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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B's Core View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 가지 

 

자산배분전략: 뉴 코로나 노멀, 미국과 중국, 한국 주식비중 확대 유지 

경기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한국 주식의 1년 (장기) 투자선호도를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연내 미국 S&P500과 한국 KOSPI의 

고점은 각각 3,220p와 2,220p를 예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경제와 

주가의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증세 없이 정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려면 부채의 화폐화를 

지탱해줄 초저금리의 장기화가 필수적이다. 성장주의 장기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 전염병이 재확산 

되더라도 겪어 본 만큼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다. 국내 크레딧의 1년 투자선호도는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3→4). 신용스프레드의 추가 확대가 제한된 국내 우량 크레딧물은 투자등급 (IG) 

회사채와 함께 국채 대비 높은 이자수익 (carry)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으로의 긴 여정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3%로 하향 조정한다. 미국과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 부진과 신흥국의 코로나19 불안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 글로벌 수요 위축과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불안, 미중 갈등, 

금리상승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상반기 -4.8%에서 하반기 

-2.0%로 위축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0.4%를 유지한다. 수출과 투자, 고용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과 소비회복으로 2분기 내 개선이 예상된다. 

 

채권: 장단기 금리차 확대, 정책 효과로 크레딧 일부 안정 

미중 무역분쟁 재발 우려, 트럼프의 마이너스 금리 언급 등이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채발행 증가는 금리 상방 요인이다. 다만 금리 상승 시 연준의 수익률곡선 통제 (YCC) 기대도 

유효해 미 국채 금리는 0.6% 중심의 좁은 박스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통화완화-재정확대 조합은 한미 장단기 금리차 확대 요인이다. 유가 반등은 신흥국 채권 약세를 

제한할 것이다. 투자등급 (IG)은 실적 부진 우려에도 금리 매력과 환헤지 비용 축소를 감안하여 

장기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하이일드 (HY)는 부도율 전망 상승 등으로 여전히 비중축소 의견이다. 

 

주식: 기존 위험 요인들의 약화. 상승 추세 지속될 전망 

시장을 괴롭혔던 불안감이 걷히고 있다. 코로나19가 영원한 난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리면서 완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이익전망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과거 위기 전후로 관찰되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 후 

이익전망 반등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다. 유로존 파편화 우려도 독일이 재정분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많이 낮아졌다. 미중 갈등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시장을 괴롭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신흥시장 (MSCI EM)은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원자재 가격 반등과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할 때 한국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상대 매력도가 높다. 

 

대체투자: 국제유가 상승 지속. 데이터센터와 산업/물류 리츠는 양호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 감소와 점진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원유에 대한 3개월 투자선호도를 

상향했다 (3→4). 금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관적 경제전망이 

부동산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경기민감도가 낮은 데이터센터와 산업/물류 리츠는 양호하다. 

 

 

2020년 5월 자산군별 수익률 6월말 이후 자산군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5월 25일 기준, 자산군별 지수는 마지막 페이지 참고  

자료: Bloomberg, KB증권 

 

코로나19, 구경제와 신경제 차별화 가속화 코로나19 시나리오별 미국 경제 전망 

  

 

 

자료: Bloomberg, KB증권 자료: KB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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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B’s Core View 

자산그룹 자산군 

투자선호도 
제안 

비중 
투자포인트 

3개월 상대가치 

단기 

(3M) 

장기 

(1Y) 
선호 비선호 

선진국 

주식 
미국 4  4  

47.5%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기대가 시장의 하방을 지탱할 전망.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항체가 형성된다는 분석도 경제활동에 자신감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될 것. 저금리 

장기화 수혜를 받는 성장주의 장기 강세 전망 
컴스, IT   

 유럽 3  3  

독일-프랑스가 5,000억 유로의 지원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유럽의 

단결 가능성. 독일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낮아질 전망. 미국에 비해 

반등세가 약했던 유로존 주식이 단기적으로 미국보다 강한 성과 보일 전망 
 

 

 일본 3  3  

일본 전역의 경제활동 재개에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부양책도 투자심리를 지지할 것. 미중 관계 악화와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시 상승폭을 제약 

- - 

신흥국 

주식 
중국 4  4  

19.5% 

양회 이후 소비주와 테크주 중심의 상승세 예상. 지수 기준으로는 창업판, 심천성분 

지수가 양호한 흐름 보일 것. 미중 관계 불확실성으로 내수소비주 선호 현상 지속. 미국 

압박에도 중국의 신형인프라 및 유망 테크기업 투자 강화로 IT/Tech 매수세 집중될 것 

음식료, 

제약/헬스케

어, IT/Tech 

부동산, 

은행 

 인디아 3  3  

센섹스 지수는 단기 비중 중립 유지. 락다운이 5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기업 이익의 추가 

하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부담. 다만, 정부의 신규 부양책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 

중국 > 베트남, 러시아, 

인디아 > 브라질  

 베트남 3  3  

VN지수는 920pt까지 +8% 추가 상승 여력. 재무부의 증시 지원방안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 개선.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도 점증.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이익실현 고려. 조정 시 750pt에서는 매수 관점 대응  

 브라질 3  3  

보베스파지수는 5% 추가 상승 여력 있으나, 실적 하향과 외국인 매도, 교역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정치 불확실성이 증시 반등 제한. 경상적자와 통화정책의 환율 

영향력은 제한.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는 헤알화 및 금융시장에 부담 

 러시아 3  3  

MOEX 지수는 단기 비중 중립 유지. 향후 긴 호흡에서의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이는 

원유의 초과공급 상황이 2021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원유 재고의 느린 

해소는 유가의 반등이 빠르기보다 길고 점진적일 가능성을 시사 

 한국 4  4  

선진국 고용시장이 바닥을 찍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 기관 수급도 

매수 여력이 있는 상황. 외국인/기관 자금 매수세 유입으로 반도체 비중을 기존 축소에서 

확대로 변경. 이익추정치 역시 바닥을 찍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될 것 

반도체, 

소프트웨어 

음식료, 

유통 

국채 선진국 3  3  

16.3% 

미중 무역분쟁 재발 우려, 연준은 부인하나 트럼프의 마이너스 금리 언급 등이 금리 (특히 

단기물) 하방 요인으로 작용. 반면 재정정책 국채발행 증가는 금리 상방 요인. 다만 금리 

상승 시 연준의 YCC에 대한 기대도 유효해 당분간 박스권 등락 전망 유지 

  

 신흥국 2  3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의 금리인하는 지속될 전망. 브라질은 악재의 일부가 선반영 되고 

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유가 반등은 신흥국에 우호적인 가운데 재정이 

양호한 러시아 상대적 강세 전망 유지. 반면, 멕시코는 등급 우려로 페소화 약세 전망 

 
 

 한국 3  3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및 0% 물가 하락으로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그러나 

0.5%로 인하 시 실효하한 인식으로 시장금리 추가 하락 제한 전망. 6월 3차 추경 앞두고 

있어 인하 기대감 유지가 더 효과적. 장단기금리차 확대 대응 전망 유지 

 장기물 

크레딧 
투자 

등급 
3  4  

10.8% 

금리 메리트와 달러-원 환헤지 비용 축소를 감안하여 장기투자자 비중확대 의견 유지. 

다만, 2분기 기업 실적 부진 우려와 최근 조달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 확대로 신용등급 

하락 압력 지속 가능성. 이를 감안한 단기 투자선호도는 중립 유지  

통신, 미디어 
기본소비재 

 소매, 항공 

 
하이 

일드 
1  2  

비중축소 의견 유지. 유가 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경기소비재 기업 부도 증가로 

부도율 전망치 상승 중. 무디스의 2021년 3월 예상 부도율은 14.37%로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 투자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크지 않은 만큼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필요 

 
레버리지론 

하이일드채권 

 한국 3 ▲ 4 ▲ 

장기 투자선호도 비중확대로 상향. 신평사 정기평정에 따른 기업 신용도 저하 우려는 이미 

크레딧 스프레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정책 지원 확대로 크레딧 스프레드 추가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 금리 측면에서는 상위 등급 위주로 선별적 투자 권고 

회사채, 

여전채 AA급 

회사채, 

여전채 A 급 

대체투자 원유 4 ▲ 4 ▼ 

6.0% 

원유생산 감소와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5월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는 2주 연속 

감소. 5월부터 OPEC+ 원유 감산이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도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전망. 추가적인 유가 상승 가능할 전망 

  

 금 4  4  

LME금가격의 강보합세 지속될 전망. 주요 드라이버는 경기회복을 위한 전세계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과 불확실성 잔존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 미국의 

유동성 공급량과 ETF 금 보유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해외 

부동산 
4  4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실업자수 급증과 소비 축소의 타격이 부동산 시장 및 리츠 

시장에도 반영. 리테일, 호텔 리츠의 수익률 하락폭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센터와 산업/물류 리츠는 양호. 향후에도 현 추세가 지속될 전망 

오피스, 
물류, 

대체부동산 

리테일, 

호텔 

 
ELS/ 

ELB 
-  -  - 

4월 발행규모는 4조 816억원 (전월비 -11.8%).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원금 

비보장 ELS는 코로나19에 따른 낙인 위험이 증가하였고, 파생상품 투자 과열 방지를 위한 

증권사 발행 총량 규제 등도 부정적. 최근 10% 수준의 고쿠폰을 제시하는 고위험, 고수익 

ELS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하는 상황 

  

 

자료: KB증권 

주1: 투자선호도를 1(비선호) ~ 5(선호)로 표시. 3은 중립. ▲▼는 전월 전망 대비 변화 / 주2: 자산군의 선호 단계별 기대수익률과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샤프 기반의 최적화 비중 적용 후 보정 
  

미국 ≥ 유로존 > 일본 

원유 > 금 

IG > 선진 > 신흥 >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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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배분전략: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 가지 

  Chief Strategist 신동준, Ph.D. 02-6114-2919 dongjun.shin@kbfg.com 

  New Corona Normal 

  “경제는 침체인데 왜 주가만 오를까? 과열 아닌가?”, “2차 팬데믹 우려가 높은데 그 충격은 

얼마나 될까?”, “중국 책임론에 따른 미중 분쟁 위험은 없는가?”, “인플레 전망도 있고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글로벌 증시의 중장기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 

 경기침체 전망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반등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속도 조절은 거치겠지만 글로벌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 한국 주식의 1년 (장기) 투자선호도를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연내 미국 S&P500과 한국 KOSPI의 고점은 각각 3,220p와 2,220p를 예상한다. 

2012년 이후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는 국내 우량 크레딧물의 1년 

투자선호도는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3→4). 신용스프레드의 추가 확대가 제한된 국내 우량 

크레딧물은 투자등급 (IG)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기업 펀더멘털의 차별화 환경에서 국채 대비 

높은 이자수익 (carry)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을 예상하지만 

정상적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중확대의 강도를 최상단에서 

한 단계 낮췄다 (5→4).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네 가지 질문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질서 (New Corona Normal)와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글로벌 증시 반등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증시는 3월 하순을 

저점으로 두 달 만에 각각 +32%, +39% 급반등하면서 낙폭의 63%와 70%를 회복했다. 

가파른 반등의 배경은 1) 미국과 유로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는데다 2)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 금융시장은 지난 수개월간의 극도의 

이동제한 (lockdown)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 (re-opening)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신용 (credit) 공급을 위한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GDP 대비 약 

10~30%에 달하는 막대한 경기부양 패키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추가 재정지출까지 

논의되고 있다. 5)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2001년 9.11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이끄는 요인들이다. 

 

그림 1. 미국경제, 하반기 성장률 반등에도 장기 성장 추세 하회  그림 2. 구경제와 신경제: 월마트와 아마존의 매출과 시가총액 

   

 

 

 
자료: KB증권 추정  자료: Bloomberg,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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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경제는 침체인데 왜 주가만 오를까? 과열 아닌가?” 

기대를 선반영하는 금융시장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금융시장은 기대를 선반영한다. 경제가 단기간에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시장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세계 경제가 멈추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내몰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은 지나갔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2) ‘회복’의 정의가 다르다. 경제의 회복이 위기 이전의 소득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금융시장은 위기 이전 추세 (기울기)로의 회귀를 회복이라고 

인식한다. 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성장 추세 간 갭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 새로운 기준 

하에서의 추세가 중요하다. 3) 중앙은행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모든 경제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우선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차별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가속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데, 4) 코로나19 확산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표는 과거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숫자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다. 여전히 

구경제와 전통산업 비중이 높다. 반면 금융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업의 이익을 앞당겨 

반영하고 거래한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들의 주가는 상승한다. 건설, 조선, 해운, 기계, 철강, 운송 등의 전통산업은 공장과 

투자의 규모도 크고 고용 인력도 많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등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 기업인 월마트와 아마존이 대표적인데, 

매출은 월마트가 2배 가까이 크지만 시가총액은 아마존이 3배 이상 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통산업 중심의 

매출은 경제를 상징하며, 완만하게 둔화되는 중이다. 반면 신산업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가총액과 주가는 미래의 성장을 반영하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GDP와 무형자산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 투자, 

시설 및 운송장비 투자는 덩치는 크지만 꾸준하게 줄고 있고,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정보처리 장비 투자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 

무형자산 중에서 디자인, 브랜드 가치, 인적자본과 조직자본 등은 아직 GDP를 산출할 때 

반영되지도 않는다. 이들을 포함한 광의의 무형자산 개념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무형자산 

투자의 비중은 현재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차별화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와 주가의 차별화는 추세적인 큰 흐름이다. 경제와 

주가를,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분리해서 보고 성장하는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림 3. 미국경제의 투자지표, 신경제와 구경제의 차별화  그림 4. 미국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자료: Bloomberg, KB증권 

 

 

 자료: OECD, 한국은행, KB증권 

주: 조정후 무형투자는 조정전 무형투자 (국민계정 (SNA)상 지식재생산물투자)에 시장부문의 무형투자 

추가분 (디자인, 브랜드 가치, 인적자본, 조직자본 등)을 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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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pandemic) 우려가 높은데, 그 충격은 얼마나 될까?” 

재확산 가능성은 높지만, 첫번째에 비해 

충격은 최소화될 것 

 다수의 의학자들이 다시 겨울이 돌아왔을 때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직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재확산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2~3월과 달리 서울에서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았지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첫 

발병 때와 같은 충격과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기업은 즉시 재택 및 대체지 분산 근무를 

신속하게 다시 시작했고, 학교는 개학 연기를 즉각 결정했다. 의료시스템도 안정적이며 

마스크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높다. 가장 영향력이 

큰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체계, 취약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의 노하우가 쌓여있고, 이동제한 

(lockdown) 하에서 충격을 최소화는 경제 활동 연습도 해봤다. 재확산 또는 2차 유행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만, 첫번째 확산에 비해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다. 

밸류에이션 급등에 이어 미국 이익전망도 

반등 준비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이익전망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선행성을 보이는 이익수정비율은 이미 

상승하고 있다. 백신 개발 기대는 경제활동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익전망을 높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향 조정 중인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에 집중해야 한다 

(5/26, 미국주식: 바닥을 다지는 이익전망. 미중 분쟁으로 하락해도 비중 확대). 

 

그림 5. 미국 S&P 500 주당순이익 (EPS) 전망치 추이  그림 6. 장기금리 대비 주식의 투자매력 (위험프리미엄)은 상승 

   

 

 

 
자료: Factset, KB증권 

 

 자료: Factset, KB증권 

주: 주가수익률은 S&P500의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질문3. “미국이 중국의 바이러스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중 분쟁 위험은 없는가?” 

변동성 확대 요인. 그러나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전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1차 미중 무역합의 과정에서 역시 겪어 본 이슈다. 관세 부과와 기술 수출 제한, 금융 제재 등 

경제적 제재는 미국 경제와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준다. 양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충돌은 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반도체 업종의 해외 및 중국 

매출 비중은 각각 80%와 50%를 넘는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와 민주당은 경제적 

충돌보다는 홍콩의 인권 문제나 ‘하나의 중국’ 정책 등 양안 문제를 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겠지만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위협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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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 전망도 있고,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가능성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마다 강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이 도입되면서 언택트 (Untact) 

경제의 부상, 지나친 중국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반성, 국산화 및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 

재검토, 인종차별과 여행 수요 감소, 식량안보의 중요성 부각 등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차질은 일부 품목의 품귀와 맞물리며 

물가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침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응하고자 하는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소득의 파괴가 훨씬 더 크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은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담뱃값이나 통신비 인상처럼, 소득은 줄거나 그대로인데 특정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나머지 품목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지탱해줄 초저금리의 

장기화 

 지금 연준 (Fed)은 화폐 발행과 국채 매입 (양적완화)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 (Debt Monetization)’를 진행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연준이 

장기금리의 상단을 제한하는, 일본은행 (BOJ)이 채택했던 수익률곡선 통제 (Yield Curve 

Control) 정책도 논의되는 중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도 중앙은행은 얼마든지 정부의 

조달비용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파월 연준 

의장도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매력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부채 비중이 급증했다. 정부의 추가 자금조달이 증세 없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화폐화를 지탱해줄 초저금리의 장기화가 필수적이다. 부채의 화폐화와 

양적완화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흥시장의 투자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반영 불가피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다. 현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건전화 작업이 시작된다면 그 

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카드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장기채권은 이러한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축소균형 경제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마침 연준 내부에서도 아주 얕은 수준의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림 7. 초저금리의 장기화,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림 8. 코로나19로 미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급증 전망 

   

 

 

 
자료: Bloomberg, KB증권 

 

 자료: CBO, KB증권 

주: 2020년과 2021년은 의회예산국 (CBO)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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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Core & View MP 비중 제안  

  
ETF Solution Analyst 최지후 02-6114-2999 jihwoo@kbfg.com   

ETF / Delta1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b.kong@kbfg.com  

글로벌 주식 자산군 비중 확대 의견 유지, 

자산군 간 배분 비중 변화 없음  

 

 

 

코로나 19 회복은 지역 및 국가별 차별화 

지속 전망   

 

 

 

 

 

 

신흥국 주식 전반에 대한 비중 제거, 중국 

과 한국 2 개 국가에만 배분 비중 집중  

 

 

 

 

 

 

 

 

 

KB MP 의 누적 수익률 -4.0% 기록 

 KB Core & View MP는 Core 69.5% / Satellite 30.5%의 핵심 위성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고, 글로벌 주식 자산군 (지역 및 국가별 차별화)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유지한다. 6월 

KB MP는 주식 (67%), 채권 (27%), 대체 자산 (6%) 등 큰 틀에서의 자산군 간 비중 변화는 

없으며 최종 포트폴리오의 연 환산 기대수익률은 7.8%, 변동성은 8.5%로 산정됐다.  

 

KB증권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글로벌 주식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글로벌 주식 자산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자산군 내 지역 및 국가별 차별화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책들에 있어 선진국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 후행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동체 관점 (유로존 

및 미국)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개별 국가별로도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6월 KB MP는 큰 자산군 간 배분 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신흥국 주식 자산군 내에서 국가별 

배분 비중의 변화를 주었다. 신흥국 주식 자산군 내 신흥국 주식 전반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비중을 제거하고, 중국 (1.8%p 확대)과 한국 2개 국가에만 배분 비중을 집중시켰다. 

MSCI 신흥국 (EM) 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의 국가들 보다 

차순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회복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신흥국 전반 지수 (MSCI 

EM)보다 중국과 한국 등 국가 지수로 대응하는 방법이 지역 전반 지수를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중국 관련 편입 지수로는 1) 미중 무역분쟁 재개 가능성에 따라 내수 소비주 

중심의 CSI300 지수 (기존 편입), 2) 중국 정부의 육성 산업이 다수 포함된 창업판 지수 

(ChiNext, 신규 편입) 등 2개 지수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다.  

 

한편, KB Core & View MP의 누적 수익률 (편입일 1.29 ~5.25, TR 및 KRW 기준)은 -4.0% 

를 기록하였으며, 원화 기준 벤치마크 대비 -2.2%p 언더퍼폼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기대감으로 글로벌 주식 자산이 반등하고 있어 벤치마크와 수익률 차이를 축소하는 

상황이다. 향후 글로벌 주식 자산군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주식 자산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상대 성과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9. KB ETF Portfolio vs 벤치마크 누적 성과 추이 

 

 

KB ETF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4.0% 기록, 최근 

글로벌 주식 자산 반등에 따라 낙폭 축소가 지속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BM=ACWI TR 60%+ BB 40%, 편입일 2020.1.29~ 2020.5.25 Total Return 기준 누적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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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Core & View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자료: Bloomberg, FactSet, KB증권 

주 1; MDD (Maximum Draw Down)는 과거 15년간 최대 손실 구간을 의미 

주 2: 자산군의 선호 단계별 기대수익률과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샤프 기반의 최적화 비중 적용 후 보정 

주 3: 벤치마크 기준은 주식 자산군 MSCI ACWI, 채권자산군은 BB이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벤치마크는 주식 60% + 채권 40% 혼합 적용 

 

 

 

 

 

 

The KB's Core & View 비중 제안

KB Core & View  비중안

선진국 주식 47.5%

미국 33.4 38.5
     4           5           4

유럽 4.0 9.0
     4           5           3

일본 7.9 0.0
     3           4           3

이외 기타 1.9 0.0

신흥국 주식 19.5%

중국 4.7 9.5 1.8%p↑
     4           5           4

한국 (Home Bias 자산) 4.7 10.5 -
     4           5           4

인디아 0.7 0.0
     4           4           3

브라질 0.5 0.0
     4           4           3

러시아 0.2 0.0
     4           4           3

베트남
     4           4           3

이외 기타 2.6 0.0

국채 16.3%

선진국 18.0 6.3
     3           3           3

신흥국 2.0 2.0
     3           3           3

한국 (Home Bias 자산) 2.2 8.0
     3           3           3

크레딧 10.8%

투자등급 10.8
     3           3           4

하이일드 0.0
     2           2           2

한국
     3           3           4

대체투자 6.0%

글로벌 리츠 3.9 4.0
      4          4           4

금 2.3 2.0
     3           3           4

원유

현금성 자산 (Cash Equivalent) 0%

총 비중 100%

연 환산 기대수익률

변동성 8.5%
-22.8%

(2020.2~2020.3)

100%

7.8% KB MP MDD (15Y) Recovery Period

6% * 채권 자산 축소 비중 중

   일부 대체 자산 편입

0% -

-3.3% * 하일일드 : 크레딧 이슈의 부정적

   영향으로 기존 배분 비중 제거

* 크레딧 내 투자등급 선호

6.2% -

-8.8%
* 채권 자산군 기대수익률

   하향의 중장기 전망 반영

* 원화 기준 한국 국고채 OW

10.8% -

12%

* 신흥국 내 중국 최선호 뷰 반영

   중국 본토 CSI300, ChinNext

   지수 OW

* 한국 주식 홈 바이어스 OW,

   MSCI KOREA  > KOSPI200↓

22.2% -

-5%
* 미국 OW, 그 외 선진국 UW

* 선진국 중  일본, 호주 등  UW

* 유럽 내 스위스 위성 투자 배분

13.5% -

47.3% -

자산군
장기 전략 비중안

Core View vs BM 비고
Core (SAA)       Core 70%   /  Satellite 30% MP

글로벌 채권

40%

글로벌

주식

6 0 %

벤치마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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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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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ETF 포트폴리오: 중국판 나스닥 지수 투자 ETF 신규 편입 

  
ETF / Delta1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b.kong@kbfg.com 

ETF Solution Analyst 최지후 02-6114-2999 jihwoo@kbfg.com  

신흥국 전반 VWO 제외 → 심천 성분 지수 

에 투자하는 ETF 3147 HK 신규 편입, 

 

 

 

 

미중 무역 분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2 개 

ETF 에 분산투자 하면 리스크 감소 

 2020년 6월 KB ETF 포트폴리오는 앞선 KB Core & View의 MP와 마찬가지로 자산군 간 

배분 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신흥국 주식 자산군 내 국가별 비중 변화가 존재한다. KB ETF 

포트폴리오 내 신흥국 주식 전반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비중을 제거하고, 중국 (1.8%p 

확대)과 한국 2개 국가에만 배분 비중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FTSE 신흥 (EM)지수에 

투자하는 ETF (티커: VWO)를 제외하고, 중국 정부의 육성 산업이 다수 포함된 창업판 지수 

(ChiNext 지수)에 투자하는 홍콩 상장 ETF (티커: 3147 HK)로 교체 편입했다.  

 

차이넥스트 (ChiNext, 창업판) 지수는 미국 나스닥 지수와 같이 신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명 중국판 나스닥 지수로 불리고 있다. 차이넥스트 지수는 중국 심천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100개 기업들로 구성, IT (30%), 헬스케어 

(19.7%) 등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것이 특징이다. 미중 무역 분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 소비주 중심 지수인 CSI300에 투자하는 ETF (ASHR, 기존 편입)와 신성장 

기업들로 구성된ChiNext 지수에 투자하는 ETF (3147 HK, 신규) 등 2개 ETF에 분산투자 

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위성 투자 ETF로 (Satellite) 제시했던 미국 

바이오텍 테마 (IBB), 5G 테마 (FIVG), 유럽 투자 (EZU) 등의 ETF도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2020년 6월 KB ETF 포트폴리오 (Core / Satellite 포트폴리오)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1: MDD (Maximum Draw Down)는 과거 15년간 최대 손실 구간을 의미, 주 2: 자산군의 선호 단계별 기대수익률과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샤프 기반의 최적화 비중 적용 후 보정 

자산군 / 지역 세부 투자 대상 ETF 편입일

미국 S&P500 VOO US 2020.1.29

미국 스몰캡 IJR US 2020.1.29

미국 주식 바이오텍

 (생명공학) 테마
IBB US 2020.3.25

미국 5G 테마 FIVG US 2020.1.29

유럽 (유로존) EZU US 2020.3.31

스위스

(유로존 외)
EWL US 2020.3.31

중국 창업판 지수

(ChiNext )
3147 HK 2020.5.27

중국 본토

CSI300 지수
ASHR US 2020.3.25

MSCI KOREA TR 310970 KS 2020.2.26

한국 국고채 10년물 148070 KS 2020.1.29

글로벌 채권 BNDW US 2020.1.29

미국 투자등급 LQD US 2020.3.25

신흥국 채권 신흥국 국채 (USD) VWOB US 2020.1.29

미국 REITs XLRE US 2020.1.29

금 실물 원자재 IAU US 2020.1.29

 연 환산 위험도 MDD (15Y)
Recovery

Period

8.5% 
-22.8%

(2020.2~2020.3)

2.0%

대체 투자 6.0%

포트폴리오

성과 요약

(15Y 기준)

연 환산 기대수익률

7.8%  

한국 자산

(Home Bias 자산)
18.5%

선진국 채권 17.0%

신흥국 주식

(한국 제외) 9.0%

선진국 주식
47.5%

KB ETF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

DM 주식 , 47.5% EM 주식,  19.5% DM 채권 , 17% EM 채권,  10%

대체투자,  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배분 비중

미국

58%

유럽

13%

일본

0%

중국

13%

한국

16%

인디아

0%

브라질

0.0%

러시아

0.0% 신흥 이외 국가

0%

KB 주식형 ETF 포트폴리오 (주식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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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회복으로의 긴 여정  

  Economist 김효진 02-6114-2996 jhin.kim@kbfg.com 

경기 하방 압력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국 이동제한조치 완화,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0%로 줄어들 것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3%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 및 신흥국의 코로나19 불안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 글로벌 수요 위축과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경기 불안 등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5월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시행해 온 

이동제한조치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완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전년대비 -4.8%에서 하반기에  -2.0%로 위축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의 주요 네 가지 주요 변수 

1)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2) 금리 상승 가능성  

3) 신흥국 불안 

4) 미중 갈등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경제의 주요 변수는 1)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2) 

금리 상승 가능성, 3) 신흥국 불안, 4) 미중 갈등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우려되나 이후 

각국의 방역체계 정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지난 1분기와 같은 급격한 

확산이 재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채 발행 급증 등으로 금리 상승이 우려되나 수요 위축과 

저유가가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며 금리 상승압력을 상쇄할 것이다. 신흥국 경기 위축은 

계속될 것이나 달러의 추가 강세가 제한되며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침체로 진입한 글로벌 경제를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은 2018~2019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낮으나 미 대선 및 무역합의 이행을 놓고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다.  

경제활동 재개 및 부양책 효과로 위축 폭을 

줄여나갈 글로벌 경제  

중국, 한국 > 미국 > 신흥국, 유럽 순의 경기 

회복 전망  

 글로벌 경제는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나, 경제활동 재개 및 부양책 효과와 추가 부양책 도입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경기 위축 폭을 줄여나갈 것을 전망한다. 국가별로는 

코로나19 안정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중국과 한국의 경기 위축 폭 축소가 먼저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피해는 컸지만 과감한 통화 완화와 재정정책을 시행 중인 미국의 경기 

위축 폭 축소가 확인될 것이다. 유럽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가운데 공동대응의 지연 및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 제약으로 미국에 비해 더딘 회복이 나타날 것이며, 신흥국은 코로나19 불안 

지속 및 선진국 수요 위축 영향, 제한된 정책 여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을 전망한다. 

 

그림 10. 글로벌 성장 전망 추이   그림 11. 직접 지원 등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위기를 상회 

   

 

 

 

자료: KB증권 추정  자료: IMF, KB증권 / 주: GDP 대비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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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Economist 김두언 02-6114-2949 kimdooun@kbfg.com 

Economist 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팬데믹 여파로 선진국 경제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선진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저물가가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 

급락과 이후 완만한 전망 등에 기인하여 물가 하락 요인이 이어질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각국 

2분기 GDP 성장률의 하락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30%로서 대공황 수준의 경기 위축을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동기간 각각 

-7.9%, -17.8%를 보일 전망이다. 물론, 2분기 이후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은 2분기 컸던 

하락 폭의 기저효과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정책공조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 2020년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반 역성장 전망 

 

 하지만 하반기 팬데믹 여진 등으로 인해 2020년 연간 GDP 성장률은 미국이 -4.1%, 유럽이 

-6.9%, 일본이 -4.5%로 역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로 인해 팬데믹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분기부터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2020년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각각 

-0.6%, -0.4%, -0.6%를 보일 것이다.  

중국과 한국도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중국과 한국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4월 전년대비 

0.1%까지 둔화되었으며 올해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물가를 전망한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대비 4월 -3.1%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높은 식품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도 1~2월 5%대 상승에서 4월 3.3%까지 둔화되었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추가적인 둔화가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진입, 2020년 연간 성장률 각각 1.7%, 

0.4% 전망 유지  

 한편,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진입이 예상되어 각각 2020년 

성장률 1.7%, 0.4% 전망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5월 22일 양회에서 특별국채 1조 위안, 

재정적자율 목표 3.6%, 특별 지방채 3.75조 위안 등을 포함한 예상범위의 부양정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GDP의 9~11% 수준으로 전망하며 이는 

2019년보다 4~6%p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재정승수까지 고려하면 2년간 6~7%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통화완화 기조도 1분기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분기에 

12.2조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통해 소비 하강은 완화했다. 6월 초 

10조원의 고용 대책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1~3차 

추경 총 규모는 50조원 이상이다. 이러한 정부정책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도울 것이다. 

 

그림 12. 2020년 선진국 성장률, 물가상승률 동반 마이너스 전망  그림 13. 2020년 한중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연말까지 둔화 예상  

   

 

 

 
자료:  KB증권 전망  자료: KB증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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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2021년 이후로 지연될 달러의 약세 전환 

  Economist 김효진 02-6114-2924 hjin.kim@kbfg.com 

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와 미 연준 자산규모 

급증, 미-유 금리차 축소 등을 감안할 때 

달러 약세 압력 확대   

 

 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와 미 연준 자산규모 급증, 미-유 금리차 축소 등을 감안한 달러의 약세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감안한 달러지수는 1분기 89p, 2분기 88p로 

추정되며, 현재 100p인 달러지수는 펀더멘털 대비 12%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배경에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수요 확대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져 통화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는 달러 유동성의 해외 공급을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와 서비스보다 수입하는 규모가 더욱 많을 때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자로 인한 미국 채권 발행 증가는 상당부분 해외에서 소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불안 및 미중 갈등이 달러 

수요로 이어져 하반기에도 달러는 강한 

국면 지속할 것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로 본 달러 약세 압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불안 및 각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 미중 갈등이 달러 수요를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키며 달러 약세 압력을 상쇄하고 있다. 

달러의 약세 전환은 미국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럽 경기 회복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되는 2021년 이후로 지연될 것이다.  

2020년 연말 달러/원 전망을 

1,185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 경상수지 흑자 축소, 국내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달러 약세 시점 지연, 미중 

갈등으로 전망치 상향  

 

 원화는 달러의 약세 전환 시점의 지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미중 갈등, 국내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년 연말 달러/원 전망을 기존 1,155원에서 

1,185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0년 연평균 달러/원도 1,187원에서 1,206원으로 20원 

가량 상향했다. 2020년 수출은 감소를 이어갈 것이나, 유가 급락으로 인한 상품흑자 지속 및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제한적일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확대 영향은 현물환 시장보다 외화자금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며 

스왑레이트를 낮추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 통화로 

교환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으로 위안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으나, 위안화 및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원화는 

달러가 약세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강세를 나타낼 것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수출 회복이 가시화될 하반기 이후 강세 속도가 빨라질 것을 전망한다.  

 

그림 14.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로 추정한 달러 약세 압력은 확대 중   그림 15. 세계 경기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달러 강세 

   

 

 

 
자료: Bloomberg, KB증권 추정 

주: 추정치는 GDP 대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로 계산. 달러지수에 4분기 선행 

 자료: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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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주식: 기존 위험 요인들의 약화. 상승 추세 지속될 전망 

  해외주식/크로스에셋 김일혁, CFA 02-6114-2951 holistic@kbfg.com 

일본주식 아심 후세인, CFA 02-6114-2923 asim.hussain@kbfg.com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기대가 시장 

하단을 지지할 전망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소식이 시장을 지탱할 전망이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백신 

후보물질의 1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인류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은 아니라는 희망, 그래서 경제가 머지 않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모더나 백신 외에도 7개의 백신이 이미 인체 실험 중이다. 

희망과 실망을 주는 소식들이 번갈아 오겠지만, 시장은 희망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재확진 사례가 종종 있는데, 재감염 우려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는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람들이 더욱 자신감 있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향적인 독일의 재정분담 수용. 낮아진 

유로존 정책 불확실성 

 유럽의 단결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5,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규모도 예상보다 

크고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예상 밖이었지만, 유럽 재정분담에 반대하던 

독일이 찬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 주 정부의 부채를 연방 정부가 

떠안기로 결정한 헤밀턴 전 재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헤밀턴 모멘트'가 왔다고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평가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4개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이 전향적으로 

재정분담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유로존 불확실성은 크게 낮아졌다. 

미국은 성장주 중심의 상승을 예상하고,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유로존은 

단기적으로 미국보다 강한 흐름 전망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반중 여론을 바탕으로 한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선진시장 

상승세에 간헐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저금리 장기화 기대가 

여전히 높다. 미국 S&P 500은 저금리 장기화 수혜가 예상되는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를 

예상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민감 업종이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로존의 유로스톡스 50은 그동안 미국주식에 비해 반등세가 약했다. 단기적으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예상한다. 

일본 전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투자심리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전 세계와 일본 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일본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4월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연기를 통해 코로나19 통제력을 강화했었다.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제시했으며 39개 지역의 경제 정상화를 허용했다. 수도인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 완화에 25일 일본 정부는 전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항공, 에너지, 소매 업종 등의 지원을 위한 일본정부의 2차 추경안이 

6월에 편성되면 해당 업종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16.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유로존 반등세  그림 17. 일본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완화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2월 고점과 3월 저점 대비 반등 비율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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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주식: 펀더멘탈 저점 확인은 수급 호전을 부른다 

  주식 Strategist 이은택 02-6114-2958 et.lee@kbfg.com 

중국주식 Strategist 박수현 02-6114-2934 sh.park@kbfg.com 

선진국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될 것 

 

 한국 증시는 하반기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이 시작될 것이며, EPS 추정치도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다만 급등 이후 나타나는 미중 갈등 등이 잡음을 일으킬 수 있으나,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적 추정치 상향은 최근 급등한 

밸류에이션을 안정화시킬 것 

 

 기업실적은 2분기를 바닥으로 호전될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자동차 판매는 이미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고, 선진국도 re-open이 본격화되면서 여름엔 pent-up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한국기업 이익 추정치도 3분기부터 상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점들은 그간 급등했던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경기 

침체 중 주가 반등은 처음에는 밸류에이션만 급등하고, 이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하반기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확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의 증시 유입을 기대한다. 외국인 수급은 고용지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선진국 고용은 5~6월을 바닥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는 한국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 것이다. 기관 자금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경기바닥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해지면 주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KB증권의 올해 수정된 코스피 타깃은 2,220pt이다.  

연말까지 소비주 & 테크주 상승세 이어질 

전망 

 중국 증시는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마무리되면서 상승 주도 섹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소비주와 테크주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활동은 재개된 반면 미중 관계 불확실성으로 2019년과 같이 내수소비주 (음식료, 제약, 

헬스케어, 교육 등)의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외에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및 유망 테크기업 투자 강화로 IT/Tech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1) 미중 기술경쟁 심화, 2)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3)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가 남아있지만, 

점차 양회에서 발표한 재정/통화정책이 집행되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상해종합지수의 타깃은 3,220pt이다. 

본토 증시 창업판 (ETF: 3147.HK, 

256750.KS) 선호 

 

 시장으로는 본토 증시를 가장 선호한다. 세부 지수 기준으로는 창업판, 심천성분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창업판의 섹터 비중은 IT/Tech 30.5%, 제약/헬스케어 

29.6%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했던 제약/헬스케어는 단기 조정을 거친 후 

내수주 선호 트렌드와 더불어 연말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8. 미국 고용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그림 19. 중국 신형 인프라 vs. 구형 인프라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Quantiwise, REFINITIV, KB증권  자료: Wind,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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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주식: 차별화. 3개 관점에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선호 

  신흥국 주식전략 Analyst 이창민 02-6114-0939 brad.lee@kbfg.com 

신흥국 주식전략 Analyst 서영재 02-6114-2098 yj.seo@kbfg.com 

신흥국의 정책효과 기대감을 낮추는 

코로나19 확산. EM 중립 의견 유지 

1. 이익 관점: 중국, 한국, 베트남 

2. 밸류에이션 관점: 중국, 인디아, 베트남 

3. 역발상: 러시아 (원자재 가격 및 재정 

안정)  

 

 신흥증시 (MSCI EM) 단기 (3개월), 장기 (1년)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이익 전망, 

밸류에이션, 원자재 가격 반등과 안정적인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할 경우 한국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증시의 상대 매력도가 높다. 제한된 발권력에 따른 정책 여력 제한과 재정 

불안에 따른 통화 약세, 낙후된 의료 시스템, 내수 부진이 신흥국 투자심리 회복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경기 하방은 방어하겠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정책 지향점이 되진 

못한다. 지나친 재정 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환율 약세와 CDS 

Premium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신흥국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전반에 걸친 수요의 감소는 신흥국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것이다.  
 

베트남 증시는 차익실현 니즈 점증할 시기. 

750p 하회 시 매수 대응 

 

 베트남 VN지수는 1) 12MF EPS가 연초 대비 -10% 하향, 2) 2016년 이후 평균 멀티플 

14.5배를 적용 시 920pt로 +8%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재무부의 증시 지원방안과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도 점증할 것이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이 전개될 시 일부 이익실현을 고려해도 좋다. 조정장이 

연출될 경우 750pt 아래에서는 매수 대응을 권고한다.   
 

인디아 증시 단기 비중 중립 의견 유지. 

락다운 연장으로 경제 및 기업 피해 불가피. 

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지수 

하단을 방어할 것 

 

 인디아 센섹스 지수는 단기 비중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월 

31일까지 락다운을 연장하면서 기업 이익의 추가 하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4월 20일 이후에는 일부 산업부터 활동 재개가 시작되었으나 불확실성이 아직 높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이 17배까지 올라온 점도 부담스럽다. 정부의 신규 부양책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단기 약보합 전망. 

70,000pt 하회 시 매수 

 

 브라질 보베스파증시는 85,000pt까지 약 +10% 상승 여력이 있다. 향후 1개월 증시는 

약보합세를 예상한다. 1) 빠른 실적 하향, 2) 외국인 매도, 3) 교역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4) 

정치 불확실성이 증시 반등을 제한할 것이다. 업종별 이익 증감률 분석 결과 IT를 제외한 전 

업종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와 소재 업종은 3개월간 12MF EPS가 각각    

-8.6%, -5.9% 하향 조정되는 등 교역과 원자재 시장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 증시 단기 비중 중립 의견 유지. 

향후 지수는 추가 급등보다는 긴 

호흡에서의 점진적인 상승 예상. 원유 

재고의 느린 해소로 유가 반등이 길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러시아 MOEX 지수는 단기 비중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향후 지수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긴 

호흡에서의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원유의 초과공급 상황이 2021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IA 전망). 원유 재고의 느린 해소는 유가의 반등이 

빠르기보다 길고 점진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의 높은 재정여력이 저유가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림 20. 주요 신흥국 증시 EPS 및 연초 이후 성과  그림 21. 주요 신흥국 증시 매력도 분석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2020.5.18 기준  자료: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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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일시 제한 후 이어질 전망 

  채권 Strategist 김상훈 02-6114-2090 hoon.kim9@kbfg.com 

해외채권 Analyst 임재균, CFA 02-6114-2952 jk.lim@kbfg.com 

선진국 국채, 마이너스 금리 기대와 

재정부담이 상하단 제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6%대에서 주 거래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미중 

분쟁 재발 우려, 트럼프의 마이너스 금리 언급 등이 금리, 특히 단기물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연준 내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는 금리 상방 요인이다. 물론 이 경우 연준의 

YCC에 대한 기대도 유효해 당분간 미 금리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향후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가 확대된다면 만기 5~7년 

중기물의 상대적 수혜를 예상한다. 발행 금액 대비 연준의 보유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신흥국 국채, 러시아 > 브라질 > 멕시코 

전망 유지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지속되어 부진한 내수로 정책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2020년 말 브라질 10년물 금리는 7.2%, 5.2달러/헤알을 전망한다. 3.0%로 사상 최저치인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금리의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유가 하락, 정치 불확실성으로 

5.9달러/헤알까지 상승한 환율은 악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헤알화의 가치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가 반등은 원자재 신흥국에 우호적이다. 러시아 루블화는 추가 5% (5월 25일 현재 

71달러/루블) 절상을 전망한다. 재정이 건전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과 선진국의 경제 

재개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는 루블화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멕시코 페소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위험으로 추가 약세를 예상한다.  

한국 국채, 금리인하 기대 속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 전망 유지 

 한국 단기물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로 트레이딩, 장기물은 분할 차익실현 후 국채발행 증가 시 

저가매수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 연간 성장률은 0.4%로 플러스 성장 전망을 유지하나,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물가도 0% 전후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0.5%로 인하 시 실효하한 도달 인식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5% 

이하 하락은 제한이 예상된다. 6월 3차 추경 발표 이전인 5월 금통위보다는 인하 기대감 유지 

후 7월 금통위 인하가 수급 부담 감소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통화완화-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 수익률 곡선을 정상화시켰다. 

국채발행 부담이 커질수록 한은의 매입 등의 기대도 커지고 실제 단행되면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일시 제한되겠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어질 것이다. 

 

그림 22. 지난해 대비 한, 미 장단기 금리차 확대  그림 23. 헤알화 약세는 다소 진정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연평균 금리. 한국은 3년물, 미국은 2년물  자료: Bloomberg,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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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정책 효과로 안정되고 있으나, 양극화는 유의 

  해외 크레딧 Analyst 손은정 02-6114-2964 eunjungson@kbfg.com 

크레딧 Analyst 전혜현 02-6114-2094 haehyun.jeon@kbfg.com 

IG, 장기 투자자 비중 확대 유지  투자등급 (IG) 회사채는 금리 메리트와 최근 달러-원 환헤지 여건 개선을 감안해 장기 (1년) 

적인 관점에서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초우량물 (AA급 이상) 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투자수익률 관점에서는 높은 금리와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있는 

A~BBB급으로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3월 중순 이후, 현금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신규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스프레드 하단을 제한했으나, 연준의 회사채 ETF 매입이 시작 (5/12) 

되었고, 신규 발행도 점차 감소하면서 수급 부담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1)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스프레드 축소 요인인 동시에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2) 2분기 기업 

실적 부진 우려와 최근 조달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 확대로 기업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해 단기 (3개월) 투자 선호도는 중립을 유지한다.  

HY, 빠른 회복력 기대 어려워. 보수적인 

접근 필요 

 하이일드 (HY)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경제 활동 재개 기대와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지만, 1) 유가가 여전히 에너지기업 손익분기점 

(26~37달러)을 하회하면서 에너지업체 파산보호 신청은 지속되고 있으며, 2) 코로나19로 

경기소비재 기업 부도가 증가하면서 부도율 전망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무디스가 발표한 

2021년 3월 예상 부도율은 14.37%로 금융위기 직후 최고치인 14.7%에 근접했다. 과거 

하이일드는 가격 폭락 이후 높은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지금은 기업 부채 부담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데다 코로나19로 수익성이 훼손되면서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일드 시장의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유가와 기업 수익 회복 가능성 확인 후 신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 크레딧, 투자선호도 상향  한국 크레딧채권에 대한 투자선호도를 장기 (1년)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3→4)하고 

단기 (3개월)는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2→3)한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회사채 AA- 3년 

기준 77.4bp, 여전채 AA- 3년 기준 91.6bp로, 크레딧 이벤트 부재에도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 실적 부진 및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레딧 

스프레드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등급은 크레딧 스프레드 추가 확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측면에서 투자매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과 

비우량물 지원 발표가 기업 유동성 우려 및 수급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비우호적 

대외환경 고려 시 비우량물과의 차별화 해소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림 24. 미국 투자등급 등급별 금리 추이  그림 25. 한국 국채 금리 및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KB증권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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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저점을 확인한 원유 시장, 금 가격은 강보합 예상 

  원자재/소재 Analyst 백영찬 02-6114-2968 yc.baek@kbfg.com 

철강/비철금속 Analyst 홍성우 02-6114-2937 swhong@kbfg.com 

2분기 국제유가는 저점을 확인 

 

 2분기 국제유가가 2020년 기준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가 저점을 

확인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 6월 기준 사우디 OSP (Official Selling Price: 공식원유판매 

가격) 상승, 2) VLCC (원유수송비용) 운임 하락, 3)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의 감소 때문이다. 

6월 사우디 OSP 전월대비 상승, 5월 

VLCC 운임은 하락 

 

 6월 사우디 OSP는 전월대비 2.4달러 상승한 -5.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 OSP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원유 수요 개선을 반영하여 OSP를 인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월 VLCC 운임은 전월대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 또한 국제 원유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5월 13일 기준 VLCC 운임은 5.5만 달러로서 전월 (22.3만 

달러) 대비 급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 예상과 달리 

2주 연속 감소 

 WTI 가격이 4월 약세에서 5월 상승 반전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 

이슈이다. 미국 원유재고 증가가 당초 예상보다 작았으며, 4월 말 이후 2주 연속 원유재고가 

감소하였다. 당초 5월 원유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요증가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를 통해 추가적인 WTI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원유 시추기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0년 4월 미국의 Oil Rig는 

566개로서 전년동월대비 44.1% 감소하였다. 통상적으로 Oil Rig 감소부터 5~8개월 이후 

원유생산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미국 원유생산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하반기 원유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원유 수요는 

조금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WTI 가격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금 가격 강보합 지속될 전망  LME금 가격의 경우 강보합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말 1,775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주요 

드라이버는 경기회복을 위한 전세계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과 불확실성 잔존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다. 현재 미국의 유동성 공급량과 ETF 금 보유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역유입) 및 

미중 무역분쟁의 재점화에 대한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그림 26. 2020년 4월 미국 원유 시추기 566개 (-44.1% YoY)  그림 27.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KB증권  자료: EIA,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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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물류, 데이터센터 리츠 수익률은 플러스 

  해외부동산 Analyst 김미숙 02-6114-2971 kms0301@kbfg.com 

해외부동산 Analyst 김다현 02-6114-2988 dahyun.kim@kbfg.com 

미국 리츠 시장에서는 숙박업의 타격이 

가장 큼. 미국 호텔 리츠의 1년 수익률은 

-49%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5~6월의 실업률이 2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실물 시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쳐 2020년 1분기 오피스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약 21% 감소하였다. 미국의 자산 유형별 

1년간 리츠 수익률은 2020년 5월 21일 기준, 데이터센터 (25.2%), 산업/물류 (10.3%)만 

플러스였고, 주거 (-12.2%), 오피스 (-25.8%), 헬스케어 (-27.1%), 복합 (-34.4%), 리테일 

(-46%), 숙박/리조트 (-49%) 등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숙박업의 타격이 가장 큰 

상황이며, 메리어트, 하얏트호텔 등 브랜드 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호텔 리츠 

Apple Hospitality REIT (APLE)는 코로나19로 배당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J-REITs의 시가총액은 약 144조원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코로나19 여파 및 

올림픽 연기로 호텔 리츠의 1년간 수익률 

-44.1% 

 

  

 일본 내각부는 코로나19, 도쿄 올림픽의 연기 및 개인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을 -3.4%로 발표했다.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21.2%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일본의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및 리츠 시장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가총액 약 144조원 규모인 J-REITs의 자산 유형별 1년간 수익률은 물류 (26.2%), 주거 

(11.6%), 헬스케어 (8.7%) 순이었으며, 호텔 (-44.1%), 리테일 (-38.6%), 복합 

(-13.5%), 오피스 (-13.2%) 등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5월 19일 기준). 그간 숙박업 

시설 투자를 늘려왔으나, 3월의 호텔 평균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54.2%p 하락해 30.5%에 

그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호텔 리츠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물류 및 데이터센터 리츠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및 일본 리츠 시장 

 

 이커머스의 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Untact) 서비스 수요 확대로 미국과 일본 모두 

물류 및 데이터센터 리츠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CBRE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1분기 

물류센터 공실률은 4.5%로 기록적으로 낮았다. 미국 오피스의 임대료 수급률이 90%를 

상회하고, 리츠에 포함된 자산의 임차인 재무 안정성은 높은 편이지만,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최악의 수준임을 고려 시, 단기간에 오피스 수익률이 회복되기는 힘들 수 있다.  

도쿄 오피스는 공실률 0.3%, 제한적인 

신규공급, 올림픽 개최 예정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오피스 리츠 수익률은 

회복 전망 

 도쿄권의 물류 시장은 2017년 이후, 수요가 공급을 꾸준히 상회하면서 2019년 말 기준 

공실률은 2%대였다. 도쿄 주요5구 (지요다, 미나토, 주오, 신주쿠, 시부야 구)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0년 1분기 기준 0.3%로, 사실상 공실이 없는 상태이다. 2022년까지 예정된 

오피스 신규공급이 제한적이며 올림픽에 따른 추가 수요가 예상되어, 프라임 자산을 보유한 

오피스 리츠의 수익률 회복이 전망된다. 

 

그림 28. 미국 리츠 자산 유형별 총 수익률 (Total Return)  그림 29. 일본 리츠 자산 유형별 총 수익률 (Total Return)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2020.5.21 기준  자료: Bloomberg, KB증권 / 주: 2020.5.19 기준, 시가총액 가중평균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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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LB: 상관관계가 높은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ELS 권고 

  
ETF / Delta 1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b.kong@kbfg.com   

ELS/ELB 투자 수요 및 발행 규모 위축 

상황 지속 

 ELS/ELB 시장의 발행규모가 위축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4월 ELS/ELB 시장의 

발행규모는 4조 816억원으로 3월 대비 11.8% 감소했다. ELS/ELB 발행 규모는 연초 이후 

2월 7.5조원, 3월 4.6조원, 4월 4.1조원으로 3개월 연속 발행 시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LS/ELB 발행시장의 축소 원인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1) 금융위는 파생상품 투자의 과열 방지를 막기 위해 증권사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증권사 발행 총량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2) 조기상환 물량 축소와 판매 한도 소진 

등으로 3월 주요 시중은행들은 ELT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3)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시장 지수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단기 증시 조정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등 조기상환의 불확실성 확대, 4) 원유 선물 ETN 등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관련 

상품들의 리스크 이슈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상품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현재 ELS/ELB 발행에 매력적인 시장 여건 (고점 대비 낮은 지수 레벨,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ELS/ELB 발행 시장의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상품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5대 지수들이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어 지수 

레벨에 따라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ELS/ELB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ELS 발행 추세 1) 고 쿠폰, 2) 저 낙인  한편, ELS의 낙인 (Knock-In)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각 증권사들은 투자 수요 회복을 위해 

10% 수준의 고 쿠폰을 제시하는 등 고수익 ELS가 등장하고 있다. 위험은 높으나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 쿠폰의 ELS를 발행하거나 혹은 위험을 감소시키 위해 낙인 레벨이 낮은 ELS를 

발행되는 것이 최근 추세라 할 수 있다.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수 조합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낙인 조건을 

터치하면 손실 조건이 활성화되는 ELS 상품의 특성 또한 고려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ELS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ELS의 투자를 권고하며, 해당 

기초지수들의 조합으로 KOSPI200+HSCEI, KOSPI200+SX5E 지수 등의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0. 최근 1년 ELS/ELB 발행규모  그림 31. 최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주요 지수들의 조합 

   

 

 

 

자료: KSD, Dart전자공시, KB증권  자료: Bloomberg,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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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 Flows: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주식 자금 유출 완화 
 

 

  
신흥국 투자전략 Analyst 서영재 02-6114-2098 yj.seo@kbfg.com 

신흥국 투자전략 Analyst 이창민 02-6114-0939 brad.lee@kbfg.com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주식 자금 유출 

완화. 중앙은행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채권 

자금 유입 지속 

 

 

 

 

 

주식: 선진국의 자금 유출 강도가 신흥국 

대비 더 크게 개선. 선진국과 달리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등의 확진자가 뒤늦게 

증가한 영향 

 

 

채권: 선진국 자금유입 지속, 신흥국은 

3개월 만에 유입 전환. 선진국 중앙은행의 

필요 시 추가 지원책 시사에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결과 

 주식 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유출 강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미국 등이 부분 또는 전면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시작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채권 자금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비롯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유입이 지속되었다. 연준과 ECB가 투자등급을 비롯하여 일부 타락천사 회사채까지 

매입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불안감도 낮아졌다. 불확실성 완화 국면이나 증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옴에 따라 주식 자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채권 자금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에서는 선진국의 자금 유출 강도가 신흥국 대비 더 크게 개선되었다. 유럽, 미국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뒤늦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한다. 선진국 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중 일본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이 부각되었다. 이는 5월 초를 기점으로 일본의 코로나19 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채권에서는 선진국 자금은 유입 지속, 신흥국 자금은 3개월 만에 유입 전환했다. 선진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북미 및 유럽 지역 유입 강도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 FED, ECB, BOJ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결과로 

보여진다. 신흥국 내에서는 GEM 지역에서의 자금 유출 강도 완화가 부각되었다.  

 

표 1. 주식, 채권 Fund Flow 

 
자료: Lipper, REFINITIV, KB증권 
 

 

단위: % 3/13 3/27 4/10 4/24 5/8 5/22 최근 12주 (2주 기준) 구분 1M 3M 6M

주식 (전체) -0.15 -0.52 -0.48 -0.51 -0.27 -0.17 주식 (전체) -0.20 -0.31 -0.15

선진국 (전체) -0.04 -0.39 -0.42 -0.43 -0.22 -0.09 선진국 (전체) -0.08 -0.18 -0.31

신흥국 (전체) -1.06 -1.29 -0.55 -0.86 -0.61 -0.71 신흥국 (전체) -0.34 -0.60 -0.48

글로벌 (선진+신흥) -0.04 -0.60 -0.48 -0.42 -0.05 -0.16 글로벌 (선진+신흥) -0.05 -0.19 -0.11

북미 0.03 -0.41 -0.75 -0.66 -0.34 -0.07 북미 -0.11 -0.25 -0.48

유럽 -0.44 -0.01 0.25 -0.29 -0.36 -0.44 유럽 -0.21 -0.16 -0.56

아시아 태평양 0.09 0.12 0.79 0.89 0.35 0.36 아시아 태평양 0.17 0.31 0.32

아시아 (일본 제외) -1.31 -1.24 1.07 0.22 -0.71 -0.70 아시아 (일본 제외) -0.39 -0.39 -0.16

GEM -0.99 -1.34 -1.09 -1.22 -0.54 -0.62 GEM -0.30 -0.67 -0.54

EMEA -1.17 -0.26 0.61 0.32 0.19 -0.69 EMEA -0.14 -0.15 -0.60

라틴 아메리카 -0.58 -1.97 -0.08 0.19 -3.24 -3.71 라틴 아메리카 -1.76 -0.96 -1.25

구분 3/13 3/27 4/10 4/24 5/8 5/22 최근 12주 추이 구분 1M 3M 6M

채권 (전체) -0.83 -3.79 -0.83 0.22 0.59 0.51 채권 (전체) 0.55 -0.65 -0.20

선진국 (전체) -0.70 -3.97 -0.88 0.32 0.77 0.63 선진국 (전체) 0.63 -0.55 -0.08

신흥국 (전체) -2.18 -5.37 -1.13 -0.39 -0.31 0.08 신흥국 (전체) -0.11 -1.42 -1.17

글로벌 (선진+신흥) -2.49 -3.16 -0.65 -0.41 0.13 0.17 글로벌 (선진+신흥) 0.15 -0.71 -0.97

북미 -0.28 -3.82 -1.02 0.24 0.80 0.56 북미 0.68 -0.64 0.02

유럽 -1.58 -2.49 -0.08 0.55 0.44 0.64 유럽 0.55 -0.18 -0.30

아시아 태평양 -0.50 -5.65 -0.32 0.75 -0.06 0.52 아시아 태평양 0.28 -0.96 -0.40

아시아 (일본 제외) 1.23 -8.78 -4.44 0.25 -0.51 -0.04 아시아 (일본 제외) -0.22 -2.46 -2.13

GEM -3.91 -6.13 -1.16 -0.60 -0.49 -0.12 GEM -0.31 -1.71 -1.57

EMEA 0.45 -3.19 -0.56 -0.23 0.13 0.46 EMEA 0.29 -0.67 -0.24

라틴 아메리카 -1.30 -4.36 -0.21 -0.20 -1.93 0.70 라틴 아메리카 -0.53 -1.1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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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Ⅰ: KB Core & View MP 및 벤치마크 설명  

  
ETF / Delta1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b.kong@kbfg.com 

ETF Solution Analyst 최지후 02-6114-2999 jihwoo@kbfg.com 

KB Core & View MP 는 Core 70% / 

Satellite 30%의 핵심위성 전략 활용  

 

 

 

 

 

 

 

 

 

KB Core & View MP 의 벤치마크 정의:  

MSCI ACWI 60%+ 글로벌 채권 종합 

지수 40% 

 KB Core & View MP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Core/ Satellite 전략을 활용한다. 장기 시계열 

(3년 이상)의 Core 포트폴리오 (SAA)는 자산군 및 지역별 비중을 벤치마크와 유사하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수익률 도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KB증권의 하우스 뷰를 반영하여 초과 

수익의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Satellite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Core 및 Satellite 투자를 

70:30 비중으로 결합한 KB Core & View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KB증권은 벤치마크와 Tracking Error를 5~7% 수준으로 가정하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Home Bias 자산인 한국 자산의 추가 편입을 고려해 최적화된 Satellite의 투자 비중을 30% 

로 제시한다. 다만, 시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re 및 Satellite의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림 32].  

 

KB Core & View 포트폴리오의 자산 그룹별 벤치마크는 주식 그룹은 MSCI ACWI 지수, 채권 

그룹의 경우 글로벌 채권 종합 지수인 Bloomberg Barclays 채권 종합 지수를 활용한다. KB 

Core & View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멀티에셋형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는 MSCI ACWI 60%와 Bloomberg Barclays 채권 종합 지수를 

40%씩 각각 혼합하여 활용한다. 이는 지난 15년간 위험 조정 수익률 (Sharpe Ratio)로 

최적화된 원화 (KRW) 기준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주식 자산군 60% / 글로벌 채권 

자산군 40%의 조합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3]. 

 

그림 32. Core 70% / Satellite 30%의 핵심위성 포트폴리오 전략 도식  

 
자료: KB증권 

 

  그림 33. 주식/채권 비중에 따른 Efficient Frontier 도출 (KRW) 

 

위험 조정 수익률 (Sharpe Ratio)로 최적화된 원화 

(KRW) 기준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 자산군 60% / 

글로벌 채권 자산군 40%로 추정 

 

  

 
  자료: Bloomberg, FactSet, MSCI, KB증권 / 주: 과거 15년 동안의 KRW 및 Total Return 데이터 기준 

 투자대상 : 글로벌 주식, 채권 ETF 등 투자

 낮은 변동성과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도출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포트폴리오

 전략적 자산배분 (SAA) 기반의 자산군 별 비중 배분 실시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MSCI ACWI)의 국가별 비중을 고려한 투자 가능

 시황에 따라 Core 비중을 -15% ~ +15% 수준 내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대응

 House View 기반의 컨빅션 ETF에 투자

 원화 환산시 유리한 글로벌 자산 추가 편입

 국내 자산군 초과 편입 (Home Bias)

 장기 성장성이 예상되는 Thematic ETF

 미국 스마트 베타 ETF, 섹터 ETF 등

Core 포트폴리오 :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도출 Satellite 전략 : 초과 성과 기회70 %
30 %

3.0%

4.0%

5.0%

6.0%

7.0%

8.0%

9.0%

5.0% 6.0% 7.0% 8.0% 9.0% 10.0% 11.0% 12.0%

(연 환산 수익률, %)

(연 환산 위험, %)

최적 샤프 비율 주식 60: 채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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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Ⅱ: KB Target Return / Target Risk EMP 솔루션 

  
ETF / Delta1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b.kong@kbfg.com 

ETF Solution Analyst 최지후 02-6114-2999 jihwoo@kbfg.com 

Target Return / Target Risk 모델을 

적용한 자산배분 EMP 솔루션 제시 

 

 

 

 

 

 

 

 

대표 EMP 솔루션으로 ‘KB 8% Target 

Return 성장형 ETF 포트폴리오’ 제시  

 

 

 

 

 

 

 

 

Target Return / Target Risk 모델 

소개, 그리고 샤프비율의 최적화의 맹점! 

 

 

 

 

 

 

 

 

 

 

 

 

 

포트폴리오 Key 요인: 1) Satellite 선별, 

2) 주식 자산 중심, 3) 채권 자산의 대체 

자산 찾기 

 KB증권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목적 (목표 수익률 혹은 목표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Core satellite 포트폴리오 기반에 ‘Target Return 

(목표 수익률) 모델을 적용한 포트폴리오 5개’와 ‘Target Risk 모델을 적용한 포트폴리오 5개’ 

등 총 10개의 자산배분 EMP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번 EMP 솔루션 보고서에서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도를 각각 5단계 (5%~ 9%)로 세분화한 Target Return 및 Target Risk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별 각 자산의 최적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Target Return과 Target Risk 모델을 적용한 총 10개의 포트폴리오 중 Target 

Return 8% (연 목표 수익률)의 “KB 8% Target Return 성장형 ETF 포트폴리오”를 대표 

EMP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향후 낮아진 채권 자산군의 기대수익률에 따라 주식 자산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성장형 ETF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대체 자산군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며 과거 15년간 연 평균 수익률 8%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도는 7.3%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동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채권 (미국 및 선진국 

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한 경우보다 위험 부담 수준이 낮다. 지속적인 채권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에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로서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의할 점은 샤프비율 최대화에만 치우쳐 투자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것이다. 샤프비율 (위험 대비 초과수익률) 최대화만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면, Risk 및 Return 프로파일이 아주 우수한 1~2개 자산 (현금성 및 채권)에만 비중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대수익률 수준과 관계없이 변동성을 동일한 위험으로 간주 (Ex: 

기대 수익률 7.9% & 위험 4%보다 기대수익률 2% & 위험 1%의 자산에 배분 선호)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목표수익률이 높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투자자의 투자 목표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목표수익률 혹은 목표 위험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arget Return/Risk 모델은 각 목표수익률 혹은 위험 수준 내 최적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맞춤형 투자 솔루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Target Return 수준을 미리 고정하고 해당 수익률 범위 내에서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 자산군의 비중 조합을 찾는’Target Return 최적화 방법’이 대표적이다.  

 

KB증권은 Core satellite 포트폴리오에 Target Return과 Target Risk 모델 적용 시 1) 

유효한 Satellite 투자 자산의 선별, 2) 채권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 감소에 따른 주식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3) 전통적인 채권 자산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자산 

찾기 등 3가지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및 리턴 프로파일을 향상시키는 Key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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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표 EMP 솔루션: ‘KB 8% Target Return 성장형 ETF 포트폴리오’ 제시 (Core Satellite 전략 기반) 

 
자료: Bloomberg, FactSet, CRSP, KB증권 추천 주: 과거 15년 동안의 KRW 및 Total Return 데이터 기준 

 

그림 35. KB 8% Target Return 성장형 ETF 포트폴리오 비교  그림 36. 투자 목적 (Return or Risk Level)에 부합하는 솔루션 제공 

   

 

 

 

자료: Bloomberg, Factset, KB증권 주: Total Return 및 USD 기준 누적 수익률  자료: Bloomberg, Factset, KB증권 주: Total Return 및 KRW 기준 누적 수익률  

 

 

 

 

 

 

  

    세부자산군 ETF 제안비중

주식 자산군 59.0  

미국 대형주 (VOO) 28.0  

미국 모멘텀 (MTUM) 7.0  

미 로우볼 (USMV) 6.0  

미국 소형주 (IJR) 4.0  

선진국 주식 (IEFA) 4.0  

스위스 주식 (EWL) 4.0  

신흥국 주식 (VWO) 6.0  

채권 자산군 34.0  

미국 채권 (BND) 6.0  

미국 하이일드 (USHY) 10.0  

글로벌 채권 (BNDW) 8.0  

한국 채권 (148070 KS) 10.0  

대체투자 자산군 7.0  

금 (IAU) 7.0  

Sharpe Ratio 0.87  

MDD (8.0)

목표 수익률의 연간 변동성 (최적화) 7.3  

KB증권 8% TARGET RETURN 성장형 포트폴리오

미국 대형주

28.0  

미국 모멘텀, 

7.0  

미 로우볼, 6.0  

미국 소형주, 4.0  
선진국 주식, 4.0  스위스 주식, 4.0  

신흥국 주식, 6.0  

미국 채권, 6.0  

미국 하이일드

10.0  

글로벌 채권, 

8.0  

한국 채권

10.0  

금

7.0  

주식 채권 대체

주식

62%

채권

31%

대체

7%

KB 8% 타겟 리턴 EMP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60:40 포트폴리오

4.0

5.0

6.0

7.0

8.0

9.0

10.0

6.0 7.0 8.0 9.0 10.0 11.0 12.0

(연 환산 수익률, %)

(연 환산 표준편차, %)

채권형 자산성장형 + 채권형 자산성장형 자산공격적+성장형 자산

보수적 포트폴리오
( Conservative)

20% 주식
80% 채권

안정형 포트폴리오

( Moderate)
40% 주식
60% 채권

균형 포트폴리오
( Balanced)

50% 주식
50% 채권

성장형 포트폴리오

( G rowth)
60% 주식
40% 채권

공격형 포트폴리오
( Aggressive)

80% 주식
20% 채권

기
대

수
익

률

위험 수준



The KB's Core View 2020년 5월 26일 

 

26  
 

 

  그림 37. 채권 기대수익률 하락을 반영한 평탄화 된 Efficient Frontier 

 

채권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Efficient Frontier 는 

평탄화 진행  

  

 

  자료: KB증권 

 

  그림 38. 지난 15년간 각 목표 수익률별 Core/Satellite 포트폴리오 성과  

 

5% 목표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미국 국채 3개월)에 

리스크 프리미엄 300bp를 더한 수익률과 비슷한 레벨로 

향후 5% 목표 수익률은 얻기 위해 주식이나 대체 자산이 

40% 이상 배분되어 할 것으로 전망 

  

 

  자료: KB증권 

 

  그림 39. 각종 자산들의 변동성 및 미국주식과의 상관관계 (USD 기준)  

 

 

KB증권은 채권 자산을 대체 가능한 대안 자산으로 

커버드 콜을 비롯한 인컴형 ETF, 시장 중립의 헤지펀드형 

ETF 제시 

  

 

  자료: Bloomberg, CRSP,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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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 %)

(연 환산 변동성, %)

x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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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평탄화

(Flatten)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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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글로벌 경제지표 전망 

 
자료: KB증권 전망 

주: 2020년 5월 20일 기준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GDP % YoY 2.7 2.5 -2.2 -7.3 -3.0 -1.0 1.2 7.2 3.8 3.4 2.7 -3.3 3.6 2.8 2.7

CPI % YoY 1.7 2.1 2.5 0.4 0.0 0.4 1.1 1.9 2.0 2.0 1.9 0.8 1.8 2.0 2.1

GDP % YoY 1.7 1.5 -1.4 -9.5 -5.8 -4.4 -2.3 7.3 4.0 3.3 1.7 -5.3 2.7 1.6 1.5

CPI % YoY 1.1 1.1 1.3 -1.1 -1.3 -0.8 0.3 1.2 1.4 1.4 1.2 -0.5 1.1 1.6 1.6

GDP % YoY 4.5 4.5 -3.6 -3.4 2.1 5.2 7.4 7.0 3.6 3.5 4.6 0.3 5.1 4.8 4.7

CPI % YoY 2.9 4.0 4.6 3.0 2.4 2.5 2.3 3.1 3.1 3.2 3.1 3.1 2.9 2.8 2.8

% QoQ 연율 2.1 2.1 -4.8 -30.0 19.9 9.7 3.5 1.0 1.6 3.5

% YoY 2.1 2.3 0.3 -8.7 -5.0 -3.2 -1.2 8.3 3.9 2.4 2.3 -4.1 3.4 2.0 1.9

CPI (PCE) % YoY 1.4 1.4 1.6 -1.4 -1.5 -0.8 0.6 1.5 1.4 1.5 1.4 -0.6 1.2 1.8 2.0

정책금리(하단) 기말 % 1.75 1.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0 0.00 0.00 0.00 0.00

% QoQ 0.3 0.1 -3.8 -7.9 4.8 1.1 -1.7 2.5 2.6 1.1

% YoY 1.3 1.0 -3.3 -11.1 -7.1 -6.2 -4.1 6.9 4.5 4.6 1.2 -6.9 3.0 1.4 1.3

CPI (HICP) % YoY 1.0 1.0 1.1 -0.9 -1.2 -0.6 -0.9 -1.2 -0.6 0.1 1.2 -0.4 0.9 1.6 1.5

정책금리

(Refi)
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책금리

(Deposit)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 QoQ 연율 0.0 -7.3 -3.4 -17.8 9.6 -0.4 6.2 1.7 1.4 3.5

% YoY 1.7 -0.7 -2.0 -7.3 -5.2 -3.5 -1.2 4.2 2.2 3.2 0.7 -4.5 2.1 0.6 0.5

CPI %, YoY 0.3 0.5 0.5 -0.8 -0.9 -1.1 -0.2 1.1 1.0 1.6 0.5 -0.6 0.9 0.8 0.7

정책금리 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GDP % QoQ 0.4 1.2 -1.4 -0.5 1.0 1.2 -0.2 0.9 0.8 0.9

% YoY 2.0 2.3 1.3 -0.3 0.4 0.4 1.6 3.1 2.9 2.6 2.0 0.4 2.5 2.3 2.4

민간소비 % YoY 1.7 1.4 -4.7 -1.8 -0.1 -0.5 6.6 3.4 2.0 1.8 1.8 -1.8 3.4 2.4 2.3

CPI % YoY 0.0 0.3 1.2 0.0 -0.3 -0.3 -0.4 0.7 1.3 1.3 0.4 0.1 0.7 1.6 1.7

실업률

 (계절조정)
% 3.4 3.6 4.1 4.5 4.1 4.1 4.5 4.6 3.8 3.7 3.7 4.2 4.1 3.8 3.7

정책금리 % 1.50 1.25 0.75 0.75 0.50 0.50 0.50 0.50 0.50 0.50 1.25 0.50 0.50 0.75 0.75

GDP % YoY 6.0 6.0 -6.8 -1.5 4.5 8.7 11.0 8.6 3.7 3.6 6.1 1.7 6.3 5.5 5.4

CPI % YoY 2.9 4.3 5.0 2.9 2.4 2.5 2.1 3.1 3.0 3.0 2.9 3.2 2.8 2.4 2.3

GDP % YoY 1.2 1.7 0.1 -8.5 -3.8 -1.2 1.9 4.1 2.5 3.1 1.1 -3.4 2.9 2.1 2.0

CPI % YoY 3.2 3.4 3.8 2.8 2.9 2.8 3.1 3.4 3.7 3.6 3.7 3.1 3.5 3.6 3.4

GDP % YoY 1.7 1.6 1.6 -7.9 -4.5 -1.9 -0.8 4.0 3.1 2.1 1.2 -3.2 2.1 2.4 2.5

CPI % YoY 4.3 3.4 2.4 3.6 3.5 3.9 4.0 3.2 2.9 3.1 4.5 3.4 3.3 3.8 4.0

GDP % YoY 5.1 4.7 2.3 -5.0 2.9 3.5 4.0 6.3 4.8 5.2 5.3 0.9 5.0 6.4 6.5

CPI % YoY 3.5 5.8 6.7 5.2 2.3 2.4 3.0 3.9 4.0 4.5 3.7 4.1 3.9 4.0 4.0

GDP % YoY -0.3 -0.5 -1.6 -10.7 -6.8 -5.1 0.1 4.0 2.1 2.0 -0.1 -6.1 2.0 1.8 2.0

CPI % YoY 3.3 2.9 3.4 2.5 3.0 3.3 3.3 3.3 3.2 3.1 3.6 3.0 3.2 3.5 3.6

기말 1,196 1,156 1,217 1,215 1,205 1,185 1,180 1,175 1,155 1,150 1,156 1,185 1,150 1,160 1,150

평균 1,194 1,175 1,194 1,225 1,210 1,195 1,185 1,180 1,165 1,160 1,166 1,206 1,173 1,155 1,150

달러/엔 평균 107.3 108.0 109.0 107.0 106.0 106.5 105.5 105.0 106.0 107.0 109.0 107.1 105.9 103.0 102.0

달러/위안 평균 7.02 7.05 7.00 7.07 7.05 7.00 6.95 6.90 6.80 6.75 6.91 7.03 6.85 6.75 6.60

유로/달러 평균 1.11 1.11 1.10 1.09 1.10 1.11 1.12 1.13 1.15 1.16 1.12 1.10 1.14 1.18 1.20

WTI 달러/배럴 평균 56.4 57.0 46.3 23.3 25.5 32.1 38.1 43.2 43.7 44.6 57.1 31.8 42.4 51.7 50.6

멕시코

환율

달러/원

2023E

세계

선진국

신흥시장국

2020E
2019 2020E 2021E 2022E

2019 2021E

미국

GDP

유로존

GDP

일본

인디아

GDP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국가/지역 지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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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가지수 지표 

 
자료: REFINITIV 

주: 2020년 5월 25일 기준 

 

 

 

 

배당수익률

1개월 3개월 YTD 12MF FY1 FY2 12MF FY1 FY2 1개월 3개월 6개월 12MF

전세계 2.8 -8.9 -12.5 17.4 19.3 15.2 -0.6 -17.4 26.5 -9.5 -21.2 -22.2 2.7

선진시장 2.9 -8.3 -11.7 18.3 20.4 16.1 -2.2 -20.0 27.1 -10.3 -22.4 -23.5 2.6

북미 3.1 -5.9 -8.5 20.1 22.6 17.6 -2.7 -21.7 28.6 -7.4 -22.4 -23.2 2.2

미국 3.1 -5.3 -7.9 20.3 22.8 17.8 -2.4 -21.0 28.1 -7.2 -22.1 -22.9 2.1

캐나다 2.9 -12.3 -12.0 16.3 19.1 13.9 -7.2 -32.6 37.1 -11.2 -27.0 -28.6 4.1

선진유럽 2.9 -14.8 -20.1 15.9 17.9 13.8 -5.9 -25.7 30.0 -19.6 -25.6 -27.4 3.7

영국 2.3 -15.2 -21.2 14.3 16.0 12.3 -11.5 -32.4 30.0 -8.9 -29.2 -32.0 4.8

스위스 0.5 -6.1 -7.2 18.6 19.8 17.1 1.3 -7.8 15.9 -3.6 -12.2 -12.8 3.1

독일 6.1 -11.3 -14.8 14.9 17.7 12.3 2.2 -23.4 43.8 -10.2 -25.6 -28.0 3.4

프랑스 1.2 -19.8 -23.0 15.7 18.2 13.3 -6.9 -29.7 37.0 -10.8 -30.1 -31.5 3.6

이탈리아 1.6 -25.0 -26.9 12.7 14.3 10.9 -15.0 -36.3 31.6 -79.9 -32.8 -33.9 5.4

스페인 2.2 -26.1 -28.0 12.7 14.0 11.2 -11.8 -30.0 24.9 -15.0 -33.8 -35.0 4.9

포르투갈 8.5 -11.6 -5.1 18.1 19.8 16.2 15.0 9.8 21.8 -5.0 -19.4 -21.8 5.1

노르웨이 3.3 -12.5 -16.1 16.3 19.9 13.1 -10.7 -38.3 51.9 -14.7 -36.9 -39.4 5.1

스웨덴 3.0 -11.0 -11.1 17.5 19.9 15.1 -9.1 -30.1 32.1 -5.8 -20.8 -21.5 3.4

핀란드 8.6 -7.3 -7.4 17.4 18.9 15.6 -3.1 -17.5 21.3 -6.0 -15.3 -17.6 4.0

덴마크 6.3 3.9 7.3 26.7 30.8 22.5 2.3 -18.1 36.9 -7.7 -17.7 -20.6 1.9

오스트리아 1.6 -28.9 -35.6 11.2 13.1 8.9 -10.3 -36.0 47.5 -17.8 -40.2 -42.4 4.6

벨기에 -4.2 -26.3 -31.2 15.9 17.3 14.3 -13.9 -31.0 20.8 -8.7 -26.8 -27.6 3.4

네덜란드 5.4 -6.4 -8.3 18.5 19.9 16.7 1.3 -10.1 19.5 -4.5 -15.8 -17.1 2.5

아일랜드 5.6 -13.5 -15.9 17.6 19.9 15.2 -6.1 -26.0 31.6 -6.4 -21.6 -21.8 2.1

이스라엘 7.4 -4.1 -1.6 11.0 11.9 10.0 4.2 -5.7 18.8 -7.9 -11.9 -12.7 1.3

태평양 2.1 -10.6 -15.4 14.7 15.3 13.1 6.4 -0.9 17.4 -6.2 -16.8 -17.9 3.1

일본 3.3 -8.3 -12.7 14.2 14.7 12.4 10.4 8.2 18.4 -5.9 -15.6 -16.5 2.8

홍콩 -7.7 -16.6 -20.0 14.7 16.2 13.2 1.9 -13.3 23.3 -4.3 -13.7 -15.8 3.6

싱가폴 -0.5 -20.0 -22.2 13.2 13.9 12.0 -7.2 -18.4 16.2 -10.6 -23.1 -24.9 5.1

호주 4.1 -20.4 -18.1 17.1 16.4 17.0 -4.8 -16.6 -3.4 -7.9 -22.8 -24.1 4.0

뉴질랜드 2.7 -3.1 2.5 32.8 33.9 33.1 2.5 -1.4 2.6 -2.0 -12.0 -12.3 2.2

신흥시장 1.8 -13.7 -18.2 12.5 13.7 11.1 8.8 -1.2 23.5 -5.2 -14.3 -15.2 3.1

남미 11.6 -34.6 -40.5 12.2 14.0 10.4 -0.3 -20.4 35.1 -13.5 -23.7 -28.7 4.2

브라질 9.4 -23.5 -25.3 12.4 14.8 10.1 -4.4 -29.9 46.6 -17.3 -28.8 -34.8 4.4

멕시코 2.9 -16.3 -17.0 13.5 14.8 12.0 7.1 -3.7 22.8 -7.7 -16.3 -19.1 3.9

칠레 -4.5 -17.2 -22.6 11.9 12.7 10.8 10.3 4.8 17.5 -4.6 -8.1 -13.9 3.8

페루 0.6 -24.9 -35.7 11.3 12.7 9.8 3.1 -13.1 29.4 -15.4 -22.8 -27.7 4.1

콜롬비아 -5.1 -40.3 -43.1 7.4 8.0 6.7 4.4 -6.2 20.1 -8.3 -12.7 -12.0 5.6

EMEA 6.8 -17.8 -25.8 9.7 10.7 8.7 1.3 -13.6 23.5 -7.9 -21.0 -22.4 5.3

러시아 7.8 -10.1 -13.6 6.8 7.6 6.0 -12.0 -31.0 26.4 -9.1 -28.3 -29.8 8.6

남아공 0.3 -10.4 -13.7 10.7 11.8 9.6 20.8 12.4 22.6 -5.7 -14.1 -14.8 3.6

터키 0.3 -12.4 -14.7 5.9 6.8 4.9 18.2 4.2 37.1 -7.0 -15.7 -17.1 5.6

그리스 0.0 0.0 0.0 11.2 12.5 10.1 3.8 -10.6 22.8 -2.6 -14.2 -13.9 6.9

헝가리 8.4 -24.0 -28.9 8.2 9.1 7.1 -4.4 -22.1 27.4 -2.0 -18.1 -16.9 3.4

폴란드 3.8 -16.4 -24.2 10.8 12.0 9.5 0.2 -15.7 26.7 -11.7 -24.2 -28.6 4.2

체코 0.5 -18.9 -25.0 11.0 11.4 10.6 -4.8 -12.2 7.0 -8.8 -19.8 -20.5 7.5

카타르 4.1 -8.6 -14.8 12.5 13.0 11.7 1.4 -5.3 11.3 -6.2 -9.8 -10.6 4.2

UAE -1.8 -22.1 -24.2 9.7 10.5 8.8 -10.4 -25.8 18.5 -14.1 -26.1 -28.9 5.2

이집트 -0.5 -24.6 -24.9 7.8 8.5 7.1 7.9 -0.6 20.3 -9.1 -10.3 -10.3 3.5

신흥아시아 0.1 -9.9 -13.2 13.2 14.3 11.6 11.5 4.3 22.4 -3.7 -11.6 -11.7 2.7

중국 -1.1 -5.6 -6.9 12.5 13.3 11.3 8.8 2.3 18.2 -1.8 -8.5 -9.4 2.2

한국 2.9 -8.4 -10.2 11.0 12.9 9.1 30.4 20.2 42.3 -6.3 -16.2 -14.8 2.7

인도 -1.1 -20.5 -21.7 17.7 18.5 14.5 10.6 6.8 27.9 -10.9 -19.1 -19.5 2.0

대만 1.5 -7.5 -10.7 15.3 16.2 14.2 9.3 4.8 15.0 -1.6 -9.0 -6.3 4.1

인도네시아 -0.1 -28.2 -32.8 12.2 12.9 11.3 2.3 -5.6 13.9 -5.7 -14.2 -16.6 3.9

말레이시아 5.1 -4.4 -9.9 15.8 16.9 14.7 0.9 -8.4 14.6 -3.9 -14.5 -15.2 3.8

필리핀 1.4 -23.4 -29.2 13.3 14.4 12.0 1.2 -10.7 19.9 -9.9 -17.3 -17.3 2.3

태국 2.9 -9.8 -18.3 17.1 18.7 15.3 -3.6 -19.5 22.3 -8.2 -23.8 -28.7 3.1

EPS 변화율 (%)수익률 (%) PER (배) EPS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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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금리 (%) 5월 25일 20 년 6 월 20 년 말 21 년 말 

미국 기준금리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2년 0.17 0.20 0.30 0.50 

미국 국채10년 0.69 0.70 0.90 1.25 

한국 기준금리 0.75 0.75 0.50 0.50 

한국 국고3년 0.81 0.82 0.90 1.00 

한국 국고10년 1.31 1.32 1.45 1.70 

브라질 국채10년 7.20 7.50 7.20 7.00 

 

크레딧 스프레드 (bp) 5월 25일 20 년 6 월 20 년 말 21 년 말 

미국 투자등급 (IG) 186 190 170 150 

미국 하이일드 (HY) 680 750 650 500 

한국 회사채 AA- 77 73 62 65 

한국 회사채 A+ 95 88 90 100 

 

 

 

 

 

 

 

 

 

 

 

 

 

 

환율 5월 25일 20 년 6 월 20 년 말 21 년 말 

달러화 지수 (DXY) 99.86  100  97  94  

유로/달러 (EUR/USD) 1.0898  1.10  1.13  1.18  

달러/엔 (USD/JPY) 107.71  107  106  106  

달러/원 (USD/KRW)         1,240.0      1,215      1,185      1,150  

달러/헤알 (USD/BRL) 5.4447  5.5  5.2  4.9  

 

주식 5월 25일 20 년 6 월 20 년 말 21 년 말 

미국 S&P 500 2,955.45  3,000  3,200  3,400  

유로존 Eurostoxx 50 2,971.35  2,950  3,100  3,300  

일본 Nikkei 225 20,741.65  21,000  22,000  24,000  

중국 상해종합 2,917.97  3,000  3,220  3,400  

홍콩 HSCEI 9,465.94  10,200  10,900  11,500  

한국 KOSPI 1,994.60  2,050  2,120  2,350  

 

대체투자 (USD) 5월 25일 20 년 6 월 20 년 말 21 년 말 

원유 (WTI)            33.25        30.0        36.0        47.0  

금            1,736      1,775      1,900      2,000  

자료: KB증권 전망 

 

 

 

 

 

 

 

 

 

 

 

 

 

 

 

 

 

 

 

 

 

 

 

 

 

주: 월간 자산군별 수익률 기준 지수(통화)는 다음과 같음. 글로벌채권종합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TR Index (Unhedged USD), 미국국채 Bloomberg Barclays US Treasury TR Index (USD), 

투자등급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USD), 투기등급 iBoxx USD Liquid High Yield Index (USD), 신흥로컬국채 Bloomberg Barclays EM Local Currency Government TR Index 

(Unhedged USD), 한국채권종합 KAP Korea Bond Pricing All Bonds Index (KRW), 달러 DXY Index, 신흥통화 JP Morgan Emerging Market Currency Index, 선진주식 MSCI World Index (USD), 

신흥주식 MSCI EM Index (USD), 미국주식 S&P500 Index (USD), 유럽주식 Eurostoxx50 Index (EUR), 중국주식 Shanghai Composite Index (CNY), 일본주식 Nikkei225 Index (JPY), 한국주식 KOSPI 

Index (KRW), 원자재 S&P GSCI Excess Return CME Index (USD), 미국리츠 FTSE NAREIT All Equity REITS TR Index (USD), 유가(WTI) NYMEX CL (USD), 금 COMEX GC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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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