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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수 )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러시아 루블화 급락 등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견해
전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10.5%→ 17%, 뉴욕시간 12.15일)에
도 불구하고 루블화의 급락세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 및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확대

ㅇ 루블화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금년 하반기 

중 약세를 지속해왔으며 최근들어 유가 급락을 배경으로 sell-off가 
심화*되면서 환율이 사상최고치를 경신

* 12.1~16일중 미달러화 대비 27% 절하

- 12.15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조치 발표에
도 불구하고 루블화 sell-off가 심화됨에 따라 12.16일 뉴욕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간의 위험회피 현상이 나타남

루블화 환율 및 유가 추이
(달러/배럴)                                       (루블/달러)

□시장에서는 루블화 약세의 원인으로 주로 유가약세 지속 및 서방의 제
재 등에 따른 성장세 약화 등을 거론

ㅇ이밖에 성장세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루블화 유
동성 과잉공급도 루블화 약세에 일조하여 왔다는 지적이 있음

- Barclays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공급한 과잉유동성 중 상당부분이 외환시
장으로 흘러들어 자본유출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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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루블화 sell-off 차단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와 동 조치가 루블화에 대한 불안을 막는 데
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

ㅇ UBS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루
블화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고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
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가 하락세가 진정될 경우 러
시아 채권 등에 대한 투자확대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ㅇ반면 Barclays는 자본통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당국의 발표에도 불
구하고 루블화에 대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제한적 자본통제
를 포함하여 외환시장 개입이나 유동성 공급 제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

- 다만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금(2014.3/4분기 현재 외환보

유액의 9.99%) 또는 국부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다 자칫 투기적 자본
에 대한 외화자금공급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점, 루블화 유동성 공급제한은 
경기위축 상황에서 단기자금시장의 금리를 추가상승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되 외환보유액이 외채상환 수요
가 있는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도록 일정한 자본통제가 필요할 수 있
다는 관측이 제기

ㅇ Credit Suisse도 러시아 주식에 대한 큰 폭의 투자비중 축소(50% under-

weight)를 권고

□ 한편 러시아의 디폴트 등 위기심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심각하게 염려하
지 않는 분위기가 우세하나 외신 등을 중심으로 향후 유가 및 러시아 경제상
황에 따라 채무상환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ㅇ 정부의 대외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민간에서도 최근 러시아 중앙은
행의 외환입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단
기외화부채 상환에 필요한 외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4,150억달러 규모인 데 반해 12개월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
외채무 규모는 1,020억달러

ㅇ 이처럼 러시아가 자본유입이 긴요한 상황에 있지 않은 데다 그간의 루
블화 약세 등에 힘입어 금년에도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의 통화위기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

ㅇ 다만 New York Times, WSJ 등 주요 외신들은 9월말 기준으로 러시아 
은행 및 기업의 외화 차입규모가 6,14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러시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거나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이들의 외화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