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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시장의 RORO(Risk on-Risk off) 현상 재현에 대한 시장 견해*

* HSBC의 “RORO: It’s back”(2016.4.27)을 요약․정리

Ⅰ  최근 RORO 현상 동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국가별․지역별 리스크요인보다는 글로벌 
리스크요인에 주로 영향받는 RORO 현상*이 지배적인 모습(2010년 유로존 

위기 기간중 정점)을 보이다가, 2013.5월 Taper tantrum 이후 주요국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RORO 현상이 완화

    * 금융자산이 개별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성과를 보이기보다는 위험자산(risky asset), 
안전자산(safe haven)으로 나뉘어 공통적인 리스크요인에 따라 그룹별로 성과가 달라
지는 현상. 이에 따라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높아짐

  o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연준 금리인상의 부작용 우려, 유가 하락 및 중국 
금융불안 등 글로벌 리스크요인이 부각되면서 연초 risk off 흐름이 확대
되었다가 동 우려가 완화되면서 3월 이후 risk on 추세로 반전되는 등 
RORO 요인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

RORO 지수1) 추이

       주: 1) 금융자산 수익률 변동중 RORO 요인의 기여도(HSBC)

□ RORO 영향력의 강도를 측정하는 RORO 지수(RORO Index, HSBC社) 추이를 
보면, RORO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0년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금년 초 
이후 크게 반등하는 모습

  o 이와 같은 RORO 현상의 재현은 금융시장내 RORO 요인의 영향력과 각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높아진 점*으로도 확인 가능

     * 국제금융시장내 RORO 요인의 영향력(RORO Factor)이 높아질수록 위험자산의 수익률 변동
이 커지는(양의 상관관계) 반면 안전자산 수익률은 이와 반대방향으로 변동(음의 상관관계)
하는 상관성이 2010년도(최고조) 수준보다는 낮지만 최근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RORO 요인과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
(최근1))

RORO 요인과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
(2010년 최고조시1))

    주: 1) 2016.4.25일까지 125일간이 대상    주: 1) 2010.9.22일까지 125일간이 대상

□ 각 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Heat Map의 변화를 보더라도 RORO 
현상 최고조시(2010년 하반기)보다 그 강도는 낮지만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룹
별로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확연해지는 추세

    * 위험자산간 및 안전자산간 (+, red), 위험-안전자산간 (-, blue) 상관관계

최근 6개월 간1) Heat Map RORO 최고조시1) Heat Map

         주: 1) 2016.4.25일까지 125일간이 대상          주: 1) 2010.9.22일까지 125일간이 대상

Ⅱ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RORO 현상의 등락은 있겠지만 저유가 및 중국 리스크 등 글로벌 위험요인
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동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

  o 특히 글로벌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 
함께 주요국 통화정책의 시장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경우에는 RORO 현상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RORO 현상 재현시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간 (-) 
상관관계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간 다변화 효과에 주목할 필요

  o 다만 이 경우에도 자산 고유의 특성보다는 자산의 risk on-off 성격(위험 vs 

안전)이 수익률의 주요 동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 상품별로 정교한 다변화 
효과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고려



<참고>

통화정책이 시장의 주요 동인인 경우 자산간 상관관계

□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주요 동인(market driver)인 경우(2013년 이후)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자산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
로 움직임으로써(양의 상관관계)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제약

  o RORO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각각 반대의 영향을 미치지만, QE는 두 
그룹 모두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

     * Heat Map 상 위험자산간 및 안전자산간 (+), 위험-안전자산간 (-) 상관관계가 뚜렷
하지 않으며, RORO 요인과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도 대체로 안전․위험자산 
구분없이 일방향(+)

Taper tantrum시1) Heat Map RORO 요인과 금융자산 수익률간 상관관계1)

         주: 1) 2013.10.21일까지 125일간이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