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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ECONOMY BRIEFING

진정한 헬리콥터 머니의 시대가 왔다

실업률 25%의 대공황? MORE STIMULUS CHECK 
IS COMING

현재 실업률 14.7%  
골드만삭스는 2분기 25%  예상. 

코로나로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이 되면서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수만 3,800만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507만명으로 4월달에만 실
업률이 14.7%를 기록하며 3월의 4.4%에 비
해 10%가 넘게 수직상승했습니다. 50년래 가
장낮은 수준의 완전고용을 자랑하던 미국 고
용시장이 코로나 한방으로 단 한달만에 실업
률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가볍게 뛰어넘
고 있는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올해 최고 25%까지 실업
률이 오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공황때와는 다르다 핵심은 발권력.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것
은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추진한 뉴딜정책이었습니다. 뉴딜정책이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시설을 대규모로 건
설하는 정책으로 수많은 공공시설들을 만들
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돈을 뿌려 일자리를 창출
하고 소비를 만들어 경제를 회복시킨 셈입니
다. 

하지만 당시에는 달러가 금과 가치가 연동이 
되는 금본위제의 시대였습니다. 미 정부는 달
러를 가지고오면 그만큼의 금을 실제로 내줘
야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은 다릅니다. 

금본위제는 71년 닉슨대통령이후 폐지되었고 
이제는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프린팅하는 시
대입니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2008년 이후로 
연준을 통해 막대한 돈을 뿌렸고 조금씩 자제
하던 돈풀기는 이번 코로나사태이후 터진 둑
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년만에 $1조
달러를 넘을것으로 예상되던 재정적자는 이
제 $4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House Approves $3 Trillion HEROES Act for 

New Coronavirus Aid

말이 25%이지 전체 고용인력의 1/5이 쉬는 
셈입니다. 이는 미국역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였다는 1930년대 대공황때와 같은 수준입니
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전체 GDP
의 70%가 소비에 의존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지출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인들이 크레딧카드와 대출등 빚을 지고 
소득에 근거한 지출을 신나게 함으로써 기업
들의 수익이 늘고 고용을 늘리면 직원들은 다
시 소비를 하고 자산을 구입하며 경제가 돌아
가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먹거
리뿐만 아니라 주택등의 부동산과 은퇴계좌에 
있는 401K, IRA등의 주식자산들의 가치상승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는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백
본[Back Bone]이고 이번 
코로나위기에서 미국정부
가 가장 중요하게 살려내
야하는 경제회복의 키포인
트인 셈입니다.

NANCY PELOSI //
민주당은 15일 하원에서 $3
조달러 수준의 수퍼부양책인 
HEROES ACT를 가결

Did you

하원 추가부양책 승인 
백악관도 긍정적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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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뿌려 주는 시대, 결과는?

민주당은 이번에 $3조달러 수준의 추가부양
책을 하원에서 가결시켰고 백악관은 이견이 
있지만 일인당 $1,200의 디렉페이먼트는 승
인할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돈을 찍어내
어 뿌리는 것입니다. 효과는 확실해보입니다. 
공짜돈은 지출을 부르고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및 부양책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것
입니다.

다만 막대하게 늘어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
의 빚이고 이는 향후 세수의 확대및 정부지출
을 줄이는 정부혜택의 감소를 부를것입니다.



DEBT
MOUNTAIN OF돌려막기 신공? 빚으로빚을 갚는기업들

EMPLOYMENT PRICE RETAIL SALES
다행인점은 코로나사태로 실직
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임시
해고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 대부분의 
인력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
아올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의 기대는 빠른 
고용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5월 이후 경제
를 재개한 주들이 많아졌음에도 
고용의 회복세는 아직 눈에띄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USDA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육류생산이 제한되고 자가격리
로 사재기가 급증하면서 식료품
의 가격이 8년만에 최고치로 오
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올해 평균보다 2.5%  더 상승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월 
쇠고기가격은 4.2%, 가금류는 
4.7%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주
식시장에는 디플레우려가 있지
만 인플레의 시작점은 식료품의 
가격상승이라는 점. 

그나마 선방한 업종은 헬스케어
를 비롯해 식료품과 빌딩자재와 
가든물품등이었습니다. 이는 코
로나로 인한 그로서리및 식료품
의 사재기와도 연결되어 있으
며 코로나지원금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분야는 비
스토어 리테일러, 즉 온라인 리
테일러로 유일하게 8.4%의 상승
세를 기록했습니다.

3월 기업들은 예정에 없던 폐쇄를 해야했고 이는 그대로 수익
의 악화로 인한 재정의 압박에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아야만 하
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기업들의 파산가능
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신용
등급을 깍아내리고 있는것입니다.

신용평가사도 어쩔수없는 선택입니다. 요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부채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라는 대출담보부증권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건 지난 금융위기당
시 문제가 되었던 서브프라임 MBS 주택담보부대출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번 터져서 연
쇄적으로 폭발하면 경제자체가 무너져내릴수 있는 정도의 파
괴력을 지닌 파생상품입니다. 

현재 미국의 위험한 수준의 기업부채는 $700B 규모에 달합니
다. 채권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의 세배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
태로 채권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이 급하게 나서 
무제한 양적완화와 기업채, 그중에서도 정크등급의 기업채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선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문제는 연준이 정크등급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서자 기업들이 
단기 기업어음을 막기위해 채권을 발행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시대입니다.

전례없는 수준으로 급등하는 신용강등

EMPLOYMENT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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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SALES // 소비

PRICE // 물가

지난9주동안 신규실업자 3천8백만
명 돌파, 4월 실업률 14.7%

5/16일 끝나는 주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3만명으로 3월 이
후 가장 낮은 추이를 보이며 하락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주간 보고
된 신규실업자는 자그만치 4천만명
에 육박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의 인구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골
드만삭스는 이에 한술더떠 올해 미
국의 실업률이 최고 25%까지 상승
할 수있을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
다. 미국 전체 고용인의 1/5이 놀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정도 수준
의 실업률은 대공황이후 기록된 적
도 없습니다.

전례없는 수준의 소매판매하락
가장 큰 피해는 의류판매업계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된 4월은 리
테일 스토어에는 악몽같았던 최악
의 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4월 
소매판매지수는 이전에는 볼수없
었던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
다. 1992년 소매판매지수를 집계한 
이후 최대폭의 하락인 -16.4%를 기
록했습니다. 미국경제의 70%가 소
비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충
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쇼핑몰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의류매장업계는 -78.8%의 폭락세
를 보였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도 
-60.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도 -58.7%의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내구재들이 강한 하락
세를 보였습니다.

식료품 물가 2012년 이후 최고가 
상승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셧다운되고 
모든 비지니스가 폐쇄되고 있는 상
황에서 물가는 오르기가 어렵습니
다. 수요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
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수요가 폭
발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식료
품입니다.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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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라인에 대기하는 MMF 캐쉬

현재 사이드라인에 대기중인 MMF 캐쉬
펀드는 $4.8조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전체 시총의 17%가량으로 2008년의 
48%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주택융자

주택융자 모기지 신용가용지수가 급락하고 
있음. 이는 향후 수요가 회복되도 대출기관
의 스탠다드가 높아져 모기지를 받기가 더 
힘들어질수 있다는 점. 향후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이번 리세션이 지난것과 다른이유

이번 코로나위기로 인한 리세션은 내구재 
판매 하락은 같지만 식료품 사재기등으로 
인한 비내구제 판매는 급등, 서비스는 폭락
수준으로 하락. 증시가 불을 뿜으며 투자또
한 하락폭이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

이자율과 재정적자의 역사적 추이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민간부채의 급등 
그리고 이자율의 하락. 달러의 가치는 하
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오지않음. 1940년
대 재정적자가 피크를 기록하며 물가상승. 
2008년 금융위기이후 비슷한 추세.

5월 한달동안 급증하는 부도

5월 한달동안 최소 $50M의 부채의 기업 
27개가 파산을 신청하며 2009년 이후 최대
기록. 올해에만 $50M의 부채를 가진 대기
업 98개가 파산을 신청하며 이 역시 2009
년의 142개 기업 파산 이후 최대 기록.

불가능해 보이는 1단계 합의 이행

1월에 합의한 1단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
려면 당장 중국으로의 수출이 2분기부터 
급격히 상승해야함. 1분기 수출규모의 거
의 두배에 가까운 양을 수출해야하는데 현
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5월에 팔아라를 증명하는 차트?

실제로 미국은 여름 휴가시즌에 거래량이 
줄고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잘 못받는 경
향이 있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조정은 6월
과 10월에 일어난 적이 많았고 가장 강한 
상승세는 연말의 산타랠리. 

통화유통속도와 인플레이션

공급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통화
의 유통속도. 한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듯.. 현재 속도로는 단기간내 인플
레이션 가능성은 아예없다고 봐도 될정도.

경기재개와 고용회복

경기회복의 최대관건은 고용과 소비가 급
격히 회복을 할수있을것이냐인데 필라연
준의 제조업지수는 비지니스 컨디션의 회
복이 고용회복과 함께 가지않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BUSINESS / MARKET

그래프로 보는 경제



3월 케이스쉴러 20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지표는 
놀랍게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셧다운이 시
작된 3월에 단독주택의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9%
나 상승을 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된 3월부터 미국의 경제지표는 모두 
하나같이 하락 혹은 이전에 본적도 없는 수준의 폭락
세를 보인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실
업률이 급등하고 소비가 급락하는 중에도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물론 셧다운으로 인해 기존주택에 대한 판매건수는 
급락했지만 19개 주요대도시중 1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래는 20개 대도시에 대한 집계를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지연으로 디트로이트가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애리조나의 피닉스, 워싱턴의 시애틀, 노스캘로라이
나의 샬롯이 19개 도시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상
승세를 보였고 이들 도시는 작년부터 계속 가격 상승
세가 급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피닉스는 매년 가격이 8.2% 증가했고 시애틀은 
6.9% 상승했으며 샬롯은 5.8%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시카고와 뉴욕시, 그리고 댈러스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월에도 부동산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규주택 판
매건수는 3월보다 0.6%  증가한 62만건을 기록했고 
이는 3월의 -21.9%에서 소폭 회복한 수치입니다. 다
만 평균판매가격은 1년전보다 8.6% 하락했습니다.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개 지역중 3개 지
역이 3월과 비교해서 더 높은 주택 판매를 보였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신규주택 판매가 8.7% 증가하며 가
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서부는 반대로 6.3%가 감소했
습니다. 반면 남부와 중서부는 2.4% 상승하며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티는 것은 사상최저수준
의 모기지 이자율과 거래할 주택매물이 최악의 수준으
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셧다운이 되고 모든 경제주체가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도 매물을 내놓을려는 사람들
이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주택재고량은 더
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요가 줄어들
어도 공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것
입니다.

WSJ의 보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아파트 임대료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월에 하락

[연간기준]한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와 플로리다의 올란
도도 역시 아파트 렌트비가 하락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
니다.

홈빌더들의 실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상
보다 좋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REITs 들의 주가는 올해 8%하락한 S&P500에 
비해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
장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그대
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
다. 

강한 부분은 단독주택 시장입니다. 일단 재
고가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적어
도 워낙 매물이 없어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
다.

반대로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렌트시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쇄된 공간에 여러명이 모이는 것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있고 소셜 디스턴싱이 일반화되고 있
는 현시점에서 쇼핑몰과 극장, 레스토랑 같은 비지니스는 크
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콘도, 아파
트는 반대로 공급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올해 완공되는 건
물의 수는 2008년 이후 최대수준을 보일것으로 전망되고 있
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코로나사태에도 상승하는 주택가격.. 과연 유지가능할까?

KEY REAL ESTATE FACTORS

REAL ESTATE
Gendandio exerest omni doluptatem latem et odiat volupisquos archil ipisque Ihildi voluptatur. Aquilorum 

nametur, commodi gendant inulpar untotat empores tibeari busciliqui ident que aut enis et idus sed.

건축허가[4월]: -24.8%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3월] +3.9%

건축지출[3월] +0.9%
기존주택판매[4월] -17.8%
신규주택착공[4월] -30.2%

모기지신청[5월] -2.6%
30년 모기지이자 3.41%

신규주택판매[4월] +0.6%
잠정주택판매[3월] -16.3%

전례없는 수준의 경기침체와 부동산

코로나 사태는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밀폐된 
곳의 진입과 소셜디스턴싱이 일반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화상채팅과 버츄얼쇼잉등 4차산업혁명을 가
장 빠르게 흡수하는 인더스트리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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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INSIGHT FROM ITK

코로나방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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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CASE-SHILLER HPI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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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I STATISTICS
1년래 가장빠른  페이스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2018년 수준으로 돌아온 부동산 가격 성장세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상승세를 이어가는 피닉스와 시애틀

EXISTING HOME SALES
2020년 4월 미부동산협회 기존주택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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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셧다운 2주동안 부동산 시장의 

3월 연간 가격 성장세는 4.35% 기록
CASE-SHILLER INDEX에따르면 3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연간기준으로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큰 수
준의  증가를 보였으며 월간기준으로는 10개월래 가장 빠른 0.8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간기준으로
는 8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3월의 부동산 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셧다운을 시작한 달로 코로나로 인한 주택시장
의 영향과 전망을 엿볼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3월의 부동산 시장 강세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분기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홈오너쉽 비율은 긍정적입니다. 2월의 65.3%는 7년래 
최고수준으로 이 증가세는 29세 이하의 밀레니얼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이 급등한데 기인합니다.

// 20-CITY YEAR-OVER-YEAR HOME PRICE GROWTH
20대 도시 주택가격 전년대비 추이



융자업체에서 보는 5가지 Key Factors

TOP
HOME MORTGAGE //

CASH RESERVES//

크레딧 스코어 
 
모기지 융자업체가 대출을 하기 전 심사
를 할때 여러가지 재정적인 측면을 보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이 바로 당신
의 신용도입니다. FICO Score라고도 불리
는 신용점수를 보게되는데 이 점수가 바로 
모기지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핵심적
인 요소입니다. 
FICO점수가 높으면 모기지 이자율은 낮아
지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반대로 모기지 이
자율은 높아집니다. 보통 융자업체에서 광
고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FICO Score가 최
소 760점 이상일때 가능한 이자율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면 740점에서 760점 이상
은 되어야 현재 마켓에서 최적의 이자율로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최소 580점이상은 되어야 FHA 
Loan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
기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80점까
지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만 매우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신용점수로 인해 생기는 이자율의 갭은 생
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0점을 
가진 신청자가 5.02%의 이자율로 승인을 
받았다면 760점을 가진 신청자는 3.43%까
지의 이자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자율이 대
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30년 모기지로 진행
할 경우 크레딧에 따라 최대 10만불까지도 
차이가 발생[/highlight]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물론 그 갭은 모기지 금액이 많아질
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

Debt to Income Ratio 
 
보통 DTI 혹은 총부채상환비율로
도 불리우며 신청자의 총수익과 총
부채간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간
단하게 말해 신청자의 수익과 현
재 갚고 있는 채무[빚]의 비율을 확
인하고 주택융자를 더했을때 부담
이 되지 않는 비율인지를 보는 것
입니다. 
DTI는 두가지를 보는데 첫번째는 
신청자의 월 총수익[Monthly Total 
Income]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한 하우징에 들어가는 비용, 즉 모
기지 대출금액[원금+이자]과 보험
비, 그리고 세금의 총 합이 월 총수
익의 28%를 넘지 않는지를 보는것
이 가장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보통 PITI라고 부르며 Principal[원
금] + Interest[이자] + Tax[재산세
등의 세금] + Insurance[홈오너보
험등의 보험비]를 하우징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Total Debt to Income 
Ratio로써 하우징 비용을 포함하여 
다른 채무, 즉 차량에 대한 론등 최
소한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비율은 총수익의 
36%이하를 최적으로 보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 비율내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의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 비율은 실마켓에서는 여
러가지 다른 팩터에 의해 좀 더 높
게 설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FHA Loan의 경우 43%까지도 
허용을 하며 신청자의 다른 컨디
션이 좋을 경우 이 채무비율이 약
간 더 높아도 오프셋이 될 수 있습
니다.하지만 당연하게도채무비율
이 낮을수록 받을수 있는 이자율이
나 오퍼도 좋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현금 보유 
 
주택융자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현금보유 척도
를 몇개월의 모기지 페이먼트만큼 캐쉬를 보
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첵킹어카운트나 세이빙, 머니마켓
이나 CD등의 계좌에 있는 유동성 현금을 뜻하
며 은퇴플랜에 있는 자금은 인출의 제한이 있
을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highlight color=”yellow”]클로징
이 완료가 된 후에 60일 간 모기지 페이먼트
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2개월분
의 하우징비용[PITI]이 있어야[/highlight] 합
니다. 
 
Risk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업체가 더 높
은 현금보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인컴의 안정성 
 
모기지 융자업체는 신청자
의 직업과 수익이 오랫동
안 꾸준했는지 여부를 살핍
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출을 
갚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적
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소 2년동안의 Employ-
ment & Income Status가 
꾸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업체에서 보
는 가장 좋은 조건은 2년동
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컴
을 받았거나 더 좋은 직장으
로 옮겼을때를 생각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Self 
Employment, 즉 자영업자라
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게 있어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매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
을 살펴볼 수 있는 지난 2
년간의 텍스리턴을 요구하
며 실제로 보고한 세금보고
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IRS에서 직접 사본을 요청하
는 Form 4506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구입시 최적의 이자율로모기지를얻는방법

// HOW TO GET BEST MORTGAGE RATEBEST MORTGAGE

3.41%

// Down Payment

MBA 30 Year Mortgage Rate RICHEST POLITICIANS

일반적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한 20%를 해야 가장 좋은 
이자율의 대출을 오퍼받을수 있습니다. 
 
모기지 융자가 심사하는 기준이 대출을 잘 갚을수 있는지에 
대한 Risk Factor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페이먼트가 
적고 융자금액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져 이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highlight color=”yellow”]20%이하의 낮은 다운페이먼
트를 하게되면 이자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PMI라는 모기
지보험또한 필수적으로 가입[/highlight]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크레딧 스코어가 720-759정도의 매우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5%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신청자
와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신청자는 대략적으로 0.62%
의 이자율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적게 느껴지시나요? 30만불 융자라고 보면 연에 $1,860 월
에 $155이며 30년 모기지로 보면 무려 $55,800의 차이가 생
깁니다.

Prep for Mortga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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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AR INDEX // DXY
US Dollar Index (USDX) overview 
which measures the value of the US 
Dollar against some of the foreign 
currencies

JAPANESE YEN - USD/JPY
The yen (symbol: ¥; code: JPY) is the 
official currency of Japan. It is the 
third most traded currenc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EURO - EUR/USD
The euro (sign: €; code: EUR) is 
the official currency of 19 of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URRENCY MONITOR
미중갈등으로 인한 환율전쟁의 가능성
중국 위안화 환율 급등시 한국원화도 약세 불가피

달러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머징마켓의 환율, 특히 중국은 더 약해지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글로벌 환율, 특히 이머징마켓의 환율은 강세를 나타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환율을 계속 
사상최고수준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달러대비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의 경제가 중국에 의지하는 포션이 커서 어쩔수없는 상황이지만 원화와 위안화의 싱크로율은 상당히 높습니
다. 만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국 위안화는 키 저항선이자 사상최고점인 달러당 7.17위안을 
상향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비화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의 폭발은 글로벌경제에 커다란 악재이자 한국의 원화도 크게 가치절하가 될수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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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YUAN - USD/CNY
The yuan (Chinese: yuán) is the basic 
unit of the renminbi, but is also used 
to refer to the Chinese currency

KOREAN WON - USD/KRW
The South Korean won or Korean 
Republic won is the official currency 
of South Korea.



    원자재란? // 
원자재란 기업이 다른상품이나 완제품을 생산
하는데 필요한 원료 또는 원천이 되는 상품으로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주요 원자재의 의미 // 
보통 금은 안전자산의 가치가 있으며 구리는 글
로벌경제의 선행지표 그리고 유가는 물가와 연
관성이있습니다 

COMMODITIES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및 전망

CRUDE OIL FUTURES // GOLD FUTURES // COPPER FUTURES //

국제유가[CRUDE OIL] 가격추이
5/27일 기준

국제금값[GOLD] 가격추이
5/27일 기준

국제 구리[COPPER] 가격추이
5/27일 기준

COMMIDITIES MARKET INDEX .CRUDE OIL // GOLD // COPPER

// 원자재를 봐야하는 이유
원자재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들이 공업생산을 할때 원
료가 되는 자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금
이나 은, 원유나 구리, 철에서부터 육류와 농산물등도 
모두 원자재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투자를 적극
적으로 하지않는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
다. 

원자재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
품들이 원자재를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의 가격에 따라 이를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가격변동은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
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정해서 물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물건의 

원가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현대경제에서 물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면 기업들의 수익은 오르고 투
자는 증가하며 고용도 역시 오르게됩니다. 고용이 많아
지면 많아질수록 임금상승률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이 안정적인 임금을 바탕으로 지출을 하게됩니다.

사람들이 TV를 사고 차를 사고 결국에는 집을 구입하
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출은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점점 낮아지면 사람들
은 가격이 낮아질것을 기대하며 지출을 늦추게됩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와 고용의 
둔화로 이어집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지
출을 줄이고 다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더 팔기위해 생산가를 더 줄이게되는 악순환이 벌어집
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두가지 
목표중 하나가 물가안정인 이유입니다.

// WTI CRUDE OIL PRICE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4월 한때 마
이너스로 향할만큼 기록적인 폭락
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5월에는 유
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경제재개
를 이어가며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
로 반등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들이 5월을 기점
으로 하나둘씩 경제재개를 발표하
고 바이러스 확산추세도 확연히 둔
화를 보임에 따라 국제유가도 미
래수요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며 배
럴당 $30이 넘는 수준의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인 중
국이 올해 2분기 석유수요가 이전
의 전망보다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
며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유가를 끌어
내릴수 있는 악재입니다.

// GOLD PRICE
금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
이후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가 강하게 작용하며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후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보다 코로나로 인한 극악의 경기침
체 가능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며 모멘텀을 못받고 있
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전히 금의 최대 수요처인 
귀금속 소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점과 달러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비 
강세를 보이며 금값을 압박하고 있
다는 점도 강력한 하방요인입니다. 

// COPPER PRICE
구리는 현대경제권에서 내구재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만큼 필수
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글로벌 경제의 활황 
혹은 둔화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써 DR.COPPER로도 불립니다.

현재 구리는 중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등 주요 경제국들이 연이어 경
재재개를 선포하며 글로벌 경제회
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상승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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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없는 시장
하지만 이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이른 상황입니
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기술주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
고있고 그러면서도 경제가 재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
을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낙폭이 
가장 컸던 기업들의 상승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장주에
서 후발주자인 경기순환주로 섹터 로테이션을 하고있
는 와중에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합니다. 

실제로 아직 코로나사태가 완전히 둔화추세로 돌입했

다고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5월에 경제를 
재개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네바다, 조지아등이 다시 
감염자 추세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경제재개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다른 주들의 추
세는 트렌딩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스
럽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도 눈여겨봐야할 이슈입
니다. 현재 1단계 합의를 이행하려면 중국은 당장 2분
기부터 1분기의 두배에 가까운 미국 상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공조를 해도 모자를판국
에 홍콩을 둘러싸고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은 점
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은 미국인들의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미 증시는 S&P500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며 중장기적으로 불마켓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이 펀더멘탈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 STATISTICS
S&P500 TOP PERFORMER

S&P500 MARKET BRIEFING & PERFORMANCE REPORT

GROWTH TO VALUE STOCKS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가 성장의 축을 성장주에서 경기순환주와 가치주로

// U.S MARKET BRIEFING AS OF 5/28/2020

5월 미 증시는 경제재개와 코로나 치료제 & 백신에 대한 기대가 한달내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
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추세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연히 보였고 경제재개를 한 주들이 급속히 늘어
나는 와중에도 추세가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MODERNA를 비롯해 NOVAVAX등 바이오테
크기업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초기결과와 진입소식에 증시는 환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MODERNA의 1차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보도로 풀백을 하긴했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4월의 끔찍한 수준의 경제지
표가 연이어 발표되었으나 이미 
예상한 수준에 있던 지표는 증시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부동산 모기지
의 급격한 회복세는 시장이 빠른 
반등을 할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
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성장의 축이 나
스닥 기술주위주의 성장주에서 
경기순환주 혹은 가치주로 돌아
왔다는 점입니다.

S&P500 PERFORMANCE
S&P500 index stocks categorized by sectors and 
industries. Size represents market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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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5.02%

-0.49%

PayPal Holdings, In…  PYPL 171,354.38 18.11 0.00 Computer and Technology

Facebook, Inc.   FB 652,843.25 18.00 0.00 Computer and Technology

NVIDIA Corporation  NVDA 209,721.16 14.26 0.19 Computer and Technology

NIKE, Inc.   NKE 155,301.25 13.40 0.98 Consumer Discretionary

The Home Depot, Inc…  HD 265,693.34 11.52 2.43 Retail-Wholesale

Apple Inc.   AAPL 1,378,795.25 10.56 1.03 Computer and Technology

salesforce.com, inc…  CRM 158,743.16 10.08 0.00 Computer and Technology

TMobile US, Inc.  TMUS 120,116.16 8.83 0.00 Computer and Technology

The Walt Disney Com…  DIS 219,515.59 8.27 1.45 Consumer Discretionary

Adobe Systems Incor…  ADBE 180,757.23 7.45 0.00 Computer and Technology

Ticker Market Cap[M] % Change Div% Sector 

TOP PERFORMER // 4 WEEKS 

// 지난 4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대형주



S&P500 Performance as of 5/28/2020

KEY FACTOR CHECK

S&P500 섹터 퍼포먼스 브리핑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
는 와중에도 시장은 코로나리스크에 대한 우려때
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바뀔 우리의 삶속
에서 기회를 보고있는것 때문인지 여전히 커뮤티
케이션과 기술섹터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는 매
우 높습니다. 이는 코로나사태가 완전히 피크를 
지났고 그로인한 경기침체 바닥은 지났다는 확고
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여행/
레져등 자유소비재 섹터가 놀라운 컴백을 보인것
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재개에 대한 수요회복 기대로 원자재와 
유가가 확연하 회복반등세를 보이며 원자재/에너
지섹터또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산업재까지 
끌어올렸으나 반대로 그동안 수혜를 봤던 헬스케
어섹터는 모멘텀이 확연히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
이고 있습니다.

어닝시즌 브리핑
정리: 1분기 어닝시즌은 S&P500 기업의 약 
97%가 수익을 보고했으며 64%가 예상 EPS
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했고 56%가 예상 
매출을 상회하는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어닝 성장률: 현재까지 1분기 S&P500의 전
반적인 어닝 성장률은 -14.6%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 3분기 이후 가
장 큰 폭의 어닝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
입니다.

어닝 수정치: 3월 31일 기준의 1분기 예상
어닝은 -6.9% 하락. 4개의 섹터가 부정적인 
EPS 예상과 기업실적 둔화로 3/31일과 비교
하여 성장률을 하락조정.

가이던스: 2020년 2분기 전망으로는 지금까
지 26개의 S&P500 기업이 부정적인 가이던
스를 발표했고 20개의 기업이 긍정적인 가
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현재 S&P500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은 21.5이며 이는 5년 평균치인 16.8
과 10년 평균치인 15.1을 크게 상회하고 있
어 매우 고평가된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주
가수익률이 21을 초과한 경우는 2002년 1월

2020년 2분기 추정치 사상최저치 

2분기 첫 두달에 대한 어닝 예상치는 현재 -35.9% 감소한 $36.93
에서 $23.67로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정도의 하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기 첫 2개월간의 EPS예상치 10년 평균 감소치
는 2.4%였고 15년동안의 평균치는 3.3%입니다.

놀랍게도 S&P500의 기업들이 이 정도로 어닝이 하락할것으로 예
측된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09년 1분기에도 어닝예상치는 
-27.8%였습니다. 

섹터로 살펴보자면 에너지가 -524%로 1분기에 마이너스까지 떨
어진 유가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것으로 보이며 자유소비재와 산
업재가 각각 -112%와 -78%로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반
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경기재개가 된후에 기업의 이
익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여 현재 예상되는 어닝과
의 갭을 메꿀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BEST SECTORS!
S&P500 Best Performance by Sector

S&P500 수익률을 상회한 섹터
커뮤니케이션 +11.37%
정보기술 +10.83%
자유소비재 +7.70%

RECORD-HIGH CUTS TO S&P 500 EPS ESTIMATES
> 사상최대의 2분기 EPS 예상치 하락
> 2009년 1분기의 -27.8%보다 큰 하락예상
> 에너지는 -524%, 자유소비재 -112%, 산업재 -78%
> 11개 섹터중 7개는 200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 4월부터 5월까지의 S&P500은 17.2% 상승, 어닝은 하락

S&P500 SECTOR PERFORMANCE

S&P500 수익률을 하회한 섹터
원자재 +6.19%
에너지 +5.65%
산업재 +4.97%
헬스케어 +3.41%
파이낸셜 +2.68%
부동산 +1.42%
유틸리티 +0.50%  /  필수소비재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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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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