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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간 성과 비교에서 인도 센섹스 지수가 브릭수 국가 중
2 번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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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 통화 정책
최근의 격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인도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했다. 그리하여 기준 금리 7.25%, 역 repo 6.25%,
MSF 금리 8.25%를 나타냈다. 인도중앙은행은 또 CRR 을 4%로 유지했다. 인도중앙은행은 향후 정책 조치가 다음 항목에 따라
계속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 은행의 금리 전달 2. 식품 가격 및 몬순을 염두에 둔 인플레이션 모멘텀 3. 전력 부문 및 토지
취득에서 공급자 중심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구상 4. 미국 통화 정책의 개선. 인도 중앙은행은 FY16 GDP 성장 기대치를 7.6%로
유지했다. 이는 7.3%였던 FY15 GDP 성장률에서 조금 개선된 수치이다. 인도중앙은행은 CPI 가 2016 년 3 월까지 6%로 상승한
후 FY16 2 분기까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정부, 100 곳의 스마트 시티 개발에 미화 80 억 달러 투자
인도 정부는 5 년간 매년 미화 1600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선정한 100 곳의 스마트 시티 개발에 미화 80 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할
것이라고 도시개발부 장관 M. 벤카이아 나이두가 발표했다. 그는 인도 개조국가기구(NITI Aayong), 인력 개발 협회(IHD),
플로리다 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부에서 조직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또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 개발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면서 시민 참여를 특별히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산업 성장 기록
8 개의 핵심 산업은 3% 성장을 기록했다. 가파른 성장을 기록한 주요 부문은 정제제품(7.5%), 석탄(6.3%), 비료(5.8%)였다.
국제통화기금, 2015 년 인도가 더 빠르게 성장, 중국의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15 년 7 월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FY15 의 인도 경제
성장률은 7.5%를 기록할 것이며, FY16 에도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FY15 의 중국의 기대 성장률 6.8%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사, ARC 인도 신용등급 ‘BBB+’
국제 신용평가사 ARC 레이팅은 오늘 인도의 외화 신용등급을 ‘BBB+’로, 정부의 국내통화 정부 신용등급(local currency
sovereign rating)을 ‘A-‘로 발표했다. 또한 ARC 레이팅은 ‘A-‘ 외화 및 ‘A’ 국내통화 컨트리 씰링을 발표했으며 이는 오늘 공개된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인도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은 단기 및 중기 성장 가속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다. 향후 몇 년간 인도의
성장률은 7%대를 유지할 전망이며 구조 개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수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호한 몬순의 도움으로 올해 성장률은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RC 레이팅은 인도의 신용등급에는
경상수지적자의 안정에 대한 기대 역시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도, 이란의 제재 완화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
인도와 이란 양국이 새로운 정점을 향한 상호 관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대 이란 무역 제재 완화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이란의 고위 관료가 말했다. 에너지 안보 및 연결성 부문에서의 인도와 이란의 협력에는 양국 관계의 주요
중추를 형성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인도는 이란의 전략적 항구 차바하르항에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터미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및 광산 자원이 풍부한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인도의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는 물론 이란 모두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란의 고위 관료가 밝혔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및 인플레이션
6 월 연간 국내 CPI 는 5.4%로 5 월의 5%보다 상승한 기록을 나타냈다. 6 월 인플레이션은 식품 가격의 급등으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5%보다 높았다. 핵심 CPI 는 5 월 4.62%에 비해 상승한 4.85%를 기록했다. 가격 모멘텀(1.15% 전월대비)은 지난
11 개월간 가장 높았다. 가격 상승은 대체로 식품 지수(1.8% 전월대비)의 급등(채소, 두류, 계란, 육류, 생선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계절에 안 맞는 비는 두류 재배지 및 채소류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식품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교통 및 통신 지수는 6 월
발표된 휘발유 가격 인상이 반영되어 있다. 교육, 건강, 오락 가정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은 추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 월
이래 개정된 서비스세(service tax)가 가격 상승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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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 International (싱가포르) Private Limited (“UTI IS”)는 싱가포르통화청(MAS)에 의하여 규제되며 펀드
매니지먼트의 규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CMS(Capital Market Services)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UTI IS 는 앞에 언급한 보고서의 완성도와 정확성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주식에 대한 제안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추천, 의견 진술, 광고 중 어느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오로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목적, 재정 상태와, 본 보고서를 읽는 특정 인물-펀드 구매
전에 자문을 구하기를 원하는-의 특정 요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투자가 적절한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과거의 펀드 성과는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펀드는 싱가포르 통화청(“MAS”)가 인정하는 제한된 계획이며 오로지 기관투자자 (언급된
용어는 Securities and Futures Act (Cap. 289) (“SFA”)에 정의되어 있음)와 공인투자자 (언급된 용어는
Securities and Futures Act (Cap. 289) (“SFA”)에 정의되어 있음)에만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있습니다.
UTI IS 는 면책된 투자 자문 업체로서, 규제 33, 34, 35, 36 또는 다른 투자 자문 규제 (“FAR”) 조항에 따른
FAA 하에서 “기관투자자”,”공인투자자”,”해외투자자” (싱가포르 외 거주 개인과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자,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아닌 자,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자, 그 외 싱가포르에 상업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면책에 의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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