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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인도는 PricewaterhouseCoopers 의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서 일본을 5 번째로 매력적인 투자 상대로
추월하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의 대외 직접

재정 적자 동향
(GDP %)

투자는 인프라스트럭처, 제조와 스킬에 대한 정부의 개혁
노력이 투자 대상으로서 인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현재 회계 연도 상반기 동안 17% 증가하여 미화
250 억불을 넘었습니다.
(출처: PwC, Bloomberg)
Top 10 Investment Destinatio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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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재무장관 Arun Jaitley 는 투자 활동 및 고정
투자 성장 모멘텀이 가속화됨에 따라 FY2018 년
9.5%에서 FY11 에는 11.5% 명목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FY18 의 재정 적자를 당초

인도

목표치인 3.2%에서 3.5%로 예측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브라질

브라질

재정 하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Y21 년에

멕시코

멕시코

재정 적자를 GDP 의 3%까지 감축한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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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ombergquint)

4 사분기 인도 금 장신구 수요는 12 월말 분기
IMF 는 인도 GDP 가 7.4% 성장하여 FY19 에서 가장

189.6 톤으로 연 4% 증가하여 17 년 만에 최고치를

빨리 성장하는 이머징 이코노미 타이틀을 되찾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금 수요는 비록 폐화(廢貨) 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도의 외부 차입을 감소시키고,

2017 년에 726.9 톤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지만 5 년

산업 생산을 증가시키며 농촌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성장 동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인도는 폐화(廢貨)와
상품서〮비스세(GST)개혁의 실행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2017 년에 중국에 뒤졌습니다. (출처: IMF, Bloomberg)

평균 810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집중하면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출처: World Gold Council, Bloomberg)

인도 중앙 은행 (Reserve Bank of India)은 채권

인도의 제조업 활동은 닛케이 인도 제조업 구매

시장을 구조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관리자 지수(Nikkei India manufacturing PMI)가 성장

중립으로 유지하며 환매율을 6%로 유지했습니다.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1 월에 52.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RBI 는 상승한 가구 인플레이션과 확장 예산으로

폐화(廢貨)와 상품서〮비스세(GST)개혁의 두 가지 충격에서

인해 6 인 위원회 중 하나가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다른

회복되면서 생산량과 신규 주문이 급격히 증가함에 힘입어

하나는 0.25% 인상을 결정하며 더욱 매파적인 방향으로

생산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또한 성장하는

이동했습니다. RBI 는 중기를 걸쳐 초기 인플레이션을 4%

비즈니스 활동에 대응하여 5 년이상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가깝게 유지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RBI 는 FY19 의 하반기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4.5% ~ 4.6%의 낮은 범위로 완화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IHS Markit, Bloomberg)

인플레이션은 4 월에서 9 월까지 5.1% ~ 5.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RBI,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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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귀하의 투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UTI 투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www.utifunds.com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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