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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4(수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미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의 배경 및 평가

Ⅰ. 검토 배경

□ 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G2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던 지난 8.24일* 급등

한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최근에는 동 리스크가 주목받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

   * 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발 금융불안으로 글로벌 주가가 일
시적이지만 폭락하고 변동성이 급등하는 flash crash 현상이 발생

최근 주요 금융지표별 변동성 추이

주 : 1) 금리 : TYVIX, 미국채 10년물 선물 변동성 인덱스
환율 : FXVIX, 모건스탠리 글로벌 FX 내재변동성 인덱스
주가 : VIX, CBOE 주가 변동성 인덱스

자료 : Bloomberg

  o 이는 미 금리인상을 앞두고 변동성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종전의 예상

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거시경제적 요인과 함께 기술적 요인이 적용

된 때문으로 판단

   — 매크로 요인으로는 9월 FOMC 이후 더 낮아지고 완만해진 금리인상 경로 

기대와 중국 및 신흥시장국의 경제불안 우려 완화 등이 주로 거론

   — 또한 최근 거래비중이 커지고 있는 위험(변동성) 기반 투자자*들의 포지

션 조정이 지난 8.24일 시장충격 이후 상당부분 마무리된 데다 영업·회계

연도 말을 앞둔 투자은행들의 거래유인 약화 등 기술적 요인도 작용

     * 목표위험(변동성) 수준(target threshold)을 정해놓고 시장변화로 포트폴리오 변동
성이 동 수준에 다다를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기관(Risk Parity Fund 
등)으로 최근 단기변동성 급등락(volatility spike)의 기술적 요인으로 거론

⇒ 최근 시장 변동성 완화의 배경에 대한 시장평가 등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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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미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의 배경

1. 매크로 요인

(연준의 낮고 완만한 금리인상 경로 기대)

□ 10월 FOMC* 이후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5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어 전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더 완만한 금리인상 경로를 예상하는 등 금리

인상의 시장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은 상황

    * 다음 회의(next meeting)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미 경제활동에 대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부정적 영향 문구 삭제 등

o 현재 금리선물 및 스왑시장에 내재된 금리인상 가능성은 연내 50%, 3월까지

70~80%, 6월까지 80~90% 수준으로 과거의 금리인상 전 시장에 반영되었던 

금리인상 확률(1개월 전 80~9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최초 금리

인상 후에도 인상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금리선물시장에 내재된 금리인상확률 금리스왑시장에 내재된 금리인상 경로

자료 : Bloomberg, CME

                      주요 기관별 금리인상 전망 변경 내역

조사시점 2015.9월 10월 12월 2016.3월 이후
9.10 5 2 8 3
9.25 - 1 13 4
10. 7 - - 10 8
10.22 - - 101) 81)

주 : 1) 12월 전망기관 : JP Morgan,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Wells 
Fargo, Calyon, Jefferies, HSBC, Credit Suisse, UBS
3월 전망기관 : Deutsche Bank, Barclays, RBS,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Nomura, 
Mizuho, T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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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Brainard, Tarullo 등 일부 연준 이사들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옐렌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견주도층(수뇌부)의 스탠스에 이견을 나타내는 등 

연준 내부의 견해차가 부각된 점도 금리인상 기대 및 이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연준 인사별 주요 발언 내용

위원 직책 일자 발언내용

Fischer 부의장

수뇌부

10.11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과 고용시장 개선이 
연말 즈음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Dudley 지역 10.15
인플레이션이 목표(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 실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는 
없음

Williams 지역 10.8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 생각지 않음

Brainard 이사

이사

10.12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에 있어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며 금리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Tarullo 이사 10.13
위기 이후 고용시장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서는 확신이 없음.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Evans 지역

지역
의장

10.12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확인을 
위해 금리 인상을 2016년 중반까지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봄

Lacker 지역 10.30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이 중기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Lockhart 지역

8.28
저유가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
하기는 어려울 것임

9.21
경기 확장이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장
이 안정 되는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 연내 
금리인상을 확신

(낮은 인플레이션 위험)

□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부진 등으로 유럽,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게 유지될 것

이라는 기대가 확대된 점도 명목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으로 추정

  o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을 보면 유로존(9월 –0.1%), 영국(9월 –0.1%)
과 미국(9월 0.0%)의 경우 2015년 이후 저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9월 0.0%)도 양적완화 이후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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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높이는 다른 펀더멘털 요인이 없다면 인플레이션 위험

이 낮아질수록 명목지표로 표현되는 금리, 주가 및 환율변동성도 하락할 가능성

이 높음(Minyanville(금융전문지))

   —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BEI 변동성)과 시장변동성 추이를 보면 양자간 상관관계

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2014년에 이어 최근 상관성이 높아지는 모습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인플레이션 위험1)과 변동성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 : 1) 5년 Break Even Inflation(BEI) 변동폭

(60일 이동평균)의 절대값

(중국 및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우려 완화)

□ 중국 정부의 위안화절하 조치 및 통화정책 대응 등으로 금융불안이 상당폭 

해소된 데다, 미 금리인상 관련 자금이탈 우려 완화 등으로 최근 일부 신흥

시장국 통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는 등 신흥국 불안이 완화된 점도 변동성 하

락의 요인으로 작용

  o 중국의 경우 GDP 7% 하회(3분기 6.9%), 제조업 PMI 하락,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부진 등 경기둔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으나 9월 안정화 조치 이후 주가, 

환율 등 금융지표가 안정되는 모습

주요 경제지표 추이 주요 산업지표 추이 주가 및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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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신흥시장국의 경우 미 금리인상 충격 및 중국발 금융불안 우려 완화 등으로 

9월 이후 신흥국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고 신흥시장국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

도 진정되는 모습

주요 EM 환율 절상률 추이 EM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 Bloomberg

2. 기술적 요인

□ 향후 변동성 상승 전망 하에 변동성을 매입(volatility buying)하였던 변동성 투자자

(volatility targeting strategies)나 목표위험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위험

기반 투자자(Risk parity fund* 등)들의 포지션 조정이 8.24일을 기점으로 상당폭 

마무리된 점도 최근 변동성 하락의 기술적 요인으로 추정(JP Morgan)

    * 개별 자산의 위험기여도를 동일하게 구성(또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위험기여도를 관리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동 위험수준이 유지되도록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는 운용기법

  o 변동성 거래는 주로 파생상품(futures, swaps)을 이용한 레버리지형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임 

Volatility trading flows Risk Parity fund flows

자료: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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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관별 회계연도말을 앞두고 금년중 영업실적 산출 마감시점이 가까워짐

에 따라 추가적인 포지션 매입 등 거래유인이 약화된 점도 최근 변동성을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관측(Citi 등)

  o 다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장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상황 급변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변동성 상승 위험은 상존

미 국채선물(10년물) 시장거래량 추이 기관별 회계연도 차이

분류
회계연도 
종료시점

영업종료 시점

호주계 9월말
8월말~
9월 중순

캐나다계 10월말
9월말~
10월 중순

미국 & 
유럽계

12월말 대부분 11월말

일본계 익년 3월말 2월말~3월초
자료 : Bloomberg, CME

□ 최근 시장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G2 리스크 완화에 주로 기인

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가까워지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

이 부각될 경우 변동성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상존

  o 또한 최근 변동성 완화가 8.24일 변동성 급등 이후의 상당수 펀드의 포지션 

조정, 회계연도 마감 전 거래유인 약화 등 기술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

으므로 이들 요인이 반전될 경우에도 다시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음

  o 다만 최초 금리인상 후 상당기간 동결하는 등 인상 속도가 완만할 가능성

이 높은 데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 정책대응 등을 감안할 때 

G2 리스크가 재연되더라도 시장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금리·주가·환율 등 국내금융시장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올수록 G2 리스크의 변화

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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