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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Policy Tracker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    공식적인공식적인공식적인공식적인    ESG ESG ESG ESG 정책을정책을정책을정책을    채택채택채택채택    (2022.07.27)    4P4P4P4P    

전 세계 국부펀드의 4분의 3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에 대한 공식 정책을 

갖고 있지만, 투자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기업

은 30%에 불과. 이 정책 움직임은 기관들이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저탄소 경

제로의 전환을 위한 입장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함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근 연구

에 따르면 5년 전의 46%보다 증가한 수치. 

 

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    국부펀드국부펀드국부펀드국부펀드, , , ,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상승에상승에상승에상승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심각한심각한심각한심각한    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    경경경경
고고고고    (2022.07.27)    

4444PPPP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올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했지만 투자자들이 인플레

이션, 전염병 위험 및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우려에 직면함에 따라 심각한 불확

실성을 경고. GIC는 수요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2022년 3월 31일까지 20년 동안 연간 달러 명목 수익률 7%를 기록했다고 밝힘. 

또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환산 수익률 4.2%를 

달성. 

 

사사사사우디우디우디우디    왕세자왕세자왕세자왕세자, , , , 영국영국영국영국    연기금연기금연기금연기금    지분지분지분지분    인수인수인수인수    (2022.07.28)    6666PPPP 
영국 Telegraph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영국 최대 연기금의 지분(1.9억 파

운드: 약 2.31억 미달러)을 인수했다고 보도. Alwaleed bin Talal 사우디 왕세자

의 Pheonix Group 지분 3% 인수는 Kingdom Holding Company를 통해 이루졌

으며 영국 Phoenix Group의 서열 6위 주주. Phoenix Group은 약 1,300만 명의 

연금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100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운용액을 보유.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연기금연기금연기금연기금, , , , 유럽유럽유럽유럽    철도사철도사철도사철도사    인수인수인수인수    초읽기초읽기초읽기초읽기    (2022.07.27)    7777PPPP    
철도 인프라 투자에 정통한 캐나다 Quebec 연기금(CDPQ)은 Akiem인수 관련 

유력한 후보. CDPQ는 Akeim의 인수 예정기관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투자은행

인 J.P. Morgan 역시 공동 인수자로 참여. 거래대금은 약 25억 미달러. Akiem은 

SNCF와 독일의 자산운용사인 DWS를 통한 Deutsche Bank가 공동으로 소유. 

양사는 금주내 거래 합의 예정. SNCF는 부채감소 위해 지분을 매각 추진 중 

 

성장성장성장성장    부진과부진과부진과부진과    인플레인플레인플레인플레    압력을압력을압력을압력을    직면하고직면하고직면하고직면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경제경제경제경제    (2022.07.28)    9999PPPP    
아시아 경제는 부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공급망의 약화로 인해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은 2013년과 유사한 자본유

출을 경험. 연준의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한국, 대만 등 일부 아

시아 선진국에서도 유출이 발생.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큰 폭으로 경제

가 둔화. 아시아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총 세계 부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中中中中, , , , 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    회의회의회의회의    개최개최개최개최    (2022.07.28) 11113333PPPP 

하반기 중국 경제 방향성을 점검하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시진핑 주석 주재로 개

최.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한 하드랜딩 방어와 對플랫폼기업 지원 등 메시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시장 기대와 달리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엣지있는 메시지는 부재. 

오히려 당 대회 앞두고 내부결속에 집중된 회의였으며, 제로코로나는 경제가 아

닌 정치적 접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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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집행기관 동향 

최근 업데이트 된 글로벌 집행기관들(국부펀드,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국부펀드 (Sovereign Fund) 

 더 많은 국부펀드가 공식적인 ESG 정책을 채택 

 싱가포르 국부펀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심각한 불확실성’ 경고 

 

연기금 (Pension Fund) 

 사우디 왕세자, 영국 연기금 지분 인수 

 캐나다 연기금, 유럽 철도사 인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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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부펀드가 공식적인 ESG 정책을 채택 – 2022.07.27, Reuters 

전 세계 국부펀드의 4 분의 3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에 대한 공식 정책을 갖고 
있지만, 투자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30%에 
불과하다고 수요일 한 연구에서 밝혔다. 

이 정책 움직임은 기관들이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입장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함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신 Invesco Global Sovereign 
Asset Management Study 에 따르면 5 년 전의 46%보다 증가한 수치다. 해당 연구는 
총 자산이 약 23 조 달러인 81 개의 국부 펀드와 58 개의 중앙 은행을 조사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부 펀드의 3 분의 1 미만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년도의 23%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는 배출량이 많은 자산을 매각하고, 기업이 
배출량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더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호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기울이고, 
재생 에너지와 같은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이 포함되었다. 

공식적인 ESG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적절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ESG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설문 응답자의 37%가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다른 우려 
사항에는 데이터의 품질과 ESG 등급, 투자의 환경적 이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중동의 개발 중심 국부펀드를 인용해 

“투명성이 부족해 평판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국채 펀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결과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소위 ‘임팩트’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했다. 

< More sovereign wealth funds adopt a formal ESG policy - study >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more-sovereign-wealth-funds-
adopt-formal-esg-policy-study-2022-07-27/ 
 

싱가포르 국부펀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심각한 불확실성’ 경고 – 2022.07.27, CNBC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는 올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했지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전염병 위험 및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우려에 직면함에 따라 “심각한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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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는 수요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2022 년 3 월 
31 일까지 20 년 동안 연간 달러 명목 수익률 7%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후 3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환산 20 년 실질 수익률 
4.2%를 달성했다. 여전히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GIC 는 지구 환경에 대해 다소 
암울한 그림을 그렸다. 

림 차우 키앗 최고경영자(CEO)는 보고서에서 “수년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바뀌면서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철회해야 했다. 동시에 기후 위기의 시계는 똑딱거리고 전염병 위험은 상존하며 
지정학적 갈등과 국내 정치적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상승상승상승상승    

싱가포르 정부가 100% 소유한 민간 기업인 GIC 는 싱가포르 통화청 및 국영 투자자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와 함께 싱가포르의 준비금을 관리한다. 이 펀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의 전환이 상당한 투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실질 수익률을 즉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금융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인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에서 살아남은 자산이 적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IC 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신중한 투자 자세가 2022 년 초 발생한 시장 
조정으로부터 실적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측보다 준비를 강조하는 핵심 투자 원칙을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 속에서 이 펀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담 
사무실을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새 사무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모든 투자 및 기업 
프로세스에 더욱 통합할 것이라고 GIC 는 연례 보고서 발표의 일부로 말했다. 

< Singapore’s sovereign wealth fund warns of ‘profound uncertainties’ as inflation rises > 
https://www.cnbc.com/2022/07/27/singapores-gic-reports-stable-returns-amid-uncertainty-

over-infl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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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세자, 영국 연기금 지분 인수 - 2022.07.28, China Daily    

영국 Telegraph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영국 최대 연기금의 지분(1.9억 파운드: 

약 2.31억 미달러)을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Alwaleed bin Talal 사우디 왕세자의 Pheonix Group 지분 3% 인수는 Kingdom 

Holding Company를 통해 이루졌으며 영국 Phoenix Group의 서열 6위 주주가 되었

다고 알려졌다. 

Phoenix Group은 약 1,300만 명의 연금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100억 파운

드 규모의 자산운용액을 보유하고 있다. 

Telegraph지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의존도 이외에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하려는 이

로한으로 영국 금융기관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왕세자의 Kingdom Holding Company는 이번 Phoenix Group 인수 이전에 

M&G 지분 4%를 인수했으며, 해당 지분 금액은 약 2.19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Standard Life를 포함하여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Phoenix Group의 역사는 

18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런던에 본사를 둔 Phoenix Group은 보험 및 연금 기관

이며, 런던증권거래소(LSE)와 FTSE 100지수에 상장되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Phoenix Group 및 M&G 지분 인수는 약 900만명 거주용 고층빌

딩인 The Line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번 빌딩 건설은 사우디 왕세자 Mohammed bin Salman가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명사회내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초대형 프로젝트는 34평방킬로미더의 면적을 가지

게 될 것이며, 거주자들이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Guardian지는 해당 프로젝트가 현대에 건설된 가장 초대형 도시개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rab Gulf States Institute의 Robert Mogielnicki는 

Agence France-Presse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비디오 덕분에 비전이 보다 더 명확

해졌다고 밝혔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 인구가 약 5,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Saudi prince buys stake in UK pension fund > 
https://www.chinadaily.com.cn/a/202207/29/WS62e3465fa310fd2b29e6f1c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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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기금, 유럽 철도사 인수 초읽기 - 2022.07.27, Trains 

철도 인프라 투자에 정통한 캐나다 Quebec 연기금(CDPQ: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기관차 리스사 Akiem인수 관련 유력

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CDPQ는 Akeim의 인수 예정기관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투자은행인 J.P. Morgan 역시 

공동 인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금은 약 25억 미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Akiem은 프랑스 국영철도사 SNCF와 독일의 자산운용사인 DWS를 통한 Deutsche 

Bank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금주 해당 거래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SNCF는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SNCF Logistic의 자회사 Ermewa는 DWS에 지분의 절반을 매각했다. 2016

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던 Akiem은 타 기업 인수와 신규 기관차 및 추

가 장비 구입을 통해 큰 폭으로 확장했다.  

Akiem은 대형 열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CF의 전신인 Alstom 

외에도 다수의 전동차 및 현대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CDPQ는 이미 유럽 철도사업에 투자를 진행 중이며, 화물장비 업체 Ernewa와 유럽 고

속철도 업체 Eurostar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인프라 투자 연기금으로 알려진 CDPQ Infra는 자국내 인프라 투자현황으로 

Montreal의 Montreal’s Réseau Express Métropolitain Light Rail Network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다. 

< Quebec pension fund nears purchase of major European locomotive leasing firm > 
https://www.trains.com/trn/news-reviews/news-wire/quebec-pension-fund-nears-
purchase-of-major-european-locomotive-leasing-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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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 금융기관 연구 및 최신 이슈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FRB, ECB, BOE, BOJ, IMF, WB, BIS, 

CEPR, NBER 등)에 게재된 최근 연구물 혹은 글로벌 언론기관의 최신 기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몇몇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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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IMF에 있습니다. 

 

세계 무역과 금융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아시아 경제는 부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
과 공급망의 약화로 인해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대
부분의 신흥국은 2013년과 유사한 자본유출을 경험했고,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한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선진국에서도 유출이 발생했다. 중
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 및 공급망 허브를 폐쇄하며 큰 폭으로 경제가 둔
화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목표치를 상회하
고 있으며 총 세계 부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두워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태세다.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고 

2021년 전망치인 6.5%보다 낮은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전망치는 0.5%포인트 내린 4.6%로 낮췄다. 

-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품 

가격 급등 등 4월 전망에서 강조했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것은 차례로 

중국의 둔화로 인한 지역 성장 둔화 효과를 강화시고 있다. 

 

China slowdown deepensChina slowdown deepensChina slowdown deepensChina slowdown deepens    

- 아시아 최대 경제인 중국은 지난 2분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 및 

공급망 허브의 폐쇄로 인해 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4.4%에서 3.3%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0.5%포인트 줄어든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부동산 부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이러한 경기 침체는 지역 교역 

상대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및 중국과 

긴밀히 통합된 대표적인 지역인 일본과 한국도 해외 수요 감소와 공급망 붕괴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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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염병 관련 규제가 현재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회복력과 관광업의 반등은 말레이시아, 태국, 태평양 섬나라들의 점진적인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Financial conditions tightenFinancial conditions tightenFinancial conditions tightenFinancial conditions tighten 

-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대부분의 신흥국은 2013년과 유사한 자본유출을 

경험했는데, 이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채권 매입을 당초 예상보다 빨리 

줄여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30억 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 연준이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선진국에서도 유출이 발생했다. 

 

그림1 Tantrum redux: Asia’s emerging economies in have experienced capital outflows  

 
자료: 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총 세계 부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5%에서 

코로나 이후 38%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스리랑카는 채무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경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 접근하지 못해 

대외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진 극단적인 경우다. 

 

Ramifications of warRamifications of warRamifications of warRamifications of war 

- 게다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지리 경제 분열의 추세에 기여하는 공급 

체인의 약화 때문에,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과 금융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아시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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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은 약해지고 있지만, 아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연료비의 세계적인 

급등과 관련 제재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스리랑카나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대처 능력이 부족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소비를 해치고 사회 불안의 가능성을 높인다. 

Rising pricesRising pricesRising pricesRising prices    

- 아시아의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의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2 Rising prices 

 
자료: 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Targeted fiscal supportTargeted fiscal supportTargeted fiscal supportTargeted fiscal support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국가는 긴축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높은 에너지나 식품 

가격으로부터 새로운 충격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기적인 

이전 지출이 필요하다. 

- 이러한 재정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예산 중립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늘리거나 통화 정책에 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중기 재정정책이 고착화된다면 중국과 

일본은 예외적이다. 

- 이 밖에도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파괴적인 무역규제를 후퇴시키며, 가장 심각한 파편화 

시나리오를 피하는 글로벌 및 지역적 협력 대책이 시급하다. 향후 2~3년간의 

경제 개혁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총 공급량을 늘리고, 기후 

변화 적응과 같은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녹색 전환을 

강화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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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IntegIntegIntegrated, multifaceted, tailored responserated, multifaceted, tailored responserated, multifaceted, tailored responserated, multifaceted, tailored response 

- 요컨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범주를 제외한 근원 물가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와 임금의 상승의 순환을 막기 위해 몇몇 

국가들은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한 부채를 떠안았던 소비자, 기업 및 정부의 예산을 

압박할 것이다. 

    

- 정확한 정책 조언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유연한 환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환 개입, 신중한 거시적 정책 및 

자본 흐름 관리와 같은 다른 조치들은 기대치를 고정시키고 체계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IMF는 최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 경제 정책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IMF는 또한 자금 조달 기능을 통해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국가들에 헌신적인 파트너로 남아 있다. 각국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정책 조합을 조정하거나 적절한 경우 외부에 대한 금융 완충장치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림3 Economic forecasts: Asia and the Pacific 

 
자료: 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Asia’s Economies Face Weakening Growth, Rising Inflation Pressures > 
By Krishna Srinivasan. IMF. 2022.07.28  
https://blogs.imf.org/2022/07/28/asias-economies-face-weakening-growth-rising-inflation-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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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국무원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제 방향성을 점검하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시진핑 주석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한 하드랜딩 방어와 對플랫폼기업 지원 등 메시지는 긍정적이었으
나, 시장 기대와 달리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엣지있는 메시지는 부재했다. 오히려 당 대회 
앞두고 내부결속에 집중된 회의였으며, 제로코로나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접근만이 강
조되었다. 

 

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    회의회의회의회의    전문전문전문전문    

 

- 올해 중국경제는 복잡한 글로벌 환경과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도 하, 중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노력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나, 현재 중국경제는 일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자가 맡은 임무를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 하반기에도 안정 속 성장의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이념을 정확히 

견지하여, 신(新) 성장모델을 구축하여, 질적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 경기안정화 + 안정 속 성장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에 주력할 것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인 구간에 유지토록 고용과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버틴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상장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특히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부유입 차단 + 내부확산 

- 예방’과 ‘제로(0)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시, 즉각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소홀히 해선 안됨을 강조합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이며, 변이 바이러스 추적과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中,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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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확대를 위한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견인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특수채를 활용할 것이며, 충분한 지방정부의 특수채 

한도 사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 유지시킬 

것이며,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성 은행의 신규대출과 

인프라건설 투자기금을 활용할 것입니다. 산업망/공급망 안정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원활한 교통과 물류를 보장할 것입니다. 국내 산업망 구축을 

보완할 것이며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에너지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신에너지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며,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역별 차등화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생보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 소도시의 은행파산 리스크를 해소시킬 것이며,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 개혁개방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영기업개혁 3년 액션플랜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플랫폼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플랫폼경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플랫폼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시화할 것입니다. ‘그린 라이트’ 

투자사례를 집중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수출입을 적극 확대할 것이며, 기술 및 

외자유치를 추진할 입니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공동건설을 통한 

질적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 민생보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기초적 생활과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할 것입니다. 

-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유도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의 지도자는 솔선수범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합니다. 양호한 

정책과 제도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능을 십분 발휘시킬 것이며, 국영기업의 

과감한 임무수행, 민간기업의 과감한 사업진출, 외자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 시진핑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초도순시 실시했습니다. 제19기 중앙위원회 제9차 초도순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정대로 순시 임수를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공산당의 자신감과 역량이 돋보였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기관은 

사개의식(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정렬의식)과 사개자신(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 이론적 자신, 제도적 자신, 문화적 자신), 양개수호(공산당 총서기 수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발견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에 나섰습니다. 

 



성장 부진과 인플레 압력을 직면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 

- 중앙정부와 국가기관은 솔선수범하여 대중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정치역량을 

제고시킬 것이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정치적 판단력 

+ 통찰력 + 집행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킬 것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국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적 사상을 토대로 정치적 사고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요구사항과 사업에 주동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에 

입각하여 100년간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개혁을 전면 강화할 

것이며, 현대화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며, 리스크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리스크 예측 + 대응 + 처리 역량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것입니다. 지도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며, 공산당 

중앙위원화와 국가기관의 역량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입니다.. 

 

<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  习近平主持会  > 
http://www.gov.cn/xinwen/2022-07/28/content_5703255.htm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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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국제 금융기관(IMF, BIS, BOJ, ECB, CEPR 등) 및 기타  

연구센터에서 최근 게재한 연구물과 글로벌 집행기관들(연기금, 국부펀드,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정리 및 번역한 것입니다.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진 주제가 없는 주에는 해외 

언론사, 운용사의 칼럼, 오피니언, 특집기사 등에서 발간기간에 제한 없이 눈에 띄는 주제를   

요약, 인용, 편집을 거쳐 데이터를 덧붙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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