, 그 속도가 의문의 대상입니다.  채권 금리는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실질 GDP 및 종합 PMI 지표 

 
2018 년 2 월 1 일까지 

출처: Haver Analytics 및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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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LOBAL MACRO OUTLOOK 

일본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일본 1.6 1.7  0.4 0.8  (0.05) (0.10)  0.05 0.05  113 125 

전망 

 일본은 여전히 재정 및 통화 부양책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수요 개선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더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핵심 이벤트는 춘투(春鬪)라고 불리는 공식 연례 임금협상입니다. 그러나 CPI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BOJ 의 목표치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BoJ 가 정책 정상화를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BoJ 는 채권 10 년물 금리를 0 에 

묶어두려는 QQE-YCC 프로그램을 2018 년 및 어쩌면 그 이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의 실책 가능성이 여전히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섣불리 정상화 정책에 나설 경우 엔화가 급등하여 증시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 분야에서 그 동안 이루었던 소폭의 진전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요 

성장률이 가장 합리적인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경제 모멘텀이 2018 년에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엔화 가치가 

경쟁력 있는 수준이고, 통화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며, 추가적인 재정부양조치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이렇게 견조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능력의 압력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특히 시간제 노동자)이 소폭 상승했지만, BOJ 가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주시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가오는 임금 협상입니다. 고용시장의 구인난이 

점차 심해지고 이익 점유율이 신 고점에 도달하는 등, 펀더멘털 여건은 임금이 대폭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상승폭을 늘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 도덕적 

설득과 세법 개정을 결합하여 임금 상승 폭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시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4 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후임자 지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의 

연임이 예상됩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구로다 총재가 아베 행정부에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양쪽의 파트너쉽은 2018 년동안 정책 환경이 안정되도록 할 전망입니다.  

 

 

 

아웃풋갭 지표  

 

2017 년 2 분기까지 아웃풋갭(2017 년 3분기는 AB 추정),  

단칸 2018 년 1 분기까지  

출처: Thomson Reuters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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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중국 6.9 6.5  1.8 2.5  2.73 3.10  3.88 4.10  6.51 6.50 

전망 

 당사는 중국의 GDP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디레버리징 및 환경 보호 정책이 중국 경제를 제한하겠지만, 

글로벌 성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2018 년 중국의 경제 활동에 가해지는 하방 리스크는 감소할 것입니다.  

 당사는 노골적인 통화 정책 긴축의 여지는 거의 없으나, 유동성 여건의 상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역내 채권금리는 

비교적 높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중앙은행은 위안화의 강세를 용인하였으나, 위안화에 압박이 가해질 경우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과도하게 제한적인 신용 및 유동성 여건은 기업 재무구조에 압박을 가하여 중국 경제가 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및 지정학적 환경(북한)이 여전히 핵심적인 외부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개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3 년간은 금융 리스크, 오염, 빈곤 감축에 전념하겠다는 정책 우선순위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신탁대출과 위탁대출 축소, 또 한 차례의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부채 보고, 국유기업의 출자 전환에 관한 새로운 정책 

등 디레버리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오염원 발생 기업에 대한 가용 여신 축소 및 설비 축소, 

구조조정은 국내 수요 증가를 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디레버리징 목표는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금융 채널에서 제도권 은행 채널로 

전환을 유도하여 신용거래가 생산적인 실물 경제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디폴트는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유동성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역내 채권금리는 현재의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중국 정부채(CGB)의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미 달러화 대비 눈에 띄게 강세를 나타내는 것과 때를 맞추어 환율 고정 공식에서 ‘경기 역행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안화의 방향에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요소를 제거한 

것은 오히려 자본 유출 및 외환 보유고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CNY 

무역가중(CFETS) 바스켓의 전반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단기 위안화(USD/CNY) 

성과에 있어 관건은 달러화의 향방입니다. 

 

 
 

그림자 금융 부문의 압력 지속 

 
TSF: 사회대출총액; *12 개월이동평균 

2018 년 1 월 1 일까지. 출처: CEIC Data 및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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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LOBAL MACRO OUTLOOK 

 

캐나다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캐나다 3.2 2.5  1.6 2.0  1.00 2.00  2.04 2.90  1.25 1.25 

전망 

 예상대로 실질 GDP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 중입니다. 

 BOC 는 1 월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했으며, 향후 금리 인상을 향한 신중하고 지표 의존적인 접근방식을 

재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0 에 가까운 아웃풋갭 및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사이클에 힘입어 BOC 는 2018 년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크 요인 

 시장을 냉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거시 건전성 정책 및 1 월 발효된 금융기관감독청(OSFI)의 개정 모기지 대출 기준이 

토론토 주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일부 시장 세그먼트에서 가격 조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기업들이 캐나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요 

1 월 중 캐나다 경제는 조정을 겪었으나, 이를 하락 추세로의 변곡점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시장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에서는 1 월 중 88,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2008 년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 폭입니다. 이러한 약세는 연초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온타리오주의 시간제 고용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심각한 수준의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1 월 정부 정책 결정의 효과를 

체감하였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억제되었으나, 판매/등록비율을 보면 주택시장 내 대부분의 세그먼트가 아직 

판매자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여타 거시 건전성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을 해치는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이며, 향후 수 개월 뒤 경제는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뉴질랜드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호주 2.3 2.6  2.0 2.0  1.50 1.50  2.63 3.45  0.78 0.79 

뉴질랜드 2.6 2.7  2.0 1.9  1.75 1.75  2.75 3.50  0.71 0.74 

호주 

 광업 부문의 불황 종료, 비 광업 부문 자본적 지출의 반등 신호, 공공부문 인프라 지출에 대한 노출도 등에 힘입어 기업 

심리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고용 추이 역시 양호합니다.  

 그러나 가계 부분은 압력에 처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기록적인 저점에 머물러서 소득 증가율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비는 여전히 약한 데다, 주택 가격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와 나쁜 경제 지표 간의 긴장이 손쉽게 해소될 것이라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2018 년까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글로벌 정책 정상화 프로세스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향한 당사의 전망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몇 가지 떠오르는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여전히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습니다. 우려의 대상이었던 주택 부문은 중앙은행이 거시 건전성 제약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시장은 고용 목표 및 위원회 기반 의사결정 구조의 조입을 중심으로 중앙은행과 관련한 신 정부의 방향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통 관료인 에이드리언 오어 를 신임 중앙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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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영국 1.8 2.0  2.6 2.3  0.50 1.00  1.25 2.25  1.35 1.33 

전망 

 실질 소득 증가율의 둔화 및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수 분기 경제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글로벌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성장이 안정되고 심지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 년 하반기에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의 효과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도로  2.0%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당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국채 시장은 BOE 가 2018 년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스크 요인 

 영국 가계는 아직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긴축 통화정책이 앞당겨질 경우 특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최근 정부가 EU 와의 협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정치 

리스크가 눈에 띄게 상승하였습니다. 조기 선거가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노르웨이/스웨덴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노르웨이 1.9 2.6  2.1 1.8  0.50 0.75  1.65 2.50  8.18 7.95 

스웨덴 2.7 3.1  1.6 1.9  (0.50) (0.40)  0.78 1.75  8.17 8.10 

노르웨이 전망 

 예상 성장률이 2017 년 1.9%, 2018 년 2.6%로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유럽에 대한 당사의 전망은 컨

센서스 전망보다 더 낙관적입니다.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는 1.6%로 예상 밖으로 상승했지만, 목표치인 2.5%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습니다. 낮은 임금 상승률, 

저 유가 및 유럽 기타 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 노르게스방크는  2018 년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스크 요인 

 노르웨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가계 부채의 증가입니다(현재 소득의 210% 이상). 또한 경제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도 취약합니다. 

스웨덴 전망 

 여전히 예상 경제 성장률이 2017 년 2.7%, 2018 년 3.1%이므로 스웨덴의 성장률은 긍정적입니다.  

 최신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월의 2.0%에 비해 소폭 하락한 1.9%였습니다. 2018 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아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스베리어릭스방크는 단기적으로 환매채 금리를 -0.5%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12 월 중앙은행은 2019 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쿠폰 및 상환액을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순매수는 2018 년 플러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리스크 요인 

 과도한 가계 부채 및 높은 집값이 여전히 금융 안정에 최대 리스크입니다. 

 



 

11 GLOBAL MACRO OUTLOOK 

 

일본 제외 아시아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일본 제외 

아시아 
6.0 5.9  2.2 2.7  3.00 3.31  4.15 4.31  — — 

홍콩 3.7 3.0  2.0 2.4  1.75 2.50  1.81 1.90  7.81 7.80 

인도 5.9 6.8  3.8 3.9  6.00 6.25  7.32 7.00  63.83 62.50 

인도네시아 5.1 5.6  4.0 3.8  4.25 4.25  6.29 6.70  13,548 13,100 

한국 3.1 2.8  1.9 2.3  1.50 1.75  2.47 2.70  1,067 1,110 

태국 2.8 3.6  0.6 1.4  1.50 1.50  2.36 2.50  32.56 30.80 

전망 

 견조한 수출 덕분에 성장 전망이 개선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하므로 각국 중앙은행은 연준과 보조를 맞추어 긴축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높은 국내 저축률이 완충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미 달러와 글로벌 리스크 심리입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경우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본 제외 아시아 통화 및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아시아의 대외 수지 흑자가 감소할 수 있으나, 최근 보조금 개혁으로 인해 재정 비용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개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국의 낙관론을 반영하여 수년째 고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성과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의 모멘텀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남아 

수출국들은 현재의 수출 사이클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4 분기에는 순 수출이 헤드라인 GDP 성장률의 상승에 기여했고, 내수는 여전히 완만하고 역내 중앙은행 대다수는 지금 

단계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정책당국이 연준을 따라 긴축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금리를 인상한 말레이시아와 한국 중앙은행들은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의 개별적 요인에 

기반하여 필리핀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인도는 연말쯤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내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정정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과거 

선거 사이클과 비교할 때 재정 확장세가 완만한 편입니다.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국내 저축률이 높아서 

아시아 국내 금리가 글로벌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감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화정책 사이클의 다변화는 국내 채권에 

기술적 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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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중남미 1.0 2.1  6.8 5.4  9.28 8.38  7.84 8.69  — — 

아르헨티나 2.7 3.5  26.9 18.0  28.75 21.00  — —  18.60 20.00 

브라질 0.7 2.4  3.7 3.7  7.00 7.00  8.84 10.30  3.31 3.50 

칠레 1.5 3.1  2.3 3.0  2.50 3.00  4.53 4.80  615 610 

콜롬비아 1.7 2.3  4.3 3.8  4.75 4.75  6.46 7.20  2,972 3,050 

멕시코 2.1 1.9  5.9 3.9  7.25 7.00  7.65 7.80  19.64 19.50 

전망 

 2 월 초 시장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이머징마켓 펀드로의 유입 자금이 급격히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연초 이후 기준으로 

순 유입액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단기적 난관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무질서한 글로벌 금리 조정, 달러 강세 가능성,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역내 최대 국가들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 등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한층 더 긴축적인 글로벌 통화정책, 글로벌 및 미국의 지정학적 우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개별 고유 정치적 충격 등이 이 지역에 직면한 주요 리스크입니다. 

개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의 경제활동이 증가세이며 추가적으로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의 2017 년 4 분기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으나, 올해는 NAFTA 의 장래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7 월 대선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여 성장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NAFTA 협상과 선거 모두 민간 투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및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목표치보다는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DM 국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남미 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 지역 중앙은행들은 완화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완화하자 기대감이 악화되고 페소화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성과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올해 실질 금리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나, 새로운 목표치가 발표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낮을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달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재 출마를 거의 막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8 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선거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으로 사회보장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지지표가 하원 통과에 필요한 308표에 미치지 못할 듯 합니다. 

개혁은 단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의회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S&P 는 지난 달 국가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2 월에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Selic)를 6.75%로 인하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 또는 정책 

서프라이즈만 없다면 완화 사이클을 종료한다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멕시코는 최신 NAFTA 협상에서, 반 부패 노력 등 일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몇 개 챕터를 완료했으나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협상 당사자들은 몇 개월 더 협상 테이블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4 월 22 일 대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의 대선 참여가 금지되자, 

미국 및 많은 중남미 정부들이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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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중동, 아프리카(EEMEA)  

 실질 GDP(%)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채권 10 년물 금리(%)  USD 대비 환율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2017F 2018F 

EEMEA 2.7 2.8  6.4 6.0  6.55 6.19  8.35 8.60  — — 

헝가리 3.9 3.3  2.5 2.7  0.90 0.90  2.02 3.00  259 260 

폴란드 4.4 3.5  1.9 2.6  1.50 1.75  3.30 4.10  3.48 3.46 

러시아 1.8 1.8  4.2 5.2  7.75 7.00  7.59 8.00  57.60 59.00 

남아공 0.8 1.3  5.4 4.7  6.75 6.75  9.16 9.00  12.38 13.00 

터키 6.0 5.0  10.9 9.2  8.00 8.00  11.35 12.80  3.78 4.25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제이컵 주마로부터 시릴 라마포사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남아공의 중기 전망에 대한 시장의 

개선된 신뢰를 배경으로 보다 유의미한 인적 및 정책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전력기업 

Eskom 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회가 지명되면서 동사가 다소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우발채무의 실현이 더 이상 

정부에 단기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수입이 부진하고 새로운 위원회들(빈곤 및 노동 계층을 위한 

무상 고등교육) 및 새로운 공공부문 임금 협약으로 인해 지출에 압박을 받으면서 재무부는 아직 불안한 입장입니다.  

2 월 21 일에 발표될 2018 년 예산은 2018 년 상반기 랜드화 자산 가격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Moody’s 가 등급 리뷰(3 월 초)에서 강등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발표되고 Moody’s가 국가 등급을 강등하지 않을 경우 랜드화의 추가 강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당사는 랜드화 자산에 긍정적이지만, 2018 년 1 분기에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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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요약표               2018 년 2 월  

 

 

 

Long rates are 10-year yields unless otherwise indicated.           
Latin American Rates include Brazil, Chile, Colombia and Mexico            
Real growth aggregates represent 48 country forecasts not all of which are shown Blanks in Argentina are due to distorted 
domestic financial system so are not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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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 문서의 작성일 현재 AB 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서 언급된 어떠한 예상이나 예측 또는 의견도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피력되는 견해들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유가증권, 투자자산에 대한 언급은 매수 또는 매도에의 

권유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 및 그로부터의 수입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며, 투자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증권의 가치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문서에 기술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 기술된 정보는 AB 나 그 자회사 또는 대리인이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원문은 영문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AB 와 그의 

자회사들, 그리고 제 3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의 질이나 정확성에 관해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