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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시장국 리스크 요인

■ 지난 6.3일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 주최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

(최근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 동향 및 전망)

□ 지난해 12월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

o 최근에는 ECB의 QE 도입 및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연 기대 등
이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뒷받침

o 금년 5월중에는 주요국 금리 급등의 영향 등으로 채권자금을 중심으
로 자금 유입이 큰 폭 축소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신흥국 자금유출입에의 기여도

자료: IIF 자료: Bloomberg, IIF

□ 금년중의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은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일 전망

o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투자유인 감소, 노동시장 
개선 등에 따른 예상보다 빠른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하방리스크도 상존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자료: IIF



o 그러나 하반기중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연준 및 유로지역의 저금리 지속 
기대 등이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최근 경제전망 변화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 예상

자료: IIF 자료: Bloomberg, Federal Reserve, IIF

(미 연준 금리 인상시 신흥시장국의 리스크 요인)

① 일부 신흥국 기업들의 차환 리스크 증가

□ 일부 신흥국 기업들이 달러강세에 따른 환율 절하 및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표시 부채 이자 상환 및 차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

    ■ 달러표시 채권발행 비중이 2008년중 10~15%에서 2015년 1~5월중 40%까지 상승

  o 2008년 이후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평균적으로 GDP대비 60%에

서 80%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중 30%정도가 달러표시 채권임

  o 업종별로 보면 매출은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외화부채를 조달한 

소매 및 부동산 관련 업종 기업들이 환 리스크에 보다 노출

신흥국 기업의 통화별 채권발행 미달러화 채권 만기도래 신흥국 업종별 회사채 비중

자료: Thomson One, IIF
(신흥국 30개국)

자료: Bloomberg, IIF 자료: Market Vectors, IIF



□ 또한 최근 비금융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증가는 자금조달 구조가 

개선된 것을 반영하지만 일부 국가에서의 급격한 증가속도는 유의

  o 한국과 멕시코에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중 채권발행 비중이 2008년 

이후 20%p 증가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인도네시아 등도 동 

비중이 크게 상승

  o 한편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중국 및 

러시아 등에서는 달러표시 부채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하락

비금융기업의 부채조달중 채권발행 비중 비금융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

자료: Thomson One, IIF(신흥국 30개국) 자료: BIS, IIF

② 국제 유동성 감소 및 금리 변동성 확대 

□ 미국 금리 인상 등 향후 잠재적 불안 발생시 금리변동성이 보다 확대될 위험

o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채권발행이 증가한 반면 유통시장에서의 채권거
래(시장유동성)는 규제 등으로 감소

─ 특히 주요 통화로 표시된 정부채권의 회전율이 2008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
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 브라질 및 멕시코의 회사채 회전율도 크게 감소 

신흥국 채권 회전(Turnover) 비율 국가별 회사채 회전율 비교1)

자료: EMTA, BIS, IIF 주: 1) 2007년 대비 2014년
자료: FINRA, ABO, BIS, IIF



o 과거 taper tantrum시 미달러 채권 bid-ask 스프레드가 상승추세를 보

이는 가운데 유동성 감소에 따른 금리변동성 확대 경험이 있음

신흥국 미달러 채권 스프레드 채권자금 흐름과 금리 변동성

자료: EMTA, BIS, IIF 주: 1) 2007년 대비 2014년
자료: FINRA, ABO, BIS, IIF

③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확대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

□ 향후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따른 신흥국간 차별화*는 신용증가,

부채 누증정도(openness) 등 개별국가의 국내 요인에 의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환율변동의 상관관계가 2013년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시장에서는 신흥
국간 차별화가 지속

o 달러강세 심화시 차별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

지 적자 및 정치적 취약성도 지속적인 차별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인도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통화정책 체계 강화에 따른 정치적 취
약점 개선 등으로 리스크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터키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은데도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등 취약성이 악화. 현재 브라
질,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취약국가로 분류

신흥국 환율변동 상관관계 리스크 베타1)와 경상수지

자료: IIF, Bloomberg
주: 1)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가시 주가 및 

채권스프레드 변동정도
자료: Bloomberg, IMF, I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