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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주식 매니저 리포트: 
글로벌 Value 매니저의 성과회복 가시화 

참고사항: 본 리포트에서는 주요 자산 및 지역에 대한 매니저들의 전술적인 운용 전망과 더불어 

2021년 시장전망에 대한 매니저 견해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다수의 국가에서 다시 봉쇄의 고삐를 조이는 등 

2021년은 2020년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 시작됐으나, 다양한 백신의 승인과 출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평탄치 않은 앞날이 예상되지만 백신의 등장은 

일정 형태의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다 낙관적인 로드맵을 제공했다.  

 

2020년 4분기에는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로 대다수 지역에서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자금이동이 발생했다. 이는 정보기술(IT)과 경기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섹터 내의 소수 주 종목이 인덱스 수익률을 좌지우지했던 지난해의 1-

3분기에 역전된 양상이며, 이런 장세는 위험 선호 환경 (risk on environment)으로 

이어졌다.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다수 매니저들, 특히 글로벌 주식, 신흥시장, 미국 대형주,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주식 매니저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반면, 

미국 small cap와 실물자산 (real asset) 주식 매니저들은 4분기에 녹록하지 않은 

여건과 싸워야 했다.  

대다수 지역에 걸쳐 value 스타일이 특히 뚜렷한 우세를 보였고 small cap 역시 

선전했다. 반대로 시장이 위험 선호 환경으로 바뀌면서 Momentum과 Low-

Volatility스타일이 가장 부진했다.  

2020년 거의 내내 독보적인 활약을 했던 Growth 스타일은 일부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며 여전히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 요인으로 확신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온라인 기업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작년 그 수혜를 입은 기업 투자의 

수익실현이 이루어 지며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매니저들은 

이커머스와 원격 근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 보인 

가격 하락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ttps://russellinvestments.com/us/blog/q3-2020-equity-manager-report
https://russellinvestments.com/us/blog/q3-2020-equity-manag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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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분기 중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동이 가속화되고 주요국의 경기 부양(Reflationary)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은 매니저들이 팬데믹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인 은행 업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작년 팬더믹 속에서 

가격이 하락하였던 은행주 중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금리상승장세가 오는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주들을 매수하는 매니저들이 증가했다.  

미국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연말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 역시 

새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추가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팬데믹이 진정으로 종식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하위 매니저들(underlying 

managers)을 대상으로 각국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주식 

금융주가 주도한 4분기와 value 매니저들의 성과 우세(Financials led in Q4, value 
managers see more gains) 

• 신용 손실이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금리상승이 예상되면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stocks remain in focus) 

• 가장 널리 알려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테마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전기차 공급망으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 및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인한 경쟁으로 차량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제공 모델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 궤도에 들어선 원유 및 에너지 기업(Crude oil and energy companies are on a 
path to recovery) 

• MSCI All Country World Index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로 감소했다. 4분기에는 미국 small cap 에너지 주식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인 에너지 기업들이 지속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기업 밸류에이션 고속상승,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종 (Cloud company 
valuations lofty, but silicon is on the run) 

• 재택 근무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잠잠해지더라도 반도체 산업간 통합과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주 성장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모멘텀이 지속되며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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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주식 

위험 선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백신 관련 뉴스(Vaccine news injects risk-on 
appetite) 

• 은행 체질개선을 통해 견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주의 투자 포지션은 

증가하고 있다. 신용사이클 개선 전망 역시 낙관론을 부추겼다.  

• 매니저들은 원자재(특히 시멘트), 산업재, 여행/관광 등 경기 민감 업종에서 

2020년 악화된 실적 발표 이후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싼 종목에서 저렴한 종목으로의 갈아타기 본격화(Rotation from expensive to 
cheap gathers pace) 

• 중국 인터넷,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등 모멘텀이 고조된 분야의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 

• 인도 등 과매도 시장과 통화가 저평가된 시장(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 에너지/원자재 종목들이 수요 회복의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더욱 각광받는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becoming a greater focus) 
• 신기술과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으로 전기차 배터리, 풍력/태양 에너지, 

연료전지 기술, 화학, 재활용/패키징 전반에 걸쳐 펀더멘털, 정치적인 모멘텀을 

얻고 있다.  

2021년 전망 

중국 
•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제재, 수출 금지 대상 기업 목록(entity list)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타겟을 정해 보다 선별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양국이 교역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만큼 매니저들은 협력 개선에 낙관적이다.  

• 중국 정부의 글로벌 기술 공급망(Supply Chain)과의 디커플링과 같은 대담한 

조치들이 갈수록 더 많은 투자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신흥시장 및 

글로벌 매니저들의 분석이다. 이런 조치들은 부품 제조업체들(칩, 보드, 센서, 

커패시터(capacitor))의 대체품을 수입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반도체 

같은 일부 비지니스의 시장 주도력이 뚜렷이 드러났다.  

• 매니저들은 중국의 투자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들로 조기 경기 회복, 민간소비 

가속화, 10%에 달하는 GDP 성장률 전망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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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술 기업들의 앞의 역풍 (Potential regulatory headwinds for large tech) 
• 반독점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 생태계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여러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앤트그룹의 신규 상장은 

은행 규제를 이유로 중단됐다. 그러나 중국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때,  중국 정부의 과도 개입 리스크에 대해서는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 시장의 투자기회(Opportunities beyond China) 
• 단기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매니저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통제 능력의 

결여나 비효과적인 통제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가 주춤한 

있는 중국 외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는 추세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이런 유형의 시장들은 여전히 과매도 상태다.  

• 또한 전 세계적인 인프라 지출의 증가와 여행 증가가 원자재 및 에너지 

생산국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미달러화 약세 지속 전망(U.S. dollar weakness expected to continue) 
 

• 대다수 매니저와 경제학자들이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달러 가치의 하락은 보통 신흥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다. 

매니저들은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대형주  

Value 투자기회(Value opportunities) 

•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value, Market oriented매니저들은 금융 업종의 투자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은행주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 유틸리티 종목들이 전체 시장 성과를 하회하자 value 매니저들은 이 부문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Growth 투자기회(Growth opportunities) 

• 미국이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Growth 

Oriented매니저들은 경기 회복을 테마로 하는 포지셔닝을 준비하고 있다. 

매니저들은 경기소비재 비중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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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매니저들은 헬스케어 주식, 특히 비응급 의료 시술의 재개로 혜택을 

입을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주식들에 주목하고 있다.  

2021년 전망  

기술주에 대한 규제(Tech regulation) 

• 미 의회에서 사회 양극화 및 독점적인 산업 구조 등 빅테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매니저들은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의 실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일부 

매니저들이 가치 평가 모형에 규제 기반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나 이 시점에 이 리스크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며, 기술주를 보유한 매니저들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과거와 유사한 상황(Finding common ground) 

• 매니저들은 고속도로, 교통 체계, 공항,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같은 

분야의 인프라 지출 등 소수 부문이 여야지지(bipartisan support)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수의  매니저들은 현재 2021년 상황이 

원자재 리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액티브 운용 

매니저들의 성과가 우수하였던 2009년~10년, 2016년 -17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헬스케어 

•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들은 추가적인 헬스케어 규제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헬스케어 업종의 여러 부문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힘겨운 4분기를 보낸 다수 매니저들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기업들과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있지만, 

의약품 가격 개혁의 가능성을 고려해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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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mall cap 

Growth매니저들의 Quality 순환주로의 이동 (Growth managers begin rotating into 
quality cyclicals) 

• 기술 섹터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small growth 

매니저들은 금융업과 산업재 같은 quality 순환주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일부는 

단기적인 시장 하락을 예상하기도 한다.  

Value 매니저들의 금융과 소비재 주식 선호(Value managers favor financials and 
consumer stocks) 

•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Value 매니저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은행 

및 보험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행, 레저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포착되고 있다. 

지속적인 회복 초기 단계에 있는 Small Cap Value (Early stage of a sustained 
recovery in small cap value) 

• 미국 경제의 회복과 함께 Small cap value 가 시장 전반을 주도할 것이라는 value 

매니저들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Growth 매니저들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경기 민감 growth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2021년 전망  

위험자산과 정상화(Risk assets and normalization) 

•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올 한 해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을 떠받칠 것이다.  

• 또한 세금과 최저 임금 관련 정책 변화가 근로자층과 중산층에 유리하되 기업 

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과 신용카드 사용 감소로 미국 가계의 재무 구조가 더욱 견실해면, 봉쇄가 

해제되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소비가 가속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유럽 및 영국 주식 

브렉시트 협상 타결 (Brexit deal) 
•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 협상은 영국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2021년 성과 개선의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매니저들은 은행, 유통, 

원유 및 가스 업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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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강화했지만 긍정적인 

백신 관련 뉴스들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했다. 개선된 전망을 반영해 

매니저들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되살아난 영국 시장의 기업 공개(IPO) 활동(IPO activity returns in UK markets) 
• 4분기 영국의 IPO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는 특히 바이오테크와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신규 상장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종목들은 보다 전통적인 

growth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growth의 신규 구조적 

성장으로 예상되어 일부 매니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전망 

브렉시트 협상 타결, 2021년 영국 시장의 성과 호조에 청신호(Brexit deal a tailwind for 
strong UK 2021 performance) 

• 타 지역 대비 영국의 상대적인 성과 부진은 상당 부분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리스크는 최근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정 정도 제거됐다. 협상 타결 전망이 

나오면서 FTSE All-Share Index는 상승세를 보였다. 영국 국내 주식들은 이미 

강하게 반등했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매니저들은 은행, 유통, 원유 및 가스 부문의 기회들을 엿보고 있다.  
 
백신 출시로 앞선 스타트 (Quick out of the blocks with vaccine rollout) 

• 영국은 백신 확보 및 배급과 관련해 다른 많은 국가들과 같은 우려를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제약회사들과 선구매계약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2분기 말까지는 우선 접종 대상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대대적인 양적완화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한해 왔으며, 2분기부터 경제 활동의 

회복이 시작되면 경제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의 성장 경로로 보다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물가상승률의 확연한 완화 예상, 정책 정상화로의 전환은 시기상조 (Inflation to 
ease markedly in Europe, shift to policy normalization will wait) 

•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정부 지원금 제공,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 

측면의 제약, 노동집약적인 일부 서비스 분야의 물가상승률 하락 압력의 부재로 

2020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근원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이 수년 래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들이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부터 정책 정상화를 개시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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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회복, EU의 그린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투자 지원, 유로존 

회복으로 인한 수출 파급 효과로 2022년 말이면 아웃풋 갭(output gap, 잠재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 ‘유럽 그린 딜’은 2050년까지 약 10조 유로의 민관 자금이 투자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야심찬 탈탄소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주로 운송, 발전, 제조, 난방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매니저들은 수혜가 예상되는 다양한 

업종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주식 

Growth 매니저들의 고평가 종목 비중 축소(Growth managers trimming 
expensive stocks) 

• 많은 매니저들이 특히 small cap에서 수익실현을 실시하면서 

포지션을 축소하는 한편, 기술, 전기차, 온라인 등 지속 성장 분야의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현행 유지했다.  

• 단기적으로 value 매니저들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구조적 성장을 

테마로 한 투자가 좀 더 지속성이 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 

매니저들의 견해다.  

Value 매니저들, 기존 보유 종목 유지(Value managers maintaining 
existing holdings) 

• value 매니저들은 전반적인 포지션을 유지했다. 다른 선진국 

시장들에서는 금융주가 상승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에 일본 금융주는 여전히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Market oriented 매니저들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 
추가(Market-oriented managers adding cyclical exposures) 

• 경기민감업종주에 대한 수요증가 및 단기적으로 강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면서 Market Oriented 매니저들은 성과가 부진한 경기 

민감주들을 추가 매수했다.  

• 일부 매니저들은 계속해서 전기차나 신에너지 테마 관련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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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주식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신경제 업종 (New economy sectors 
viewed as strategically important) 

• 부동산, 산업재, 단독주택, 셀타워(이동통신 기지국)는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져 

이러한 현상의 수혜종목으로 인식된다.  

• 인프라 부문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유틸리티가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이는 

기술 업종들(셀타워와 데이터센터)이 필요한 통신 연결을 

제공하고, 운송/물류 업종들(화물 철도, 항만, 유료 도로, 창고)은 

전자 상거래 주문 상승으로 인한 물리적 상품 배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반면, 석유의 보관, 정제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mid-stream 

에너지 파이프라인 섹터는 재생 에너지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전망 

불리한 구조적 여건(Structural headwinds) 

•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선거 결과와 백신 소식에 

힘입어 Deep Value주식들이 급반등했다. 4분기에는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한 반면 안정적인 업종들이 

하락했다.  

• 하지만, 매니저들은 오피스와 호텔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피스 

부문에는 재택근무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고 

비즈니스 출장 수요 감소가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딥 밸류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 악재에 맞서야 하는 것도 이 

종목들이다. 매니저들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신념을 고수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다. 방어적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던 매니저들이 현재 대부분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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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장기 

성장률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주식 

경기회복 사이클 포지션에 대한 의견 유지(Pro-cyclical positioning 
maintained) 

• 대부분 매니저들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매니저들은 경제 활동 증가의 수혜 업종들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면서 공통적으로 원자재, 산업재, 에너지 산업 종목의 

비중을 높인 상태다.  

은행권 선호도 상승 (Banks less disliked) 
• 호주 4대 은행에 대한 매니저들의 견해가 보다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일부 매니저들은 몇몇 종목의 비중을 소폭 확대했다. 은행 

포지션 확대의 이유로는 경기순환에 따른 유리한 경제 여건, 충당금 

상환 가능성, 배당 재개가 꼽혔다.  

우려할 필요 없는 중국의 무역 제재(China restrictions not a concern) 
• 일부 호주산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제재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 제기한 매니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수입 금지 조치가 

철광석에 적용되지 않았고 중기적으로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전망 

전기 자동차 및 지속 가능 에너지 산업(EV and sustainable energy) 
• 전기 자동차의 지속적인 성장과 친환경 정책들로 전기 배터리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호주 리튬 및 희토류 채굴 기업 (rare 

earth miners) 들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점쳐진다. 매니저들은 이 

분야의 투자기회와 밸류에이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광석(Iron ore) 산업 
• 전 세계적인 회복세가 원자재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브라질산 철광석의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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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식 

 원유 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 (Views on oil continue to be mixed) 
• 경제 재개를 바탕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value 

매니저들은 원유 관련 주식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되, 가격에 좀 

더 민감한 석유개발(E&P)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파이프라인 종목들의 비중은 낮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growth 

매니저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원유 

종목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 관련 투자 기회(Recovery trade opportunities) 
• 백신 출시와 민간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한 

매니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 관련 투자들이다. 에너지 외에도 일부 부동산 섹터와 

경기 민감주들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M&A 견해: 코 묻은 돈 훔치기 (M&A views: Stealing lunch money from 
third-graders) 

• 매니저들은 최근 기업 인수가가 내재가치 이하로 설정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인수 가격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나 fair 

value 에는 미치지 못해 성사되지 않은 딜이 있었다.  

결론 

지난해 말 쏟아진 긍정적인 백신 소식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2021년에 광범위한 경기 회복이 

점쳐지는 가운데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향후 몇 달 동안 위험 선호 (risk on)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많은 투자기회와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지역스타일별 스페셜리스트 매니저들의 의견을 

활용하면 투자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전망이 낙관적인 가운데,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고객들에게 전세계 매니저들의 통찰력 있는 최신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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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Russell Investments 
Russell Investments is a global asset manager with a unique set of capabilities that we believe is 
essential to managing your total portfolio and to meeting your desired outcome. At Russell 
Investments, we stand with you, whether you’re an institutional investor, a financial adviser, or 
an individual guided by an adviser’s personalised advice. We believe the best way to reach your 
desired outcomes is with a multi-asset approach that combines: asset allocation, capital markets 
insights, factor exposures, manager research and portfolio implementation. 

 

For more information 
Call Russell Investments at +82-2-6137-6900 or 

visit russellinvestments.com/kr 

 

Important information  
These views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based upon market or other conditions and are current as of 
the date at the top of the page.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rincipal loss is possible. Past performance does 
not guarantee future performance. Forecasting represents predictions of market prices and/or volume 
patterns utilizing varying analytical data. It is not representative of a projection of the stock market, or of any 
specific investment. This material is not an offer, solicitation or recommendation to purchase any security. 
Nothing contained in this material is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tax, securities or investment advice, nor an 
opin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any investment, nor a solicitation of any type. The gener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should not be acted up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legal, tax and 
investment advice from a licensed professional.  The information, analysis and opinions expressed herein 
are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are not intended to provide specific advice or recommendations for any 
individual entity. The MSCI AC (All Country) World Index: Captures large and mid-cap representation across 
23 Developed Markets (DM) and 24 Emerging Markets (EM) countries. With 2,791 constituents, the index 
covers approximately 85% of the global investable equity opportunity set. Representing 98-99% of UK 
market capitalisation, the FTSE All-Share Index is the aggregation of the FTSE 100, FTSE 250 and FTSE 
small cap indexes. Indexes are unmanaged and cannot be invested in directly.  Copyright © Russell 
Investments 2020.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and may not be reproduced, transferred, or 
distributed in any for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Russell Investments. It is deliver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has been obtained from sources that we believe to 
be reliable, but its accuracy and completeness are not guaranteed. 

You can contact us by telephone on +82-2-6137-6900.  Russell Investment Tujajamun Chusik Hoesa 
(Russell Investments Korea Limited), Registration no. 110111-4653047, of 19 Floor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326 holds a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and investment 
advisory license issu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Russell Investments’ ownership is 
composed of a majority stake held by funds managed by TA Associates with minority stakes held by funds 
managed by Reverence Capital Partners and Russell Investments’ management. Frank Russell Company is 
the owner of the Russell trademarks contained in this material and all trademark rights related to the Russell 
trademarks, which the members of the Russell Investments group of companies are permitted to use under 
license from Frank Russell Company. The members of the Russell Investments group of companies are not 
affiliated in any manner with Frank Russell Company or any entity operating under the “FTSE RUSSEL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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