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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협상안 국민투표 실시 관련 뉴욕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Ⅰ  뉴욕 금융시장 반응

□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의 구제금융 연장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7.5일) 실시 방침을 발표(6.27일)한 이후 그리스 우려가 고조되면서 6.29일 

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안전자산 선호 장세가 시현되었으나, ECB의 

대응 능력 신뢰 등으로 유로화는 하락을 만회하며 상승 마감

o 美국채(10년물) 금리는 전일종가(2.47%) 대비 17bp 하락한 2.30%로 출발

한 후 유로존 주요 인사들의 그리스 국민투표 찬성 촉구 발언 등으로 일시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안전자산 선호 및 그리스 우려에 따른 연준

의 금리인상 연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여 15bp 하락 마감

o 주가(다우지수)도 국채금리와 마찬가지로 갭 다운 출발하였다가 일시적으

로 하락세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며 다시 낙폭

을 확대하며 전일종가 대비 350p(△2.0%) 하락 마감

o 유로화($/€) 환율은 한 때 1.0950(△1.9%)까지 하락하였으나, 스위스 중앙

은행의 유로화 매수 개입, ECB가 유로 주변국 국채 스프레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반전하여 상승(0.7%) 마감

주요 금융지표 동향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14년말 ‘15.5말 6.26 6.291) 전일
대비

미
국
채 

2년물 0.66 0.61 0.71 0.63 -8bp

10년물 2.17 2.12 2.47 2.32 -15bp

주  
가 

다우 17,983 18,011 17,947 17,596 -2.0%
S&P 500 2,080 2,107 2,102 2,058 -2.1%

환
율

$/€ 1.2104 1.0986 1.1167 1.1248 +0.7%
￦/$2) 1,094.41,115.41,123.7 1,120.1 -0.3%

금($/온스당) 1,182 1,191 1,176 1,180 +0.3%
WTI U$/bbl 53.3 60.3 59.6 58.2 -2.4%

주: 1) 뉴욕 종가 기준
2) 1개월 만기 NDF



Ⅱ  월가의 평가 및 전망

(협상 전망)

□ 그리스정부와 채권단간 협상결렬로 6월말 IMF 차입금 상환 실패* 및 향후 

디폴트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는 한편 7.5일 국민투표 결과

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Yes)하고 재협상을 추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평가가 중론

   * IMF 차입금 체납 자체는 디폴트의 credit event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증권 상환 실패에 따른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국민투표 방침 발표 이후 여론조사결과 채권단 협상안 수용(Yes)이 거부(No)를 약 
14%p 앞서는 것으로 조사

o 치프라스 정부의 국민투표 방침이 이미 의회를 통과한 데다 채권단이 동 결정

을 협상거부로 간주하고 2차 구제금융 종료시점(6.30일)을 재확인하는 등 강경

대응 하고 있어 7.5일전 국민투표안이 철회되거나 구제금융이 연장될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관측

o 협상안 수용시에는ⅰ) 치프라스 실각 후 재협상을 위한 연립정부가 구성되거나

ⅱ)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ECB의 자금동결이나 은행통제조치 등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

o 협상안 거부시에는 국민적 지지를 앞세운 치프라스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채권단과

의 협상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Grexit” 여부를 재차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Grexit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ECB의 자금동결이나 자본통제조치도 지속될 가능성  

(시장 영향)

□ 현재 시장은 6.30일 그리스의 IMF자금 상환 실패(체납)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금리, 주가 및 유로화 가치 하락, 회사채․

EM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risk-off)이 보다 강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 협상안이 거부(No)되지 않는 한은 시장불안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o 만일, 협상안 거부(No)로 Grexit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

되고 유로존 위기 방지를 위한 ECB의 공격적 QE로 미국-유럽간 정책기조차



(divergence)가 더욱 확대되면서 미-유럽간, 유럽내 핵심-주변국간 금리격차가 커

지고 유로화가 급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격화될 가능성 상존

— 다만, Grexit가 현실화되더라도 유로존 내 전이차단을 위한 ECB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시장 신뢰가 회복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다수

□ 유로존 여타국가나 신흥시장국 등 여타지역으로의 전이(spill-over)가능성에 대해

서는ⅰ) 2010~12년에 비해 ECB의 대응력이 크게 개선되고 ⅱ) 해외투자자들의 

그리스 익스포져가 크게 줄었으며 ⅲ) 그리스의 자본통제조치로 인한 파급효과

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과거에 비해 전이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대체적

인 평가

  

(Goldman Sachs) 현재로서 Grexit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대외지급결제수단의 제약 등으로 Grexit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ECB의 대응능력 강화로 2010~12년과 같은 유로존위기로의 
발전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리스 디폴트시 그리스정부의 협상력이 타격
을 받으면서 치프라스정권의 실각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 디폴트
의 단기적 시장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사태 악화시에는 유로-달러 패러티까지 
유로화가 하락하고 독일-이태리간 국채스프레드는 300~350bp까지 확대(현재 약 
150bp)될 가능성

(JP Morgan) Grexit가 현실화될 경우, 유로 주변국 스프레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ECB의 추가 QE 실시를 전제로 유로화 환율은 0.05~0.10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다만, 장기적으로 Grexit가 마무리 된 후 통화동맹 소속국가들의 유사성과 
건전성이 향상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음

(BoA Merrill Lynch) 국민투표가 협상안‘반대’로 결론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유로 주변국 국채 등 유럽의 위험자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유로존
이 ECB의 QE 확대(또는 연장)와 같은 정책적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Citi) 시장에서의 위험회피 성향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미 국채금리는 대략 15~20bp 정
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유로 주변국 스프레드는 일단 확대되겠으나 은행시스템과 
경제에 대한 전염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거나 신용경색 발생시 ECB가 
적절히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할 경우 투자자들의 유로 주변국 자산에 대한 저가매
수(buy on dip) 등으로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Grexit로의 종결은 유로존이 추가적인 재정, 금융 및 정치적 통합을 진행
해갈 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로존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Grexit 발생시에는 아직 실업률이 높고 경제회복이 지지부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긴축-반개혁 정서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으
로 전망.



(Barclays) 국민투표가 협상안‘반대’로 결론지어질 경우 Grexit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 과정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성명서 발표, 통화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유로화에 대한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 

금융시장에서는 유로 주변국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되고 유로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으나, Grexit를 전후한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 조합(policy mix)에 따라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UBS) 협상안 거부 및 Grexit로 발전될 가능성 40%, 이에 따른 여타지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40%로 보고 있으며(결국 Grexit에 따른 전이위험 발생가능성은 16% 수준), 
최악의 사태 발생시 미국채금리가 60bp 정도 하락할 가능성. 시장변동성은 단기물 
위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