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2020. 4. 9( 목 )

뉴욕사무소

연준 CARES법 후속조치 발표 등 금일 주요 이슈에 대한
뉴욕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금융시장 반응

Ｉ

□ 시장참가자들이

08:30분) 및 Powell
의장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의지 강조(Brookings 연구소와의 대담, 10시)
연준의

CARES법

후속조치 발표*(뉴욕기준

에 주목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 하락, 미달러화는 약세**

*
**

o

美 의회가 3.27일 제정한 CARES법의 보증지원(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에 4,540억달러 배정)을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 및 지방정부 관련 신규 긴급대출제도 도입, ② 대기업 및 가계금융 관련
기존 제도의 대출한도 확대 등 2.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
주가(Dow)

금리(10년물)

0.72%(-5bp),

달러화(DXY)

99.52(-0.6%)

다만 연준의 조치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여 시장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美

주간 신규 실업급여청구자수 3주 연속 급증(+6.6백만명
및 OPEC+ 합의 실망감*이 투자심리 추가 개선을 제약

*

o

23,719(+1.2%),

vs. +5.5백만명e)

국제유가(WTI선물)가 장초반 28.4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감산합의 규모가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23.2달러(전일대비 7.6%)로 하락 전환

–

(한국지표) 원화(NDF)는 강세(1,210.7원,

-4bp), 주요 기업 주가는 혼조세

-5.0원), CDS 프리미엄은 하락(30.6,

뉴욕 금융시장 주요 지표 추이
1)

(美 국채 10년물 금리)

(다우존스 주가지수 선물)

주 : 1) 부활절 휴장(4.10(금))을 앞두고 채권 시장은 오후 2시에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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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러화 DXY 지수)

주요 이슈별 시장 평가

Ⅱ

1. 연준 대출기구 확대·강화
(1) 회사채 매입범위 확대

◇

회사채매입기구(PMCCF, SMCCF)의 매입대상 적격자산의 범위를 기존의
“투자등급(BBB- 이상)”에서 “투자등급(3.22일 기준)에서 투기등급(BB- 이상,
매입시점 기준)으로 강등된 회사채· 대출”로 확대
회사채매입기구

대출한도
기존
금일 발표

적격담보
금일 발표

기존
BBB- 이상
강등된 BB- 이상
Corporate Credit Facility)
회사채, 대출
2,000억달러
7,500억달러
(자본 각각
(PMCCF 500,
BBB- 이상
강등된 BB- 이상
SMCCF (Secondary Market
100)
SMCCF 250)1) 회사채, 대출 투자목적에 투기등급
Corporate Credit Facility)
美상장ETF
회사채가 포함된 ETF
주: 1) 재무부 ESF 자본출자이며, 자산별 레버리지(대출:자본)를 발표(투자등급 10:1, 기타자산 7:1~3:1)
PMCCF (Primary Market

□
o

시장참가자들은 연준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기업(fallen angel)을 적격담보에
포함시킨 점에 주목하고 강등된 기업들에 대한 안전판(safeguard) 역할은 물론
신용시장 전반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하향조정*되며 투자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3월중 900억달러)으로 급증하자 연준의
적격담보 확대 기대가 확산

* Ford (BBB-

o

→ BB+, 3.25일), Macy‘s (BBB- → BB+, 3.26일) 등

금일 조치는 투기등급으로 강등이 우려되거나 강등되는 기업들이 자금압박
심화로 파산위험에 직면하는 등의 코로나19 충격이 영속화될 위험을 극복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Powell

의장, “연준은 공익(public good)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온전한 상태에
있도록 할 필요. 이를 위해 연준은 정책수단을 전력을 다해 사용할 것임(build a bridge)

o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투자· 투기등급 회사채 CDS 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화되기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부채 규모(10억달러)

투자등급 및 투기등급 회사채 CDS

4

자료: FT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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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채 매입 기구 도입
◇ 연준은 미국내 주, 시,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현금흐름 압박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유동성기구(MLF; Municipal Liquidity Facility)를 신설
◇ MLF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적격채권을 5,000억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美 재무부는 코로나19 지원법(CARES Act)에 의거하여 MLF에 350억달러의
자본금을 출자
◇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재평가할 계획

□ 시장참가자들은

연준이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o

재정여력이 부족한 주 정부, 지방채 펀드 등의 부도위험(default

risk)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적격매입대상이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단기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Nomura)

*

o

다만

채권 발행일 기준으로 만기가

MLF가

24개월

이내인 경우 매입이 가능

발행시장에서만 지방채를 매입하고 유통시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지원책이라는 한계(Toronto

Dominion, BoA)

(3) 기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대출기구(MSNLF;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 및
확장대출기구(MSELF;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를 설립하고 6,000억
달러까지 채권을 매입하는 등 중소기업대출프로그램(MSLP;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실시
◇ 기존 TALF의 적격담보에 AAA등급의 CMBS 및 신규발행 CLO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장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o

추가적인 매입 금액 및 대상범위 확대가 가능하며 앞으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연준이 기민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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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고용지표 부진

□ 금일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급여청구자수가 660.6만명으로 시장예상(550.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직전주(686.8만) 대비 청구자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코로나19 지원법(CARES Act)에 따라 주당 실업급여가 기존대비

$600 증가하고 실업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도 금번 실업급여청구자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o

지난주 발표치가 기존 664.8만명에서 686.7만명으로 상향조정되어 다음주 발표
에서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계절조정전 수치 기준(620.3만명)으로는 직전
발표치(601.6만명)에 비해 3.1%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JPM, HSBC)

□ 한편, 주간단위 증감기준(계절조정전 수치 기준)으로 일부 주(21개주)에서 증가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o

조지아주에서

38.8만명이

o

한편,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고용인력 대비 신규 실업급여청구 건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실업급여 사무처리 인력 부족이 존재하거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delivery services)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였을 가능성(Citi)

신규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전주
대비 +25.4만명)를 기록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92.5만명이 신청하여 전주
(105.8만명) 대비 증가세가 감소

□ 지난 3주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급여청구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주 약
3%p

정도의 실업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실업률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HSBC)
주간 신규 실업급여청구자 추이

3월 이후 누적 신규 실업급여청구자/고용자수

4

자료: HSBC

자료: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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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C+ 감산 합의

□ OPEC+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산 규모가 글로벌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과 미국 등

OPEC+

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참여 불확실성**

등으로 유가는 하락

* 5～6월중 10백만배럴/일,
** 미국의 감산 동참 여부가

o

미정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수요는 크게 감소중*이어서
OPEC+의 감산 규모는 단기간내 유가를 반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

*

수요 감소규모 추정(백만배럴/일)
Goldman Sachs
JP Morgan

o

2021.1～4월중 6백만배럴/일 감산
가운데, 10일(금) G-20 에너지장관 회의가 개최 예정

하반기중 8백만배럴/일,

4월
22
24

5월
16
11

6월
9
-

금번 감산 합의에는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들의 유류저장시설 부족도 한
원인이어서 감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지속적인 감산의 불확실성을 증폭

*

멕시코는 금일 감산 합의를 거부하며

OPEC+

원유 재고 추이1)

주 : 1) 백만배럴/일
자료 : Goldman Sachs

탈퇴 가능성을 제기
수요 및 공급 증감1)2)

2) 실선은 공급, 면은 수요 증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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