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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국부펀드가    승차공유승차공유승차공유승차공유    대기업대기업대기업대기업    그랩에그랩에그랩에그랩에    투자하지투자하지투자하지투자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이유이유이유이유    
(2022.08.04)    

4P4P4P4P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및 음식 

배달 슈퍼 앱 Grab에 조기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옹호. 최고 투자 책임

자 Azmil Zahruddi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은 직접적인 

스타트업 거래가 아닌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급. 그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Grab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거래를 성사 시키지 못함. 

 

사우디사우디사우디사우디    국부국부국부국부    펀드펀드펀드펀드, , , , 이집트이집트이집트이집트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회사회사회사회사    설립설립설립설립    (2022.08.05)    5555PPPP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인프라와 부동산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이집

트 경제 전반에 투자할 회사를 설립. 사우디 이집트 투자회사(SEIC)는 사우디아

라비아의 “유망한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이 금요일 성명에서 밝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이집트에 150억 달러 

지원을 약속 한 바 있음.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서 중동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    연기금연기금연기금연기금, , , , 올해올해올해올해    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    AUM AUM AUM AUM 증가증가증가증가    (2022.08.03)    6666PPPP    
나이지리아 연기금의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 증가액은 8,430억 나이지리아 나이라

(한화 약 2.6조원)로 2021년 12월 13.42조 나이라에서 2022년 6월 14.27조 나이라

로 증가. 또한, 올해 상반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66,830명의 근로자들은 나이

지리아 연기금 CPS(Contributory Pension Scheme)에 가입. 나이지리아 국가 연

금위원회(National Pension Commission: PenCom)의 최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총 자산운용액은 2021년 12월 13.42조에서 2022년 6월 14.27조로 증가. 

 

영국영국영국영국    연기금연기금연기금연기금, Hornsea 1 , Hornsea 1 , Hornsea 1 , Hornsea 1 지분지분지분지분    12.5% 12.5% 12.5% 12.5% 매입매입매입매입    (2022.08.03)    7777PPPP    
Octopus Energy Generation와 GLIL Infrastructure는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로부터 영국 해상풍력 발전소인 Hornsea 1의 지분 12.5%를 인수. 

Octopus는 영국 노동자 전체의 3분의 1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대형 연

기금 Nest를 대신하여 2억 파운드를 투자. 2015년 영국 연금기관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와 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이 설립한 GLIL 

Infrastructure도 2억 파운드 규모를 투자한 상태. 

 

마이너스마이너스마이너스마이너스    성장에도성장에도성장에도성장에도    침체에침체에침체에침체에    빠지지빠지지빠지지빠지지    않은않은않은않은    미국미국미국미국    경제경제경제경제    (2022.08.02)    9999PPPP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지 

논란.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고정된 규칙은 없으며 NBER은 여러 지표를 기반으

로 사후적으로 경기순환을 정의. GDP 외의 여러 경제지표, 특히 노동시장을 측정

하는 지표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시기보다 양호. 실업률은 NBER이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지표가 아니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침체와 연관이 깊음. 

 

中中中中    인민은행인민은행인민은행인민은행, 2H22 , 2H22 , 2H22 , 2H22 업무회의업무회의업무회의업무회의    개최개최개최개최 (2022.08.01) 14141414PPPP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하반기 업무회의 개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안정 속 성장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 강조. 유동성을 

안정적인 수준에 유지시킬 것이며,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표명. 

고용 및 물가안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유효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기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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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Funds Watcher 

 

 

  

글로벌 집행기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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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동향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국부펀드 (Sovereign Fund) 

 말레이시아 국부펀드가 승차공유 대기업 그랩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 

 사우디 국부 펀드, 이집트 투자를 위한 회사 설립 

 

연기금 (Pension Fund) 

 나이지리아 연기금, 올해 상반기 AUM 증가 

 영국 연기금, Hornsea 1 지분 12.5%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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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부펀드가 승차공유 대기업 그랩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 – 2022.08.04, CNBC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 은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및 음식 배달 
슈퍼 앱 Grab 에 조기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최고 투자 책임자 
Azmil Zahruddin 은 CNBC 와의 인터뷰에서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은 직접적인 
스타트업 거래가 아닌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hazanah 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Grab 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거래를 성사 시키지 
못했다.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자 테마섹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은 결국 그랩의 지분을 
인수했고 그랩의 거물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다. 이 회사는 계속해서 $45 억을 모금 
하고 Altimeter Growth Corp 과의 SPAC 합병을 통해 2021 년 후반에 Nasdaq 에 
상장 하여 Grab 을 동남아시아 기업 중 미국에서 가장 큰 상장으로 만들었다. 

Khazanah 는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말레이시아에 “기회를 놓쳤다” 는 비판을 

받았다. Zahruddin 은 목요일 “CNBC Squawk Box Asia”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Khazanah 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DNA 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DNA 는 대규모 투자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의 전문 지식과 기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를 직접 하려고 하는 대신 실제로 VC 펀드에 

투자한 다음 해당 지역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Zahruddin 은 말레이시아가 기업가를 지원하고 재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Khazanah 가 이러한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금 제공자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말레이시아 신생 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Zahruddin 은 Khazanah 가 초기 단계에서 Uber 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중개 자금 제공자를 통해 Grab 의 경쟁자 Uber 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두 명의 
말레이시아인이 시작한 Grab 대신 외국인 소유의 Uber 에 대한 Khazanah 의 투자는 
말레이시아 투자 커뮤니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Grab 은 싱가포르에서 차량 호출을 주도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운영된다. 이 회사는 
작년 상장 이후 손실을 겪고 있으며 1 분기 최신 결과에서 매출은 2 억 2,800 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4 억 3,500 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Funds W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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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    시장시장시장시장    전망전망전망전망    

Zahruddin 은 벤처 캐피탈 시장이 상당히 도전적 이며 벤처 캐피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많은 기부 펀드에서 투자가 작년에 최대 40%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hazanah 는 계속해서 기술 부문에 자금을 배치할 것이며 지난 10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Zahruddin 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VC 에 종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Khazanah 는 2021 년 연간 수익 이 거의 80% 감소 하여 6 억 7 천만 말레이시아 
링깃(1 억 5036 만 달러)을 기록했다. 전년도 이익도 약 60% 감소한 29 억 링깃을 
기록했다. 

국부펀드는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와 관광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Khazanah 는 
이스탄불에서 펀드와 터키 자산 펀드 대표 간의 회의 이후 터키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Malaysia’s sovereign wealth fund on why it did not invest in ride-hailing giant Grab > 

https://www.cnbc.com/2022/08/04/malaysia-sovereign-wealth-fund-khazanah-on-why-it-

didnt-invest-in-grab-.htmlt 

 

사우디 국부 펀드, 이집트 투자를 위한 회사 설립 - 2022.08.05, Bloomberg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인프라와 부동산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경제 

전반에 투자할 회사를 설립했다. 

사우디 이집트 투자회사(SEIC)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망한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이 금요일 성명에서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이집트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 달러를 약속 한 바 있다. 이

집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집트는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석유가 풍부한 걸프 국

가들로부터 220억 달러 이상의 예금과 투자를 약속했다. 

주요 식품 수입국인 북아프리카 국가는 전쟁으로 인한 기록적인 곡물 가격으로 큰 타격

을 받았다.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의 밀을 구입했다. 

사우디 펀드로 알려진 PIF는 수십억 달러를 국내 경제에 투입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투자자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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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는 "사우디 민간 부문과 함께 PIF와 그 포트폴리오 회사

가 이집트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

다. 

< Saudi Wealth Fund Starts Company for Egypt Investments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05/saudi-arabia-s-wealth-fund-starts-
company-for-investing-in-egypt#xj4y7vzkg?sref=5NnzNVbE 

 

나이지리아 연기금, 올해 상반기 AUM 증가 - 2022.08.03, Leadership 

나이지리아 연기금의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 증가액은 8,430억 나이지리아 나이라(한화 

약 2.6조원)로 2021년 12월 13.42조 나이라에서 2022년 6월 14.27조 나이라로 증

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66,830명의 근로자들은 나이지리아 연기금 

CPS(Contributory Pension Scheme)에 가입했다. 

나이지리아 국가 연금위원회(National Pension Commission: PenCom)의 최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총 자산운용액은 2021년 12월 13.42조 나이라에서 2022년 6월 

14.27조 나이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26.1% 증가

했으며, 부동산 투자금액 역시 동기간 50.7% 증가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동기간 389.6억 나이라에서 388.7억 나이라로 소폭 감소했다. 

PFA(Pension Fund Administrator)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FGN(나이지리아 국채: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의 비중은 2.67% 증가하여 전체 펀드의 약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FA는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익스포저를 증가시켰고 나이지리아내 주식시장 투자

금 총액은 9,691.6억으로 증가했다. 이번 투자수익은 연기금 자산운용액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규 연금 기여금 수취, 채권수익 및 주식, 뮤츄얼펀드 수익률이 큰 기

여를 했다. 

한편, 퇴직저축계좌 신청건수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53만 명에서 

979만 명이 증가했다. 

Wale Odutola ARM Pensions CEO는 LEADERSHIP과의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수익

률 창출을 위해 연기금 운용매니저들은 상당부분을 국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PFA는 자신들만의 최적화된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채투자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PFA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맞춤화된 투자전

략을 구사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우리가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시장이며, 회사채, 국

채, 단기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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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연기금 자산의 안전성 추구는 매니저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

금가입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최근 몇 년간 연기금 자산이 증가

한 것은 기여금보다 투자수익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FA는 연금개혁법에 규정된 연금산업 투자지침에 따라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Pension Fund Assets Rise By N843bn In H1, 2022 > 
https://leadership.ng/pension-fund-assets-rise-by-n843bn-in-h1-2022/ 

 

영국 연기금, 풍력업체 Hornsea 1 지분 12.5% 매입 - 2022.08.03, ReNEWS 

Octopus Energy Generation와 GLIL Infrastructure는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GIP)로부터 영국 해상풍력 발전소인 Hornsea 1의 지분 12.5%를 인수했다. 

Octopus는 영국 노동자 전체의 3분의 1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대형 연기금 

Nest를 대신하여 2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2015년 영국 연금기관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와 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이 설립한 GLIL Infrastructure도 2억 파운드 규모를 투자한 상태다. 이

번 딜은 GLIL의 사상 첫 해상풍력발전소 투자가 된다. 

Orsted가 운영하는 1.2GW 설비 규모의 Hornsea 1 해상풍력발전소는 174개 풍력 터

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력을 발전하고 있다. 

GIP는 2018년 Orsted로부터 50% 지분을 인수했으며, 지난 1년간 지분투자만 진행해

왔다. 

Equitix, Greencoat UK Wind and InfraRed 및 RES가 운용하는 The Renewable 

Infrastructure Group (TRIG) 펀드는 현재까지 모두 소수 지분을 인수해왔다. 

Octopus Energy Generation의 CEO Zoisa North-Bond는 "영국은 이미 글로벌 풍력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영국내 풍부한 풍력자원 활용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올초 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입한 직후, 해상풍력 투자에 대해 좋은 모습을 모인 

만큼, 향후에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UK pension funds buy 12.5% Hornsea 1 stake > 
https://renews.biz/79599/uk-pension-funds-buy-125-hornsea-1-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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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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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Dallas Fed에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지 논란
이 있다.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고정된 규칙은 없으며 NBER은 여러 지표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경기순환을 정의한다. GDP 외의 여러 경제지표, 특히 노동시장을 측정하는 
지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경
우 현재의 고용 및 생산량 등의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실업률은 NBER이 경기 침체
를 정의하는 지표가 아니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침체와 연관이 깊다. 

Has the U.S. economy entered a recession?Has the U.S. economy entered a recession?Has the U.S. economy entered a recession?Has the U.S. economy entered a recession? 

- 경기 후퇴는 종종 2분기 연속 경제 위축, 즉 실질 GDP의 하락으로 정의되며 

미국의 GDP는 2022년 1분기 연간 기준으로 1.6퍼센트 감소했고, 2분기에는 0.9%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지표들, 특히 노동시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1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2분기 연속 GDP 감소는 경기 후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대략적인 

특성이다. 미국의 경기순환을 명시하고 날짜를 정하는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경기순환위원회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퍼져 있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감소"라고 정의한다. 위원회는 일련의 월별 

지표를 사용하여 경제 활동의 최고점과 그 이후의 최저점을 결정해 왔다. 경기 

침체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기간을 경기 후퇴라고 한다. 

- 이러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고정된 규칙은 없으며, 위원회가 경기 

순환의 고점이나 저점을 결정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는지를 답하기 위해, 우리 분석은 NBER 위원회가 2022년에 

인용한 지표의 움직임을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한다. 

 

Inspecting Individual Recession IndicatorsInspecting Individual Recession IndicatorsInspecting Individual Recession IndicatorsInspecting Individual Recession Indicators     

- NBER 위원회의 경기순환에 사용된 지표에는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개인소득, 비농업부문 고용, 노동통계국 가계조사로 측정한 

고용, 실질 개인소비지출, 가격변동에 따라 조정된 도매-소매판매, 산업생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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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1의 회색 선은 해당 주기의 피크(0월 = 100을 기준으로)와 비교하여 

각 이전 사업 주기의 비농업 급여 및 산업 생산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전 모든 

주기의 평균은 검은색 선입니다. 2020년 COVID-19로 인한 불황은 그 원인, 규모, 

시기가 극히 비정형이었기 때문에 제외된다. 빨간색 선은 지표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2021년 12월 수준을 기준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림1 Nonfarm Payroll Employment, Industrial Production 

 
자료: Dallas F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는 2022년 전반적인 경제에서의 고용과 산업 부문의 생산량이 비슷한 

지점에서 이전의 모든 경기 침체기에서의 고용 및 생산량을 능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는 가계 조사를 통한 고용 지표와 제조 및 무역 판매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2 Alternate Measure of Employment, Goods Sales on Upper End of Recession 

자료: Dallas F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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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을 나타내는 빨간색 지표는 그림 1의 지표만큼 회색 선보다 뚜렷하게 위에 

있지 않지만, 그 경로는 분포의 상위 끝에 남아 있으며 해당 평균 경기 후퇴 

경로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러한 지표는 또한 도표 1의 상대 지표보다 변동성이 

더 크며, 경기 후퇴의 결과도 더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3은 이전 지출을 

제외한 실질 소비 및 실질 개인 소득을 나타내며 그림 2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3 Real Consumption and Income Excluding Transfers  

자료: Dallas F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 Composite A Composite A Composite A Composite Index of Recession IndicatorsIndex of Recession IndicatorsIndex of Recession IndicatorsIndex of Recession Indicators 

- NBER 위원회가 고려한 지표를 시각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경기후퇴 지수의 

종합지표를 구상했다. 본 자료는 Conference Board의 일치지표 종합지수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Conference Board Index에 포함된 4가지 가계조사 고용과 

실질소비를 더했다. 

- 1959년부터 나와있는 이 지수는 이전의 모든 경기 침체 정점에서 하락했고, 이에 

비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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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Composite Index of Recession Indicators Has Steadily Risen in 2022 

 

자료: Dallas F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 5의 A는 이전 경기 침체와 2022년의 지수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모든 경기 침체 최고점에서 두 달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침체 6개월 후의 

평균 수치는 98.7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이 6개월 지난 6월의 지수는 

101.0으로 전형적인 경기 후퇴기의 경로를 크게 웃돌았다. 

 

그림5 Recession Is Unlikely to Have Started in Early 2022 

 

자료: Dallas F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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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의 평균 경기후퇴 경로와 2022년 6개월 경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2022년 상반기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경기후퇴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우리가 노동 시장 지표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한다면, 이 대조는 훨씬 더 극명할 것이다. 

- 고용 집계에 의해 측정된 미국 노동 시장은 특히 과거 경기 침체에 비해 2022년에 

강하게 유지되었고, 광범위한 지표들은 상반기까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Low Unemployment Rate Is Also Argument Against RecessionLow Unemployment Rate Is Also Argument Against RecessionLow Unemployment Rate Is Also Argument Against RecessionLow Unemployment Rate Is Also Argument Against Recession    

- 실업률은 NBER 위원회가 고려하는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 

상반기까지 노동시장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에도 포함된다. 2021년 12월 

3.9%에서 2022년 3월 3.6%로 감소해 6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6개월째에, 모든 다른 경기 후퇴는 적어도 0.3 퍼센트의 실업률 증가를 야기했다. 

- 실업률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더 잘 

부합하며 이는 경제활동의 감소보다는 자원 활용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로 GDP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실업률 증가 없이 마이너스 GDP 성장 시기가 더 빈번해질 수 있어 

과거보다 증가세 둔화와 감소세 사이의 구분이 더 관련이 깊어질 수 있다. 

 

< U.S. Likely Didn’t Slip into Recession in Early 2022 Despite Negative GDP Growth > By Tyler 
Atkinson, Victor Wei and Xiaoqing Zhou. 2022.08.02. 
https://www.dallasfed.org/research/economics/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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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인민은행에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하반기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
원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안정 속 성장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유동성
을 안정적인 수준에 유지시킬 것이며,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표명했다. 
고용 및 물가안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유효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기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 대출지원대출지원대출지원대출지원    강화강화강화강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하여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 

유지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금융기관의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유도하여 

대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위안화 환율이 균형 잡힌 수준에 

유지토록 보장할 것이라 표명했다. 금융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인프라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기업 +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 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    예방예방예방예방.... 중소은행 리스크 예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지방정부별 

차등화된 부동산 완화정책을 마련할 거미여,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플랫폼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며, 

플랫폼경제 발전을 통하여 고용과 소비를 견인할 것이라 설명했다. 

 

- 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    강화강화강화강화.... 시스템적 주요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시스템적 

주요 보험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 금융시장개혁금융시장개혁금융시장개혁금융시장개혁....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위탁관리, 상장, 청산, 결산 등 

다방면의 인프라 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 언급했다. 어음, 금, 통화,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해외기관의 국내 채권발행 

자금관리를 보완할 것이며, 채권시장 대외 자금관리 정책을 통일화할 것이라 

표명했다. 해외 상장기업의 외환관리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관리 역량을 제고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中 인민은행, 2H22 업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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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의위안화의위안화의위안화의    국제화국제화국제화국제화.... 위안화 결제시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 강조했다. 판다본드 

발행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본토와 홍콩간 이자율 스와프를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금융금융금융금융    거버넌스거버넌스거버넌스거버넌스.... G20 지속 가능한 금융 업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글로벌 거시정책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 표명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안을 보완할 것이며, 해외투자자의 중국투자 편의성을 제고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 人民 行召开2022年下半年工作会  >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620598/index.html 

 

 

 

 

 

 

 

 

 

 

 

 

 

 

 

 

 

 

 



Fed Watcher  Fed Watcher  Fed Watcher  Fed Watcher  vvvvol. 1ol. 1ol. 1ol. 155554444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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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154.  2022. 8. 2 (화) ~ 2022. 8.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