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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4(목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신흥시장국 자금 순유입 전환 배경 및 전망

 최근 신흥시장국 자금유입 동향

□ 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EPFR)*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꾸준한 순유출을 보여오던 신흥시장국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로의 자
금흐름이 지난 3월 하순부터 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

* 펀드 조사업체로 뮤추얼펀드 및 ETF의 자금유출입 현황을 주 단위로 집계하여
공표

주식형펀드 유출입(단위 : 억달러) 채권형펀드 유출입(단위 : 억달러)

주 : 누적 유출입액은 2013.1.2일 이후          자료 : EPFR

신흥시장국 펀드 자금흐름
                                                                               (억달러)

구 분
순유입액 순자산

4.10~4.16 4.3~4.9 3.27~4.2 3.20~3.26 3.13~3.19 2014.1.1
~4.16 2013년 4.16일

주식형

신흥국(전반) 18.2 34.8 30.9 -4.2 -17.5 -118.3 10.3 4,376

아시아(일본제외) 0.1 -5.2 -7.0 -0.1 -19.6 -122.4 -19.5 2,996

유럽․중동․아프리카 -2.8 1.7 0.2 2.0 -1.0 -14.8 -65.2 396

남  미 1.1 -2.4 0.8 2.2 -2.5 -30.7 -84.5 362

소 계(a) 16.7 29.0 24.9 -0.1 -40.5 -286.2 -159 8,130

채권형

신흥국(전반) 11.7 21.4 11.5 -6.0 -7.2 -54.8 -113 1,862

아시아(일본제외) -0.2 -0.9 -1.5 -2.2 -1.8 -17.8 -7 244

유럽․중동․아프리카 -0.3 -1.5 -0.5 -0.1 -0.2 -4.6 5 60

남  미 -4.4 -0.9 1.0 -2.4 1.0 -10.8 -35 243

소 계(b) 6.9 18.1 10.5 -10.7 -8.3 -88.1 -150 2,409

합 계(c=a+b) 23.6 47.1 35.4 -10.8 -48.8 -374.3 -309 10,539

 자료 : E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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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금년 3월부터 신규 작성․공표하
는 신흥시장국 포트폴리오 자금흐름(Portfolio Inflows into Emerging Markets)*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월 이
후 증가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30개 신흥시장국의 국제수지 통계, EPFR 통계(뮤추얼

펀드 및 ETF), 자산가격 변동 및 채권발행 동향 등을 활용하여 월 단위로 발표.

EPFR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앙은행 국부 펀드, 연금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자

금흐름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주식 포트폴리오 자금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자금 순유입이 미미하
였으나 금년 3월중 153억달러가 순유입되었으며 채권 포트폴리오 자금
도 2월 이후 유입세가 확대

주식 포트폴리오 유출입(단위 : 억달러) 채권 포트폴리오 유출입(단위 : 억달러)

주 : 누적 유출입액은 2013.1월 이후             자료 : IIF

신흥시장국 포트폴리오 자금흐름
                                                                                   (억달러)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주 식 608.6 310.3 -142.3 266.1 174.5 44.0 134.5 -19.0 0.5 153.0

채 권 1,482.2 576.6 400.8 284.2 220.7 123.2 560.5 69.5 249.2 241.7

합 계 2,090.8 886.9 258.5 550.3 395.2 167.2 695.0 50.5 249.7 394.7

자료 : IIF

 자금 순유입 전환(증가) 배경

□ 시장에서는 최근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으
로 저평가된 신흥시장국 자산가격, 미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세 지속, 중
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 일부 완화 및 무역수지 개선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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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신흥시장국 자산가격)

□ 신흥시장국의 주식 및 채권 가격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큰 폭 하락함에 따라 가격(valuation)*면에서 투자 매력
도가 상승

* JP Morgan은 현재 신흥시장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 ratio)이 장기 평균인 1.5이하
로 하락하였으며 금리 스프레드도 선진국에 비해 100bp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4.13일)

신흥국과 선진국간 주식 상대가치 평가 고위험채권과 국채간 금리 격차

자료 : IIF(4.7일)

(미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세 지속)

□ 지난해 5월 이후 신흥시장국 자산의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미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가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흥시장국 자산에 대
한 투자심리가 회복

 ㅇ Goldman Sachs의 Charles Himmelberg(Head of Global Credit Strategy)는 금
년 들어 고용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한 것이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유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언급(뉴욕사무소 면담시, 4.23일)

미국 및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미 국채와 신흥국 채권간 상관관계

자료 : BAML(4.14일)                            자료 : Barclays(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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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 일부 완화)

□ 금년 들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왔으나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과 4월초 중국 정부의 소규모 경기부양책(mini-stimulus)* 
발표 등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동 우려가 일부 완화

* 철도 등 SOC 투자 확대 및 중소 영세기업 조세감면 등 재정정책과 철도 투융자제
도 개혁 및 주택금융채권 신규발행 등 금융정책으로 구성

 ㅇ Goldman Sachs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향후 2~3개월이 지나면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등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중국 PMI 지수1) 중국 경제 성장 전망1)

  주 : 1) 국가통계국(NBS) 기준                 주 : 4.4~4.10일중 조사결과(글로벌 펀드매니저
자료 : Barclays(4.3일)                               237명 대상),  자료 : BAML(4.15일)

(무역수지 개선)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던 일부 국가의 무역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이 다소 감소

주요 신흥시장국 무역수지(단위 : 십억달러)

자료 : Barclays(3.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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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순유입이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하기보다
는 금년 들어 이들 국가의 자산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따른 일시적․전
술적 자산배분 조정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견해가 우세

 ㅇ 신흥시장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출이 침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성장 모멘텀이 선진국에 비해 약함

신흥시장국의 수출증가율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자료 : Columbia Management(3.31일)             자료 : JP Morgan(4.7일)

□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 경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순유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될 경우 다시 순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음

 ㅇ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일시적일 것이
라는 예상이 많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위축이 아시
아 신흥시장국 및 원자재 수출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

   ― Barclays는 중국 경제의 성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비
중이 높은 한국 및 브라질 주식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고 전망(4.10일)

중국의 원자재1) 수입 금액 및 규모 향후 1년간 금융시장의 가장 큰 tail risk

주 : 1) 철광석, 원유, 구리 기준,     자료 : Barclays(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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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 국채금리 상승) 미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
어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작년 5~6월과 유사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신흥시장국으로부터 발생할 위험이 상존

   ― 특히, 최근 신흥시장국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져 외부 
충격 발생시 완충 역할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향후 리
스크 프리미엄이 더욱 하락할 경우 미 국채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
시 상승할 가능성(Goldman Sachs, 4.14일) 

신흥시장국 자산별 금리 격차 변화(단위 : bp)

      자료 : Goldman Sachs(4.14일)

 ㅇ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장에 제한되어 있으나 사태 악
화시 신흥시장국 전반으로 전염될 소지가 충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견해

 자료 : Barclays(3.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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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후퇴) 지난해 5월 이후 
금융 불안에 대응하여 일부 신흥시장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기조의 
중단 또는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향후 선진국 금리 
상승시 대규모 자금유출이 재현될 가능성   

* 터키 중앙은행의 Erdem Basci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
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4.7일)을 하였으며 브라질 중앙은행도 4.2일
기준금리를 10.75%에서 11%로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의 지속성과 관련한 문구를
정책결정문(statement)에서 삭제

   ― Goldman Sachs의 EM Research Analyst인 Kamakshya Trivedi(4.17일)
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미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릴 경우 대규모 자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  

지역별 인플레이션

      자료 : Barclays(3.25일)

   ― 또한, 금년에는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총선 또는 대선 등이 예정
되어 있어 각종 구조개혁 조치들이 지연될 가능성 

주요 신흥시장국의 2014년도 선거 일정

국 가 시 기 유 형
인  도 4~5월 총 선

남아공 4~7월 총 선

우크라이나 5.25일 대 선

인도네시아 7.9일 대 선

터  키 8월 대 선

브라질 10.5일 대선/총선



- 8/9 -

주요 신흥시장국 펀드 자금흐름
(단위 : 억달러)

한 국 중 국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인 도

주 : 누적 유출입액은 2013.1.2일 이후           자료 : EPFR



- 9/9 -

<참고>
최근 선진국 펀드 자금흐름 동향

□ 금년 들어 선진국으로의 자금흐름은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 모두 안정
적인 순유입세를 지속

ㅇ 연준의 QE tapering 발표(2013.12.18일) 이후 신흥시장국에 대한 우려가 증
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자금흐름과 관련해서는 주식형펀드로의 순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채권
형펀드는 순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

ㅇ 주식형펀드는 미국, 영국 등의 경제회복세 지속, 연준 통화정책의 불
확실성 감소 등에 힘입어 자금 순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
면 채권형펀드는 금리 상승으로 자금 순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주식형펀드 유출입(단위 : 억달러) 채권형펀드 유출입(단위 : 억달러)

주 : 누적 유출입액은 2013.1.2일 이후 자료 : EPFR

선진국 펀드 자금흐름
(억달러)

구 분
순유입액 순자산

4.10~4.16 4.3~4.9 3.27~4.2 3.20~3.26 3.13~3.19 2014.1.1~
4.16 2013년 4.16일

주식형

선진국(전반) 3.2 15.6 11.2 3.6 8.3 167.3 705 12,919

북 미 -54.4 62.2 34.2 -93.4 112.4 131.2 1,115 33,533

유 럽 19.6 13.3 13.6 14.4 10.1 320.7 475 9,480

아시아․태평양 43.2 -7.9 -0.1 -5.9 1.5 107.6 422 2,577

소 계(a) 11.7 83.2 58.9 -81.3 132.3 726.8 2,717 58,509

채권형

선진국(전반) 14.3 12.7 15.6 10.3 2.0 108.4 -21 6,259

북 미 -2.4 19.6 25.3 31.2 36.7 382.3 149 17,392

유 럽 9.1 13.3 17.3 13.1 5.3 171.8 114 5,125

아시아․태평양 -1.2 -1.0 0.2 0.3 -1.2 -9.7 -68 435

소 계(b) 19.9 44.6 58.4 54.8 42.9 652.8 174 29,211

합 계(c=a+b) 31.6 127.8 117.3 -26.5 175.2 1,379.6 2,891 87,720

자료 : EP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