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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수 대 인구 침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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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순유입이 6년래 최고치
인도의 채권형 및 주식형 뮤추얼 펀드 모두 7월에 추진력을 얻었지만 채권형 펀드의 유입이 6월의 $253mn에서 $6554mn으로 특히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형 펀드 하의 전체 AUM은 $100bn이 되어 전월대비 8.5% 증가했습니다.
2. RBI, 채권시장 유동성 및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 발표
8월 25일, RBI는 은행들이 이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이 INR 채권을 해외로 판매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최대 $30mn 한도까지 헤징 거래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도 인터넷 사용자, 2020년까지 7억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신규 사용자 증가의 75%가 농촌 지역에서 발생
Nasscom 및 Akamai Technologies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도는 7억 2백만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온라인 쇼핑의 7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인도의 금융기술 시장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1.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 뱅킹과 e-월렛 부문이 대부분의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인도의 경제 5년래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으나 다른 EM보다는 여전히 높으며, GVA는 개선됨
1분기(4-6월)의 GDP 성장이 침체된 투자와 농업 생산으로 인해 7.1%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 부문은 소비와
정부지출이었습니다. 올 여름 양호한 몬순 기후로 농촌 지역의 수요가 회복되었고 급여일인 7일 이후 임금인상에 따른 경제회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인도의 GVA(총 부가가치, 간접세와 보조금 제외)는 전년도 7.2%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5. 인도중앙은행(RBI),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을 이을 새로운 총재로 우르지트 파탈 박사(Dr. Urjit Patel)를 임명
파텔 박사는 3년 임기로 9월 4일 취임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IMF에서 근무했으며 RBI의 부총재로서 현재 RBI가 따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체제로 귀결된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파텔은 2018년 3월에 4%(+/-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하면서 성장
지원에 협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 항공부, 지역 연결성 증대를 위해 50곳의 새로운 공항 확보 계획
인도는 향후 3년 간 50곳의 공항을 확보함으로써 인도의 항공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역
연계 계획 하에, 일부 기존 미운영 공항과 활주로들은 필수 요소만 갖춘 공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소위
"유령" 공항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의 80%를 맡을 예정입니다.
7. Singtel, Bharti Telecom의 지분 7.39%를 $6억 5천 9백만에 추가 인수 예정
Singapore Telecommunications가 주된 소유주인 Temasek Holdings (Pte)와 함께 Bharti Telecom의 기존 39.78% 지분 외에
추가로 7.39%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Bharti Telecom은 인도 최대의 통신회사인 Bharti Airtel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거래로 Singtel이 Airtel 에 대해 소유한 전체 유효 지분은 32.94%에서 36.27%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거래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전화 시장인 인도의 외국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식/단위 제안을 구성하지 않으며 의견이나 광고에 대해 추천이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임의의 증권의
이율이나 가격에 대한 향후 가능성 있는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나 대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기 주장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 보고서를 받는 특정한 사람의 특정 목적, 재무적 상황 및 특정 필요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문서에 언급된 임의의 증권, 금융상품 또는 투자 전략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