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RADE

원화 강세와 투자전략
현명한 투자로 원화 강세에서 살아남기

원달러 환율, 2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6원으로 29개월만의 최저치이다. 미 대선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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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 흐름이 그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위안화의 강세이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중국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중국에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국내 경제개선 전망에 따른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동향도 원화
강세요인으로작용했다.

원화강세,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미국 대선 이후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수출
증가세와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흐름 그리고 위안화 강세 흐름 또한 이러한

리서치 1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달러화 유동성 공급의 수월성, 한국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국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개선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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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 흐름 속 알맞은 투자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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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알맞은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식, 채권, FX(Foreign Exchange), 원자재에서의 투자전략을 각각
제시하면서원화강세흐름속세울수있는포트폴리오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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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Strong Korean
W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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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m ent proposit ion t o make t he most out
of t he cur rent economic condit ion

KRW valued at its highest
Amidst the tremor that the COVID 19 pandemic has sent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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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the exchange rate of KRW to USD surged to a 29 months

2020.12.02

high. Behind Won’s appreciation, two major factors are noted to be
attributable: Dollar’s relative depreciation and global traction to the
Chinese Yuan. Behind the dollar’s depreciation lie the Fed’s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at temporarily
raised the uncertainties in the global market . It is interpreted that
the current trend of dollar’s retrenchment subsequently raised the
KRW exchange rate. On the one hand, the growing consensus that
China will likely show signs of economic growth in the upcoming
months has made China attractive to the foreign investors. Along
with China, similar recovery trend is expected from South Korea and
thus Won value has reflected its forthcoming economic upswing.

Prospects of KRW’s exchange rate
Biden’s tax and spending policies coupled with the Fed’s pled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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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interest rates anchored near zero are key factors that could
prolong the weak dollar trend. However, the this wouldn’t me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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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n would stay strong. The U.S. China trade war is sti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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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er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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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resurgence of COVID-10 in the US and the EU could prompt
a double-dip recession which could in turn limit the strong won
trend. Although Korea’s financial markets should see an inflow of
foreign capital , it is bound to lose some attention from local retai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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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rtfolio at times of KRW trend
The following research aimed to establish an investment portfolio
that appropriately reflected the current trend of KRW’s strength .
Taking stocks, bonds, FX (foreign exchange), and raw materials as
major components , the research team formed an investment
strategy that was best thought to meet both stability and high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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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화 강세의 배경
1.1 상반기 동향
상반기 팬데믹, 경제
불안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
달러의 가치 상승은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3월 글로벌 벨류체인 훼손, 선진국의 수요 위축,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야기됨에 따라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어 수요가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3월 19일
달러당 가치가 1285.7원까지 급등한 바 있는데, 이는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의 영향이 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23.5조원 가량 매도 했다. 3월 20일,
달러 인덱스는 102.82pt까지 상승했으며, 달러화 조달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LIBOR-OIS
스프레드는 3월 중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연준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3월 31일에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Repo 기구 (FIMA Repo Facility ) 창설 계획도 발표하였다.
미연준의 역외 달러화 유동성 공급확대는 위기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미연준의 역외 달러화 유동성 공급은 국내뿐 아니라 주요국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성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율은 급격한 하향세를 그렸고
시장불안은 다소 진정되었다.
달러는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거나, 각 국가의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5월말 이후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어 환율이 1180원대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1.2 현재 동향
하반기에는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 갈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주요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에
들어서는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변화 등으로 등락하다가 11월에 들어서는 글로벌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다시 달러약세를 보였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6원으로 29개월만의 최저치다. 이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달러 약세화
백신 개발, 평균물가
목표제 등 본격적 달러
약세화 돌입

미 대선 후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지수는 92.46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선 이후 어느정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개선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 그 이면에는 화이자의 90% 예방율을 보여주는 백신 개발,
바이든 정권의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2500조원 가량 추가 유동성
공급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달러 약세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8월 27일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적정 물가상승률을 2% 고정에서 평균 2% 로 바꿔 시장에 유연하게
반응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를 완만하게 오버슈팅 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를 시사한다.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은 연준이
지난 30년간 이어온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관행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저금리는 현상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채
및 투자등급 채권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곧 달러에 대한 약수요로
이어지며 달러의 약세화를 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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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강세

중국의 팬데믹 회복
양상, 경제 발전, 원화
위안화 강세에 덩달아
강세

달러 약세보다 원화 강세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위안화의 강세다. 중국 위안화는
전반적인 달러 약세 추세 속에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확진자 수를 빠르게 줄이며 대내 사정을 안정화했고, 쌍순환 (내수,
수출) 부양책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경제는 지난 8월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부진하던 소매판매도 8월 0.5%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타 국가 대비
높은 중국 국채 금리 또한 외국인들의 중국 채권 투자를 확대시켰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은 원화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고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위안화를 대신하는 통화 중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체 통화로 인식되는 호주, 대만 통화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도표1] 원화 달러, 위안화 달러 환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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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펀더멘털

국내 우수한 팬데믹
대처, 수출 개선 기대,
외국인 투자 증대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

중국에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더해 원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 또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에 있어 내재적인 요소는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방역 결과, 글로벌 경제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이다. 이 요소들은 경상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경상수지가
낮을 수록 원화는 강세인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경제 개선 전망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에 반영되었다.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액은 148.4조원으로,
올해 1월 초 대비 약 24조원 증가했다. 증감율로 따지면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유입 근거는 크게 3가지로, 타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환
헷지 프리미엄, 낮은 CDS 비율과 환율 안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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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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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스크
노딜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화
우려, 그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도 증대
가능성

영국은 올해 1월 31일에 EU를 탈퇴했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 적용을 미룬 상태다. EU는 영국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EU가 어업권과 기업보조금 문제에서 영국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주장대로 노딜 브렉시트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웃돌고, 특히
EU와의 교역 감소 등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도 팬데믹 충격에 이어 0.2% 추가 생산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금리 정책 전망
국내 시중금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반등하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국채 물량
부담으로 인해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21년 국내 성장률은 2.8% 로 전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내외로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21년 상반기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
글로벌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원화 강세 현상을 부축인다면 경상수지가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BMSI 지수를 보면 11월 기준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금리 정책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앞으로 두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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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화 강세의 영향
2.1 주식시장

원화강세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화 강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출 중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둘째, 원화 강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는 원화 강세가 결국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증거인 동시에,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기선행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견인하게 되고, 그 결과 주식시장을 다시
견인하는 선순환이 나타남에 따라, 당분간 원화 강세와 증시 호재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원화 강세 국면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도표 1 참고), 이는 원화 강세가 3월 이후로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도표2 참고)를 유발하여 KOSPI도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전고점을
1)돌파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증시의 펀더멘탈 강화는 다시 원화 강세를 유발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3]

자료: Yahoo Fiance,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도표4] 최근 3개월 투자자별 KOSPI 매매 동향

(단위: 억원)

자료: Naver Finance,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1) 올해 11월 24일, 2,617.76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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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권시장
미국 연계된 국채 금리
상승 여력

21년 한국 경제 성장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

중국의 금리 상승
전망, 그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화를 주시해야 향후
채권 가격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경기부양책(재정 및 통화)의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경기 반등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채권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데, 미국 채권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한민국 채권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부양책 실행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은, 국내 국채 물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내 국채 금리도 상승(채권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3%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회복에 따른 조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지수 국고채
3년의 BM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채권시장이 강세일 것이라는 전망, 낮으면 약세일
것이라는 전망), 94 포인트를 기록했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21년 내에
코로나19 백신과 확장된 재정정책 규모에 대한 대처라는 기저가 깔려 있다. 최근 중국의
금리인상설이 대두되고 있다. 팬데믹에서 빠르게 회복한 중국 경제가 내년 8-9%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예상이다. 금리인상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곳은
도이체방크로, 내년 하반기 중국의 두차례 금리 인상을 예측했다. 도이체방크가 내놓은
보고서는 중국이 팬데믹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금융지원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세계 최초로 통화 공급 추세를 멈추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를 통해 인민은행이 부채비율을 통제하고 금융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중국 금리가 상승한다면,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가 예상되는 미국의 투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강세를 띌 것이고, 원화 또한 국내 금리 인상
효과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강세 효과로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원화 강세에
따라 캐리트레이드 현상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달러가
강세인 원화 자본에 투입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기준금리가
상승된다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의 상대적 수익성 약화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세인 달러는 채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5]

[도표6]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최근 원화 절상압력에 따른 저금리의 글로벌 자금 유입(캐리
트레이드의 결과로, 결국 금리는 하락) 등에 의해, 대한민국의 중립금리는 상당히 낮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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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7]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2.3 외환시장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른 미 중 간의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부양책 실행에
따른 달러 유동성 증가 기대감, 또한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세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원화는 위안화 가치 상승과 함께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남에 따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부양정책(완화적
통화과·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국의 대 중 정책의 3)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이므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나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화가 약세(환율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3. 원화 강세 전망
원화강세 기조 이어질
가능성 높아

하지만 다양한
변동성도 존재

9월 이후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강세 폭 상위에 올라있다. 미국 대선 이후 재정적자 기조,
추가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을 고려하면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국내 수출 증가세,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흐름, 또한 위안화
강세 흐름 또한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지해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 흐름에 변화 조짐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올 한해 한국 주식을 28
조원 가까이 내다 판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에 들어 2조원 넘게 사들였고, 이는 원화
강세를 타고 외국인이 한국 증시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3) 미국은 타 서방 국가와 연합해 세계 GDP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환경, 노동력, 무역, 기술에 이르는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낼 것(=다자주의의 회복) / 미국은 대 중국 강경 조치를 취해 중국이 미래의 기술 산업 발전을
주도하지 않도록 할 것 / 미국은 기후 변화, 핵 확산 방지, 세계 보건 안전 등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되는 문제’
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 (=중국과의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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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수는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원화 강세가
급상승함에 따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미리 반영된
사정도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가팔랐던 원화 강세에 대한 반작용,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강세 속도 조절 분위기를 고려할 때 최근 강세는 일부 되돌려질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 안정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의 개선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로 통화스왑과 Repo창설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 유동성 공급이 수월해졌으며, 둘째로 한국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은 건실하고
마지막으로 외환 유동성 위기 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4. 원화 강세 투자전략
원· 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달러 약세와 위안화의 강세 예상
등에 따라 원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알맞은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리서치 1팀은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직접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를 대용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각각의 ETF에 개별자산을 추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인덱스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되, 동적인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얻고자
투자전략을 설정하였다. 아래 도표9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나타낸다.
[도표8]

주식
원화강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 의존도
높은 산업의 수혜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수혜를 본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재료 수입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철강이 있다. 철강 회사들은 매출액에서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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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9] 원· 달러 환율 및 철강금속업종지수 변화

자료: KRX,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조선 업종도 원화 강세 흐름에 따라 기대해 볼 만 하다. 일반적으로 한국 조선업은 원화를
기준으로 선박 수주 협상을 하기에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 선가도 상승한다. 이에
선주들은 추가적인 외화 선가 상승을 염두해 발주를 서두른다. 실제로 과거부터 조선업은
원화 강세 구간에서 선반 수주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조선업계의 수주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은행 업종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과
외화차입비용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혜주로 여겨진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를 순매도하던 외국인들도 10월 중순부터 소폭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한편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환차익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IT 대형주들이 원화 강세와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기업이면서
환율의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원화 강세에 따라 실적 점핑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해주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도표10] 투자업종

[도표11] 보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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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내용에 따라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았다. 직접 지수를 만들고, 개별종목
비중을 논리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기에 대략적인 그림만 보면 되겠다.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IT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개별종목으로 다시 추가하였다. 이는 메모리 수요처의 확실성, 반도체 장비
재료 설비 투자 증가에 관한 긍정적 예측 등 반도체 시장 전망이 좋게 흘러가고 있으며,
원화 강세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주요 투자업종 중 나머지 제조업, 철강금속, 은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업종으로 여겨 추가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되, 원화 강세 흐름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여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은
1.1117이다.

채권
본 채권 포트폴리오는 예금과 적금 대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다각화된
투자처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내 금리 상승 예상,
단기 국고채를 위주로
국고채 매입 제안

최근 팬데믹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에, 다시 시중에 있는
화폐량을 정상화 하고자 향후 정부의 금리 상승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21년 부터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21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띌 것이라 예상되었다. 1년 이내 금리 변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장기
국고채를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투자 포트폴리오 배분을 단기 70% (1년, 3
년 이내), 장기 30%으로 배분한다. 장기 국내 채권에 굳이 30%을 배분하는 이유는, 혹여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 헷지를 대비해서이며,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 보다 높기에, 오로지 단기에만 투자를 하였을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시
놓칠 수 있는 잠재 수익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도표12]

자료: KFIA (금융투자협회),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고 신용 국내 회사채,
해외 회사채 투자 비중
제안

국내 회사채는 무보증 AA-등급 이상의 3년 채권 수익률이 12월 1일 기준으로 2.232%다.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국가에 비해 부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국고채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미국의 회사채는 국내 회사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국의 AAA등급의 회사채의 경우 수익률이 11월 24일 기준으로 2.26%다. 국내 회사채와
큰 차이가 없지만 회사채 포트폴리오 내 국내 회사채와 해외 회사채에 60%, 40% 비율의
투자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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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원화 강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AAA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며, 굳이 원화 강세 시점에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향후 미국의 팬데믹 개선,
혹은 다른 불확실성에 따른 혹시모를 상대적 원화 약세 현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환헷지를
통해 추후 원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꾀하고자 했다.
해외 국채는 신흥국 기준으로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원화 강세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낮은 금리 정책과, 화폐 약세화 현상 때문에 수익이 낮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미국의
국채 경우 10년채 기준으로 수익률이 0.92%로 국고채 10년의 1.69%에 비해 낮다. 유럽은
더욱 낮은 수익성을 보여주며 다른 선진국의 국채 수익률은 이미 우리나라 국채에 비해
낮다. 이를 미루어 볼때 중국 국채에 투자의견을 제시한다. 중국 국체의 수익률을 다음과
같다.
[도표13]

자료: investing,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중국의 신용등급은 A+로 건실한 축에 속한다.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기에 신용등급 BB이하로 낮지만 국채 수익률은 높은 멕시코, 인디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배제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중국 국고채 투자
제안

중국의 위상은 코로나 이후 주요국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10년 안에 경제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개선되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중국 국채 매입 비율도 국고채와 동일하게 단기채권 (1, 3년)에
70%, 장기채권 (5,10년)에 30% 의견 제시한다.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제시하면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매수, 매도를 통해 비율을 역으로 50대 50으로 늘려나갈 것을
제시한다. 경제 발전에 의해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장기채권의 높은 표면 수익률과 금리 하락 시 시세 차익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14] 채권 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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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추세매매: 앞서 언급했던 최근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의 견조한 펀더멘탈 등으로 달러선물은 추세장(도표10 참고)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측매매보다는 추세매매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포지션 트레이딩(최소 3달 이상 보유): 우선 추세가 일단 시작되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재 달러 약세 추세를 인지하고, 이러한 주추세로부터 수익을 얻는
포지션 트레이딩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달러화의 경우 국내 및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금리(시장리스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투자하는
포지션 트레이딩이 데이 트레이딩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USD Short: 달러선물지수를 역으로(음의 2배수)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X2(코스피 261260, 도표11 참고) 활용 혹은 미국달러선물 직접 매도.
여기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인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X2’를 선정한
이유는, 도표11처럼 지수를 거의 완벽하게 추종하는 ETF를 리서치 1팀이 직접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였고(롤오버 위험 등 리밸런싱의 어려움),
미국달러선물인버스보다 좀 더 레버리지가 높은 인버스X2를 투자함으로써 최근
추세장으로 인한 이득을 단기적으로나마 극대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도표15] 코스피 & 미국달러선물 인버스 지수

자료: KRX,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도표16] KODEX 미국달러선물 인버스2X & 달러선물인버스지수

자료: KRX, 삼성자산운용,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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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도표17] 금 가격 추이

자료: Goldprice,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값 오를 가능성
농후

하락세인 금 가격,
지금이 매수 타이밍

지금까지의 금 가격 동향을 봤을 때, 금값은 경제위기 또는 경제 위기 직후에 크게 오른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각국 중앙은행 및 민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금의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미연준의 제로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채권보다는 금이 보험으로써의 상대적 매력이 오르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에 따른
양적완화로 유동성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달러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달러의 대표 대체 자산인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
반등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매우 높고 당분간 제로 금리세가 견조할 것으로 보아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려는 수요는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 월 200 달러를 돌파한 이후, 8 월부터는 금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17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희소식에 의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반등했고, 뉴욕 증시의 상승
지속으로 인해 금 가격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금 가격이 하락세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봐야한다. 1800달러 재진입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1700달러 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전세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아직은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을 투자 차원에서 1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경기가 안정화 될 때 7.5% 로 비중을 낮출 것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금 선물 인버스ETN에 5%
투자하고 나머지 5%는 금 선물 ETF에 투자한다. 인버스ETN에 단기투자 후 금가격이
반등세가 보일 때, 매도하고 금 선물 ETF로10%를 유지한다. 금 가격이 1800달러를 넘는
순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월 200달러대에 매도한 것과 같이, 고점일 때 매도한 후, 금을
보험 차원에서 10% 보다 낮은 4) 7.5% 비중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해외 금선물 ETF를 선정한 이유는 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 교환하는 통화가
중요한데 이는 해외시장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 선물시장이 국내 선물시장보다
유동성이 더 풍부할 수 밖에 없고, 유동성과 거래량이 풍부해야 수익 창출이 수월한데
거래량도 월등하므로 해외선물시장을 선정하였다.

4)7.5%의 비중은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금의 비중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포스트레이드1팀이제시한포트폴리오의종목과가장유사하며어떤상황에서도수익을낼수있는포트폴리오로
구축한것이기때문에이번코로나사태에가장효율적인포트폴리오라는생각이들어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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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달러약세 현상이 만연한 지금 해외상장 금 etf에 투자해놓는다면 훗날 경기가
회복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값이 하락할시에 미국 ETF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롤오버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금 현물 시장은 보관도 힘들고 유동성도 현저히
떨어지므로 선물매매 상품을 편입하기로 했다.
[도표18]

[도표19]

자료: Yahoo Finance,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리서치 1팀

[도표20]수출입 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최근 수출입물가지수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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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코스피 대형주 구성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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