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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미 국채 수익률 급락 배경과 이에 대한 월가의 평가

< 요 약 >

Ⅰ. 시장 동향

□ 10.15일 뉴욕 금융시장 개장 후, 미 국채(10년물) 수익률이 장중 1.86% 

(전일종가 2.20%, 2013.5.9일 1.81% 이후 최저수준)까지 급락하였다가 

차익실현 매도세 유입 등으로 반등하여 2.14%로 마감

Ⅱ. 급락 배경

 1) 미 경제지표 부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시기 지연 등에 대한 기대가 증가

 2) 그리스 국채 및 주식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

 3) 원자재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 채권시장으로 집중

되는 글로벌 asset allocation과 risk off

 4) 미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증가

 5) 자산유동화채 투자자들의 평균만기 유지를 위한 매수세(convexity 

buying) 출현

 6)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취했던 금리 매도포지션 청산 매수세 유입

Ⅲ. 월가의 평가 및 전망

□ 금일 갑작스럽고 급격한 미 정부채 수익률 급락에 대해 투자은행들

은 전반적으로 비이성적이고(irrational) 공포심리(panic)에 빠진 상태

였다고 평가

  o 최근의 미 정부채 수익률 하락은 연준 금리인상 지연 기대와 글로벌 

asset alloc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금일 발생했던 상황은 

일시적이고 과도한 쏠림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



Ⅰ. 시장 동향

 

□ 미 정부채(10년물) 수익률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1.86%(전일 종가대비 

34bp)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투자심리 회복 및 이익실현을 위한 매도

세 유입 등으로 다시 상승하여 2.14%로 마감

  o 주가(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미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추가 감염자 발생 등에 따른 위험회피 등으로 하락 출발하였으나, 

이후 경기 신장세를 확신한다는 Yellen 연준의장 발언* 등으로 불안심리

가 완화되면서 하락폭을 축소하여 전일 종가대비 1.1% 하락한 16,147로 

마감

    * 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 신장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음(지난 주말 

private meeting에서의 발언 내용 일부가 금일 오후장에서 언론에 공개)

미 정부채(10년물) 수익률 일중 추이 주가(다우존스 산업지수) 일중 추이

 자료 : Bloomberg

□ 유로화(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과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

  o 국제 유가는 지난주 미 원유재고 증가 전망과 미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이어진 미 달러화 약세로 낙폭을 일부 만회

하여 마감하였고, 금 가격은 미 경제지표 부진 이후 risk-off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유입으로 상승 



 

유로화 환율 일중 추이 국제 금 및 원유 가격 일중 추이

 자료 : Bloomberg

Ⅱ. 급락 배경

 1) 미 경제지표 부진

  o 10.15일 발표된 미 경제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였으며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3.8월 이후 최초로 하락하는 등으로 유로지역의 디플레

이션 전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
 

10.15일 미국 주요 경제지표

지표명 시장 예상치 발표치
엠파이어 제조업지수(Empire Manufacturing, 9월) 20.25 6.17
소매판매(Retail Sales, 9월, MoM) -0.1% -0.3%
생산자물가지수(9월, MoM) 0.1% -0.1%

  o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지역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8%

에서 1.2%로, 2015년 전망치는 2%에서 1.3%로 하향조정

최근 독일 주요 경제지표

지표명 시장 예상치 발표치
공장주문(Factory Orders, 8월, MoM) -2.5% -5.7%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8월, MoM) -1.5% -4.0%
Zew Survey(10월) 15.0 3.2

  o 최근 미 경제지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결

합되어 연준의 금리 인상시기 지연 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미 

정부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



 2) 그리스 금융시장 불안 고조 및 추가지원 논의

  o 그리스는 2016년까지 2,4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되어 있었

으나,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경기전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계획

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 10.13일 개최되었던 유로그룹 회의에서도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기종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데다 오히려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 

  o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리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긴축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불안도 가세

  o 이에 따라 최근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

면서 2013년 유로 위기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안전자산인 

독일 정부채 금리 하락과 함께 미 정부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

 

그리스 국채(10년물) 수익률 추이 그리스 주가(아테네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3) Asset allocation과 risk off

  o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전망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이 맞물려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글로벌 투자포지션 청산(global unwind) 흐름이 나타나면서 동 투자자금이 

미 채권시장으로 집중

  o 2014.7월 이후 원유 가격은 약 20%, 밀 가격도 약 15% 하락하고 구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9월 이후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주식시장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음



  o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최근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일 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 주식시장이 하락 출발하면서 채권 매수 수요를 자극  

최근 원자재 가격 추이 최근 글로벌 자금흐름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EPFR

 4)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o 라이베리아에서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친지 방문을 위해 입국했

던 에볼라 감염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동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병

원의 의료진 중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

  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o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미국 국민의 공포감이 점차 증가한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뉴스가 더해질 때마다 금융시장 불안심리

를 자극하여 금리 하락 유인으로 작용

 5) 평균만기 유지를 위한 매수세(convexity buying) 출현

  o 금리가 장중 2%를 하향돌파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채(MBS)의 조기상환 

속도가 상승하여 채권의 평균만기(duration)가 짧아지면서, 자산유동화채 

투자자들도 평균만기 유지를 위해 채권의 매수에 가세



 6) 금리 매도포지션 청산 위한 매수세 유입

  o 금리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미 금리선물시장과 미 국채 현물시장 양쪽

에서 금리 상승을 예견하여 금리 매도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현물투자자 

및 헤지펀드들이 손실폭 축소를 위해 stop-loss 성격의 금리 매도포지션

을 급격히 청산 

Ⅲ. 월가의 평가 및 전망

□ 금일 갑작스럽고 급격한 미 정부채 수익률 급락에 대해 투자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비이성적이고(irrational) 공포심리(panic)에 빠진 상태였다고 

평가

□ (JP Morgan)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경제성장세 약화’, ‘원유가격 약세

는 성장세 약화의 신호’,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

인 투자심리가 만연해 있는 데다, 

금일의 갑작스런 금리 하락으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진 것으로 평가

□ (Wells Fargo)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원자재(commodity) 시장에

서 시작되어 주식시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권시장까지 확대된 ‘글로

벌 투자포지션 청산(global unwind)’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Morgan Stanley) 금일 금리하락은 이미 2015년중 연준의 금리인상이 없을 

것(no Fed lift off till December of next year)이라는 기대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이는 너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