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e the last page of this report for important disclosures 

12월 FOMC 리뷰 및 시장 전망 
 

 

 
 

 

Figure 1. FOMC dot f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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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 부분적 안도랠리 기대, 단기 반등 목표치 KOSPI 2000pt 회복 전망 

 주식시장은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선반영해 온 상황이지만, 점진적인 금   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부분적인 안도랠리는 가능할 전망 

 또 점진적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속도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최근 불

거지고 있는 하이일드 채권 유동성 우려도 다소 소강국면으   로 접어들 가능성 

 국내 수급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KOSPI 주가의 단기 반등 목표치는 60일선이 위치한 2000선 수준까지 전개될 수 있을 전망 

 주식시장은 오는 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초점은 금리 불확실성에서 4Q15 실적으로 빠르게 

옮겨갈 전망 

 2016년 턴어라운드 기대 및 4Q15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 선전 예상(자동차 부품, 

화학,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등) 

 Stlye 측면에서는 12월 대형주 상대 강세 흐름 속 12월 이후에는 중소형주 Catch- up 흐름 

전개될 것으로 기대 

 

 

  ❍  (채권시장) 국내 채권, FOMC 영향 제한적 

 미국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연장/확대 가능성 높으며, 건전 신

흥국의 금리 인하는 계속될 전망. 저성장세 속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중국, 태국, 

그리고 동유럽 일부 국가가 이에 해당 

 과거 3차례의 FRB 금리 인상 이후 첫 6개월 간 미국 신용 스프레드 축소 관찰. 유로존 영

향은 비교적 미미. FRB 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공급 압력 약화 가능. 회사채 공급 증가는 최

근 미국 신용 스프레드 확대 원인 중 하나였음  

 신흥국의 경우, 원자재 노출도가 늦은 국가 혹은 펀더멘털 지표 안정 국가에 선별적 투자 필

요.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체코, 헝가리 등이 이에 해당 

 다만, 일부 신흥국, 특히 원자재 신흥국들은 FRB 금리 인상 및 원자재시장 침체에 자본 유

출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음 

 원자재시장 침체로 인한 크레딧 리스크(하이일드 채권 및 신흥국 원자재 기업들 디폴트 리스

크)가 안전 선호 현상에 기여할 상황임 

 국채 채권의 경우, 채권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FRB 금리 인상 결정 이

후에는 채권시장의 안도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 

 크레딧 우려가 있지만, AA등급 이상 회사채에 대해서는 긍정 관점으로 접근함. 고신용 채권

에 대해서는 최근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를 기회 요인으로 삼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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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 달러 강세 완화 전망, 원달러 환율 소폭 높아진 레벨 예상 

 과거 3차례의 FRB 금리 인상 이후 달러 3~6개월 가량 약세. 그러나 원자재시장 침체로 인

한 하이일드 채권시장 및 원자재 신흥국 불안감은 내년 초까지 심화되는 방향이 될 듯함. 이

에, 원달러 환율도 연말 연초에는 조금 높은 수준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임 

 12월 ECB 회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원자재시장발 크레딧 리스크 부각 등이 

유로 캐리의 일부 청산을 유발하면서 유로화 가치의 반등으로 이어짐 

 

Figure 2. 달러 실질실효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