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정치 경제 동향
2015 년 4 월
1 년 BRICs 성과 비교*

INR/USD 차트 (2014 년 1 월부터 2015 년 4 월까지)**

1 년간 성과 비교에서 인도 센섹스 지수가 브릭스 국가 중

INR/USD (month-on-month)*

2 번째를 기록했다
4%

3.64%

3%
2.20%

2.03%

2%
1%

0.58%

0.64%
0.77%

0.21%

0%
-0.90%

-1%

-1.07%
-1.49%

-0.99%

-2%

-1.26%
-1.79%

-1.54%
-1.78%

-2.05%

-3%

위에서 아래로(2014 년 4 월 30 일부터 2015 년 4 월 30 일까지): SHCOMP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Sensex

(봄베이

MICEX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지수),

은행간환거래소지수),

IBOVESPA

(브라질

BSE

상파울루

* 출처: 블룸버그
** S&P

증권거래소지수)

2015 년 4 월 FII 미화 148 억 4 천만 달러
4 월 외국인기관투자는 미화 24 억 달러 정도였으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액은 미화 148 억 4 천만 달러이다.
2015 년 4 월 센섹스 및 니프티 지수 하락
4 월 BSE 센섹스 지수는 하락했고 27011 에 마감했으며, 니프티 지수는 8,181 에 마감했다(2015 년 4 월 30 일자)
무디스, 인도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조정. 피치, 인도 신용등급 안정적 전망으로 유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BAA3 로 평가하고,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인도 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 ‘BBB’ 등급으로 유지했으며 고도 성장을 향한 개혁의 움직임은 실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인도 Forex 보유고 최고치 기록-2015 년 4 월
인도 중앙은행이 루피 약세 및 경상수지적자 관련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 동안 인도 외환 보유고는 14 억 달러 상승하여 4 월
24 일 마감된 주에 사상 최고치인 3446 억 달러를 경신하였다.
세계은행, IMF: 2015 년 인도가 중국의 성장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 인도의 경제 성장이 이전 추정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각기 보고했으며
2015 년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국가가 될 것이고, 2016 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두 기관 모두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율을 7.5%로 전망했다.
Modi 총리, 9 일간의 프랑스, 독일, 캐나다 방문 성공적으로 마무리
모디 총리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방문하여 인도 투자유치를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계획을 홍보했다.
프랑스 – 모디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방위, 에너지, 인프라 부문이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의 방문 후
에어버스 그룹(Airbus Group)은 항공우주 부문에서 인도 기업으로부터의 자원 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5 년간
미화 약 20 억 달러). 또한 인도와 프랑스는 민간 핵 협력 분야의 초기 운용을 목표로 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독일- 모디 총리는 메르켈 총리를 만나 하노버 산업박람회 개회를 선언했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 중 하나이며 올해 공식 파트너 국가로 인도가 선정되었다. 모디 총리는 유럽 제조 허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독일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너지, 기술 개발,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디지털
인디아’, ‘클린 인디아’ 등 모디 정부의 캠페인 발표가 있었지만 방문 일정 동안 두 정부 사이에 조인된 정식 협정은
없었다.

캐나다- 모디 총리의 캐나다 방문은 인도 총리의 공식 방문으로서는 42 년만의 첫 번째 교환 방문이었다. 캐나다 방문 첫 날,
캐나다 최대 우라늄 제조회사 카메코(Cameco)는 인도의 원자로에 5 년간 2 억 8 천만 달러 상당의 우라늄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러한 장기 계약은 2020 년까지 서스캐처원 주에 위치한 카메코(Cameco) 사가 인도에 710 만 파운드의
우라늄을 인도에 수출할 계획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캐나다의 인도 핵물질 수출 정지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도 없는 신흥 시장은 세계주식시장의 블랙홀 - UBS 웰스 매니지먼트
월가가 신기록을 세우고, 유럽 주식 시장이 7 년만의 최고치를 보이고,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과 경제 회복에 힘입어 일본
주식 시장이 15 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할 때, 신흥 시장은 세계주식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CIO(투자책임자) 호르헤 마리스칼은 신흥 시장 배분을 낮췄으나, 여러 요인 중 성장 및 실적 향상을 고려하여 인도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확대했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및 인플레이션
3 월 CPI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5.2%로 하락했다(2 월 5.4%). 3 월 핵심 CPI 인플레이션은 2 월 4.12%에서 4.11%로
수평 이동했다. 때 아니게 내린 비는 현재까지는 식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당년도
인플레이션은 전년도 9.5%에서 2014-15 년 6%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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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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