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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리뷰 및 분석
−제2권 유로지역 경제−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총 136편의 분석보고서를 주제별로 총 5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집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집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국 국제경제부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유로지역의 취약성 등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히 연계되어
슈를 적기에
운영을 위한

경제가 금융 및 교역 경로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제정책
충실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매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
간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
제 포커스」에 게재된 자료를 ①미국 경제, ②유럽 경제, ③일본 경제,
④중국 경제, ⑤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가 독자 여러분에게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흐름
을 조망하고 주요 금융경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경
제부 및 국외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한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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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위기 발생 이후 유로지역의 금융·실물경제 현황*
김민수 선진경제팀 과 장
김아현 선진경제팀 조사역
◆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미비로
불안, 재정긴축, 가계 및 기업의 신뢰저하 및 경기부진
으며 최근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재협상 요구에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반복적인 금융
등을 초래하였
따라 그리스의
등의 잠재위험

◆ 금융시장에서 중심국은 채무위기에 아직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잠재위험국의 경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지속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실질GDP규모가 감소
하고 있으며 고용사정 및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실물경제의 불확
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크게 위축
▪ 반면 수출은 채무위기 이후 역내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외수출 증
가에 힘입어 플러스 신장세를 유지
◆ OECD 및 EU집행위(2012.5월)의 유로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구제
금융국 및 잠재위험국에서는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의 중심국에서는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되겠으
며 유로지역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GDP성장률 전망치의 격차(GDP성
장률-잠재성장률)도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실물경제가 점진적
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러한 전망은 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잠재위험국으
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로 차원에서
의 적절한 위기해소방안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예상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1. 개 요
□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이후 표면화된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는 여러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미
비로 반복적인 금융불안, 재정긴축, 가계 및 기업의 신뢰 저하 및 경기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6호(2012.11.15), 국제경제리뷰 제2012-45호(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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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등을 초래
□ 최근 들어 그리스가 총선을 계기로 구제금융 지원조건의 재협상을 요
구하면서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기가 스
페인, 이탈리아 등의 잠재위험국으로 전이되면서 역내의 경기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
o 특정국의 채무위기는 당해국가를 포함하여 금융·심리·교역경로를
통해 여타 회원국의금융·실물경제로 파급
채무위기의 파급경로
위기발생국

금융시장 불안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위축

여타 회원국
금융경로

심리경로

금융시장 불안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위축

국가채무위기

국가재정
경기 둔화

수출 둔화

교역경로

교역경로

수출 둔화

경기 둔화

→ 채무위기 발생 이후 유로지역 전체 및 회원국의 전반적인 금융·실물
경제 상황의 흐름에 대해 점검

2. 유로지역의 금융·실물경제 상황
1. 금융시장 : 중심국은 채무위기에 아직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
으나 잠재위험국의 경우 불안한 모습을 지속(최근 스페인에
서는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가속)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
□ 스페인이 은행부문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을 신청(6.25)하고 그리스
의 새 내각이 재정긴축 재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취약국의 국채
금리 및 CDS프리미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상승
- 2 -

o 최근에는 재정취약국의 불안과 함께 중심국의 금리도 소폭이나마 동
반 상승하는 등 중심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잠재위험국(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이후 위기가 상당 정도 전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임계치로
인식되고 있는 7% 내외 수준에서 등락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10년물 기준)

(중심국)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자료 : Bloomberg

o 재정취약국(구제금융국 및 잠재위험국)의 CDS프리미엄은 큰 폭 상승하였으
며 중심국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유로지역의 CDS프리미엄
(중심국)

(구제금융국)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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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국)

(디레버리징 및 예금이탈)
□ 유로지역 전체의 은행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탈리아
를 제외한 재정취약국의 대출은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
o 중심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유로지역의 은행대출
(전년동기대비,

‘07 ‘08 ‘09 ‘10
유로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13.5
6.0
18.1
25.4
9.8
12.3
15.9
18.7

6.8
5.4
7.5
15.4
7.4
5.0
7.1
6.5

-2.0
-4.4
0.2
4.5
-9.5
1.3
-2.5
0.5

0.4
1.4
1.7
18.9
-1.4
-0.2
-0.2
-2.7

기말기준,
2012

2011
3/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1/4

2/4

5월

0.3
-0.4
0.9
13.8
-6.6
-0.6
0.4
-0.7

-2.2
3.0
3.5
3.8
4.0
3.9
3.7
4.7 4.3 4.1
-4.4
2.5
4.4
2.5
1.8
4.8
5.7
7.9 9.2 9.2
0.1
6.5
9.4
8.4 10.2
7.6
7.5
7.0 5.7 5.9
-7.0 -8.0 -7.3 -7.5 -9.2 -7.6 -1.8 -11.7 -11.4 -17.7
-9.1 -10.4 -16.4 -11.1 -13.7 -12.2 -17.6 -19.7 -19.9 -13.3
-1.1 -1.7 -1.0 -1.6 -3.5 -3.7 -3.2 -3.4 -6.8 -5.8
0.2 -1.2 -1.9 -1.9 -1.5 -1.7 -1.7
0.3 -1.8 -2.4
-3.8 -1.9 -1.2
3.7
2.9
1.0 -0.3
0.9 1.5 0.8

자료 : ECB

o 그리스 및 아일랜드의 수신 상황은 예금 이탈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
그리스·아일랜드의 예금
(전년동기대비, 기말기준, %)
2011
2012
‘07 ‘08 ‘09 ‘10
1/4 2/4
3/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스 22.5 30.6 10.3 1.4 -6.7 -7.3 -17.7 -18.8 -20.1 -19.9 -20.2 -27.0 -17.8 -3.5 -5.1
아일랜드
7.9 29.5 -4.4 2.5-1.5 -14.6 -19.9 -17.4 -18.6 -16.2 -14.6 -18.9 -18.3 -15.2 -11.4

자료 : ECB

□ 유로지역의 부실대출비율은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재정취약국의 대부분은 위기 이전의 2배 수준까지 상승
o 채무위기 이전에는 부실대출비율이 중심국과 주변국간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동 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
o 2011년중 부도기업을 보면 중심국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재정취약
국의 경우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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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중 부도기업 증가율(%)

유로지역 은행의 부실대출비율(%)1)
‘08 ‘09 ‘10 ‘11.6
유로 2.4
1.9
독일
3.1
프랑스
3.1
그리스
포르투갈 1.6
2.6
스페인
이탈리아 5.0

3.3
2.7
4.3
5.2
2.5
3.6
7.5

3.5
2.4
4.5
7.1
2.5
4.1
8.4

3.8
2.5
4.4
8.8
3.1
4.6
8.8

주 : 1) 부실대출/전체대출 자료: ECB

자료 : Creditreform Economic Research Unit

2. 소비자 및 기업 심리 : 채무위기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
(소비자심리)
□ 소비자신뢰지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독일
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편
(중심국)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주 : 기준치 = 0, 자료：European Commission

(기업심리)
□ 제조업PMI는 채무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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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국)

주 : 기준치 = 50

유로지역의 제조업PMI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자료：Bloomberg

3. 수출 : 유로지역 수출은 채무위기 이후 역내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외
수출에 힘입어 플러스 신장세를 유지
□ 수출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채무위기 이후에도 역외수출을 중심으로 꾸
준히 증가
(중심국)

유로지역의 수출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자료：EU통계청

□ 역내･외로 구분해 보면 채무위기 이후 역내수출은 큰 폭으로 위축되면
서 최근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역외수출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플
러스 신장세를 유지
o 역외수출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유로화
약세의 영향, 역외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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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 중심국)

(역외 : 중심국)

최근 유로지역 역내외 수출 동향
(역내 : 구제금융국)
(역내 : 잠재위험국)

(역외 : 구제금융국)

(역외 : 잠재위험국)

자료：EU통계청

4. 성장 및 고용 :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성장세가 약화
되는 가운데 실질GDP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사정
도 크게 악화
(성장)
□ 실질GDP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한 채무위기 가세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또는 채무위기 이전 수준을 밑
돌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o 경제성장률은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향세를 보이면
서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경기부진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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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국)

유로지역의 실질GDP규모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유로지역의 최근 GDP성장률
(구제금융국)

(잠재위험국)

자료：EU통계청

(중심국)

자료：EU통계청, 그리스통계청,

주 : 전기비 연율(단, 그리스는 전년동기비)

(고용)
□ 실업률도 2011.12월부터 매월 유로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구제금융국을 중심으로 극심한 실업 상태가 지속
유로지역의 실업률
(중심국)

(구제금융국)

자료：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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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국)

o 그러나 독일에서는 고용관련 제도의 뒷받침 등으로 실업률이 하락하
는 등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고용유지제도*의
작동에 힘입어 여타 회원국보다는 양호한 편
* 한시적인 근로시간 단축(short-time working), 일시해고(temporary lay-offs) 등

재정취약국의 고용사정 악화 원인
고용사정 악화 원인
경기침체
임금 상승
임시직 비율
고용유지 장치
고용악화
(‘11 평균→ ‘12.5월
실업률,%)

그리스(3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극심
극심
심함
심함
심함
크게 상승 극심한 상승 크게 상승 크게 상승
보통
보통
보통
높음
아주 높음
보통
미비
일부 미작동 미작동 일부 미작동
양호
17.7→21.9 14.5→14.6 13.0→15.2 21.7→24.6 8.4→10.1

5. 재정 : 대부분 회원국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
o 구제금융국의 경우 재량적 지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한 공적자
금 투입 및 이자비용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
o 최근 스페인도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증가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도 이자비용 증가로 국
가채무가 꾸준히 증가
국가채무현황 및 증가 요인
(중심국)

(구제금융국)
국가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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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국)

이자 비용

공적자금 투입 등

자료：EU집행위

3. 향후 전망
□ 채무위기 발생 이후 유로지역의 금융·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해 본 결
과, 금융측면에서 중심국은 채무위기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
나 잠재위험국의 경우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최근 스페인에서는 은행
의 디레버리징이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소비
자 및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
유로지역 수출은 채무위기 이후 역내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외수출
에 힘입어 플러스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성
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실질GDP규모도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크게 악화되었음
□ OECD 및 EU집행위(2012.5월)의 유로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구제금융국
및 잠재위험국에서는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의 중심국에서는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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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및 내년도 유로지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GDP성장률 전망치
(OECD, 2012.5월)을 비교해 보면 양자간 격차(GDP성장률-잠재성장률)가 금년
에는 –1.3%p까지 확대된 후 내년에는 –0.3%p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실물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유로지역의 성장경로 전망

자료 : OECD(2012.5월)

o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잠재위험국
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로 차원에
서의 적절한 위기해소방안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예
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최근 유로지역 정상회의(2012.6.28~29일)에서 제시된 위기대응방안이
근본원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데다 회원국간 이해
상충으로 합의 내용의 실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위기
가 재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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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유로지역 회원국의 경제상황

1. 독일 및 프랑스
□ 독일의 경우 6월 들어 제조업PMI가 하락하였으나 1/4분기 성장률
(+0.5%)이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한 데다 고용사정이 양호한
가운데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타 회원국과는 달리 경제
가 견조한 모습
o ZEW지수*가 크게 하락한 반면 Ifo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
* The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ZEW)에서 금융관계자를 대상
으로 조사하는 심리지수
** Ifo Institute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심리지수

o IMF 등은 채무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 중국 등 역외
지역에 대한 수출호조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전망치를 상향조정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2011.12
Ifo지수(기준=100)
107.3
ZEW지수(기준=0)
-53.8
제조업PMI(기준=50)
50.3
Composite leading
99.3
indicator(기준=100)
주가지수(기말)
5898
독 주택가격(전기대비, %)
-0.2
일
국채금리(10년물, 월평균, %)
1.99
기업대출금리(만기1~5년, %)
3.97
경상수지(억유로)
212
상품수지(억유로)
147
소매판매(전월대비, %)
0.6
실업률(%)
5.6

012.1
2
108.3 109.6
-21.6
5.4
49.1
47.9

3
109.8
22.3
48.4

4
109.8
23.4
51.0

5
107.0
10.8
50.2

6
105.3
-16.9
48.4

99.3

99.4

99.4

99.4

‥

‥

6459
0.4
1.86
3.93
95
147
-1.1
5.6

6856
0.5
1.90
3.83
117
139
-0.8
5.6

6947
‥
1.87
3.72
199
139
2.1
5.6

6761
‥
1.72
3.61
112
162
-0.2
5.6

6264
‥
1.46
3.51
‥
‥
-0.3
5.6

6416
‥
1.43
‥
‥
‥
‥
‥

□ 프랑스의 경우 제조업PMI가 하락하고 있지만 소매판매가 비교적 견
실하고 최근 정권교체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도 확산
o 소비자신뢰지수(CCI:Consumer confidence Index)가 개선 추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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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요 경제지표
INSEE지수
CCI(기준=100)
제조업PMI(기준=50)
Composite leading
indicator(기준=100)
주가지수(기말)
프 주택가격(전분기대비, %)
랑
스 국채금리(10년물 평균, %)
기업대출금리
(만기1~5년, %)
경상수지(억유로)
상품수지(억유로)
소매판매(전월대비, %)
실업률(%)

2011.12
94
81
48.9

012.1
92
82
48.5

2
93
82
50.0

3
98
87
46.7

4
95
89
46.9

5
93
90
44.7

6
92
90
‥

99.9

99.7

99.7

99.6

99.6

‥

‥

3159
-1.3
3.12

3299
3.15

3452
2.93

3424
-1.8
2.91

3212
2.98

3017
2.74

3196
2.56

3.64

3.57

3.52

3.62

3.48

3.47

‥

-30
-53
-1.1
9.9

-47
-54
1.0
10.0

-55
-64
0.4
10.0

-44
-56
0.4
10.0

-42
-58
-2.1
10.0

‥
‥
1.2
10.1

‥
‥
‥
‥

2. 이탈리아
□ 2011년 3/4분기 이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경제활
동이 크게 위축
o 그 동안 은행부문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경기침
체로 인한 부실대출 증가, 자본확충규모 미흡, 높은 단기차입의존도
등으로 시장에서의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
□ 정부부채비율은 2011년 120.1%로 유로지역 회원국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절대 규모로는 최고 수준을 유지
이탈리아의 재정 현황

이탈리아 국채 상환 예정액

(GDP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f) 2013f)
국가채무 비율 105.7 116.0 118.6 120.1 123.5 121.8
재정수지 비율 -2.7 -5.4 -4.6 -3.9 -2.0 -1.1
기초재정수지비율

2.5 -0.8 0.0

1.0 3.4 4.5

이자지급 비율

5.2 4.7 4.6

4.9 5.4 5.6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자료 : EU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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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적자비율은 이자지급 부담* 등으로 정부목표치인 2012년 0.4%
및 2013년 0.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부채비율도 2012년
123.5% 및 2013년 121.8%의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규모는 2011년 GDP의 4.9%를 기록한 데 이어 2012
∼13년에도 5%를 상회하는 등 계속 늘어 부채축소에 걸림돌로 작용 예상

□ Mario Monti 총리는 취임(2011.11월) 직후 전문 관료들로 구성된 내각
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및 개혁 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시
장의 신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CDS프리미엄 및 국채금리가
금년 들어 다소 안정되는 모습
* 200억 유로의 재정긴축과 100억 유로의 경기부양 조치가 압도적 표차(257:41)
로 의회를 통과(2011.12월)

o 최근 노동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치적 마찰을 빚으면서 조
기 총선의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6.27일 의회가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정불안에 대한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
□ 그러나 IMF는 Monti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경제가 여
전히 채무위기에 취약하며 은행들이 ECB에서 제공되는 유동성에 과
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
* IMF,｢Italy: Staff Report for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o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6%를 상회하는 등 금
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
3. 스페인
□ 2012년 1/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24%에 육박하는 등 금융의 불안이 실물경기에 전이되어 본격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
o 경기침체는 주로 정부의 재정긴축 및 민간 은행의 디레버리징 강화
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에 주로 기인
o 소매판매는 개인소득세 인상과 국내외 불확실성증대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로 감소세를 이어감(경기체감지수가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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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 부진 등으로 1%대로 하락
o 경상수지는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쟁력 개선 등이 수출 증대로 이
어지고 관광산업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
□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은행의 대출부실 및 정부재
정 악화로 연결
o 주택가격은 유로존 출범 이후의 꾸준한 외자유입을 배경으로 상승세
를 지속하여 2008년 2/4분기중 정점을 기록한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를 계기로 하락하여 2012년 1/4분기에는 2005년 수준까지 하락(현 수
준은 버블 이전인 2000년 초반보다 2배 이상 높아 추가 하락할 가능성 잠재)

o 은행대출은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 확대에
영향을 받아 부실여신비율이 2008년 이전의 0% 가까운 낮은 수준
에서 2010년 4.1%, 2012년 초에는 8%대로 상승
주택가격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Bloomberg

자료 : 유로통계청

□ 정부는 은행부실 심화에 대응하여 재정투입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2008
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여 정부부채비율은 2008년 40.2%에서
2011년 68.5%로 상승(프랑스(85.8%) 및 독일(81.2%)보다는 낮은 수준)
o 은행부실 심화, 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 증대 등으로 정부는 EU에
약 1,000억€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동 자금은 은행구조조정기
금(FROB: 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을 통해 은행부문에 지원
될 예정
o 구제금융 신청 이후 스페인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국채금리
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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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르투갈
□ 2010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인 15%를 기록
o 경기침체는 정부의 재정긴축 및 민간 은행의 디레버리징 강화에 따
른 내수 위축에 주로 기인
o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해고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채용을 기피
하고 있는 실정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VAT: 22%→
24%), 공공재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3%대 중반의 높은 수
준을 유지
o 다만 포르투갈은 구조조정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증대
에 노력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해 수출이 2011년 중반부터 늘어나
면서 경상수지 적자폭도 축소
□ 2011년 재정적자는 4.2%로 전년(9.8%)은 물론 EFAP(Economic a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me)의 목표치(5.9%)를 하회하고 있으나 2011
년도 구제금융자금중 미지원분의 국가부채 전입으로 정부부채비율
이 전년(93.3%)보다 큰 폭 상승(107.8%)
재정적자 계획 및 실적

정부부채 계획 및 실적

자료 : 포르투갈 정부기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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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1.5월 구제금융 신청 후 EU·ECB·IMF에서 총 780억€를
지원받으면서 "경제 및 금융 조정 프로그램(EFAP: Economic and
Financial Adjustment Programme)"을 수립하여 이를 계획에 따라 이행하
고 있음

재정긴축
구조개혁
금융안정

EFAP의 주요내용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대로 축소하고, 이후 정부부채를 축소하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긴축의 2/3이상을 지출축소로 달성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개혁, 총 50억€규모의 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
은행의 자본확충, 120억€규모의 은행 지원기구 설립, 은행의 부채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 등

□ 포르투갈의 경우 2013년 9월까지는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이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채무위기 전개 상황 및 자금시장
의 경색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o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경우에는 또 다른 구제금융 지
원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
5. 그리스
□ 강도 높은 긴축정책, 높은 실업률 등으로 2012.1분기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5%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
□ 정부부채비율은 2011년 165.3%로 유로지역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
o 앞으로도 재정긴축 난항 등으로 기초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이
자지급 규모도 커지면서 재정적자비율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
* 2012년 GDP대비 -6.8%, 2013년 –5.3%

그리스의 재정 현황

그리스 민간부문의 예금규모

(GDP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f) 2013f)

113. 129. 145. 165.
0
4
0
3 160.6 168.0
-15. -10.
-9.8
재정수지 비율
6
3 -9.1 -7.3 -8.4
-10.
기초재정수지비율 -4.8
4 -4.7 -2.2 -1.0 -2.0
5.0 5.2 5.7 6.9 6.3 6.4
이자지급 비율
국가채무 비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자료 : EU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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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총선(6.17일)에서 신민당이 사회당 및 민주좌파와의 연합정부 구성
에 성공한 이후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
o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이 저하*되면서 재총선 직전의 대규모 예금인
출 사태는 진정
*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서 중기적으로 탈
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평가

o 그러나 은행권의 예금인출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2.4월말 그리스 은행권이 보유한 민간부문의 예금규모는
1,659.5억유로로 2009년말 국가채무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계속
감소
□ 새 내각은 재정긴축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 재정긴축안 목
표 달성기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는 등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부분적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한 상황
o 그리스가 트로이카(IMF·EU·ECB)가 요구한 주요 개혁안의 기한 준
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부 차관 등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하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6. 아일랜드
□ 소비 및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재정취약
국 중 유일하게 2011년 0.7%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
o 금융권의 디레버리징 강화로 대출이 축소되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가계소비도 위축
o 설비투자는 IT와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투자는 감소세
o 상품수지는 음식료품 및 의약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
하였으나 대외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2010
년보다 축소된 소폭의 흑자를 기록
o 고용사정은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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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으로 인해
2011년중 1.2%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1/4분기에는
세율 인상(VAT: 21%→23%)으로 다소 상승(+1.7%)
□ 한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목표 달성도
가능할 전망
o 2008년 이후 유로지역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을 유일하게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2015년
들어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정부부채도 점차 감소 예상
재정수지 전망

정부부채 전망

자료 : 유로통계청, Morgan Stanley

o 향후 국제채권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등 주변국의 재정
위기가 진정되는 한편 국내에서 은행부실로 인한 재정의 추가 투입
이 없어야 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필요
o 신재정협약이 국민투표(5.31일)에 의해 가결되면서 아일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ESM을 통한 구제금융도 가능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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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출범 이후의 교역구조 변화*
장석환 선진경제팀 조사역
◆ 1999년 EMU 출범 이후 유로지역의 경제적·정치적 통합과 더불어 역내
국가간의 통화 교환비용 및 환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역내 교역규모가 크
게 증가
o 신흥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교역증가로 인해 역내 교역비중은 소
폭 하락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무역결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 그러나 EMU 출범 이후 단일통화 사용으로 환율에 의한 가격조정 장치
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데다 산업내 무역을 통한 양방향 교역도 활
성화되지 못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불균형 현상이 고착되는 상황을 초래
o 독일 등 중심국의 경우 교역규모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
된 반면 그리스 등 주변국에서는 교역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o 회원국간 산업내무역이 일부 업종에서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
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역내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는 미흡
◆ 회원국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EU 차원의 정책공조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

1. 개요
□ 1999년 1월* EMU(European Monetary Union) 출범으로 역내 회원국 간에 경
제적･정치적 통합이 진전되면서 역내교역도 크게 증가
* 유로화는 2002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통용

o 이론적으로 단일통화 사용은 이종 통화 간에 발생하는 교환비용 및
환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어 역내교역 증가에 기여 가능
o 또한 역내 교역 증가와 더불어 역내외의 교역구조도 변화
□ 그러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환율의 가격조정장치가 작동하지 못함에 따
라 역내 회원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EMU 출범 이후 유로지역의 교역규모 및 교역구조의 변화의 특징 및
무역 불균형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2(2012.10.18), 국제경제리뷰 제2012-41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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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외 교역규모 및 구조 변화의 특징
1. EMU 출범 이후 역내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도 비중은 하락
□ EMU 출범 이후 경제적 통합 진전, 경제규모 증가 등으로 역내 교역규
모가 크게 확대
o 수출은 출범 전인 1998년 6,823억달러에서 1999년 출범 당시 7,242억
달러로 늘었고 그 후 글로벌금융위기 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7
년에는 1.5조달러를 상회하였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 폭 줄었다
가 2011년에는 1.6조달러로 증가
o 수입도 수출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1999년 6,756억달러에서 2011년
1.5조달러로 확대
유로지역의 권역별 교역규모1)
수출

수입

주 : 1) 2002년 이전에 EMU에 가입한 12개국 중 98년 이전 통계 부재인 벨기
에,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0개국 기준
자료 : IMF-DOTS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역내교역 및 대선진국 증가세가 대신흥국 교역
증가세를 하회함에 따라 역내 및 대선진국 교역비중이 점진적으로 하
락
o EMU 출범 당시인 1999년에는 역내 수출비중이 44.3%였지만 2011년에
는 40.0%로 하락한 반면 대신흥국 수출비중은 1999년 15.8%에서 2011
년 24.7%로 크게 상승
o 역내 수입비중도 1999년 43.3%에서 2011년 38.6%로 낮아진 반면 대신
흥국 수입비중은 1999년 17.5%에서 2011년 30.9%로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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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BRICs 및 동유럽 등 신흥국과의 교역비중은 역내와 미국, 일본 등
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o 특히 대BRICs 수입비중은 수출보다 더 크게 상승
유로지역의 권역별 교역비중
수출

수입

자료 : IMF-DOTS

□ 주요 회원국별로 EMU 출범 전후(1998년과 2010년)의 권역별 교역비중을
비교해 보면, 유로지역 등 선진국 비중은 낮아지고 신흥국 비중은 증가
하는 패턴을 시현
o 독일은 비EMU 3국*,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축소(24.0%→
16.8%)된 반면 BRICs 수출은 크게 증가(4.2%→9.6%)하고, 스페인은 역내
수입이 크게 감소(54.1%→44.7%)
* EM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영국, 덴마크, 스웨덴

o 한편 비EMU 3국은 수출의 경우 유로지역 비중(42.7%→40.9%)과 비EMU
3국, 미국, 및 일본 비중(21.4%→19.7%)이 비슷한 감소폭을 보인 반면 수
입은 비EMU 3국, 미국 및 일본의 비중(22.9%→13.4%)은 크게 감소
역내 회원국의 권역별 교역비중
수출

수입

자료 : IMF-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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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U 출범 전후 역내무역에서 개별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
면, 수출면에서는 네덜란드(12.6%→20.0%), 독일(30.2%→31.2%) 등 중심국의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15.9%→12.6%), 그리
스(0.7%→0.5%), 아일랜드(3.5%→2.0%) 등 주변국의 비중은 하락
o 수입의 경우 중심국 비중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수출에 비해
변동폭은 미미
회원국의 역내교역 비중1)

주 : 1) EMU 전체 역내수출(수입)에서 개별 회원국의 역내수출(수입)이 차지
하는 비중
자료 : IMF-DOTS

2. 역내 무역결합도(의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업내무역 활성화는 미흡한 수준
(역내 무역결합도)
□ EMU 회원국의 역내 무역결합도는 여타 권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
인 것으로 추산
o EMU 출범 이전부터 1.0을 크게 상회하였던 역내 무역결합도*는 EMU
출범 이후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역결합도가 1.0보다 크면 당해 국가(또는 권역)의 교역상대국과의 결합도(의존
도)가 세계시장에서의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 : 요인 분석 및 시사점”(김명
현, 이병희 2012) 참조
** 구체적인 상승 요인은 <참고 1> ｢EMU의 역내 무역결합도 상승 요인｣을 참조

― 역내 회원국간 지리적 인접성,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경제적 통합
진전 등이 교역의존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또한 역내 무역결합도는 비EMU 3국, 미국 및 일본(이하 ‘여타 선진국’)
간의 무역결합도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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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선진국간 수출 및 수입 결합도는 각각 0.63 및 0.61(2010년 기준)
로 EMU(1.86, 1.74)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비교 기간(1998∼
2010년)중 하락
EMU 역내 및 여타 선진국간 무역결합도 비교
1998년(A)

1.64
0.74

EMU 역내
여타 선진국간

수출결합도
2010년(B)
1.86
0.63

B－A

1998년(a)

0.22
-0.11

1.48
0.77

수입결합도
2010년(b)

1.74
0.61

b－a

0.27
-0.16

자료 : IMF-DOTS

□ 한편 EMU 회원국별로 EMU 출범 전후의 무역결합도를 비교해 보면, 독
일, 프랑스 등의 중심국을 포함한 회원국 대부분에서 역내 무역결합도
가 상승한 반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무역결합도가 하락
EMU 회원국별 역내 무역결합도 변화
1998년(A)
EM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64
1.43
1.60
1.68
2.18
1.62

수출결합도
2010년(B)
1.86
1.63
1.83
1.79
2.45
1.53

B－A

1998년(a)

0.22
0.20
0.23
0.11
0.27
-0.09

1.48
1.31
1.49
1.65
1.86
1.84

수입결합도
2010년(b)

1.74
1.61
2.01
1.85
1.98
1.62

b－a

0.27
0.30
0.51
0.20
0.12
-0.22

자료 : IMF-DOTS

(여타 권역과의 무역결합도)
□ EMU와 여타 권역과의 수출결합도를 보면 여타 선진국과의 결합도는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나 BRICs와의 결합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동유럽
과는 상승
o EMU와 BRICs간의 수출결합도가 낮아진 것은 유로지역 회원국의 대
BRICs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BRICs가 유로지역 이외에서
수입을 더 크게 늘린 데 기인
o 동유럽과의 수출결합도(1.76→1.82)도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높아졌지만
EMU의 역내 결합도 상승폭(1.64→1.86)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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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역내외 권역별 수출결합도

EM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EMU
1998년 2010년
1.86
1.64
1.63
1.43
1.83
1.60
1.79
1.68
2.45
2.18
1.53
1.62

여타 선진국
1998년 2010년

0.73
0.80
1.43
0.65
0.52
0.47

0.72
0.75
1.75
0.62
0.52
0.49

BRICs
1998년 2010년

0.65
0.80
0.50
0.74
0.47
0.64

0.48
0.68
0.42
0.50
0.28
0.22

동유럽
1998년 2010년

1.76
2.37
0.96
2.16
0.98
5.84

1.82
2.28
1.23
2.36
1.36
6.04

자료 : IMF-DOTS

□ EMU와 여타 권역과의 수입결합도를 보면 여타 선진국 및 동유럽과의
수입결합도는 하락한 반면 BRICs와의 수입결합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
o 여타 선진국과의 수입결합도는 EMU의 수입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하락
o EMU와 BRICs간의 수입결합도는 BRICs의 대EMU 수출 비중과 EMU의
대BRICs 수입비중이 비슷하게 늘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
o 동유럽 국가와의 수입결합도는 다소 하락(1.96→1.80)하였지만 인접국가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EMU 역내외 권역별 수입결합도

EM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EMU
1998년 2010년
1.74
1.48
1.61
1.31
2.01
1.49
1.85
1.65
1.98
1.86
1.62
1.84

여타 선진국
1998년 2010년

0.82
0.87
0.73
0.59
0.67
0.63

0.73
0.75
0.61
0.48
0.62
0.44

BRICs
1998년 2010년

0.81
0.95
0.72
0.89
0.74
0.66

0.81
0.82
0.57
0.81
0.69
1.08

동유럽
1998년 2010년

1.96
3.19
0.95
2.14
0.70
2.40

1.80
2.56
1.35
2.28
1.24
2.39

자료 : IMF-DOTS

(역내 회원국간 산업내무역)
□ EMU 회원국간 산업내무역(2010년 기준)*은 무역규모**가 큰 중심국을 중
심으로 주로 화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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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산업에 속하는 제품(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나 동일 산업에 속한 다양
한 최종재)의 국가간 교역을 의미. 통상 Grubel-Lloyd지수(이하 GL지수)를 이용해
분석하는데, GL지수는 0.0~1.0의 값을 가지며 산업내무역이 활발할수록 1.0에 근접.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 : 요인 분석 및 시사점”(김명현․이
병희(2012)) 참조
** 독일 8,069억달러, 프랑스 4,767억달러, 네덜란드 4,074억달러, 이탈리아 3,641억달러,
스페인 2,789억달러

o 화공산업의 GL지수 : 독일과 프랑스는 0.90,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0.90,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0.93 등
o 기계산업의 GL지수 : 이탈리아와 독일은 0.92,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0.89, 스페인과 프랑스가 0.94 등
o 전기전자산업의 GL지수 :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0.95, 독일과 핀란드는
0.90 등
o 자동차산업의 GL지수 :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0.93, 이탈리아와 네덜란
드는 0.90,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0.89 등
o 철강산업의 GL지수 : 프랑스와 독일이 0.91, 네덜란드와 독일은 0.90,
스페인과 독일은 0.98,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가 0.87 등
□ 그러나 EMU 출범 전후 GL지수*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뚜렷이 변동하
지 않고 있어 EMU 출범이 회원국간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였던 것으로 보임
* 구체적 내용은 <참고 3> ｢유로지역 국가의 국가간 GL지수｣ 참조

EMU 회원국의 GL지수1)

EMU의 GL지수

주 : 1) 개별 회원국간의 GL지수를 역
내 교역량으로 가중 평균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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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EMU 출범 이전부터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경제발전단계 및 문
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역내 산업내무역이 여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대부분의 신흥국간 GL지수는 0.2~0.4정도(김명현․이병희(2012))

□ EMU 출범 전후한 회원국간 산업내무역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산업발전단계 및 기술력이 비슷한 중심국간에는 산업
내무역이 증가한 반면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산업내무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
o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산업내무역이 크게 활발해
졌으며(1998년 0.64 → 2010년 0.85) 독일과 그리스(0.17 → 0.28)는 저조한 수
준을 유지
o 자동차산업에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0.75 → 0.89), 네덜란드와 독일(0.73
→ 0.78)간의 산업내무역이 늘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0.72 → 0.65)은
감소
EMU 출범 이후 주요 산업별 GL지수 변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공품

증가(1998년→2010년)
이탈리아-스페인(0.64→0.85)
프랑스-스페인(0.65→0.79)
독일-그리스(0.17→0.28)
네덜란드-프랑스(0.75→0.89)
네덜란드-독일(0.73→0.78)
프랑스-오스트리아(0.52→0.88)
네덜란드-독일(0.84→0.90)
프랑스-스페인(0.75→0.88)
스페인-독일(0.73→0.98)
스페인-네덜란드(0.51→0.68)
독일-이탈리아(0.69→0.79)
프랑스-아일랜드(0.31→0.38)

감소(1998년→2010년)
독일-이탈리아(0.63→0.59)
그리스-아일랜드(0.27→0.19)
프랑스-스페인(0.92→0.75)
이탈리아-스페인(0.72→0.65)
프랑스-아일랜드(0.72→0.63)
독일-이탈리아(0.98→0.88)
이탈리아-핀란드(0.93→0.73)
오스트리아-아일랜드(0.63→0.57)

자료 : UN Comtrade

3. 역내 무역불균형은 심화
□ EMU 출범 이후 회원국간의 역내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
타남
o 역내교역비중이 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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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위기가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한 은행부실에 기인하였으며
여타 재정위기국과는 달리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

o 명목GDP대비 무역수지비율을 보면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무역수지 흑자·적자 비율이 5% 미만인 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포르투갈, 그리스의 무역적자비율은 10%에 근접한 매우
높은 수준
규모

EMU 회원국의 역내 무역수지
GDP대비 비율

자료 : IMF-DOTS, IMF-WEO

□ 역외를 포함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역내 무
역수지와 유사하게 대외불균형이 심화
o 역내 무역흑자국인 독일 및 아일랜드, 그리고 적자국인 그리스, 스페
인 등의 경우 역내외를 포괄한 무역수지비율이 대체적으로 역내 기준
보다 높은 수준
― 이는 EMU 출범 이후 흑자국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선된 반면 적자국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데
인하며, 이에 더하여 적자국의 경우 단일통화 도입 이후 강화된
매력을 바탕으로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자기조 고착에 기여

개
기
구
적

o 다만 네덜란드에서는 역외 무역수지 적자가 역내 무역수지 흑자를 상
당 부분 상쇄하였고 아일랜드의 경우 높은 무역수지 흑자비율에도 불
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네덜란드는 역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역내로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역내기준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타나지만 역외
기준으로는 흑자폭이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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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역내외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였지만 외
국인투자의 소득송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플러스
경상수지 비율은 미미한 수준
EMU 회원국 실질실효환율

EMU 회원국 무역수지1)

EMU 회원국 경상수지1)

(1999년=100, 단위노동비용기준)

(GDP대비, %)

(GDP대비, %)

자료 : IMF-IFS

주 : 1) 전세계 대상
자료 : IMF-DOTS

주 : 1) 전세계 대상
자료 : IMF-WEO

3. 시사점
□ 1999년 EMU 출범 이후 유로지역의 역내 교역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하
는 가운데 무역결합도도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역내 교역이 비교
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
o 역외로는 신흥국의 수출중시 성장전략, 고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동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BRICs의 경우 경제발전이 가속되면서 수입대상국(상품판매자)으
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상품구매자)으로서의 역할도 점차 확대
될 전망
□ 그러나 EMU 출범 이후 단일통화 사용으로 환율에 의한 가격조정 장치
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데다 산업내무역을 통한 양방향 교역도 활
성화되지 못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불균형 현상이 고착되는 상황을 초래
o 이에 따라 회원국간의 불균형을 시정(rebalancing)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
원의 정책공조 및 회원국 차원의 구조개혁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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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회원국의 경쟁력 및 경제수렴(convergence) 강화
를 위해 유로 플러스 협약*(Euro Plus Pact)을 체결(2011.3)하여 2012년부
터 시행
* 각 회원국이 매년 4개 부문(경쟁력 강화, 고용 촉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금융안정 강화)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
고 EU 정상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 17개 유로지역 국가와 6개 비유로지역
국가(덴마크, 폴란드 등)가 참여

― 또한 각종 지표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해 회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예：경상수지, 대외경쟁력)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
* 거시경제 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해당 회원국에 대해 과
도한 불균형 시정절차(EIP：Excessive Imbalance Procedure)를 발동

― 그러나 유로 플러스 협약 등에 의한 불균형 시정방안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느슨한 데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흑자국의 노력을
강제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필요*
* Higgins & Klitgaard, “Saving Imbalances and the Euro Area Sovereign Debt
Crisis, 2011,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 또한 북유럽국가(독일 등)가 제조업 기술을 이전해 남유럽국가의 경쟁력
을 근본적으로 향상(Germanisation*)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
나 EMU 출범 이후 역내 산업내무역이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뚜렷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실행가능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
* Silipo, “A ‘Germanisation’ of Europe Not such a bad idea, in the end”,
NATIX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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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MU의 역내 무역결합도 상승 요인
(수출결합도)

□ EMU 역내 수출결합도의 상승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분을 살펴보
면 수출결합도는 EMU(또는 개별 회원국)의 총수출 중에서 역내 수출
비중(①)과 전세계 총수입에서 EMU의 수입 비중(②)으로 분해 가능
(수출결합도 = ①/② )

o EMU 역내 수출결합도의 성분을 분해하여 각각 증감률을 구해보면
전세계 총수입에서 EMU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비율이
EMU 총수출 중 역내 수출 비중의 감소 비율을 상회하여 수출결합
도가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음
o 이는 전세계 수입에서 BRICs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EMU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해 EMU 출
범 후 유로지역내 경제 연관성이 증가하면서 역내 수출비중의 감
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글로벌 교역규모」참조

o 한편 수출결합도가 하락한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총수
출 중 역내 수출 비중 감소비율이 세계총수입 중 EMU의 수입 비
중 감소비율보다 더 크게 나타남
수출결합도 성분 분해
해당국가(권역)의 총수출
중 역내 수출비중(①)
1998년(A)

2010년(B)

0.435
0.381
0.425
0.446
0.578
0.431

0.407
0.358
0.401
0.393
0.537
0.335

EM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전세계 총수입 중
EMU의 수입비중(②)
1998년(a)

0.265

증감률

2010년(b)

(B/A-1)

(b/a-1)

0.219

-6.4
-6.0
-5.6
-11.9
-7.2
-22.1

-17.5

자료 : IMF-DOTS

(수입결합도)

□ 수출결합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결합도의 성분을 분해해보면 수
입결합도는 EMU(또는 개별 회원국)의 총수입중에서 역내 수입 비중
(①)과 전세계 총수출에서 EMU의 수출 비중(②)로 분해 가능(수입결
합도 =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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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MU 수입결합도의 상승요인을 각 성분의 증감률 변화 비교를 통
해 분석해보면 수출결합도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총수출에서 유로
지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폭에 비해 유로지역의 총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의 감소 비율을 상회한 데 기인
o 프랑스의 경우 국가 총수입 중 역내 수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입
결합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리스는 역내 수입 비중이 크게 감
소하면서 수입결합도가 하락
수입결합도 성분 분해
해당국가(권역)의 총수입
중 역내 수입 비중(①)
EM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998년(A)

2010년(B)

0.428
0.380
0.434
0.480
0.541
0.534

0.393
0.363
0.454
0.418
0.447
0.366

전세계 총수출 중
EMU의 수출 비중(②)
1998년(a)

0.290

증감률

2010년(b)

(B/A-1)

(b/a-1)

0.226

-8.2
-4.4
4.6
-12.9
-17.3
-31.4

-22.2

자료 : IMF-DOTS

<참고 2>
글로벌 교역규모

□ 권역별로 교역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로지역 교역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계속 확대
o 신흥국 수출이 2004년 들어 유로지역 수출을 227억달러 상회하기
시작한 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1년에는 3.2조달러에 도달
o 수입의 경우도 신흥국이 2005년 처음으로 유로지역 수입을 상회하
여 격차가 계속 확대
o 이러한 신흥국 교역규모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역
내 교역은 여전히 대신흥국 교역규모를 상회*
* 2011년 유로지역의 역내 수출액 : 1.6조달러, 대신흥국 수출액 : 1.0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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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교역규모
수출

수입

자료 : IMF-DOTS

□ 세계에서 신흥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지
역 등 선진국의 교역비중은 점차 하락
o 신흥국의 수출비중은 90년대에 10%후반~20%초반에서 2011년에는
40.1%로 높아진 반면 90년대 30%를 상회하던 유로지역의 수출비
중은 2011년 22.0%로 하락
o 신흥국의 수입비중도 수출비중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1년에는 37.3%를 기록하였으나 유로지역의 수입비중은 21.3%
로 하락
권역별 교역비중
수출

수입

자료 : IMF-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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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유로지역 국가의 국가간 GL지수
오스트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0년

리아
0.58
0.57
0.53
0.75
0.71
0.76
0.76
0.75
0.82
0.79
0.76
0.76
0.73
0.73
0.76
0.40
0.50
0.54
0.32
0.43
0.38
0.29
0.28
0.47
0.61
0.72
0.77
0.80
0.81
0.83
0.66
0.63
0.55
0.47
0.45
0.61
0.63
0.62
0.60
0.66
0.53
0.66
0.66
0.65
0.65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0.58
0.57
0.53
0.75
0.71
0.78
0.68
0.66
0.76
0.71
0.57
0.60
0.50
0.66
0.61
0.19
0.07
0.04
0.08
0.14
0.34
0.79
0.79
0.49
0.42
0.65
0.53
0.47
0.51
0.64
0.50
0.47
0.55
0.69
0.68
0.18
0.21
0.20
0.25
0.38
0.59
0.46
0.51
0.45
0.56

0.76
0.76
0.75
0.82
0.79
0.78
0.68
0.66
0.76
0.71
0.83
0.82
0.74
0.75
0.74
0.38
0.27
0.29
0.35
0.40
0.37
0.31
0.41
0.37
0.44
0.81
0.78
0.80
0.79
0.81
0.73
0.74
0.63
0.62
0.57
0.63
0.65
0.62
0.78
0.75
0.76
0.82
0.86
0.88
0.83

0.76
0.76
0.73
0.73
0.76
0.57
0.60
0.50
0.66
0.61
0.83
0.82
0.74
0.75
0.74
0.34
0.28
0.24
0.34
0.40
0.51
0.31
0.33
0.47
0.45
0.76
0.73
0.72
0.73
0.72
0.80
0.82
0.70
0.76
0.73
0.63
0.70
0.68
0.69
0.65
0.77
0.72
0.67
0.57
0.75

0.40
0.50
0.54
0.32
0.43
0.19
0.07
0.04
0.08
0.14
0.38
0.27
0.29
0.35
0.40
0.34
0.28
0.24
0.34
0.40
0.16
0.11
0.10
0.13
0.13
0.29
0.29
0.24
0.30
0.36
0.21
0.16
0.19
0.21
0.24
0.74
0.59
0.65
0.60
0.58
0.20
0.26
0.28
0.36
0.28

자료 : UN Comtrade

- 35 -

아일

이탈

네덜

포르

랜드
0.38
0.29
0.28
0.47
0.61
0.34
0.79
0.79
0.49
0.42
0.37
0.31
0.41
0.37
0.44
0.51
0.31
0.33
0.47
0.45
0.16
0.11
0.10
0.13
0.13
0.59
0.39
0.46
0.45
0.34
0.54
0.45
0.41
0.54
0.55
0.24
0.27
0.25
0.24
0.26
0.26
0.22
0.18
0.18
0.28

리아
0.72
0.77
0.80
0.81
0.83
0.65
0.53
0.47
0.51
0.64
0.81
0.78
0.80
0.79
0.81
0.76
0.73
0.72
0.73
0.72
0.29
0.29
0.24
0.30
0.36
0.59
0.39
0.46
0.45
0.34
0.66
0.57
0.55
0.56
0.50
0.35
0.46
0.45
0.51
0.49
0.64
0.62
0.64
0.71
0.72

란드
0.66
0.63
0.55
0.47
0.45
0.50
0.47
0.55
0.69
0.68
0.73
0.74
0.63
0.62
0.57
0.80
0.82
0.70
0.76
0.73
0.21
0.16
0.19
0.21
0.24
0.54
0.45
0.41
0.54
0.55
0.66
0.57
0.55
0.56
0.50
0.61
0.51
0.48
0.43
0.47
0.58
0.53
0.61
0.59
0.56

투갈
0.61
0.63
0.62
0.60
0.66
0.18
0.21
0.20
0.25
0.38
0.63
0.65
0.62
0.78
0.75
0.63
0.70
0.68
0.69
0.65
0.74
0.59
0.65
0.60
0.58
0.24
0.27
0.25
0.24
0.26
0.35
0.46
0.45
0.51
0.49
0.61
0.51
0.48
0.43
0.47
0.59
0.53
0.66
0.74
0.65

스페인
0.53
0.66
0.66
0.65
0.65
0.59
0.46
0.51
0.45
0.56
0.76
0.82
0.86
0.88
0.83
0.77
0.72
0.67
0.57
0.75
0.20
0.26
0.28
0.36
0.28
0.26
0.22
0.18
0.18
0.28
0.64
0.62
0.64
0.71
0.72
0.58
0.53
0.61
0.59
0.56
0.59
0.53
0.66
0.74
0.65
-

유로지역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 및 배경*
배상인 국제종합팀 조사역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이후 단일통화체제 하에서 EMU의 구조적인 문
제로서 국가채무위기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역내 회원국간의 불균형
이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
◆ 이는 재정취약국에서의 경기부진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와 임금 상승
세 둔화, 실질금리 상승 등이 내수위축을 통해 수입수요 조정을 유발
하고 있는 데다 유로화 절하에 따른 실질실효환율 하락 및 단위노동비
용 감소가 수출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 앞으로도 유로지역에서 주요 거시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역내 회원국간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체질 강화*에 긴요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보면 유로지역내에서 독일, 핀란
드, 네덜란드 등 경쟁력이 높았던 국가들의 순위는 높아지면서도 대부분의 재
정취약국에서는 하락

ㅇ 대부분의 재정취약국은 경쟁력, 상품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면에서 북
중유럽 및 서유럽 국가의 수준을 밑돌고 있어 상품시장,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고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재정여력이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내수촉진 및 역내 생산성 향
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회원국간 불균형
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1. 검토배경
□ EMU 출범에 따른 유로지역 회원국에 대한 단일환율 적용으로 개별 회
원국에서 경제구조 및 여건 변화에 상응한 환율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
었으며, 그 결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회원국의 경우 조정을 위
한 정책적 부담이 정부재정에 집중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경쟁력을 갖춘 회원국과의 대외불균형을 누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대외불균형 누증은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의 자본 이동 → 적자국에서의
금리 하락, 부동산가격·물가·임금 상승/재정수지 적자 지속 → 금융위기 이후 유
로지역의 유동성 사정 악화 → 적자국의 부동산가격 폭락 및 경기침체 → 적자국
에서의 국가채무위기 및 이에 따른 은행부문으로의 전이를 초래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3호(2013.3.28), 국제경제리뷰 제2013-7호(2013.3.22)

- 36 -

o 이와 같이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여타 회원국과의 불균형이 누증
되어 왔던 주변국(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및 스페인)에서는 국가
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위기를 촉발
* 유로지역의 회원국들은 재정상황,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으로 분류 가능(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
스, 몰타, 룩셈부르크는 제외하였으며 대상 11개국의 2011년 유로지역 GDP비중
은 98.2%)
재정건전성에 따른 유로지역의 회원국 분류

(%)
정부부채1) 재정수지1) 2) 그룹3)
정부부채1) 재정수지1) 2)
그룹3)
프랑스
89.9
-5.2
그리스
152.6
-9.5
서유럽
벨기에
101.6
-3.8
이탈리아
127.3
-3.3
(31.6)
재정 네덜란드
69.5
-4.4
포르투갈
120.3
-4.4
취약국
81.7
-0.8
(33.8) 독일
북중유럽
아일랜드
117.0
-13.3
오스트리아
73.7
-2.7
(32.8)
스페인
77.4
-9.5
핀란드
51.1
-0.9
주: 1) GDP대비 비율(%), 2012년 3/4분기 기준
2) 통합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이자지급
액) 기준 3) ( )내는 2011년 유로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rostat

⇒ 최근 유로지역 회원국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그
추이 및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유로지역 회원국간 불균형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지역에서의 국가채무위기 이후 그리스, 포
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취약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 축소되
고 있는 반면 북중유럽 및 서유럽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
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축소
회원국별 경상수지
(재정취약국)

자료: Eurostat

(북중유럽)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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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자료: Eurostat

o 이러한 재정취약국에서의 경상수지 개선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회원국별 무역수지
(재정취약국)

자료: Eurostat

(북중유럽)

자료: Eurostat

(서유럽)

자료: Eurostat

□ 특히 재정취약국의 무역수지 개선은 역내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
o 역내에서 재정취약국의 무역수지가 상당폭 개선*되는 가운데 북중유럽
및 서유럽 국가도 독일, 벨기에 등에서 흑자폭이 축소
*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무역수지가 북중유럽, 서유럽, 여타 재정취약국
등에 대해 모두 개선되었으며 이탈리아는 여타 재정취약국을 제외한 북중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
재정취약국의 국가그룹별 무역수지
대재정취약국
2009 2010 2011 2012
그리스 -2.5 -1.9 -1.5 -1.3
스페인
0.3
0.5
0.5
0.5
이태리
0.6
0.4
0.3
0.2
포르투갈 -6.1 -6.0 -6.2 -5.4
아일랜드 3.3
3.3
3.3
2.9
주: 1) 2012년은 1/4～3/4분기 기준

대북중유럽
2009 2010 2011
-2.2 -1.7 -1.5
-1.3 -0.9 -0.9
-0.9 -1.0 -0.9
-1.9 -1.8 -0.9
1.8
2.0
1.8

(%, GDP대비)
대서유럽
2012 2009 2010 2011 2012
-1.5 -2.6 -2.4 -2.3 -2.0
-0.4 -0.4 -0.2
0.0
0.1
-0.4 -0.4 -0.6 -0.4 -0.2
-0.4 -1.6 -1.1 -0.1
0.6
3.0 10.2 10.2 10.1 10.1
자료 : Eurostat

역내 무역수지
(재정취약국)

자료: Eurostat

(북중유럽)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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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자료: Eurostat

o 역외부문의 무역수지도 북중유럽, 서유럽(네덜란드 제외)에서 ±3%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취약국에서
는 적자폭이 다소 축소
* Ruo 등(2012.12월)은 재정취약국의 역외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 등 아시아, 동유
럽, 석유수출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역내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 지지되어 온 것으로 분석

역외 무역수지
(재정취약국)

자료: Eurostat

(북중유럽)

자료: Eurostat

(서유럽)

자료: Eurostat

□ 한편 재정취약국의 소득수지 적자폭*도 완만하나마 축소**
* 재정취약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으
며 이에 따라 대외순투자포지션에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소득수지도 적자를 지속
** 다만 아일랜드의 경우 여타 주변국과는 달리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수지보다는 소
득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하였으나, 최근 들어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을 초래

회원국별 소득수지
(재정취약국)

자료: Eurostat

(북중유럽)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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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자료: Eurostat

재정취약국 대외순투자포지션

자료: Eurostat

재정취약국자본수지

아일랜드경상수지내역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 이와 함께 정부부문에서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특히
재정취약국에서 구조적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완전고용을 가정하여 통합재정수지중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 일시적인 세입 및 세출을 차감하여 시산

유로지역 국가별 구조적 재정수지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자료 : IMF

3. 역내 회원국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배경
1.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투자 등 내수의 빠른 둔화가 수입 감
소를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유로지역 내수가 여타 선진국 및 신흥국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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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역 민간소비1)

주요지역 고정투자1)

주 : 1) 명목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주 : 1) 명목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 재정취약국에서는 고정투자와 민간소비가 모두 크게 부진한 반면 북
중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민간소비가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정투자도 상대적으로 양호
유로지역 국가별 민간소비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주 : 1) 명목 기준

(서유럽)

자료 : Eurostat

유로지역 국가별 고정투자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주 : 1) 명목 기준

(서유럽)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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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 전체 및 재정취약국에서의 실질실효환율 하락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으로부터의 유동성 이탈, 재정취약국의 채무위
기 심화 및 핵심국으로 전염 가능성 부각 등으로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기조를 지속
o 유로화가 미 연준의 양적완화 강화 등으로 달러화에 대해서는 보합세
를 보였으나 엔화, 위안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절하
엔화 및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

위안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

자료 : ECB

자료 : ECB

― 이에 따라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BIS 편제 기준)이 2008년 대비 15%
정도 하락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

주요국 환율 대비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

자료 : BIS

자료 : BIS

o 이와 함께 역내 단위노동비용 기준으로 평가한 회원국간 실질실효환
율(IMF 편제 기준)이 재정취약국인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하
락하면서 독일 등 핵심국과의 격차를 위기 이전보다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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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재정취약국에서의 실질실효환율 조정은 역내 무역수지 개선
에 기여
단위노동비용 기준 실질실효환율 차이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주 : 1) 2002.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해당국의 실질실효환율에서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을 차감
자료 : IMF

3. 단위노동비용 감소
□ 재정취약국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북중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면
서 실업률이 하락하거나 안정된 움직임을 시현
유로지역 회원국별 실업률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주 : 1) S.A 기준

(서유럽)

자료 : Eurostat

□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위노동비용이 대부분의 재정취
약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금 상승폭이 이전보다 크게
둔화된 데다 노동생산성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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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북중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임금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생
산성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재정취약국)

유로지역의 회원국별 단위노동비용1)
(북중유럽)

주 : 1) 명목 기준

(서유럽)

자료 : Eurostat

유로지역의 회원국별 단위노동비용 증가율1)
(기간중 평균, %)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2002~08년>
단위노동비용 4.4
3.4
3.0
2.6
4.5
0.3
1.5
2.0
임금
7.5
4.1
3.0
3.5
6.8
1.7
3.3
4.0
노동생산성 3.1
0.7
0.0
1.1
2.3
1.4
1.8
2.0
< 2009년~12.3/4분기 >
단위노동비용 -3.4 -1.5 1.3
-1.0
-4.3
1.6
1.9
2.8
임금
-7.1 0.5
1.4
1.0
0.2
1.9
2.7
2.6
노동생산성 -3.7 2.0
0.1
2.0
4.5
0.3
0.8
-0.3
주 : 1)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임금상승률 －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2.1
3.3
1.1

2.0
3.1
1.1

1.9
3.6
1.6

1.6
2.3
0.7

1.9
1.6
-0.4

1.5
1.7
0.2

4. 실질금리 상승
□ 재정취약국은 물가상승폭 둔화, 명목금리 상승 등으로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한 반면 북중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회원국
간 소비, 투자 등의 내수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불균형
완화에 기여
o 재정취약국의 경우 실질금리 상승이 경기부진과 맞물려 투자감소 및
소비둔화 등의 내수위축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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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별 가계대출금리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주 : 1) 명목금리에서 CPI 상승률을 차감, 신규대출 기준, 6개월 이동평균
자료 : Eurostat

회원국별 기업대출금리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주 : 1) 명목금리에서 CPI 상승률을 차감, 신규대출 기준, 6개월 이동평균
자료 : Eurostat

4. 평가
□ 최근 유로지역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거시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원국간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
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상품시장, 노동시장 및 정부재정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체질 강화에 긴요한 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필요
o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보면 유
로지역에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경쟁력이 높았던 국가들의 순
위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정취약국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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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순위(2008~09년 → 2011~12년)

(순위)
종합
기본요건
효율성 개선
혁신
그리스 69 → 93 (-24) 54 → 89 (-35) 57 → 67 (-10) 67 → 83 (-16)
스페인 31 → 35 (-4) 33 → 36 (-3) 27 → 34 (-7) 32 → 32
재정
이탈리아 49 → 43 (+6) 63 → 49 (+14) 44 → 41 (+3) 33 → 30
취약국
포르투갈 43 → 47 (-4) 38 → 42 (-4) 39 → 42 (-3) 42 → 38
아일랜드 24 → 28

(-4) 35 → 36

독일
7 → 6 (+1) 8 → 11
북중
오스트리아 16 → 18 (-2) 11 → 19
유럽
핀란드 6 → 4 (+2) 1 → 5

(-1) 21 → 27

(-6) 20 → 22

(-3) 13 → 12 (+1)

5 →

(－)
(+3)
(+4)
(-2)

5

(－)

(-8) 20 → 19 (+1) 12 → 12

(－)

(-4) 13 → 10 (+3)

4

(+2)

6 →

프랑스 16 → 20

(-4) 14 → 23

(-9) 16 → 18

(-2) 15 → 18

(-3)

서유럽 벨기에 19 → 16

(-3) 19 → 22

(-3) 20 → 16 (+4) 14 → 14

(－)

네덜란드 9 →
자료 : WEF

6

(+3) 10 →

9 (+1)

9 → 8

(+1)

9 →

8

(+1)

o 또한 재정취약국의 경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상품시장 및 노동시
장의 효율성이 여타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
리드타임*도 장기간이 소요
* 수송지점에서 선적항까지 운송되는 기간

유로지역 국가별 상품･노동 시장효율성 및 수출리드타임1)
재정취약국
그리스스페인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상품시장 3.90 4.30 4.30 4.29
5.17
효율성 (11) (8)
(8)
(10)
(2)
노동시장 3.60 3.91 3.75 3.80
4.95
효율성 (11) (8) (10)
(9)
(2)
수출리드
19.0 9.0 19.0 13.0
7.0
타임(일)
주 : 1) 2011~12년 평균 기준

북중유럽
서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벨기에 네덜란드
4.86 4.90 4.97 4.52 5.09 5.23
(6)
(5)
(4)
(7)
(3)
(1)
4.46 4.73 4.97 4.40 5.09 4.92
(6)
(5)
(3)
(7)
(1)
(4)
7.0

8.0

8.0

9.0

9.0

6.0

자료 : WEF, World Bank

□ 또한 재정취약국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오름세 지속은 실질구매
력 저하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를 통해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
면서도 수출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향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등 물가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
울일 필요
* 재정취약국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국가가 구조적으로 음식
료품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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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1) 및 에너지의 수입2) 의존도3)
(%)
그리스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스페인프랑스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음식료품 12.4 9.2
13.4
12.3 10.4 8.5
8.5
10.0
7.1
7.3
7.1
에너지 66.0 83.1 74.6
87.0 73.5 48.6 73.0 16.3 61.0 66.2 51.8
주 : 1) 상품수입액 대비(OECD평균 2011년 7.3%)
2) 국내 에너지 소비액 대비(OECD 평균 2009년 27%) 3) 음영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
자료 : OECD, UNCTAD 등

o CPI를 기준으로 한 실질실효환율(IMF 편제)이 유로지역 전체로는 하락하
고 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재정취약국의 경우 역내 평
균과의 플러스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실질실효환율 차이1)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주 : 1) 2002.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해당국의 실질실효환율에서 유
로지역 평균 실질실효환율을 차감
자료 : IMF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취약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교육수준 열위
에 따른 여타 회원국으로의 노동이동 제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강화
유로지역 국가별 중등교육 이상 노동인구 비중1)
(%)

재정취약국
북중유럽
서유럽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40.1 23.7 46.5
18.6
37.8 58.5
64.1
46.8
44.1
46.8
41.9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Eurostat

o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인 NAWRU*(임금상
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을 보면 북중유럽 등에서는 동 지표가 비교
적 낮은 수준인 반면 재정취약국에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
* Holger 등(2009)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커질수록 NAWRU(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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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국가별 NAWRU
(재정취약국)

(동북유럽)

(서유럽)

자료 : IMF

□ 또한 재정취약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재정여력이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내
수촉진을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재정취약국의 불균형 개선을
뒷받침할 필요
o 한편 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국의 인프라 확충
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는 인식도 확산
지하경제규모1)

연금지출1)

인프라 경쟁력 지수1)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 Schneider, F.(2012)

주 : 1) 연금지급/평균임금,
2011년 기준
자료 : OECD

주 : 1) 1∼7점으로 평
가, 2012년 기준
자료: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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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지역의 경제상황*
박성하 선진경제팀 과장
◆ 유로지역에서는 실물경제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이 금
년 하반기 들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유로지역
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뚜렷한 경기회복 동인(動因)을 관
측하기 어려워 단기간내 경기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재정건전화가 역내수요를 제약하는 한편 재정취약국에서는 ECB에 의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되면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o 민간 경제주체들의 지출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주택 등의 자산가격
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내수 개선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
o 다만 역외수요가 대외여건 개선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역내수요 부
진에 따른 성장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은 재정건전화 추진과 노동·자산시장에서의
조정 폭 및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당국은 재
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노력할 필요

1 . 검토배경
□ 2012년 하반기 이후 유로지역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완화되었으
나 실물경제는 침체를 지속
o EU 차원의 위기대응 메커니즘* 강화, 재정취약국의 재정건전화 성과
등으로 유로지역의 해체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국가채무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 폭 회복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여타 금융지표들도 안정된 모습을 시현
* 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발표(12.9월),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12.10월),
단일금융감독기구 합의(12.12월) 등

o 그러나 실물경제는 2012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 금년 2월 실업률은 12.0%에 달하여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5(2013.4.12), 국제경제리뷰 제2013-8호(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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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1)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자료: Eurostat

주 : 1) 10년물 기준
자료 : Eurostat

□ 최근 주요 기관들은 금년 하반기 들어 유로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전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임
o ECB의 드라기 총재는 4월 통화정책위원회 기자회견(4.4일)에서 하반기
의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하여 하방위험이 있다고 지적
― 금년 들어 관측된 경제지표들에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포착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1)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

2)

2013

2014

-0.6

-0.2

1.0

-0.6
-0.6

-0.3

1.4

-0.5

1.0

0.7

0.5

2.0

0.0
-2.4

0.1

1.2

-1.0

0.8

-1.4

0.8

2012

(전기대비 %, 기준치=50)
12.11 12

유로지역
(IMF)

(EU집행위)
(ECB)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페 인

-1.4

주 : 1) 개별국은 EU집행위원회 전망
2) 실적치 기준

13.1

2

3

-0.4

..

..

..

..

산업생산

-0.8 +0.9

건설기성

-0.9 +0.3 -1.4

소매판매

+0.2 -0.7 +0.9 -0.3

제조업 PMI

46.2 46.1 47.9 47.9 46.8

서비스업 PMI

46.7 47.8 48.6 47.9 46.4

..

자료 : Eurostat, Markit

⇒ 유로지역*의 최근 경제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 대상국을 유로지역 및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유로지역 내 경제비중 : 80%)에 국한하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구제금융국’, 구제금융국과 이탈리아는 ‘재정취약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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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상황
1 금융시장
□

□ 유로지역의 금융시장 불안은 201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완화
o 국채시장에서는 2013년도 유로지역 정부의 자금수요가 전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외부자금의 유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EU의 위기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 증대 등으
로 국가간 및 시장간 충격 확산이 제한되고 있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 들어 외국인 국채보유비중이 일
정 수준을 유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스페인
이탈리아

2007
48.0
49.1

2009
43.4
49.8

2011
35.8
45.0

2012.1q
31.7
40.9

2q
31.1
40.8

(기말기준, %)
3q
4q
31.0
..
40.6
40.3

―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스페인 국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사이프러
스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
국채만기 규모

자료 : Bloomberg

이탈리아․스페인의 국채금리

자료 : Bloomberg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료 : CBOE, STOXX

o 국채시장 안정으로 금융채 및 회사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민간 경제주
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
― 또한 핵심국 대기업들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
이해져 금융기관의 디레버징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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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및 회사채 금리

자료 : Markit

유로지역의 회사채 발행

자료 : ECB

유로지역의 심리지표

자료 : EU집행위

□ 그러나 재정취약국에서는 기업들이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2년 하반기에 실시된 ECB의 설문조사 결과(Survey on access to finance of
SME)에 따르면, 외부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
중이 33%로 전년동기에 비해 7%p 상승

o 금융기관들이 높은 부실자산비율, 불안정한 부채구조 등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애로에 직면
― 부실자산비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ECB에 대한 유동성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
기업대출 증감률
(전기말 대비, %)
2010 2011 2012
유 로 -0.5
1.0
-3.8
독 일 -0.9
1.5
0.2
프랑스 1.4
4.7
-0.2
이탈리아 2.1
3.0
-3.3
스페인 -5.9 -15.5 -15.9
그리스 26.8 -2.8 -11.1
포르투갈
-2.9 -1.5 -8.3
아일랜드 -36.0
-4.1
-4.6
자료: ECB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비율
(%)
2008 2010 2012
이탈리아 3.0
5.3
8.4
(기업대출) 3.0
5.9
9.7
스 페 인 3.4
5.8 10.4
(기업대출) 3.7
8.1 16.1
포르투갈 2.2
3.4
6.3
(기업대출) 2.2
4.1
9.4
1)
아일랜드
5.7 11.9
주 : 1) 90일 이상 연체
모기지 건수
자료 : Bloomberg, 아일랜
드중앙은행

ECB 유동성 의존도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 국가채무위기 이후 역내 금융시장에서 분화(fragmentation)가 진행되
면서 국가별 금리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재정취약국에서 ECB의 금
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재정취약국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금리격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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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역내 금융거래규모

자료 : ECB

대출규모별 기업대출금리 격차1)

주요국 기업대출금리

주 : 1) 백만유로 이하 기업대출금리
-백만유로초과기업대출금리
자료 : ECB

자료 : ECB

2 실물경제
□

( 역내 정부수요 )
□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역내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재정건전화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는 직접적으로 경제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안정화기능 약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구매력을 제한
― 국가채무위기 심화 이후 재정취약국에서는 정부소비지출의 경제성
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유로지역의 재정적자

재정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재정의 가계 소득증가율 기여도1)
(%p)

자료 : Eurostat

유로지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2007
0.4
0.3
0.4
0.2
1.0
1.3
0.1
1.1

2009
0.5
0.5
0.6
0.2
0.7
0.9
1.0
-0.6

2012
0.0
0.3
0.3
-0.6
-0.9
-0.8
-0.91)
-0.61)

주 : 1) EU집행위 전망
치 기준
자료 : Eurostat

(%p)
2007 2009 2011
유로지역
-1.2
2.4
-0.9
독 일
-1.7
1.5
-1.9
프랑스
-0.1
1.9
-1.1
이탈리아
-1.0
2.2
0.4
스페인
-2.3
4.6
0.1
그리스
0.0
2.3
1.2
포르투갈
0.2
1.6
-0.7
아일랜드
-1.0
5.7
-1.0
주 : 1) 세금, 사회보장지출
(순)에 의한 가처분
소득 변동폭
자료 : Eurostat

□ 유로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
Procedure) 에 의거하여 수 년 이내에 재정적자비율을 3% 이하로 낮추어
야 하므로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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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비율이 3%를 초과하는 EU 회원국에 대한 시정조치수단(corrective arm)으
로, EU는 미시정 국가에 대한 제재(GDP대비 최대 0.5% 수준의 벌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가중방식의 투표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안정성장협약
을 크게 강화(2011.12.13)

o 프랑스 및 스페인은 세수증대, 지출축소 등을 통해 각각 300억유로
(‘12.12월 기준) 및 400억유로(’12.9월 기준)의 예산을 감축하였으며 재정
긴축압력이 약한 독일의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50억유로 감축(‘12.6월
기준)

o 다만 EU집행위의 경제전망(‘13.2월)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기한 내 재정적자 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3.3월 EU정상회담에서 동 국가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기한 연장을
시사*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긴축의 필요성은 감소
* EU 정상회담에서 성장친화적인 재정긴축(growth-friendly fiscal consolidation)을
2013년도 우선정책 과제의 하나로 합의

국별 재정적자의 감축 기한 및 전망
기한
독
일
프랑스
2013
이탈리아
2012
스페인
2014
그리스
2016
포르투갈
2014
아일랜드
2015
자료 : EU집행위

2012
0.1
-4.6
-2.9
-10.2
-6.6
-5.0
-7.7

(GDP대비, %)
2013
2014
-0.2
0.0
-3.7
-3.9
-2.1
-2.1
-6.7
-7.2
-4.6
-3.5
-4.9
-2.9
-7.3
-4.2

국별 정부지출 증가율 전망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2013
0.6
-1.2
-3.5
-7.4
-3.3
-5.3

2014
0.2
-0.3
-1.2
-2.9
-2.4
-6.1

(%)
2014
1.4
-0.3
0.1
-2.1
-0.6
-4.6

주 : 1) 일시적 지출요인 제외
자료 : EU집행위

( 역내 민간수요 )
□ 유로지역의 경제는 ‘수요부진 → 생산감소 → 고용사정 악화 → 수요
부진’의 악순환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소비 및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자
산가격의 하락세 지속으로 건설투자도 부진
o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로 가계소비가 줄고 있으며 가
계저축률(12.1%)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등 소비여력도 약화
― 특히 아일랜드를 제외한 재정취약국의 경우 국가채무위기 심화 이
후 가처분소득이 감소세를 지속

- 55 -

국별 민간소비 증감률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전기 대비,
2007 2009 2011
1.7 -1.0 0.1
-0.2 0.1 1.7
2.4 0..3 0.3
1.1 -1.6 0.1
3.5 -3.8 -1.0
3.6 -1.6 -7.7
2.5 -2.3 -3.8
6.2 -5.7 -2.3

자료 : Eurostat

%)
2012
-1.3
0.6
0.0
-4.2
-1.9
-9.1
-5.6
-1.8

국별 저축률1)

국별 고용증감률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전기
2007 2009
1.7 -1.9
1.6 -0.3
1.3 -1.3
1.4 -1.7
2.4 -5.9
1.5 -1.3
0.7 -2.8
3.2 -7.8

대비,
2011
-0.1
1.3
0.3
-0.4
-2.4
-7.6
-3.1
-0.5

%)
2012
-0.8
0.8
-0.1
-0.1
-5.4
-6.5
-4.3
0.1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2007
13.2
15.7
15.1
15.2
9.9
8.4
6.5
2.9

2009
14.3
15.5
16.1
14.0
17.8
3.5
10.7
12.4

2011
12.3
15.0
15.7
11.8
11.0
-4.3
9.1
8.0

(%)
2012
12.1
15.1
15.8
11.9
8.9
-6.3
11.1
10.8

주 : 1) 총처분가능소득 기준,
2012년은 3분기 누적기준
자료 : ECB

자료 : Eurostat

o 기업은 생산 감소에 직면하여 투자를 축소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
해 생산인력을 감축
― 제조업 가동률이 2011.2/4분기 81.6%에서 2013.1/4분기중 77.2%까지
낮아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영업잉여분배율(=영업잉여/총
부가가치)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최근에는 재정취약국의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감원계획*이 확산
* 2010년 4.8만명 → 2011년의 7.8만명 → 2012년 8.1만명

o 현재 재정취약국의 경우 수년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건설투자가
2008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
유로지역의 설비투자

유로지역의 영업잉여분배율1)

주요국의 주택가격

(%)

자료 : Eurostat, ECB

2007 2009 2011 2012
40.6 37.4 38.6 38.1
44.7 39.9 41.2
..
31.7 29.1 28.6 28.6
43.8 41.1 40.4 38.8
35.1 36.3 41.4 43.1
55.6 56.9 57.6
..
37.1 35.5 36.0 37.2
52.5 49.7 55.6 55.9
영업잉여/총부가가치
2012년은 3분기 기준
자료: ECB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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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stat

□ 최근 들어 기업의 일부 심리지표가 안정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
를 하회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민간수요 회복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
o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가 기준치인 50을 하회하고 있어 기업의 생산
활동이 개선될 전망도 불확실
o 아일랜드에서는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가계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
이나 여타 구제금융국의 경우 고용과 노동비용(=임금+세금-보조금)이 동
시에 감소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
―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도 감소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

자료 : Markit

고용관련 심리지표

자료 : EU 집행위

유로지역 고용 및 노동비용

자료 : Eurostat, ECB

o 부동산시장을 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2007.3/4～12.2/4분기중 주택가격
이 약 50%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
르투갈 등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추가적
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
― 독일*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선행지표
가 크게 악화
* 2012년중 독일의 건설주문지수가 전년대비 4.4% 증가한 반면 프랑스의 주택착
공 건수는 18%, 스페인의 주택건축허가 건수는 37% 감소

( 역외수요 )
□ 유로지역의 역외수요(역외수출)는 금융위기 직후 큰 폭 감소하였다가
국가채무위기 과정에서도 계속 늘어나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역내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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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역내수요 부진에 따른 역내수출의 정체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역외시장
개척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로화 절하로 가격경쟁력도 개선됨에 따
라 역외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역내수출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
― 이에 따라 역외 상품수출 비중은 2007년 49%에서 2012년에는 54%
로 상승
o 이러한 역외수출의 증가세 지속으로 유로지역의 수출비중(GDP 기준으로
역내수출을 포함) 은 2007년 41.5%에서 2012년에는 45.6%로 상승
유로지역의 수출

유로지역의 수출비중(GDP 기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향후 세계교역 신장세가 확대되는 등 교역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유로지역의 역외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에는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
o 다만 향후 역외수출이 회원국의 성장에 미칠 영향은 수출의존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세계교역량

국별 수출의존도 및 성장기여도
(%, %p)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자료 : 네덜란드 경제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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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수출비중
45.6
51.5
28.0
30.3
32.3
27.0
38.7
108.0

역외 수출비중
2007
2012
49.4
53.6
56.1
62.4
48.6
53.5
53.8
59.4
42.1
48.2
55.7
70.9
32.9
38.7
58.7
60.9

수출의
성장기여도
1.2
1.8
0.6
0.7
0.9
-0.6
1.1
2.7

3. 종합평가
□ 최근 유로지역 경제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실물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현
재로서는 뚜렷한 경기회복 동인(動因)을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향후 단기간내 경기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o 재정건전화가 역내수요를 제약하는 한편 재정취약국에서는 ECB에 의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되면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o 민간 경제주체들의 지출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주택 등의 자산가격
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내수 개선은 매우 완만한 속
도로 이루어질 가능성
o 다만 역외수요가 대외여건 개선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역내수요 부
진에 따른 성장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은 재정건전화 추진과 노동･자산시장의 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반기 들어서야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이러한 회복경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음
o 재정건전화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악화될 수 있음
o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스페인 및 그리스의 국가채무 유지가능성에 대
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음
o 특히 노동시장 및 자산시장에서의 조정 폭 및 속도에 따라 역내의
민간수요의 회복 시기 및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의 실행에 대한 신
뢰 유지 및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은행동맹(Bank
Union)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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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는 국채금리 하락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금조달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
확실성 축소는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을 통해 경기회복에도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
* ECB는 최근 경제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o 은행동맹은 재정․금융부문간 악순환(adverse feedback loop)*을 방지하
여 유로지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에
기여 가능
* 금융부문의 부실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면서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은행부문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파급되려면 금융기관의 실
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재정
취약국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구조조정,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
성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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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가계부문의 현황 및 소비 전망*
박성하 선진경제팀 과장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가계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2009~2012년중 연평균 0.3% 감소)
o 고용사정 부진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축률이 하락하고
자산평가손실 등으로 가계순자산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
o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악화
◆ 금년 2/4분기 들어 고용감소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가계소비가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앞으로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겠지만 그 속도는 완
만할 전망
o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회복, 재정긴축 완화, 양적완화 지속 등으로 수요
가 안정되는 가운데 고용사정 개선,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 등으로 가계
의 실질구매력도 증대
o 다만 더딘 고용사정 개선, 조세부담 증가 등이 가계소득의 증가세를 제
약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조정 필요성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저축
률이 상승하면서 소비여력도 약화될 가능성

1. 검토배경
□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점증
o 2/4분기 경제성장률이 7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가운데 3/4분기 중
에도 심리지표들이 개선추세를 지속
경제성장률

심리지표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집행위원회, Markit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0호(2013.10.4), 국제경제리뷰 제2013-2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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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총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2012년 기준 57.5%)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유로지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다시 감소하는 가운데 침체국면으로 진입
o 대외부문(순수출)이 성장에 플러스 기여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수
출증가보다는 소비 등의 내수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여타 부문
으로의 파급효과도 미약한 상황
성장기여도

수출입 증가율

주 : 1) 2013년의 경우 상반기 기준
자료 : EU통계청

주 : 1) 2013년의 경우 상반기 기준
자료 : EU통계청

⇒ 유로지역 가계부문(비영리단체 포함)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가계소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전망

2. 가계부문의 현황
 소득 :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의 가계소득(실질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증
가세가 점차 둔화되다가 재정위기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선 뒤 그 폭이
점차 확대
o 금융위기 직후에는 수요급감, 기업배당 감소, 금리하락 등으로 개인사
업자의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0년 이후에는 고용감소,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근로소득 감
소폭이 확대
o 2009년에는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보전이 상당 폭 이루어
졌으나 재정건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조세부담 증가가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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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1)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주 : 1) 명목소득을 가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 EU통계청, ECB

자료 : ECB

□ 회원국별로 고용사정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독일 및 프랑스*는 근로소득
을 중심으로 소득이 소폭 증가하였던 반면 여타 국가에서는 가계소득
이 감소
* 2009∼12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0.5%이나 2012년에는 0.8% 감소로 전환

o 스페인, 그리스 및 포르투갈에서는 고용부진, 1인당 실질임금의 하락
세 전환 등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
o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가계의 주식보유 규모가 큰 이탈리아*는 자산소득이 크
게 감소
* 이탈리아의 경우 자산소득의 약 60% 정도가 배당소득

주요국 처분가능소득1) 증감률

주 : 1) 명목소득을 가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 EU통계청, ECB

주요국 고용 및 임금 증감률
(%)
취업자 1인당
고용
실질임금1)
‘06 ‘08 ‘10 ‘12 ‘06 ‘08 ‘10 ‘12
유 로 1.6 0.8 -0.5 -0.7 0.1 0.6 0.2 -0.5
독 일 0.6 1.2 0.5 1.1 0.0 0.4 0.3 1.0
프 랑 스 1.1 0.5 0.1 0.0 1.1 -0.3 1.3 0.3
이탈리아 2.0 0.3 -0.7 -0.3 -0.4 0.0 0.8 -2.8
스 페 인 4.0 -0.1 -2.2 -4.2 -0.4 3.1 -1.7 -2.7
네덜란드 1.7 1.5 -0.4 -0.2 0.1 2.2 -0.1 -0.5
그 리 스 1.9 1.2 -2.6 -8.3 -1.0 -0.6 -6.7 -5.1
포르투갈 0.5 0.5 -1.5 -4.2 -1.2 0.5 0.7 -3.9
주 : 1) 명목임금을 가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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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들어서는 고용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
되면서 소득 감소세가 완화
o 독일의 꾸준한 고용증가 및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고용감소세 둔화로
금년 2분기 들어 실업자수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물가 오름
세도 수요부진,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계속 둔화
최근의 고용증감률

최근의 물가상승률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가계자산 : 순자산 증가규모 대폭 축소
□ 가계의 자산매입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경기 둔
화 등으로 인한 자산평가손실로 순자산 증가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연
평균 2.4조유로(연평균 8.0%)에서 금융위기 이후 0.3조유로(연평균 0.9%)로
크게 축소
o 자산매입 규모는 소득부진에 따른 저축여력 감소 등으로 금융위기 이
전(2003년∼07년중) 연평균 0.9조유로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12년중) 0.6
조유로로 크게 감소
― 금융자산은 0.6조유로에서 0.5조유로로, 비금융자산은 0.3조유로에서
0.2조유로로 증가폭이 축소
o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9조유로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
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0.2조유로의 평가손실이 발생
―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11년의 경우
에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실물경
기가 크게 위축된 2009년과 2012년에는 비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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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주택구입용대출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소비용 대출의 감
소폭이 확대되는 등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0.4조유로에서 이후 0.1조유로로 축소
가계 순자산 추이

가계 순자산 변동

자료 : ECB

자료 : ECB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
소로 전환되었으며,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비금융자산 투자율(=비금융자산투자/
처분가능소득)이 하락세를 지속
o 독일 및 프랑스에서는 주택구입용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던 반면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경우 2011년 이후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
으며,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들어 감소로 전환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부채 변동
2003∼07년중

주요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투자율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유

(%)
2003 2006 2009 2012

(연평균, 십억유로)
2008∼12년중
유

로 10.0

10.8

9.6

8.9

로 979

383

596

266

142

124

독

일 8.8

8.7

8.2

9.01)

독 일 180

-1

181

93

4

89

프 랑 스 8.5

9.9

8.8

9.1

프랑스 227

78

149

107

60

48

이탈리아 10.1

10.9

10.0

9.7

이탈리아 125

62

63

-32

20

-51

스페인 161

100

61

-28

-7

-21

13.1

15.3

9.2

7.2

네덜란드 95

47

48

67

30

37

네덜란드 11.7

13.4

11.6

9.1

15

11

-16

3

-19

16.2

17.3

12.3 9.71)

1

-1

2

포르투갈 9.8
주 : 1) 2011년

8.8

그리스

26

포르투갈 19

12
7
자료 : ECB,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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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그리스

6.5
5.2
자료 : ECB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이자부담은 감소

□ 금융위기 이후 부채의 증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의 영향으
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꾸준히 상승
o 다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이자부담률은 여타 국가 수준을 상회
* 네덜란드는 주택구입 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만기일에 원금
을 일시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비중이 높아 소득 대비 부채비율 및 이자지출부담
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유로지역 가계의 이자부담률

가계부채비율 및 이자부담률
(%)
소득 대비 부채비율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자료 : EU통계청, ECB

2004
92.5
104.0
73.0
63.9
109.1
208.8
50.7
123.7

2008
104.9
92.7
87.0
77.9
134.6
253.6
80.4
141.8

2012
109.9
87.4
100.9
86.1
133.3
288.6
105.7
134.2

소득 대비
이자지출부담
2004 2008 2012
2.5
4.2
2.1
3.9
4.0
2.6
1.8
3.6
1.7
0.9
2.2
1.0
1.9
5.3
3.0
6.8 11.7
4.4
0.1
2.9
2.0
3.5
8.0
2.7

자료 : EU통계청, ECB

o 특히 재정위기 이후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상환 부담도 늘어남에 따라 연체가구 비율이 계속 상승
소득수준별 가구 평균소득1) 증가율

연체가구1) 비율

주 : 1) 명목소득 기준, 저소득층은 중위
소득 대비 60% 이하․고소득층은
60% 이상 가구
자료 : EU통계청

주 : 1) 주택담보대출 및 집세 연체 기준,
저소득층은 중위 소득 대비 60%
이하 ･고소득층은 60% 이상 가구
자료 :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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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비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악화
비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주요국 주택가격 추이

자료 : ECB

자료 : ECB, EU통계청

 소비심리 : 소득감소 및 자산증가 둔화,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하면서 소득감소 및 자산
증가 둔화, 미래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
리가 지속적으로 악화
o 2012년 하반기 ECB의 OMT 발표 이후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은 축소되었으나 가계의 체감 불확실성은 2012년말까지 계속 높은 수
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European
Commission, 2013.6월)

가계의 체감 불확실성1)

금융시장 불확실성

자료 : Bloomberg, EU통계청

주 : 1) 1년후 상황에 대한 응답항목별
비중의 편차. 지수가 높을수록
체감불확실성이 높음
자료 : EU집행위원회

o 다만 금년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용사정 및
재무상황의 개선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소비심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서 반등하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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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 불확실성 추이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

주 : 1) EU 기준
자료 : Scott Baker, Nicholas Bloom and
Steven J. Davis

자료 : EU집행위원회

 저축률 : 소비 평활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저축유인 약화
□ 가계들이 소득감소에 대응한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금리 하
락 등에 따른 저축유인 약화로 인해 2009년 이후 저축률이 하락세를
지속
o 가계 저축률은 2006년 13.9%에서 2009년 15.3%까지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는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저치인 12.9%까지 하락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009년보다는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보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는 위
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마이너스 저
축률을 기록
주요국 저축률1) 추이

유로지역 저축률 추이

유
로
독
일
프랑 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자료 : ECB

포르투갈

주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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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6
14.5
13.9
16.2
16.6
15.0
14.6
16.4
16.0
12.2
10.2
14.3
13.2
1.2
5.4
10.7
8.1
1) 총저축률 기준
ECB

2009
15.3
17.3
16.1
14.3
17.8
13.2
3.4
10.9

2012
12.9
16.8
15.2
11.4
8.1
11.2
-6.2
11.6

3. 가계소비 동향 및 전망
 동 향
□ 금융위기 이후(2009년∼12년중) 유로지역의 가계소비는 연평균 0.3% 감소*
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유로지역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1.4%)을 기록
* 금융위기 이전(2005년∼08년중)에는 연평균 1.5% 증가

o 이에 따라 가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가 위기 이전 +0.9%p에서 이후
-0.2%p로 크게 하락
o 특히 소득감소,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내구재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의 감소를 주도
주요국 가계소비 증감률

주요국의 내구재 소비 증감률

(%, %p)
‘05∼‘08년중 ‘09~12년중
‘12년
B-A
(A)
(B)
중
유
로
1.5
-0.3
-1.8 -1.4
독
일
0.6
0.9
+0.3 0.8
프랑 스
1.8
0.5
-1.3 -0.4
이탈리아
0.7
-1.1
-1.8 -2.1
스페인
2.7
-1.6
-4.3 -4.3
네덜란드
0.9
-1.1
-2.0 -1.5
그리스
4.2
-6.2
-10.4 -9.7
포르투갈
1.8
-2.4
-4.2 -5.1
자료 : EU통계청

(%,%p)
‘05∼‘08 ‘09∼‘12
년중
년중
B-A
(A)
(B)
독 일
1.3
2.2
+0.9
프랑스
5.0
1.6
-3.4
이탈리아
0.4
-4.9
-5.3
스페인
1.9
-6.21)
-8.1
네덜란드
4.2
-3.7
-7.9
그리스
9.0
-22.41) -31.4
포르투갈
2.3
-11.2
-13.5
주 : 1) 08∼11년 기준
자료 : EU통계청

□ 한편 금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던 가계소비는 2/4분기 들어
0.2% 증가로 전환
o 독일(+0.2% → +0.5%) 및 프랑스(-0.1% +0.4%)가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0.5% → 0.0%) 등 여타 국가의 소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
o 가계소비는 순수출과 함께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의 플러스 전환(-0.2%
*
→ +0.3%)에 기여
* 성장기여도 : 가계소비 1/4분기 -0.12%p → 2/4분기 0.10%p, 순수출 -0.01%p →
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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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계소비 증가율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향후 전망
□ 앞으로 유로지역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됨에 따라 가계소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o ECB는 유로경제가 금년 2/4분기 이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면서 경
제성장률이 금년(-0.4%)에는 전년(-0.6%)보다 다소 개선되고 내년에는 플
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년 3/4∼4/4분기중 성장률이 2/4분기 수준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CB의 수정 경제전망(‘13.9월 기준)

주요 IB의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

(%)
G D P
가계소비
정부지출
고정투자

2012

2013

2014

-0.6

-0.4(-0.6)

1.0(1.1)

-1.4

-0.7(-0.8)

0.7(0.6)

-0.5

-0.1(-0.1)

0.6(0.6)

-4.0

-3.6(-2.9)

1.8(1.8)

수

출

2.7

0.9(0.8)

3.6(4.1)

수

입

-0.9

-0.6(-0.7)

3.8(3.8)

주 : 1) (
자료 : ECB

) 내는 ‘13.6월 전망치

자료 : Bloomberg

o 글로벌 경제의 회복으로 역외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로지역 재정긴
축의 점진적 완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역내수요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고용사정도 점차 나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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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 등과 함께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가
계부문의 소비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이와 함께 취약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의 효과들이 점차 가시화되
는 가운데 물가의 하향안정화 추세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도 강
화될 가능성
― 다만 최근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장기간 지속
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를 일부
상쇄할 소지
* ECB(2010.8월)에 따르면 국제유가 10%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6∼
0.45%p 높이는 것으로 추정

□ 다만 가계소비의 회복속도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매우 완만할 것
으로 전망
o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소
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
로 예상
―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o 또한 기업의 낮은 이익률* 및 부채조정 압력 등으로 임금상승 및 배당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으며 ECB의 저금리 기조 등이 이자소득 개선
을 제약
* 금년 1/4분기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율은 37.8%로 2005∼07년중 39.8%를 하회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 EU통계청

주요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

주 : 2013년은 상반기 계획을 연중
기준으로 환산
자료 : Eu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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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준)조세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가계소득(본원소득 기준) 대비 조세부담률이 2007년 12.6%에서 2012년
13.4%로, 가계소득 대비 사회보장지출부담률도 24.0%에서 25.5%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도 일부 재정취약국에서는 소득세율을 인상
o 그밖에도 일부 회원국에서의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한 저축유인 강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등이 가계부
문의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반면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의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경우에
는 역내교역 증가를 통해 유로지역의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 잠재
가계소비와 수입 증감률

수출과 고정투자 증감률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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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통화･신용지표로 본 경기국면 평가*
홍경식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GDP 성장률에 대해 M1 증가율(전
년동기대비 실질 기준)은 3∼4분기 선행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분기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3~4분기 후행
◆ 최근 유로지역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0.3%)이 7분기 만에 플러
스를 기록한 가운데 M1 증가율은 상승세 지속, 가계대출 증가율은 하락
세 둔화, 기업대출 증가율은 하락세 지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로지
역의 경기가 2012.4/4∼13.1/4분기 중 경기 저점을 통과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부합
o 과거의 상관관계가 유지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2/4분기 이후
개선되고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14.1/4분기부터 회복될 가능성
o 다만 통화･신용지표 증가율과 GDP성장률간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의 금융상황 변화*로 인해 과거의 패
턴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과다부채에 따른 디레버리징 장기화, 기업의 현금보유 증가, 회사채 발행 확대 등
외부자금 조달패턴의 변화, 은행규제 강화, 유로지역내 금융시장 분할 현상 지속 등

◆ 향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대출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
로의 통화･신용지표의 움직임이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부합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o M1 증가세 지속 여부, 가계대출의 감소세 둔화 지속 내지는 증가세 반
전 여부와 함께 특히 기업대출은 경기국면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내부자
금, 자본시장, 은행대출 등 기업 자금조달의 부문별 변화 추이에 유의

1. 검토 배경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통화･신용 상황과 경제활동간에는 다
소의 시차를 두고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ECB(2008, 2009, 2013a),
Brand･Reimers･Seitz(2004))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3호(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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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1증가율의 선행성) 향후 경기회복이 기대될 경우 통상 민간경제주체
는 거래적 동기의 통화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M1 증
가율이 경기회복에 선행하여 상승
— 협의의 통화인 M1(현금 + 요구불예금)은 주로 거래 목적으로 보유되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실제 지출활동과 밀접한 관계
o (가계대출 증가율의 선행성 또는 동행성) 경기회복기에는 향후 주택가
격 및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가계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
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
o (기업대출 증가율의 후행성) 경기회복 초기에는 기업들이 현금흐름개
선에 맞추어 내부자금을 먼저 활용하고 추후 금융기관대출 등 외부자
금을 조달하는 경향
— 경기회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외부자금조달에 나서면서 기업의 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
* 이와 같이 이유로 인해 국민계정 항목중에서는 투자가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
이면서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ECB는 최근의 유로지역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경제활동이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통화 및 신용 증가세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ECB Draghi 총재의 기준금리결정 Introductory Statement,
2013.10.2, ECB(2013b))
* … monetary and, in particular, credit dynamics remain subdued.

o 통화분석(monetary analysis)을 통해서는 M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높
은 상황이지만 민간부문 대출 증가율은 미약한 상태이며, 특히 기업대
출 증가율은 경기순환에 대한 “후행성” 등을 반영하여 미약한 상황
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Annual growth in M1 remained strong …, while the annual rate of change of
loans to the private sector remained weak. … Weak loan dynamics for
non-financial corporations continue to reflect primarily their lagged relationship
with the business cycle, credit risk and ….

⇒ 최근 유로지역의 2/4분기 전기대비 GDP 성장률(+0.3%)이 7분기만에 플러
스를 기록*한 가운데 M1 증가율은 상승세, 민간대출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등을 토대로 유로지역의 통화･신용지
표 추이와 경기국면간의 상관관계를 재점검
* 전년동기대비로는 –0.5%(1/4분기 –1.8%)로 9분기만에 개선

- 75 -

2. 유로지역의 통화･신용 상황과 경제활동 간의 상관관계*
* ECB의 “Sytlised Facts of Money and Credit over the Business Cycle”(Monthly
Bulletin, October 2013)의 주요 내용을 보완･정리

일반적인 관계
□ 유로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통화금융기관의 M1 및 민간대출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이하 동일)이 경기순환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
* M1 및 민간대출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산출하
여 실질GDP성장률과 비교

o 통화･신용지표와 경기국면의 상관관계는 경기의 상승･하락이 지속될
때보다는 경기국면 전환기(turning point)에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
( M1과 GDP )
□ 1990.1/4∼2013.2/4분기중 M1 증가율의 정점 및 저점은 GDP성장률의 정
점 및 저점(경기국면 전환시점)에 대해 3∼4분기 선행
o 정점 및 저점을 포함한 전기간의 시차상관계수를 보면 M1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4분기 선행할 경우 0.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M1중에서도 ‘비은행금융기관 보유 M1’보다는 ‘민간(non-financial
private sector) 보유 M1’ 증가율이 경기변동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냄
o 민간(가계･기업) 보유 M1의 시차 상관계수(4분기 선행)는 최고 0.68로 전
체 M1(금융기관 보유 포함)의 시차 상관계수(4분기 선행, 최고 0.64)보다 높음
1990∼2013년중 M1 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
연평균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실질M1 증가율
․ 민간부문 보유
(가계 보유)
(기업 보유)
․ 비은행금융기관 보유

4.8
4.6
(4.5)
(5.1)
9.8

시차 상관관계
상관계수
GDP에 대한
최고치
선･후행(+/-) 분기
0.64
+4
0.68
+4
(0.57)
(+4)
(0.71)
(+3)
0.52
+3

자료 : EC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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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환시점(GDP
기준)에 대한 선･
후행(+/-)분기
+4
+4
(+4)
(+3)
+3

M11)증가율 및 GDP성장률2)
(전년동기대비)

M1 및 GDP 시차 상관계수1)

(전년동기대비)

주 : 1)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2) 음영부분은 경기하강기
자료 : ECB 재인용

(-100≤상관계수≤+100)

(-100≤상관계수≤+100)

주 : 1) 전년동기대비 실질M1 증가율과
실질GDP 성장률의 시차상관계수(%)
자료 : ECB 재인용

( 가계 및 기업대출과 GDP )
□ 분석대상 기간중(1990.1/4∼2013.2/4분기) 가계대출 증가율과 GDP성장률은
대체로 동행성*을 보이면서 0.62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 경기국면 전환시점만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2분기 선행하는 경향

o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중 가장 비중(73.3%, 2013.8월말 현재)이 큰 주택구입
대출이 GDP에 1분기 선행하면서 0.74의 높은 상관관계 시현
□ 기업대출 증가율은 GDP성장률에 대해 3∼4분기 후행, 상관계수는 0.70
o 이는 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기업대출이 GDP와 높은 상관관계(3
분기 후행 상관계수 0.83)를 보이는 데 기인
1990∼2013년중 민간대출 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
연평균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실질민간대출 증가율
･ 가계대출
(주택구입대출)
(소비자신용대출)
(기타가계대출)
･ 기업대출
(단가대출, 1년이하)
(장기대출, 1년초과)
․ 금융기관대출

4.4
4.6
(5.4)
(2.6)
(1.3)
4.0
(1.9)
(4.7)
6.0

시차 상관관계
경기전환시점(GDP
상관계수
GDP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선･
최고치
선행･후행(+/-) 분기 후행(+/-)분기
0.61
-2
-1
0.62
0
+2
(0.74)
(+1)
(+2)
(0.56)
(0)
(+4)
(0.38)
(0)
(-1)
0.70
-3
-3
(0.83)
(-3)
(-2)
(0.51)
(-3)
(-3)
0.29
-8
-5

자료 : EC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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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대출1) 증가율 및 GDP성장률2)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가계･기업대출 및 GDP 시차 상관계수1)
(-100≤상관계수≤+100)

(-100≤상관계수≤+100)

주 : 1)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주 : 1) 전년동기대비 실질대출 증가율과 실
2) 음영부분은 경기하강기
질GDP 성장률의 시차상관계수(%)
자료 : ECB 재인용
자료 : ECB 재인용

최근 통화･신용지표 동향과 경기국면
□ (M1 증가율) 2011.2/4분기 0.3%를 저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년
2/4분기에는 6.1%를 기록함에 따라 M1 증가율의 저점은 GDP성장률의
저점(2013.1/4분기 전년동기대비 -1.8%)에 대해 선행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
행시차는 7분기로 과거 평균치(3∼4분기)보다 긴 편*
* 이는 2011.3/4∼12.1/4분기중 유로지역 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불안 심화로 인해 비
은행금융기관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유동성 보유(liquidity buffer)가 늘어나면서
2011.3/4분기부터 M1 증가율이 높아진 데 기인

o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 제외 민간(가계･
기업) 보유 M1’ 증가율을 보면 2012.1/4분기(+0.3%)가 저점이 되며 이는
GDP성장률 저점시기에 4분기 선행하는 과거의 경험적 사실과 부합
최근 M11) 증가율 및 GDP성장률2)
(전년동기대비)

주 : 1)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 ECB 재구성

최근 가계･기업대출1) 증가율 및 GDP성장률2)
(전년동기대비)

주 : 1)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 EC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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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증가율) 2011.1/4분기(3.4%)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2.4/4분기부터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둔화
o 한편 경기전환 국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의 GDP성장률에 대한 기
존의 선행성(2분기)이 대체로 유지
□ (기업대출 증가율) 2011.4/4분기 이후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이는 GDP성장률에 대한 후행성(3∼4분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의 상승국면 전환시 기업대출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후행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
① 경기회복 초기에는 기업들이 외부자금보다는 현금흐름 개선에 따른
내부자금 증가분을 투자활동에 사용하는 경향
② 대기업의 경우 경기회복 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은행
의 대출태도에 비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
—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업의 총자금조달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 내
외에 머물고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감소한 반면
내부자금(기타부문)과 회사채 발행은 증가
③ 자금공급측면에서 보면 경기회복 초기에는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
— 이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구입대출이 기업대출에 비
해 담보확보 면에서 보다 유리한 데 기인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율 및 부문별 기여도
(전년동기대비,%)

(%p)

자료 : EC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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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평가
□ 최근 기업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M1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등은 유로지역의 경기가 2012.4/4∼13.1/4분기중 저점을 통
과하였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뒷받침
o 특히 경기국면 전환시점에 대해 뚜렷한 선행성을 보이고 있는 M1 증
가율이 상승세를 지속
□ 가계･기업대출
경우 가계대출
대출 증가율은
회복될 것으로

증가율과 GDP성장률 사이의 기존 상관관계가 지속될
증가율은 2013.2/4분기 이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
금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14.1/4분기부터
예상

o ECB의 대출행태 서베이결과를 보더라도 은행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강화의 정도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특히 기업보다는 가계의
은행대출 수요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태도1)
(diffusion index)

가계･기업의 은행대출 수요1)
(diffusion index)

주 : 1) 과거 3개월 실적치
자료 : ECB Bank Lending Survey

주 : 1) 과거 3개월 실적치
자료 : ECB Bank Lending Survey

□ 다만 통화･신용지표 증가율과 GDP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금
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의 금융상황 변화로 인해 과거의 패
턴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① (과다부채) 일부 국가의 경우 각 부문에 누적된 부채가 과다한 상황
이므로 디레버리징 과정이 과거에 비해 보다 길고 광범위하게 진행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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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의 자금조달패턴 변화) 과거와 달리 유로지역 기업들의 현금자
산 보유가 크게 증가한 점,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 있어 2012년 하반
기 이후 은행대출이 회사채 발행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들의 자금조달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
*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패턴도 종전의 은행대출에서 주식･
채권･내부자금으로 변화

③ (은행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
화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행태가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
달도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아졌을 가능성
④ (유로지역내 금융･경제 분할 현상)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기 이후 유로지역 중심국과 주변국간 금융･경제 분할(fragmentation) 현
상이 지속되고 있어 주변국에 대한 은행대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
□ 향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대출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
으로의 통화･신용지표의 움직임이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부합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o M1 증가세 지속 여부, 가계대출의 감소세 둔화 지속 내지는 증가세 반
전 여부와 함께 특히 기업대출은 경기국면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내부자
금, 자본시장, 은행대출 등 기업 자금조달의 부문별 변화 추이에 유의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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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경제 구조개혁 추진현황 및 평가*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스페인 경제는 유로화 출범이후 2008년까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유로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는 성장 부진, 높은 실업률 및 부실채권ㆍ재정적자 증가를 지속
◆ 스페인은 유로지역 채무위기가 가시화된 2010년부터 재정ㆍ노동ㆍ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신정부가 출범한
2011.12.21일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①헌법 개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목표 설정, 재정 지출축소ㆍ수입증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등과 같은 재정개혁, ②해고비용 절감, 정규직 고용 촉진,
민간직업소개소 양성화 및 직업교육 강화, 단체교섭제도 개편, 중소기업
창업 규제 간소화 등의 노동개혁, ③부실화된 부동산대출 정리, 인수합
병(M&A)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등의 금융개혁으로 정리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스페인 정부의 구조개혁 조치는 대부분 중장기적 과제로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에 비추어 스페인 경제는 당분간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그러나 스페인이 구조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
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위기 전염을 막고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첩경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1. 스페인 경제 개황
□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그리스 채무위기로부터의 전염위험이 높은
국가로 거론되어 왔음
o 스페인은 유로지역 제4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가 전염될 경우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 그 만큼 위기극복도 중요
* 유로지역 회원국 경제 비중(2010년 유로지역 GDP대비 비중, %): 독일(27.0), 프랑스(21.1),
이탈리아(17.0), 스페인(11.5), 그리스(2.5), 포르투갈(1.9)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3호(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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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유로지역 주
요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스페인에 대해서도 취약한 성장 동력,
금융부문 부실채권 증대, 재정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지속
적으로 하향 조정
* BIS도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분석하면서 스페인의 경우 금융부문의
부실화와 함께 금융부문과 재정부문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커지고 있는
점을 주된 요인중 하나로 거론(2011.12)

유로지역 주요국 신용등급
독 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Moody’s
등급 변경일
Aaa
Aaa
Aaa
Aaa
Aaa(-)
Aa3(-) 11.12.16
A3(-) 12. 2.13
A3(-) 12. 2.13
Ba1(-) 11.12. 7
Ba3(-) 12. 2.13
Ca 11. 7.25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S&P
Fitch
등급 변경일 등급 변경일
AAA
AAA
AAAu
AAA
AAA(-)
AAA
12. 1.13 AAA
AA+
AA+(-) 12. 1.13 AAA
AAu(-) 11.11.25 AA(-) 12. 1.27
BBB+(-) 12. 1.13 A-(-) 12. 1.27
A(-) 12. 1.13 A(-) 12. 1.27
BBB+(-) 11. 1. 4 BBB+(-) 11. 4.14
BB(-) 12. 1.13 BB+(-) 11.11.24
12. 2.27
12. 2.22
SD
C

자료 : Bloomberg & BNP Paribas
주 : 1) (-)는 부정적 전망

자료 : Bloomberg & BNP Paribas

(성장 부진)
□ 스페인 경제는 유로화 출범이후 2008년까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유로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는 평균을 하회하면서 부진 지속
o 건설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도 취약한 대
외경쟁력 등 구조적 요인(<참고1> 참조) 등을 안고 있어 2011.4/4분기
GDP 규모가 정점(2008.1/4분기)대비 96.1%로 유로지역(97.9%)을 하회
연간 GDP성장률
(전년대비, %)

자료 Eurostat

2008.1/4분기대비 분기별 GDP 수준
(2008.1/4분기 GDP=100)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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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업률)
□ 실업률은 위기를 거치면서 급등하여* 2011년에는 유로지역중 가장 높은
23%를 기록하였으며(청년(25세 미만) 실업률은 50%에 근접)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시장 이중화가 고착
* 2007.6~2011.9월중 실업자수는 321만명 증가하였으며 이중 2/3(216만명)는 건설부
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

o ‘과보호되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한 임시직*’의 비율이 유로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총취업자대비 임시직 근로자 비중(2011.9말 기준)
•임시직 비중

유로지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16.2
14.8
18.7
10.5
16.0
13.7
26.0
22.7

□ 한편 대규모 노동의 암시장* 존재는 가계수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하지만 사회보장 예산의 누수 및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
제 고용사정이 공식통계와 다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
부대책 수립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 추정방식별로 다르지만 암시장에서 2005~2008년중 연간 401~470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스페인저축은행연합회 FUNCAS 경제연구소)

스페인 고용상황(2011.4/4분기) 및 노동 암시장 일자리(2005~2008년중)
경제활동인구 총취업자수
2,300만
1,780만

실업자수
527만

전체 실업률 및 청년1)실업률

스페인 주요 고용관련 지표
(%)

주 : 1) 25세미만

암시장 일자리
연간 401~470만개

자료 : Eurostat

(백만)

자료 : Bloomberg, 스페인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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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증가)
□ 경기부진,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기업 및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이 약화
(<참고2> 참조)되면서 은행권(은행 및 저축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급등하였
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
* 2011.9월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대출 총액이 1,281억유로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957억유로

o 은행,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관련 대출총액
(2012.6말 기준) 3,230억유로중 절반이 넘는 1,750억유로가 부실자산이며
이에 대한 충당금적립비율은 31% 정도에 불과(2012.2, 스페인 정부)
은행 부실대출비율
<기업대출>
(십억유로)

<가계대출>
(%)

(십억유로)

(%)

자료 : Bank of Spain

□ 부실자산 급증과 함께 유로지역 채무위기로 인해 은행권의 자금조달
애로(<참고 3> 참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디레버리징까지 가세하면서 은행대출도 감소세를 지속
스페인의 은행 대출
<가계대출>
(십억유로, 말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기업대출>
(십억유로, 말잔)

자료: Bank of Spain

- 85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o 일부 투자은행들은 ECB의 3년만기 LTRO(Longer Term Refinancing
Operation)에 따른 자금공급에도 불구하고 동 지원자금이 은행권의 대
출증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높은 재정적자비율)
□ 경기회복이 지연 등으로 재정적자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정
적자/GDP 비율이 목표(6.0%)를 넘어서는 8.5%를 기록하고 2012년 목표
도 당초(4.4%)보다 높은 5.3%로 예상
o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타 유로지역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투자가들의 신뢰도가* 저하
* 부실대출처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데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정부
의 자율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적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정부 및 지방정
부의 재정건전화 추진 여부에 대한 투자가들의 불안감도 지속

스페인 정부의 재정수지/GDP1)
(%)

GDP대비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비율1)
(%)

주 : 1) 2012년부터 목표치
자료 : 스페인재무부

(정부부채비율, %)

(재정수지비율, %)

주 : 1) 2011년e 기준, 스페인은 재정
수지/GDP 비율은 실적치
자료 : OECD

□ 그러나 이러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경기부진 및 금융부문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페인의 국채유통수익률은 크게 하락하여
남유럽국가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기 이전인 2010년말 수
준으로 복귀하였으며 신규 국채도 양호한 조건으로 발행
o 6.7%(2011.11.25일)까지 상승했던 10년물 국채유통수익률은 4.87%
*
(2012.3.1일)까지 낮아졌고 국채 발행금리도 하락
* 5년만기 국채 발행금리: 4.0%(1.19일) → 3.4%(2.29일)

o 국채 CDS프리미엄도 491bp(2011.11.23일)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355bp
(2012.3.1일)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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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3월 들어 스페인 정부와 EU집행위간의 2012년 GDP대비 재
정적자 비율 목표치 수정 논란으로 인해 스페인 국채유통수익률
및 CDS프리미엄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
□ 이는 주로 ECB의 1차 및 2차 3년물 장기유동성공급(LTRO)에 기인한
것이지만 스페인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정 및 금융부문과 노동시
장 개혁 조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BNP Paribas
“2012 Eurozone Fiscal Outlook”, 2012.2)

o 개혁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기호전시 종전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은 스페인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
응(Welt am Sonntag, 2012.2)
o 독일의 정부인사와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경우와는 달리 스페인의 구
조개혁 노력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
* Merkel총리와 Rajoy총리 2012.1월 정상회담, Schäuble 독일재무장관 2012.3월 등

□ 다만 최근 스페인 정부의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 상향 조정(3.13일) 이
후 위험요인들이 재부각되면서 국채수익률이 상당 폭 상승
스페인 국채 금리1)

스페인 CDS 프리미엄

(%)

(bp)

주 : 10년 만기 유통수익률 기준
자료 : Bloomberg

주 : 5년 만기
자료 : Bloomberg

2. 스페인의 경제 및 금융 구조개혁 추진 현황
□ 스페인은 유로지역 채무위기가 가시화된 2010년부터 재정 및 금융부문
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
히 신정부가 출범한 2011.12.21일 이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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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문 개혁)
□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 (autonomous communities)의 * 재
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수입 및 지출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
혁을 추진
* 스페인은 교육 및 보건을 책임지는 17개 자치정부로 구성 (州 개념과 유사)

①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목표 명시
□ 헌법개정을 통해 EU조약에 따른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의 GDP대비 재
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국채 원리금 상환을
예산집행의 최우선 시행 항목으로 규정(2011.9)
* EU조약상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대비 0.5%(독일은 헌법에 0.35%로 규정), 경상적
재정적자를 포함한 재정적자비율은 3%, 부채비율은 60%로 규정

□ 예산안정법(Budgetary Stability Law)에 의거 모든 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균형 및 흑자예산만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
의 예산지원 중단 등 제재(2012.1)
o 중앙 및 자치정부의 지출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며
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동 흑자분은 부채상환에만 사용
o 다만 천재지변, 극심한 경기위축 등이 도래할 경우 EU조약(0.5%)보다
강화된 조건인 GDP대비 0.4% 내에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 허용
② 지출 축소 및 수입 증대
□ 연금개혁(2011.7)
o 연금 수령 연령: 65세 → 67세로 연장(2013~2027년중 단계적 조정)
o 2027년부터 매 5년마다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여 연금 금액 조정
o 연금계산 대상 근로기간 : 퇴직전 15년 → 25년으로 확대
o 조기은퇴 유인 억제 : 조기은퇴 가능 연령을 61세 → 63세로 늦추고
조기은퇴시 연금수령액 삭감
□ 세금 인상
o 부가가치세 2%p(16%→18%) 인상(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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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 부동산 평가액이 70만유로 이상인 소유주(약 16만명)에 대해 한시
적(2011~2012년)으로 0.2~2.5%의 부유세(wealth tax) 부과(2011.9)
o 이자, 배당금, 자본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율을 한시
적(2012~2013년)으로 2%p(19%→21%) 인상(2012.1)
o 2012년중 공공무문 임금 및 고용 동결,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20% 삭감
□ 탈세 방지 조치 강화
o GDP대비 20%에 근접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층 소득
및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
* 스페인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19.3% 정도로 추정되며 OECD 평균 13.9%를
크게 상회. 탈세 방지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하경제규모가 약 10% 수준
으로 낮아질 경우 추가 세수는 약 385억 유로로, 재정적자 비율은 3.5%내외에서
개선 가능(Schneider 2011, 스페인 재무부)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2007년 기준, %)
OECD
13.9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14.6

10.1

10.7

11.8

22.3

19.3

19.2

③ 자치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 자치정부 및 지방정부(市, 郡, 區 등)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GDP대
비 재정적자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예산지원
중단 등 벌칙 부과(2012.1.27)
□ 자치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승인 및 심사과정을 공개(2012.1.27)
스페인 자치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정부
•중앙정부
•자치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GDP대비

2009
-11.2
-9.3
-2.0
-0.6
0.8

2010
-9.3
-5.0
-3.5
-0.6
-0.2

2011
-8.5
-2.31)
-3.31)
-0.81)
0.41)

53.8
61.0
67.81)
정부부채비율
주 : 1) EU집행위와 스페인 정부간에 합의된 수치

- 89 -

1)

2012
-4.4
-3.2
-1.3
-0.3
0.4
68.5

(GDP대비, %)
20131)
20141)
-3.0
-2.1
-2.1
-1.5
-1.1
-1.0
-0.2
0.0
0.4
0.4
69.3

68.9

자료 : 스페인 재무부

(노동시장 개혁)
□ 스페인은 5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등 고실업률이 고착화될 경우 장기
적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고비용 절감을 중
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 및 고용창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2012.2월)
① 해고 비용 절감
□ 부당* 해고(unfair dismissal)시 위로금 규모 축소 : 42개월 × 45일분 급여 →
24개월 × 33일분 급여
* 근로자의 비리, 무능력 등의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 정당 해고(fair dismissal) 가능 조건에 기업실적을* 포함
* 기업들이 3분기 연속 매출감소를 기록하거나 실제 손실 또는 단지 손실이 예상
된다는 것을 입증할 때는 정당 해고 가능

o 위로금 지급 규모가 부당 해고시보다 작은(12개월 × 20일분 급여)데다 정
당 해고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해고비용 부담 없이 신규 고
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관계기관 승인조항 삭제 및 공공기관
도 객관적 근거(구조조정 등)하에 정리해고 가능
* 정리해고는 정당 해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12개월분의 위로금만 지급 가능

② 정규직 고용 촉진
□ 5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정규직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o 수습기간 1년까지 인정
o 30세미만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0유로 세액 공제
o 신규 채용 근로자는 필요시 급여와 중복하여 실업수당 수령 가능
□ 2년 초과 근로 임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 정규직 파트타임 고용관련 규제 완화*
* 추가 근로시간 자율조정 및 계약조건 유연성 제고 등. 스페인의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비중은 독일, 네덜란드 등 고용사정 호조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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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취업자대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2011.9월말)
유로지역

독일

20.6

26.6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48.9

24.8

17.5

15.0

13.2

13.2

③ 민간 직업소개소 양성화 및 직업교육 강화
□ 그동안 직업소개업무를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관에만 허용해왔으나
대다수 비공인 민간직업소개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o 이를 통해 취업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부적격
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청년층(16~30세)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계약(training contract)
근로자* 인원 제한을 철폐
* 2년 동안 직업교육과 근로를 병행하는 근로자로서 기업은 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처우 제공이 가능

④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제도 개편
□ 개별 기업차원 협상결과가 산업별 단체교섭 결과에 우선하는 예외조항
*
(opt-out) 신설
* 지금까지는 산별 노사협상결과를 개별 회원기업에 적용

□ 단체교섭 개정 협상이 2년 이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단체교섭
내용은 자동 무효화
⑤ 중소기업 신설관련 규제 간소화
□ 고용창출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신설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부문 개혁)
□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
o 2008∼11년중 은행 지점수 13.2%, 인력은 10.5% 감축
o 2008년 이후 저축은행 수 45개 → 15개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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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11년 상반기중 은행 대손충당금 660억유로 적립
o 2009년 구조조정펀드(FROB; Fund for the Orderly Bank Restructuring) 120억유
로(정부출자, 예금보험기금출자, 채권발행) 조성(2009.6)
□ 그러나 투자자들의 부동산대출관련 부실 심화 우려가 지속되고 신용평
가회사들도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2012년 들어 부실자산 처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부동산대출관련 부실자산 정리 여력 확충
□ 2012년말까지 부동산관련 금융권 전체 정상 및 부실자산에 대한 500억
유로 규모의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증자 명령을 통해 금융부문의 자체
적인 대응 여력 확충(2012.2)
o 부실자산에 대한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 250억유로
o 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증액: 150억유로
o 정상자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7% 충당금 적립: 100억유로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 및 증자후 부실자산 예상 coverage 비율
(억유로)
익스포져(A) 현재충당금(B) C=B/A 충당금+증자(D) E=D/A
E-A
•토지담보대출
727
225
31.0%
582
80.0% 49.0%
•건설중부동산
150
41
27.0%
98
65.0% 38.0%
•건설완료부동산
646
162
25.0%
226
35.0% 10.0%
자료 : 스페인 재무부

② 인수 및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 인수 및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시에는* 충당금 적립 및 증
자 시한을 1년 연장(2012.2)
* 인수 및 합병 계획서 제출시한은 2012.5월말까지이며 계획서 제출후 1개월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 구조조정펀드(FROB) 자본금을 현재 90억유로에서 150억유로로 증액하고
인수 및 합병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
* 대출금리는 무분별한 요청 차단을 위해 8% 정도의 범칙금리로 책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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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 구조개혁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동 조치의 단기간 내에 성
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데다 재정긴축, 고실업 지속 등으로 스페인 경
제는 당분간 경기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o 재정지출 축소, 고실업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건설부문 위축 지속 등
으로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0~1.4%, OECD추정)을 크게 하
회하고*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
* 스페인중앙은행은 최근 경제상황 평가에서 재정긴축과 건설부문 위축이 성장률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2012.1)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신정부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전정부의 +2.3%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
(EU는 –1.0%)

o 이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중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당초 EU집행위와 합의한 4.4%보다 높은
5.3%로 수정*
* 스페인총리는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근거로 2012년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당초 4.4%에서 5.8%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2012.3
월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최종 5.3%로 합의

□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경제가 채무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o 재정건전화와 노동시장 및 금융부문 구조개혁 추진은 스페인 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sound and rebalanced) 성장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
□ 독일 등 유로지역 회원국들과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스페인이 구조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정부채
무의 일시적 증가 등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그리스의 채무위기에 따
른 전염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o S&P는 스페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스페인 경제가
극심한 부진에 빠지지 않는 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의한 정부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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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독일 Kiel연구소는 최근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경제에 대한 분
석보고서에서 스페인이 처한 상황이 나머지 국가들과는 다르기 때문
에 시장의 히스테리적인 반응(market hysteria)만 없다면 그리스의 위기
상황이 스페인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2012.1)
― Kiel연구소는 비록 스페인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스․포르투갈과
는 다른 경제구조 및 부채규모와 노동시장 구조조정, 위기대처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페인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
o 유로지역 재무장관들이 스페인의 2013년 재정적자 목표(GDP대비 3%) 달
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가운데 Junker 유로그룹 의장은 스
페인이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해왔으며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 일어
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2012.3.12)
□ 다만 스페인 국민들이 개혁추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경기회복 및
고실업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혁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3월초 2012년 스페인의 재정적자목표 완화 이후 스페인 국채수익률이 상승

o 스페인 정부가 잇따른 개혁조치를 발표한 2월 중순 이후 노조를 중심
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자치정부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의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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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스페인 산업의 부문별 동향
□ 유로화 도입이후 스페인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건설업은 글로
벌 금융위기 및 채무위기이후 주택건설이 부진해 지면서 성장과 고
용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히 하락
o 건설업* 성장을 주도한 주택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12.2%에 달했으나 2011.3/4분기 6.9%로 급락
* 건설업 취업자수 비중도 2007년 13.9%에서 2011.3/4분기 8.1%로 감소

o 특히 건설업 성장을 주도했던 주택건설부문은 주택과다공급 및 가
계의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
― 미분양 주택수가 약 70만호, 자가주택보유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85%에 달하고 있는 데다 인구증가율도 크게 둔화
(2008년 1.82%→2010 0.35% 전년대비)

주요국 자기주택보유 비율(%, IMF, 2011.4)
독일
43.2

프랑스
57.4

일본
60.5

미국
67.0

영국
69.5

이탈리아
80.0

스페인
85.0

싱가포르
92.0

스페인 미분양 주택 및 인구

스페인 경제내 건설부문 비중

증가율

(비중, %)

(천호)

자료 : 스페인재무부

자료 : 스페인정부(Ministry of Public
Works)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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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가율, %)

□ 서비스산업은 금융위기이후 여타 산업보다 완만한 경기둔화폭을 보이
면서 급격한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관광산업의 성장세
정체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성장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o 관광객수가 숙박비 하락, 북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에 힘
입어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위기이전 수준을 하회
스페인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2006
2007
2008
•관광객수 58.0
58.7
57.2
•관광수입 51.1
57.6
61.6
자료 : World Tourism Barometer

(백만명,
2009
52.2
53.2

십억달러)
2010
2011
52.7
56.9
52.5
-

o 또한 관광수지 흑자규모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이
고 있으나 대규모 경상수지를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스페인 경상수지
2004
•경상수지 -44.2
(관광산업) 26.6

2005
-66.9
26.4

2006
-88.3
27.4

2007
2008
-105.3 -104.7
27.7
28.1

(십억유로)
2009
2010
-54.5 -48.4
26.0
27.0

□ 한편 제조업은 채무위기 이후 제조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
약한 국제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
* 2011년중 신사업 투자자본 소득공제한도(25천유로) 증액, 매출규모 300만유로이하
의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순익 12만유로까지는 30%→25%), 파산기업이 채권자와
의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파산제도 개선 등
** 스페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해외경제정보(2010.4) 참조

스페인 GDP 산업별 성장률

스페인 외국관광객수1) 및 숙박비상승률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Bloomberg

주 : 호텔투숙객 기준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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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페인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현황
□ 스페인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주택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큰 폭 증
가한 가운데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
득 감소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약화
o 명목 GDP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유로화 도입이후 큰 폭 증가*하였
으며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총가계부채 비율도 100%를 상회
* 1999~2009년중 스페인의 GDP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네덜란드(50.3%p), 아일랜
드(63.8%p) 다음으로 높은 40.7%p 상승(IMF 2011.4)

o Euribor금리*의 큰 폭 하락에 힘입어 기존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폭 줄어들었으나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의
개선은 제약
* 스페인 주택대출의 90% 정도는 단기금리인 Euribor에 1~2%p를 가산하는 변
동금리대출로 구성(“Buying a Home in Spain”, Justinland.com)

□ 또한 스페인 주택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상환도
쉽지 않은 실정
o 스페인 주택가격이 2008.1/4분기 최고점 대비 22%정도 하락*한 감
안할 때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도 곤란
* 통상 주택가격의 80%선에서 결정되는 LTV를 감안할 경우 주택가격이 20%정
도 하락하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대출 비율

주요국 실질 주택가격변동률
(전년대비, %)

자료 : Eurostat & IMF(2011.4)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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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

스페인 금융기관 자금조달 사정
□ 채무위기이후 스페인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으나 해
외자금 유입도 역시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자금조달사정
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o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이 축소로 경상수지 적
자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0년대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
기 위한 해외자금 유입 필요성은 크게 감소
* 스페인은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으로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에 필요한 소비재,
건설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해외경제정보 2010.4)

스페인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09.1/4
-7.7

2/4
-3.9

3/4
-3.8

4/4
-5.3

10.1/4
-6.2

2/4
-5.1

3/4
-3.6

4/4
-3.5

10.1/4
-6.7

2/4
-3.2

3/4
-2.5

o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이 지속
되면서 해외자금 유입액도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
가용성이 조기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제은행들의 스페인 민간부문에 대한 債權잔액은 08.3월말 최
고 1조 840억달러에 달했으나 11.6월말 기준 7,390억달러로서 기
간중 3,450억달러가 감소
국제은행들의 對스페인 채권잔액

스페인 경상수지
(백만유로, 월중)

자료 : Bloomberg

(십억유로, 말잔)

자료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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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형성 과정*
홍경식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재정
긴축･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심각한 경기침체, 일부 조치의 이행지
연, 긴축반대 여론, 정치혼란 등으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부각
◆ 그리스 위기는 유로존 가입(2001년) 이후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 부채
급증 등 지속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고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된 데 기인
◆ 그리스의 위기극복은 구제금융의 지속이나 유로존 잔류여부를 떠나 장
기적 목표하에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중요

1. 개 요
□ 2010.5월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1,100억유로)에 이어 2012.2월에는 2
차 구제금융(1,300억유로)이 시행되고 경제전망 및 긴축목표도 재조정
경제전망 및 재정긴축목표
(2012.2월 현재)
(%, %p)
2009(A)
2010
2011
2012
2013
2014(B) B－A
실질GDP성장률
-3.2
-3.5
-6.9
-4.7
0.0
2.5
실업률
9.1
11.7
15.9
17.9
17.8
16.7
1)
통합재정수지 /명목GDP
-15.8
-10.6
-9.3
-7.3
-4.6
-2.4
+13.2
기초재정수지1)2)/명목GDP -10.6
-5.0
-2.4
-1.0
1.8
4.5
+15.1
1)
정부부채 /명목GDP
129.3
144.9
165.3
160.5
164.2
161.1
Δ31.8
주 : 1) 일반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안전기금) 기준
2) 통합재정수지에서 이자지급항목 제외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2)

o 2012.3월에는 민간채권단 보유 국채의 재조정(PSI)을 통해 1,059억유로
의 부채를 탕감*하고 정부부채비율 목표치를 2020년 120%로 조정
* 이에 따라 정부부채 비율은 2011년말 165.3%에서 2012.3월말 132.4%로 하락

□ 긴축･구조개혁 조치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일반인･
노조 저항, 일부 조치의 이행 지연 및 트로이카(EU･ECB･IMF)와의 갈등,
정치 혼란 등으로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가 확산
□ 한편 그리스는 2010∼11년중 ‘경제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기
초재정수지 적자비율(명목GDP대비)을 8.2%p 개선(2009년 10.4% → 2011년
2.2%)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시행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7호(20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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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1차 경제조정 프로그램’ 시행 당시(2010.5월) Troika의
예상보다 실질GDP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침체가 심화
o 실질GDP는 2008∼2011년간 13.2%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도 트로
이카 전망치 －4.7%(2012.3월) 보다 악화된 －7%대의 성장을 예상
시점별 경제성장률 전망1)

주요 재정수지적자 비율
(%, 명목GDP대비)

(%)

자료 : Bank of Greece

주 : 1) Troika(EC․ECB․IMF) 전망치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전년동기대비) 실업률도 2012.5월 23.1%로 높아진
가운데 특히 청년실업률(25세 이하)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1.11월부터
는 스페인을 상회(2012.5월 53.8%)
o 경상수지적자는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GDP대비 9.8%(2011년)의 높
은 수준
고용증가율1) 및 실업률2)
(%)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청년실업률1)
(%)

2) 계절조정

(%)·

주 : 1) 25세 이하(계절조정)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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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지
를 살펴보고 평가

2.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형성 과정
□ 그리스 경제는 1974년 군사정부 퇴진 이후 2009년 국가채무위기 발생
이전까지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상황 면에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Alogoskoufis (2012) pp.15~16)

①
②
③
④

1974∼1980년 : 국가주도 경제전략 및 EU 가입 준비
1980년대 : 포퓰리즘 경제정책(스태그플레이션･정부부채 급증)
1990년대 : 유로존 가입을 위한 수렴정책(convergence policy)
2000∼2009 : 경제 불균형의 심화(재정수지･경상수지 악화 등)

□ 동 기간중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당(ND : New Democracy)과 좌파 성향의
사회당(PASOK :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유럽화
(1981년 EU 가입 및 2001년 유로존 가입) 준비 기간 중의 건전한 거시경제정
책과, EU 및 유로존 가입 이후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시행
시기별 집권정당
선거일 74.11 77.11 81.10 85.6 89.6
집권기

7년

정당

신민당

89.11

90.4

93.10 96.9 00.3 04.3 07.9 09.10 11.10 12.6

7년 9개월 5개월 5개월 3년6개월

9년 5개월

신민당 국민
연정 엽합

사회당

사회당

신민당

GDP성장률1)
(%)

6년 7개월

- 102 -

7개월

~

과도 신민당
신민당 사회당 내각 연정

물가상승률
(%)

2년

실업률

경상수지

(%)

(%, 명목GDP대비)

재정수지

정부부채

(%, 명목GDP대비)

(%, 명목GDP대비)

주 : 1) 음영은 1980년대 및 2000년대

자료 : AMECO

1. 국가주도 경제전략 및 EU 가입 준비(1974∼1980년)
□ (경제목표 및 EU가입 추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 유럽화를 추구
한 시기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interventionist state)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EU 가입을 정부의 목표로 채택하고 EU가입을 신청
(1975년)

□ (양호한 경제성과 : 1975∼78년) 경제는 1974년의 침체로부터 빠르
게 회복하였으며, 실업률(연평균 1.9%)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물
가(연평균 13.4%)는 1차 오일쇼크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
→ 스페인, 포루투갈(1986년) 등보다 앞서 1981.1월 EU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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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퓰리즘 경제정책(1980년대)
□ 2차 오일쇼크(1979년), EU 가입, 포퓰리즘 경제정책(소득재분배, 재정적자 확
대, 완화적 환율․통화정책)으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
속되고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
① 재정적자 확대
□ 공공투자지출에 한해서만 적자를 허용하는 ‘golden rule’이 1978년부터
폐기되면서 선거가 있었던 1981년중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
o 군사정부 퇴진 이후 소득 재분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
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이완
□ 정권교체 후에도 재정적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특히 총선이
있는 연도에 더욱 심화
o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와 함께 자당 지지자들
의 대거 채용에 따른 공공부문 인원 급증, 임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공공부문 임금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
선거연도 및 기초재정수지 적자

일반정부 사회보장비 및 임금 지출

(%, 명목GDP대비)

자료 : AMECO

(%, 명목GDP대비)

자료 : AMECO

② 완화적 통화 및 환율 정책
□ 2차 오일충격 이후 유럽 주요국(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과 달리 인플
레 수용적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임금 상승에 따른 대외
가격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때마다 환율을 대폭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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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증가율 목표 및 실적1)

경상수지 적자 및 환율절하율1)

(%)

(%, 명목GDP 대비)

(드라크마/ECU)

주 : 1) 전년도 12월말잔 대비
자료 : Bank of Greece

주 : 1) 전분기 대비
자료 : Eurostat, AMECO

③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장기화 : 스태그플레이션
□ 소득재분배 정책, 공공부문 채용확대, 임금인상 등으로 사회전반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수요압력에 의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
o 2차 오일충격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세가 환율 평가절하로 더욱 확
대된 가운데, ｢물가-임금 자동 연동제｣ 도입(1982년) 등으로 임금이
큰 폭 상승*
*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정체됨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확산

o 이로 인한 대외 가격경쟁력 약화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
□ 한편 1980년대 성장률이 연평균 0.8%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이면서 경
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도 1979년 1.9%에서 1983년 7.1%로 급등
* EU 평균 대비 1인당 GDP 비율(실질구매력평가 기준)이 1978년 91.6%에서
1990년 73.2%로 하락

□ ‘물가-임금 상호상승 작용’(price-wage spiral)이 1990년대초까지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나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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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물가 상호상승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

(%)

자료 : AMECO

자료 : AMECO

④ 정부부채 급증
□ 정부부채비율(명목GDP대비)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1993년까지 상승세(1980
년 22.5% → 1993년 99.2%) 지속
o (기초재정수지 큰 폭 적자 장기화) 1981∼90년중 기초재정수지 적자비
율 3% 초과 상태가 10년간 지속되면서 정부부채가 누적
o (이자지급부담 증가) 정부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지급, 높은 물가상승률
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지급부담이 크게 증가
o (경기침체) 정부부채는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명목GDP(분모)는 1980년
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정체
o (정부보증채무 부담) 민간기업･공기업･농협의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규모가 1989년까지 GDP의 32%에 달하였는데 1993년에 이 중 절반이
피보증기관의 상환불능으로 인해 정부부채로 전환
재정수지1) 적자비율

이자지급비율 및 국채 금리1)

(%, 명목GDP 대비)

(%, 명목GDP 대비)

주 : 1) 통합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이자지급
자료 : AMECO

주 : 1) 만기 1년물 기준
자료 : AM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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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로존 가입을 위한 수렴정책(1990년대)
□ 유로존 가입 준비를 위한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재
정수지･성장･물가가 호전되고 정부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에서나마 안정
→ 물가･환율안정, 재정건전화, 장기금리 하락 등 마스트리히트 수렴조
건을 충족*하여 가입 승인(2000년)을 받았지만 단일통화체제 하에서
불가피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과 ‘대외 경쟁력’을 사전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
* 정부부채비율은 1999년 94.9%로 기준치 60%를 상회하였지만, ‘동 비율이 만족스
러운 속도로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60% 하회 기준을 면제한다’는 조항 적용

① 1990~1993년의 경제안정화 정책
□ 재정건전화, ｢물가-임금 자동연동제｣ 폐지(1991년),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
o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1993년 -1.6%), 실업률 상
승(1990년 6.4% → 1993년 8.6%)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압력, 1980년대
급증한 부채와 1980년대 후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규모 증가
등으로 통합재정수지 개선은 기대에 미흡(1990년 -14.2% → 1993년 -12.2%)
② 1994∼1999년중 본격적인 수렴정책
□ 유로존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수렴정책(Convergence Program) 시행
o 재정적자비율의 감축(1999년 3% 이하), 정부부채비율의 하향 조정(1996년까
지 안정),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1999년 3.3%)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재정건전화)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재정수입 증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였으며, 기초재정수지가 1994년부터 흑자로 전환
□ (긴축적 통화･환율정책) 그리스 중앙은행은 1994년부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연도별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목표*를 제시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통화량 증가율 및 환율절하 목표를 설정
* 물가상승률 목표치 : 1995년 8% → 1996년 7% → 1997년 4.5%

o 통화증가율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한편, 1995년부터 환
율을 통화정책의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로 활용하는 ‘hard drachma
policy’를 채택하여 환율절하폭을 연도별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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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증가율 목표1) 및 실적

환율 평가절하율1) 및 제한목표

(%)

(%, 드라크마/ECU)

주 : 1) 75~82년 M0, 83~98년 M3,
99~00년 M4
자료 : Bank of Greece

(%)

주 : 1) 전월말 대비
자료 : Eurostat, AMECO

③ 인플레이션 하향안정 및 경기회복
□ ｢물가-임금 자동 연동제｣ 폐지(1991년), 긴축적 재정․통화․환율 정책 등으
로 199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EU의
자금지원 확대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1999년까지
유로존 평균(2.4%)을 상회하는 연평균 2.8% 성장
물가･명목임금1)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EU의 그리스에 대한 자금지원1)

(%)

주 : 1) 근로자 1인당 기준
자료 : AMECO

(%, 명목GDP 대비)

주 : 1) EU의 對그리스 純경상․자본
이전 지출
자료 : Eurostat, Spraos(2001) 재구성

□ 그러나 경기회복으로 수입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환율 평가절하 억제
조치로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가격경쟁력 약화)되면서 1995년 이후 경상
수지 적자비율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994년
8.9%에서 1999년 12.0%로 상승*
* 고용사정의 경기 후행성 이외에 대외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영향으
로 경기호전과 함께 늘어난 구직자가 제때 취업자로 흡수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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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1) 및 경상수지비율
(1980=100)

주 : 1) 유로존 12개국 대상
자료 : AMECO

실업률

(%)

(%)

자료 : AMECO

□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해상운송 중심의 서비스산업뿐만 아
니라 수출확대․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긴요하
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부재*
* 명목GDP중 제조업생산 비중이 1980년 16.3% → 1990년 13.9 → 2000년 10.9% →
2011년 9.9%로 하락

④ 정부부채비율 100% 내외에서 소폭 하락
□ 정부부채 비율은 100%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나마 더 이상 상승하지 않
고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특히 1997∼99년 중에는 소폭 하락(1996
년 100.3% → 1999년 94.9%)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
o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직접세 부과 확대, 공무원 급여･연금지출 억
제와 같은 엄격한 소득정책의 시행 등으로 1994년 이후 기초재정수지
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의 적자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요인이 소멸
o (이자지급부담 축소)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화로 명목금리가 하락하면
서 이자지급 부담이 줄어든 데다 1997.6월부터 10년만기 고정금리 국채
도입으로 종전의 단기 재정증권(Treasury bills)에 비해 발행금리가 하락
o (국영기업 민영화) 1997∼99년중 국영기업 지분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
여 확보한 약 2조 드라크마(62억ECU)를 정부부채비율 축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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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비율 및 동 비율 증감

(%)

자료 : AMECO

(%p)

정부부채비율 증감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1)
(%p)

(%p)

주 : 1) Stock-flow 조정: 정부부채비율
증감에 대한 환율절하, 보증채
무의 부채전환 등의 영향
자료 : AMECO 재구성

4. 유로존 가입 이후 경제 불균형의 심화(2000∼2009년)
□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표면적으로 황금기를 경험하였으나 경제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확장정책을 지속한 결과 경제불균형이 확대
o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유로존 평균보다 소폭 높았지만 안정
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며, 정부부채비율도 100% 내외로 높
기는 하지만 안정세를 보이면서 채무이행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음
o 그러나 외부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시정유인을 상실하면서 경상수
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높은 정부부채는 충격에 취약성을 노출
→ 글로벌 위기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010.4.11일 Eurogroup(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은 이를 결정
① 완화적인 대내외 금융환경
□ (금리하락･자금유입)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요
인으로 그리스 국채금리가 독일 수준으로 하락(국채금리 수렴)하고 유럽
계 은행 자금이 대규모 유입
o 안정성장협약(1996.12월)에 따른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건전화 기대 및
유로존체제 출범(1999.1월)에 따른 유로존 국가간 환율리스크 소멸
o 글로벌 저금리･저물가･경제성장 지속(great moderation)으로 고수익･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 확산되면서 리스크 민감도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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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보유 국채의 무위험(risk free) 자산 회계처리방식(바젤Ⅱ규제)으로 인
해 그리스 등 주변국 국채의 매입수요 확대
국외자금1) 유입 잔액 및 국채금리
(10억달러, 잔액)

(%)

주 : 1) 외국 금융기관의 對그리스 채권
자료 : BIS, Eurostat 재구성

□ (민간신용 확대) 이러한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그리스에서도 은행대출금
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2004
년)를 앞둔 2003년을 기점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증가
민간대출 증감 및 대출금리1)
(10억유로, 월중 증감)

M3 및 명목GDP
(%)

(1995 = 100)

주 : 1) 기업대출금리(평균) 기준
자료 : Bank of Greece

자료 : Bank of Greece

② 확장적 재정정책 : 2001~2004년
□ (기초재정수지 악화) 2001∼04년중 광범위한 감세정책 및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공무원 임금･채용 증가, 올림픽 개최(2004년) 준비 등으로 기
초재정수지가 악화(명목GDP 대비 2003년 –0.7% → 2004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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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 지출･수입 및 수지적자
(그리스)
(유로존)
(%, 명목GDP대비)

(%, 명목GDP대비)

자료 : AMECO

(%, 명목GDP대비)

(%, 명목GDP대비)

자료 : AMECO

o (사회보장비･공무원임금 지출 증가세) 재정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보장비(연금, 실업수당, 의료보건 등)와 공무원임금 지출 비율이 계속
상승
사회보장비 지출

공무원 임금 지출

(%, 명목GDP대비)

(%, 명목GDP대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유로존 가입 준비기간 중의 긴축에 대한 보상요구가 잇따르면서 공
무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사회전반의 임금상승을 주도한 가운
데 선거연도를 중심으로 공무원수도 큰 폭 증가
o (올림픽 관련 예산지출 급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준비 관련 비용은
당초 예상치인 45억유로의 두 배에 달하는 89.5억유로*로 집계되었으
며 대부분의 비용이 2003~2004년중 집행
* 총비용 89.5억유로 중 정부의 지출규모는 72억유로(2004년 명목GDP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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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명목임금(공무원․전체) 변화

전체 취업자 대비 공무원 비율

(2000년=100)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천명)

③ 일시적 긴축 및 확장적 재정정책 재개 : 2005~2009년
□ (EDP 시행 : 2005∼07.5월) 그리스 정부는 2003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명목GDP’ 비율의 3% 근접 사실을 EU에 통보하고 EU의 관리 하에
2006년까지 이를 3% 이내로 감축하는 ｢과다 재정적자 조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시행
o ‘2006년 3% 이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EDP가 종료된
2007.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정긴축을 시행
* 2001∼04년중 확대된 사회보장비 등 재정지출의 구조적 확대 요인 개선 없이 추
가 감세 중단, 간접세 중심의 세입 확대(2005.4월), 공무원 임금 삭감(2006년
-2.2%) 등으로 대응

o EDP 시행과정에서 EU의 ’재정감사’ 결과 2000∼04년중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통계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
며, 이로 인해 그리스 재정통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확산
□ (재정확대 재개 : 2007.6∼09년) EDP의 공식 종료(2007.6.5일) 후 총선
*
(2007.9월)을 의식하여 6월부터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
* 특히 2006년 대비 2009년 공무원 임금은 26.3% 상승(1인당 명목임금 기준)

o 2008년 들어 매월 재정상황 및 경제전망 악화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
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대응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
o 2009.4월 그리스는 2007∼08년 재정수지 악화로 두 번째 EDP를 시행
하게 되었으나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10월 총선에
서는 긴축계획에 반대하는 당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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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재정적자 비율1)
(2007)
(2008∼09)
(%, 명목GDP대비)

(%, 명목GDP대비)

주 : 1) 현금흐름 기준(cash deficit), 월별 수치는 1월부터의 누적 기준
자료 : Bank of Greece

④ 소비･서비스업 중심의 높은 경제성장세
□ 그리스 경제는 완화적 대내외 금융환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유로존 가입(200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유로존
(연평균 1.8%)보다 높은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지속
o 이러한 경제성장은 소비 중심의 국내수요, 도소매․운송․숙박․음식업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에 의해 주도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

업종별 경제성장(2001∼08년) 기여율

(%, %p)

자료 : Eurostat 재구성

자료 : Eurostat 재구성

⑤ 경상수지 적자 심화
□ 2000년 이후 운송․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흑자가 늘었으나 상
품수지 적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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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 비중(명목GDP 대비)이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고 제조업 비중은 가
장 낮은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산업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
o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실질환율’이 고평
가되는 상황이 2008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대외 가격경쟁력이 저하
부문별 경상수지

경상수지 비율
(10억유로)

(10억유로)

(%, 명목GDP 대비)

자료 : Eurostat

자료 : AMECO

⑥ 정부 부채 증가
□ 2000년대 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세는 부채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었으
나 위기 전까지는 성장률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정부부채비율(명목GDP
대비)이 100% 내외를 유지
□ 그러나 2008년부터는 동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유로존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o 기초재정수지 적자 확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지급부담 증가 등
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난 반면 2008년 이후 GDP성장률의 마이너스폭
이 확대(분모 감소)된 데 기인
정부부채비율
(%, 명목GDP 대비)

자료 : AMECO

정부부채비율 증감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10억 유로)

(2000년=100)

자료 : AMECO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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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 1차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규모가 확대된 2차 구제금융(2012년), 민간부
채탕감(PSI), 최근의 구제금융 이행조건 완화 요구라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그리스의 위기극복 능력 및 의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
o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심사할 때마다 불거지는
구제금융 이행조건의 미이행 논란은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그리스에
대한 회의감확산과 함께 유로존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데는 경쟁력 약화, 주력 산업의 취약에 따른 대
외불균형 누적과 같은 경제적 측면 외에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의 구조
적 문제점, 정치･사회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
o EU가입이나 유로존 가입을 위해 준비한 기간 외에는 제대로 개혁노력
을 기울이거나 지속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 위기 국면에서도 개혁 약
속을 제대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외부의 시각
□ 따라서 그리스의 위기극복은 구제금융의 지속, 유로존 잔류여부를 떠나
장기적인 목표하에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그리스의
자체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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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뢰더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양석준 ·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독일경제는 통일 이후 1990년대 성장 둔화, 실업 증가,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겪고 유로화 도입 후에도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
도로 크게 부진하였음
 이에 경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 개혁 필요성
이 제기된 가운데 슈뢰더 정부는 “Agenda 2010” 등을 통해 노동시장,
연금제도 및 세제개편 등 중장기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음
 결과적으로 독일경제는 2006년 회복세로 전환된 후 2009년 글로벌 금
융위기에 따른 성장 위축도 조기에 극복하였으며 특히 최근 고용사정은
통일 이후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0년대 초중반의 개혁추진으로 고용에 유리한 제도적 기틀 및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기업의 단축근로실시 등 내적 고용유연
성도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하며 이러한 성과는 최근 유로지역 위기에 대
한 극복방안의 큰 축으로서 구조개혁이 강조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다만 독일 고용성과의 이면에는 비전형적 저임금직 고용증가 등에 따른
미래 연금대상자들의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약정 도입,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과 함께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같은 새로운 개혁프로그램의 필
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1. 개혁이전 경제 상황
□ 1980년대 후반 서독경제는 성장･고용･경상수지 등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장벽이 붕괴된 1989년에는 재정수지도 균형 수준으로 개
선되는 등 ‘작은 경제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양호한 상태를 보였음
* W. Weimar,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1998), p.351

o 1988∼89년 성장률은 4.0%로 높아졌고 1985년 7.2%까지 상승했던 실
업률은 1989년에는 5.6%까지 하락하였으며 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
자규모는 GDP대비 4%를 상회
o 재정수지는 80년대 후반들어 적자가 축소된 후 1989년에는 흑자(GDP대
비 +0.1%)로 전환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2호(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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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통일(1990.7.1 통화통합, 10.3 통일) 이후 1990년대 독일경제는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과 함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재정수지도
GDP대비 3% 내외의 적자*를 보이는 등 부진한 모습으로 전환
* 1995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9.5%나 되었는데, 이는 1995.1월 연방정부가 구동독
채무, 신탁관리청 등의 채무를 인수한 ｢상속채무상환기금｣의 채무 1,710억유로를
인수한 데 기인

o 통일 직후 건설경기 호조 등으로 1991년 일시 높은 성장을 보인 이후
GDP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실업률은 1997년 9.7%까지
상승
* EU집행위는 독일이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을 추진했을 경우 1990년대 후반 경제
성장률이 매년 0.5%p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EU Commission, 2002.5)

GDP성장률 및 실업률

GDP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비율

(전년대비, %)

(GDP대비, %)

자료 : EU AMECO

자료 : EU AMECO

□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0년 일시 높은 성장을 보이기도 하였으
나 이후 성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실업률은 2002.10월부터 10%를 상
회하고 실업자수가 가파르게 늘어났으며 재정수지 적자도 확대
o 둔화되던 성장률은 2003년에는 -0.4%를 기록하였고 실업자수는
2002.11월 이후 400만명을 넘어섰으며 재정수지는 2000년 일시 흑자
후 적자로 재전환되어 2003년에는 GDP대비 –4.2%까지 악화된 반면
경상수지는 2002년 흑자로 돌아선 후 그 규모가 확대
GDP성장률 및 실업률
연도
•GDP성장률1)

1999
1.9

2000
3.1

2001
1.5

2002
0.0

2003
-0.4

(2.9)

(3.8)

(2.0)

(0.9)

(0.7)

•연간 실업자수2)
410
주 : 1)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2004
1.2
(2.2)

389
385
406
437
438
자료 : GDP는 Eurostat, 연간실업자수는 독일연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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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경제가 이처럼 부진을 보이자 ‘유럽의 병자(a sick man of Europe)’로
불리는 등 독일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확산되고 독일 경제의 잠재력,
경제･사회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견해들이 다수 발표*
*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under Strain, WP No
1155, Kiel, 2003.3), ‘임금저하, 반드시 필요’(Die Löhne müssen sinken, ifo,
2003.10), ‘독일모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Tales of German Maladies: What Went
Wrong with the German Model?, 베를린자유대학, 2003.7), ‘독일, 어느 슈퍼스타의
몰락’(Deutsch- land - Der Abstieg eines Superstars, G. Steingart, 2004.7)

실업률 및 실업자수
(실업률, %)

GDP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비율

(실업자수, 천명)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GDP대비, %)

자료 : EU AMECO, Eurostat

2. 개혁 추진 필요성
□ 경제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사회보장지출관련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경
제･사회보장제도 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 노동시장 경직성 및 장기실업자 증가 )
□ 독일 정규직이 최상위 수준의 고용보호*를 받는 가운데 실업자는 400만
명을 상회
* 노사관계의 법적토대가 된 공동의사결정법(1951) 및 경영조직법(1952) 마련 이후
경제안정성장촉진법(1967)에 의거 독일식 노사협력모델이 형성되고 해고제한법
(1969) 도입으로 고용보호를 법적 장치를 구비

o 정규직의 경우 유로지역 국가중 포르투갈(4.3포인트), 네덜란드(3.1포인트)
에 이어 세 번째로 보호지수가 높은 수준(OECD 2004)이며 또한 실업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실업자가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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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지수1)

장기실업자수 및 구동독지역 비중
(십만명)

정규직
임시직
80년 90년 2003년 80년 90년 2003년
독일

(비중, %)

대말 대말 개혁 후 대말 대말 개혁 후
2.6 2.7
2.7
3.8 2.3
1.8

프랑스 2.3 2.3

2.5

3.1 3.6

3.6

1.8

1.8

5.4 3.6

2.1

미국

0.2 0.2

0.2

0.3 0.3

0.3

영국

0.9 0.9

1.1

0.3 0.3

0.4

이탈리아 1.8

주 : 1) indicators of th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최고치는 6
자료 : OECD, 2004년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 유로화 도입 초기 단위노동비용이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에
서도 증가율이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청년고용도 부진
o 독일의 상대적 고임금 영향으로 기업들이 독일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독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
* 생산시설 국외이전 이유에 대한 기업설문조사결과 임금 등 생산원가부담을 가장
많이 답변(65%) 하였으며 그 다음 시장개척 필요성(60%)을 거론(Fraunhofer ISI,
2002.8)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잔액
1999
398

2000
520

2001
631

2002
599

2003
583

(십억유로)
2004
583

자료 : 독일연방은행

o 숙련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직업교육병행 일자리수도
해마다 감소
직업교육병행1) 일자리수
1999
629

2000
625

2001
631

2002
586

주 : 1) Ausbildungstellen 자료: 독일연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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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47

(천개)
2004
520

청년실업률 및 독일 청년1)실업자 비중

단위노동임금지수
(2005=100)

(%)

자료 : Eurostat

주 : 25세 미만
자료 : Eurostat, 독일연방노동청

( 사회보장지출의 비효율성 확대 )
□ 구동독지역 고용부진 지원 등에 따른 지출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
기금지출/GDP비율이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기금 수지가 2000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특히 구동독지역은 높은 실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로 인해 기여에
비해 수혜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연금·실업보험의 기여·수령액중 구동독지역의 비중
(2002년)

(십억유로, %)

연금보험
실업보험

기여금
수령액
기여금
수령액

구동독지역
22
54
7
17

구서독지역
134
182
41
32

동독/독일전체
14.1
22.8
14.1
34.4

자료 : P. Bofinger, Wir sind besser, als wir glauben(2004), p.56

o 고용부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부담 등으로 사회보장관련 기
금의 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사회보장지출1)/재정지출 비중
1999
2000
독
일
53.8
56.5
유로지역
44.5
45.3
주 : 1)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장(social
transfer)의 합계
자료 : Eurostat

2001
2002
2003
54.0
54.8
55.3
44.4
44.9
45.2
benefits) 지출 및 일반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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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55.6
45.3
이전 지출(social

사회보장기금 지출/GDP 비율

사회보장기금 수지

(GDP대비, %)

(십억유로)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다만 고령화 정도에 있어서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사회보장기금 부담비율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은 아니
었음
주요국 평균수명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77.4
78.3
79.0
79.0
자료 : OECD

(2004년 기준, 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79.2
80.3
80.3
80.8
82.1

공적연금 갹출률1)

은퇴후 소득대비 공적연금 대체율

1994

1999

(총소득대비, %)
2004 (기업부담비율)

일

19.2

19.7

19.5

50

프랑스

21.5

16.7

16.7

59

이탈리아 28.3

32.7

32.7

72

12.4

12.4

50

(65세 은퇴자 기준, %)

독
OECD평균
독일

미국

12.4

OECD평

자료 : OECD, Economic Studies Series,
2004년

19.2 19.3 20.0
57
균
주 : 1) 총소득(gross earnings)대비 연금액
비율
자료 : OECD

o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동독지역 지원 등을 위한 이전지출이 당초 예상
보다 오랜 기간 지속된 데도 일부 기인

- 123 -

― 1991∼2003년간 동독지역으로의 순이전지출액*은 9,800억유로로 추
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서독지역 GDP의 4.6%, 동독지역 GDP의
26.7%에 해당하며, 특히 구서독 사회보장제도를 구동독지역에 전면
적용함으로써 연금, 실업수당 등의 지급으로 사회보장제도상의 지출
이 절반인 49.3%**에 달함
* 총이전지출액(1조2,800억유로)에서 동독지역으로부터 징수된 동독지역세, 사
회보장분담수입 차감
** 그밖에 인프라구축에 12.5%, 기업 투자보조금 등 경제촉진용으로 7.0% 사용

( 노사정위원회 실패 )
□ 슈뢰더 총리는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rt bewerbsfähigkeit)”라는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하
고 고용법규 개정,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작
업을 추진
o 1998∼2002년중 8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나누기, 탄력적
노동시간제, 고용창출을 위한 단체협약정책, 청년 및 장기실업자 구제
등이 제시
□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사정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자 슈뢰더총리는 2002.9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03.1월
동 위원회의 실패를 선언

3. 주요 개혁정책
□ 슈뢰더 정부 이후 하르츠(Hartz) 방안의 입법화, Agenda 2010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개혁 등을 추진
o 2002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위원회(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가 제시한 독일 노동시장시스템에 대한 13개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시 위원장인 Peter Hartz(당시 Volkswagen사 인사담당이사)의 이
름을 딴 HartzⅠ∼Ⅳ가 순차적으로 시행(Ⅰ,Ⅱ: 2003년, Ⅲ:2004년, Ⅳ:2005년)
o 슈뢰더총리는 2003.1월 노사정위원회 실패 선언후 단독으로 중장기 개
혁프로그램 Agenda 2010을 발표(2003.3.14.)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
제의 현대화를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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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위한 용기“(Mut zur Veränderung)라는 제목의 의회연설(2003.3.14)에서
“유럽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일이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현대화시키지 않으면 시장의
제어되지 않는 힘에 의해 현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우리의 사회적 요소들
은 지켜질수 없다”고 역설

o Agenda 2010은 경제적 역동성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임금비용절감, 지
속가능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 당시 대내외적으로 개혁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받았으며 메르켈정부**도 동 개혁 기조를 유지
* OECD(2004. 9. Economic Surveys)는 Agenda 2010은 구조개혁의 중대한 진전
(significant progress)이며 경쟁력회복과 개혁에 대한 충분한 신뢰회복을 위해
분명하고 예측가능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슈뢰더총리의 후임인 메르켈 현 총리는 2005년 첫 의회 연설에서 “Agenda 2010으로 새
로운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열게 한 전임 슈뢰더총리에게 감사한다”고 언급

( 노동시장 개혁 )
o 종업원 해고시 엄격히 적용되던 관련법규를 완화하고 저임금직(Mini
*
job, Midi job) 을 창출하는 한편 고용사무소의 중개기능을 강화하여 일
자리 연결(Job Matching)의 효율성을 제고
* Mini job은 월 근로소득 400유로 이하,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내인 경우로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금을 면제하고 Midi job은 월 소득 401～800유로의 경우로 사회보
장보험요율을 4%∼21%로 차등화

o 실업급여 및 실업보조금, 사회보조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실업보조금 금액·지급기간 단축, 사회보조금 지급대
상 기준 엄격화* 등을 실시
* 2005년 이후 실업보조금(Arbeitslosengeld)은 Ⅰ(총실업급여를 총 12개월만 수령가
능, 55세 이상은 18개월) 과 Ⅱ(12개월 초과시 저축, 생명보험, 배우자 수입 등의
여부에 따라 금액 축소)로 이원화되어 기존 사회보조금 수령자중 하루 3시간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실업보조금 Ⅱ를 지급하되 사회보장비를 납부하게
하고 잡센터 소개 일자리 거부시 금액 삭감

o 기타 실업수당 수령자의 창업시 자금지원, 자영업 인가 완화, 청년실
업자 구직 및 고령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도 실시
(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
o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65→67세)하고 퇴직전
최종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o 건강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키
고 진료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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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혁 )
o 조세부담→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능력 약화→세원고갈→조세부담 가
중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기업 양도세 비과세(2002년) 및 소득세율 인
하(19.9∼48.5%→15.0∼42.0%, 2005년)
* 메르켈정부 들어서는 부가가치세(16%→19%) 및 최고소득세율을 인상(42%→45%)
하고 법인세는 인하(25%→15%)

( 교육제도개혁 )
o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근로와 가정생활의 공존을 위한 전일제
학교 교육을 확대하며 교육에 대한 성과기준 도입과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훈련을 강화
o 3세 미만 유아보육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양
질의 보육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을 도입

4. 개혁추진 이후 경제 및 재정상황
(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 )
□ 2003∼05년에 걸쳐 Agenda 2010 개혁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2006년부터 성장세가 회복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위축도 조
기에 극복
o 2006년, 2007년 독일 GDP성장률(각각 3.9%, 3.4%)은 유로지역 평균(각각
3.3%, 3.0%)을 상회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여파로 2009년 -5.1%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GDP는 2011년에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유로지역 주요국 중 가장
낮은 2% 내외 유지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2003년 GDP=100)

자료 : EU AMECO

(2003년 소비자물가지수=100)

자료 : EU AM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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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안정 및 고용사정 개선 )

□ 2003년 이후 임금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촉진에 우호적으로
작용
o 단위노동비용이 유로지역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면
서 고용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도 과거*
와 달리 고용사정이 대체로 양호(Boysen-Hogrefe et al., 2010)
* 2차대전 이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폭이 두 번째로 컸던 1974~75년중(-2.4%)의
경우 이전까지 임금이 약 6%씩 상승하다 동 기간중 근로시간 8.2% 감소, 취업자
수 4.3% 감소

o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조의 협조도 크게 기여
* 2004년 당시 독일제조업체 43%가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계획중
인 것으로 조사(상공회의소 IHK 설문)되었으며 Siemens 등 주요 기업들은 사내노
조와의 협상에서 공장해외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하에 임금인상 없이 주당 정규
노동시간을 연장(35시간→40시간)

o 임금의 하향안정세가 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2003년 이후 독일기업 재무상황은 유로지역 기업들과는 달리 양호한
모습 유지
독일 및 유로지역 단위노동비용
(실질기준, 2005=100)

독일 및 유로지역1) 기업 재무상황2)
(십억유로)

자료 : Eurostat

주 : 1) 독일기업 제외 2) (-)는 순차입(net
borrowing), (+)는 순대출(net lending)
자료 : EU AMECO

□ 경기 호조, 임금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사정은 통독이후 가장 양호
o 실업률은 2005년 11.3%까지 높아졌다가 하락하여 2012.6월 5.2%(ILO기
준)를 기록하였으며 청년실업률도 2005년 15.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2012.6월 7.9%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실업자수도 구동독지역을 중심
으로 빠르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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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이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3년간의 전환
(transition) 기간을 거쳐 실업률이 약 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Krause 2011)

o 이는 성장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그간의 노동시장･사회보장제도 개혁
으로 고용에 유리한 제도적 기틀 및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기업
의 단축근로제, 근로시간계좌 등의 활용으로 내적 유연성(Internal
Flexibility)도 증대된 데 기인
전체 실업률 및 청년1)실업률

실업자수 및 장기1)실업자수

(%)

(십만명)

주 : 1) 25세 미만
자료 : EU AMECO, Eurostat

(비중, %)

주 : 1년 이상 실업자 기준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 다만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정규직(Normal)* 보다 비전형적
*
(Atypical) 형태의 고용이 증가
* 정규 근로조건(Normalarbeitsverhältnisse)은 풀타임직, 주당 20시간초과 파트타임직
등 permanant 고용관계이며, 비전형적 고용(Atypische Beschäftigung)은 주당 20시
간이하 파트타임직, 기간조건 또는 프로젝트 조건 등의 임시직, 시간제, Mini job
등을 포함

비전형적 근로자수 및 비중
(백만명, %)
1991

1996

2001

2006

2009

2011

4.3

4.9

6.0

7.5

7.6

7.9

13.7

16.5

20.1

25.2

24.8

25.1

주 : 1) ( )내는 비중,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o 파트타임직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임시직인 파견근로자의
수는 2003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하고 파견근로자 활용 업종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확대(2007년 13,608개 → 2011년 17,368개)
o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06년 18.7%에서 2010년 20.6%로 증가
세를 지속하고 Mini job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12.6%(2010년 기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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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근로자중 중위(median) 수준 임금의 2/3인 시간당 10.36유로(2010년 기준)를
하회하는 근로자로서 택시기사(87.0%), 이·미용사(85.6%) 등 서비스업종에서 높
은 비중 차지(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독일통계청 2012.9)

파트타임직 및 임시직 근로자 비중

독일 파견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의 비중

(비중, %)

(천명)

자료 : Eurostat

(비중, %)

자료 : Eurostat

( 재정 및 사회보장기금의 건전성 향상 )
□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 지출증가율 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재정수지적자 및 정부부채의 대GDP 비율은 하향 안정세 유지
o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인상하였으나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세율*은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은 금융위기후 재차 인상(42%→45%)하였으나 개혁이전 수준
(48.5%)을 하회

독일 세율
(%)
법인세
1999
2001
2003
2004
2008

40.0
25.0
26.5
25.0
15.0

소득세
1998
2000
2002
2004
2005
2007
2009

부가가치
최저세율 최고세율
23.9
53
22.9
51
19.9
48.5
16.0
45
15.0
42
15.0
45
14.0
45

세
1998
2007

표준세율 할인세율
16
7
19
7

자료 : Bund der Steuerzahler

o 독일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유로지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지출증가율
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금융위기이전까지 하향
안정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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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정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높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정부채무 자체
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구조조정 자금 지원 등으로 크게
증가

GDP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비율
(%, 십억유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정 독일 비율 -1.6

1.1

-3.1 -3.8 -4.2 -3.8 -3.3 -1.6

0.2

-0.1 -3.2 -4.3 -1.0

수지 유로 비율 -1.5 -0.1 -1.9 -2.6 -3.1 -2.9 -2.5 -1.3 -0.7 -2.1 -6.4 -6.2 -4.1
정부 독일
부채

비율 61.3 60.2 59.1 60.7 64.4 66.3 68.6 68.1 65.2 66.7 74.4 83.0 81.2
잔액 1,185 1,225 1,232 1,243 1,295 1,384 1,455 1,526 1,575 1,582 1,649 1,767 2,057

유로 비율 71.6 69.2 68.1 67.9 69.1 69.5 70.1 68.5 66.3 70.1 79.9 85.3 87.2

자료 : Eurostat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가율 및 GDP대비 비율
<재정수입>
<재정지출>
(GDP대비 비율, %)

자료 : Eurostat

(전년대비 증가율, %)

(GDP대비 비율, %)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 Eurostat

□ 특히 GDP대비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비율은 Agenda 2010 추진 이전 유
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개혁 추진 이후 계속 낮아져 유로지
역 평균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로지역 평
균을 하회
o 실업수당제도 개편, 의료비 자기부담 증대 등을 통해 사회보장관련 지
출증가율이 유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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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유로지역 사회보장관련 지출 증감률
(전년대비, %)
2001
실업
의료
연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독일

2.1

7.1

6.1

0.3

26.7

-0.7

-12.4

-5.4

16.6

-3.1

유로지역

4.5

14.2

9.2

2.9

12.5

-1.3

-6.7

1.5

25.9

1.6

독일

4.7

3.6

0.7

-1.7

-3.0

-0.9

3.4

7.4

4.4

3.4

유로지역

5.8

9.3

3.7

2.8

2.5

5.2

5.1

5.2

5.1

2.9

독일

2.9

2.0

3.3

1.1

2.0

0.6

2.0

1.7

2.9

1.9

유로지역

6.9

6.4

4.3

4.2

4.2

4.2

4.9

4.9

4.2

3.5

주 : 유로지역은 15개국 기준(벨기에, 슬로바키아제외)

자료 : Eurostat

o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수지도 2006년부터 흑자를 보였으며 2011년
에는 통독이후 최대 규모인 151억유로의 흑자를 기록
독일 사회보장기금 수지
(십억유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7

-0.1

-4.2

-6.0

-6.8

-0.8

-3.9

4.9

10.8

7.2

-15.1

2.2

15.1

자료 : Eurostat

사회보장기금 지출/GDP 비율

독일 실업급여수령자 및 장기1)수령자 비중
(천명)

(GDP대비, %)

자료 : Eurostat

(비중, %)

주 : 12개월 이상 기준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5. 평가 및 전망
□ 최근 독일 경제의 호조는 슈뢰더정부 이후 추진된 개혁에 상당부분 기
초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유로지역 위기 극복방안의 큰
축으로 구조개혁이 강조되는 근거로 사용
* Agenda 2010의 성공은 오늘날 독일경제성장의 원천(seed)으로서(Marsh 2010) 노동
시장을 올바른 방향(right direction)으로 유도(Schneid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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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smussen ECB 집행이사(독일출신)가 유로지역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을 역설하면서 Agenda 2010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WELT-Wäh- rungskonferenz 2012)하는 등 많은 독일내외 인사들 이 이를
성공사례로 인용
* 현 노동부장관 U. von der Leyen은 TV인터뷰(2012.8.15.) “지난 10년간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어 든 것은 슈뢰더정부의 개혁정책 덕분“이라고 언급
** M. Monti 이탈리아총리는 8.29일 국채입찰 결과가 긍정적인 데 대해 “노동시장 등의
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o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노동시장 개혁*을 광범위하게 추진중인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동 개혁추진을 통해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경
쟁력 제고 및 생산성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Commerzbank 2012)
* 회사별 임금협약의 자율성 제고, 해고보상금 감축 및 해고요건 등 완화, 경기침
체시 임금삭감 및 근로시간변경 용이 등

□ 다만, 독일의 경우 개혁추진 시기에 유로지역 등 여타선진국 경기가 활황
을 맞았다는 점에서, 모든 나라가 개혁을 시행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Economist 2012.4.14.)
o 슈뢰더 독일 전 총리는 남유럽 위기해법과 관련하여 Agenda 2010 형태의
개혁만을 권장해서는 안되며 그 나라에 적합한 내수진작 정책이 수반되
어야 한다고 권고(WSJ 인터뷰 2012.7)
o 또한 독일의 경우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고용조
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각국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한계있다는 지적(Dietz et al, 2011)
o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단위노동비용증가를 바탕으로 한 독일의 경
쟁력 향상은 독일의 유로지역 역내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역내 불균
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도 제기*
* 다만, 2001년부터 증가하던 독일의 대유로지역내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부터 감
소추세에 있으며 역내수출의존도도 축소

□ 한편 독일내에서는 개혁을 바탕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o 근로시간, 사회보장혜택, 근로자의 권익 및 해고보호 등이 완화되면서 “정
규풀타임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등 비전형적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심화* 및 빈곤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Bodegan et al. 2010)
* 독일의 Gini계수는 주요국중 가장 낮지만 2003~2008년중에는 가장 크게 악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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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Gini 계수
2003(a)
2008(b)
b-a

독일
0.286
0.300
+0.014

프랑스
0.284
0.292
+0.008

이탈리아
0.352
0.337
-0.015

스페인
0.319
0.317
-0.002

미국
0.374
0.378
+0.005

** Schröder 전총리도 금년초 행한 연설에서 Agenda 2010의 부작용으로 저임금 섹터
의 증가와 임시직의 양산을 거론(“Agenda 2010 – The Key to Germany’s
Economic Success”, 2012.4.23.)

― 특히 여성근로자가 서비스부문, 파트타임·Mini job 등 저임금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
* Mini job에서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5%(2003년)에서 27.3%(2011년)로 증가

o 임금 불평등 심화, Mini job 근로자에 대한 납부면제 등으로 사회보장
비 납부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미래 연금대상자들의 빈곤위험이 높
아지는 문제점도 거론
o 최근 Lufthansa 항공사 파업(2012.8)의 주원인중 하나도 사용자측의 저임
금 임시파견근로자 이용 증가*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고조된 데 있음
* 금속노련(IG Metall)이 5,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2010.9월) 결과 금
융위기 이후 43% 기업이 신규고용시 임시파견근로자 고용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

o 이와 관련 최근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약정을 기업별로 도입하고 정치
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24개월이상 근무 임
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여타국에 비해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는 현 시기를 이용하여 재정
을 보다 건전화하면서 새로운 중장기 개혁프로그램(소위 Agenda 2020)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Welt am Sonntag, 2012.8.26)
o 쾰른연구소(IW) 소장 M. Hüller, 슈뢰더 정부시절의 “개혁의 아버지”
라 불리던 B. Rürup 등은 지금이야 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개
혁을 위한 정치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장*
* 현재의 독일 경제호황을 1990년대초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의 경기가 둔화된 반
면 독일은 통일효과 등으로 경기호황을 보이던 시기와 비교

o 독일의 경제지표는 위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부채비율
이 매우 높고 사회보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 현 정부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
의가 필요(Handelsblatt, 2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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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배경*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프랑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과정에서
도 양호한 모습을 견지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 들어 대외경쟁력 약화
에 따른 대외불균형 심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채무감내력) 저하, 금융
부문의 안정성 저하 등을 배경으로 향후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 현재 제기되는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적
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프랑스는 물론 주변국의 재정·금융위
기 관리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o 프랑스는 유로지역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역내 전체의 금융 및 실물부
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프랑스에서의 금융경제여건 악화는
여타 회원국으로 광범위하고도 신속하게 파급될 가능성
o 특히 프랑스의 국채시장에서 신용이벤트(credit event)가 발생하거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될 경우 위기관리기구
(EFSF/ESM)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현 위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o 이는 그동안 심화와 개선을 반복하던 유로지역의 위기가 보다 심각하
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프랑스는 기업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조세제
도 개편, 재정건전화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1. 검토배경
□ 유로지역 주변국에서 발생한 재정･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핵심국인
프랑스 경제도 내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당히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o 프랑스 경제는 금년 들어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 등의 내수 부진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52호(2012.12.28), 국제경제리뷰 제2012-50호(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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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성장률1)

프랑스의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 %p)
2)

비중
실질GDP

100.0 1.8

민간소비 57.7
정부지출 24.5
고정투자 20.1
수
출 27.0
수
입 29.8
성 장 내 수
재 고
기여도 순수출

자료 : ECB

92
-08

‘09 ‘10‘11‘12f) ‘13f)
-3.1 1.7 1.7 0.2 0.4

1.8
0.3
1.5
2.5
2.3 -10.6
4.7 -12.1
4.9 -9.6
1.8 -1.5
0.1 -1.2
0.0 -0.5

1.5
1.8
1.2
9.6
8.9
1.6
0.1
0.0

0.3
0.2
3.5
5.3
4.9
0.9
0.8
0.0

(0.1)
0.0
1.3
0.3
2.6
0.8
0.4
-0.6
0.5

주 : 1) EU집행위원회(2012.11). (
IMF전망치
2) 2011년 명목GDP 기준

(0.4)
-0.1
1.1
0.1
2.1
0.9
0.2
-0.2
0.3

)내는

o 프랑스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주요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의 핵심국 가운데서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은 수준
주요 선진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1)

유로지역의 국채 스프레드1)

주 :1) 5년물 달러화 기준(미국은 유로화)
주 : 1)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 대비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o 금년 1월에는 S&P가, 11월에는 Moody’s가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유로지역 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
⇒ 최근 프랑스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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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부각되고 있는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
1.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증
□ 2000년대 들어 프랑스는 수출품목이 유사한 선진국 및 기술력이 향상
된 신흥시장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면서 수출시장 점유율
이 빠른 속도로 하락
o 점유율 하락정도가 2005∼11년 평균 –18.4%(2000∼04년 평균 대비)로 EU
의 거시경제불균형 판단기준인 –6%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o 그간 강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고급기술품목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출도 둔화
EU 주요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1)

고급기술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기간평균, %)
독

1999~
2000
일 9.0

2000
~04
8.8

2005 200020102011
~11
8.7 8.0 8.2 8.1

프 랑 스

5.6

4.9

4.0

4.8 3.8 3.7

네덜란드

3.6

3.4

3.2

3.3 3.0 3.0

이탈리아

4.6

3.9

3.3

3.8 2.9 2.8

스 페 인

2.2

2.3

2.2

2.1 2.0 2.0

영

국

5.4

5.1

4.0

5.1 3.5 3.5

스 웨 덴

1.5

1.4

1.3

1.4 1.2 1.2

폴 란 드

0.6

0.7

1.0

0.6 1.1 1.0

주 : 1) 상품 및 서비스 기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이러한 대외경쟁력 약화는 가격요인(노동비용의 상승 및 실질실효환율) 및 비
가격요인(구조적 문제)에 기인(자세한 내용은 <참고> 프랑스의 대외경쟁력 약화 요
인 참조)

o (가격요인) 단위노동비용 수준이 독일․영국을 크게 상회하고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 위기발생국가와 대체로 유사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동유
럽 등 저임금국가에서 생산과정의 일부를 수행(offshoring)하는 비중도
낮아 생산원가의 절감 및 생산성의 향상 효과도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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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가격요인) 국가의 강한 규제,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등
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대기업은 신시
장 개척보다는 기존 시장에서의 전문화에 주력하고 고용창출을 주도
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에서 열위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노력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미흡
□ 이에 따라 프랑스의 경상수지는 1999년(EMU 출범) 당시의 대규모 흑자에
서 점차 줄어들어 2005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였고 그 규모가 상품수지
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1999년 +430억유로, GDP대비 3.1% → 2011년 -389억유로,
GDP대비 2.0%)

o 상품수지는 주로 유로지역 및 중국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시현
프랑스의 경상수지1)

주요국의 경상수지

주：1) 2012년은 전망치
자료：IMF

주：1) 상품․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의 합계
자료：ECB

프랑스의 지역별 상품수지1)
(억유로, %)
전 세계
EU(26개국)
유로지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중국

수출
16,515
11,017
(66.7)
8,542
(51.7)
2,560
1,227
1,494
1,278
(7.7)
199
(1.2)

2000~2004
수입
17,072
10,763
(63.0)
8,761
(51.3)
3,060
1,165
1,545
1,291
(7.6)
632
(3.7)

주：1) 2012년은 1~9월 기준. (
자료：ECB

수지
-557
253
-219
(39.2)
-500
62
-51
-13
(2.3)
-432
(77.6)

)내는 지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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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0,386
19,288
(63.5)
15,186
(50.0)
4,885
2,257
2,586
1,853
(6.1)
759
(2.5)

2005~2012
수입
35,346
21,216
(60.0)
17,424
(49.3)
6,218
2,831
2,799
2,075
(5.9)
2,459
(7.0)

수지
-4,960
-1,928
(38.9)
-2,238
(45.1)
-1,334
-574
-213
-221
(4.5)
-1,700
(34.3)

□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이후 독일, 스페인 및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및 서비스시장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프랑
스의 경우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구조개혁을 진
행하고 있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침
o 2012.10월에는 소규모 자본으로 민간투자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유망기
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투자은행*(BPI：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설립을 발표
* BPI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업무를 하는 Fonds Stratégique ďIvestissement와 OSEO
합병으로 설립. BPI는 독일 중기업(Mittelstand)과 같은 기업육성을 위해 설립

o 11.6일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향후 3년에 걸친 200
억유로 규모(GDP대비 1%)의 세액공제(tax break) 조치*를 발표
* 세액공제로 인한 재정감소분은 지출 삭감(GDP의 0.5%, 2014-15년), 부가세율 인
상, 환경세 신설을 통해 보전. 부가세율 인상은 최고세율(19.6% → 20.0%), 중간세
율(7% → 10%), 최저세율(5% → 5.5%)로 구분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o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산업계 요구(세부담 축소 규모(300억유로) 및 시한(2
년))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IMF는 향후 프랑스가 이탈
리아․스페인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2. 재정의 지속가능성(채무감내력) 저하
□ 프랑스는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해 성장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서 재정지출비율(GDP대비)과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
* 조세부담율(2008년) : 프랑스 42.8%, EU27개국 평균 39.3%(유로지역 평균 39.7%)

o 특히 EMU 출범 이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짐
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 재정지출비율(GDP대비)이 2009∼11년 56%까지 상승하여 유로지역 국
가중 최고치를 기록
o 1981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국가채무가 국민소득(NI)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2012년에는 90%
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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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실효세율1)

주요국의 정부지출비율1)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1)

주：1) 2000~08년 평균
실효세율=세수/과세
기반
자료：OECD

주：1) GDP대비. 2007~11
년 평균
자료：IMF

주：1) GDP대비. 2012년 전망
은 IMF자료
자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ECD, CBO

□ 현재 추진중인 재정건전화 계획으로는 현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의 조속한 추진이 주요 과제로 부각
o 경제전망 및 재정건전화 계획에 비추어 프랑스가 2013년에 재정목표
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Moody’s 2012, Deutsche Bank 2012)
프랑스의 재정지표 전망
프랑스 정부(9.28)
IMF(10.9)
재정수지비율 OECD(11.27)
Morgan
Stanley(12.7)
프랑스 정부(9.28)
IMF(10.9)
국가채무비율 OECD(11.27)
Morgan
Stanley(12.7)

2011
-5.2

(GDP대비, %)
2014f)
2015f)
-2.2
-1.3
-2.8
-2.1
-2.9
-

2012f)
-4.5
-4.7
-4.5

2013f)
-3.0
-3.5
-3.4

-4.5

-3.4

-2.9

-

87.4
90.0
91.2

88.4
92.1
94.2

87.3
92.9
95.8

85.4
92.3
-

90.0

92.5

93.3

-

85.3

3. 금융부문의 안정성 저하
 금융부문에서 불안 조짐이 현재화
□ 프랑스의 금융부문*은 경쟁력 및 건전성을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 프랑스 은행의 자산 규모는 영국에 이어 EU 27개국중 두 번째를 차지하며 6개의
대형 은행그룹과 2개의 전문대출기관이 은행부문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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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변국의 국가채무위기 확산과정에서 프랑스의 금융부문은 안전자산
처로서의 역할을 수행
EU 국가별 은행자산1) 규모 및 EU내 비중 프랑스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시장점유율
(조유로, %)
국

가

은행자산
규모

EU내
비중

GDP대비

영
국
9.7
21.0
558.9
프 랑 스
8.4
18.1
420.3
독
일
8.4
18.1
326.5
이 탈 리 아
4.1
8.8
257.2
스 페 인
3.6
7.9
339.4
네 덜 란 드
2.4
5.2
403.4
아 일 랜 드
1.3
2.8
839.2
벨 기 에
1.2
2.6
325.4
덴 마 크
1.1
2.5
477.5
스 웨 덴
1.1
2.5
294.9
룩셈부르크
1.1
2.4
2,572.3
오스트리아
1.0
2.2
336.5
포 르 투 갈
0.6
1.2
335.6
그 리 스
0.5
1.0
221.7
기
타
1.8
3.7
180.7
E U 2 7 개 국 46.3
100.0
367.0
주：1) 은행 = 예금은행＋머니마켓펀드
자료：European Banking Federation
자료：Standard & Poor’s(2012)

o 가계부채비율(GDP대비)도 67%(2012년 IMF전망)로 유로지역 평균(71%)을 하회
□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비금융기업
(GDP대비 134%) 및 금융기관(172%)의 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프랑스의 금융부문이 역내의 금융불안에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
다고 지적(IMF 2012.10월)
경제주체별 부채비율1)
(%)
가계
그
아
이
포
유로지역 스
벨
프
독
유
영
기
타 미
일

리
일 랜
탈 리
르 투
페
기
랑

스
드
아
갈
인
에
스
일
로 지 역
국
국
본

69
117
51
104
87
55
67
58
71
99
86
76

비금융기업 금융기관
73
289
114
158
186
186
134
64
138
116
89
145

40
706
105
59
115
123
172
97
145
232
88
188

주：1) GDP대비. 2012년 기준(전망치)

정부부문
비거주자에
대외부문
에 대한
대한
채권
정부채무
13
28
38
24
35
24
18
23
8
8
83

204
1,750
146
285
225
404
296
219
194
692
161
73

95
71
46
64
25
57
58
51
26
28
32
18

자료：IMF(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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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 및 주택가격 하락이 부동산대출의 부실
심화를 통해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잠재
― 2012년 9.1일 정부는 2008년 및 2011년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Dexia에
이어 CIF*에 대해서도 2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계획을 발표
* 56개 지방대부조합이 소유한 파리 소재 저축은행으로서 주택대출시장의 점유
율은 4%를 차지하고 2012.1월말 현재 330억유로의 부동산대출을 보유.
Moody’s는 자본시장 접근이 더 이상 어렵고 구조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아
CIF의 장기신용등급을 A1 → Baa1으로 강등(8.28)

― 특히 향후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도 확대될
우려*
* Jean-Marc Ayrault 총리는 Dexia 및 CIF(Credit Immobilier de France) 이외에
일부 은행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
∙ S&P는 2012~13년중 주택가격이 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4.23일)

은행부문의 안정성 지표1)

주요국의 주택가격지수

(%)

자료：eurostat

부실대출/ 이익/자산 Tier 1
총대출 비율
비율 자본비율
그리스
20.2
-0.4
1.5
아일랜드
19.1
-0.8
16.2
이탈리아
10.7
0.4
9.5
영
국
7.5
0.0
12.6
스페인
5.6
0.2
10.5
프랑스
5.2
0.2
11.5
미
국
4.8
0.8
13.4
포르투갈
4.1
0.3
9.1
독
일
3.5
0.2
11.9
네덜란드
2.7
0.4
14.3
일
본
2.2
0.5
12.3
스웨덴
1.8
0.6
16.7
캐나다
0.9
‥
12.7
주：1) 2012.1/4분기 기준
자료：IMF(2012b)

□ 이에 따라 OECD는 대규모 은행자본확충이 필요한 국가로 그리스에 이
어 프랑스를 지목(Economic Outlook, 2012)
o 프랑스는 그리스(7.8%)와 함께 Core Tier 1의 자본확충을 위해 GDP대
비 7% 이상의 자금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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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회원국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필요규모1)

주：1) 각국 대형 은행(200개)이 최소 레버리지 비율(Core Tier 1 capital) 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
자료：OECD(2012)

 유로지역의 위기에 전염될 가능성
□ 프랑스는 유로지역의 위기관리기구(ESM/ESFS)에 대한 출자지분이 독일
다음으로 클 뿐 아니라 국내은행의 주변국 익스포져 비중이 높아 주변
국(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잠재
o 프랑스 은행들이 보유한 국외채권 중에서 대 이탈리아 채권은 12.4%
를 차지
프랑스 은행의 국외 채권보유1)

프랑스 및 주변국의 국채금리 상관관계1)

(억달러, %)
전 세계 유럽은행
대외청구권

프랑스

독일

7,065 (2.8)6,301 (3.7) 3,392 (12.4) 1,253 (4.7)

공적 부문

1,753 (3.2)1,343 (3.9) 588

(10.0) 387

(13.5)

은행

916

(6.4) 283

(3.2)

비은행 민간

4,362 (3.0)4,118 (4.2) 2,450 (15.5) 583

(3.9)

기타

34

(5.9) 0

(0.0)

5,407 (3.4)2,307 (2.8) 675

(4.4) 478

(3.9)

파생상품

1,034 (2.6)774

(2.3) 128

(3.5) 107

(2.4)

보증

3,719 (4.3)979

(3.9) 213

(3.2) 321

(6.7)

신용공여

653

(2.3) 334

(6.5) 50

(1.7)

잠재 익스포져

(1.8)806
(1.6)34

(1.9)554

(2.3) 326
(1.6) 27

주：1) ( )내는 각 지역별 이탈리아 채권 비중
자료：BIS

주：1) 전일대비 변동률 및 3개월 이동
평균 기준
자료：Bloomberg

□ 특히 프랑스가 시장의 신뢰 저하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유로
지역의 위기관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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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tch로부터 A1 신용등급을 받을 경우 자금지원국가인 핵심국의 신용
도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EFSF의 신용등급도 영향을 받게 됨
― Moody’s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Aaa→Aa1, 11.19일) 및 ESM/EFSF와
자금지원국가간 신용리스크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ESM/EFSF의 신용
등급을 종전 Aaa에서 Aa1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음(11.30일)
트리플 A 신용등급을 가진 유로지역 국가의 신용등급 조정1)
S&P의 등급 조정

전
망

Moody’s의 등급 조정

전
망

Fitch의 등급
평가

1단
1단
N Aaa → Aa1 (11.19)
N
AAA
계
계
독
일
AAA
Aaa
AAA
네 덜 란 드
AAA
Aaa
AAA
핀 란 드
AAA
Aaa
AAA
1단
오스트리아 AAA → AA+ (1.13)
N
Aaa
AAA
계
룩셈부르크
AAA
Aaa
AAA
주：1) 2012.1.1.일~11.23일 기준. ( )내는 신용등급 조정일. N: 부정적, P: 긍정적
프

랑

스 AAA → AA+ (1.13)

유로지역의 국가별 EFSF에 대한 보증약정 규모 및 비중
(백만유로, %)
신 보증약정
신 보증약정
보증약정 규모 보증약정 비중
규모1)
비중
독일
211,045.90
27.06
211,045.90
29.07
프랑스
158,487.53
20.31
158,487.53
21.83
이탈리아
139,267.81
17.86
139,267.81
19.18
스페인
92,543.56
11.87
92,543.56
12.75
기타
178,438.34
22.90
124,655.21
17.17
합계
779,783.14
100.0
726,000.01
100.0
주：1) 유로지역 17개국 중 3개 구제금융수혜국(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을 제외
자료：EFSF Investor Presentation

3. 종합 평가
□ 프랑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과정에서
도 양호한 모습을 견지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 들어 대외경쟁력 약화
에 따른 대외불균형 심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채무감내력) 저하, 금융부
문의 안정성 저하 등을 배경으로 향후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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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 대외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조세제도를 성장친화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o 조세부담률 수준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법인․개인소득세보다는 소비
및 주택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구성(tax mix) 변경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평가*
* 전체 조세부담보다 조세구조가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침(Martinze-Vazquez at al,
2010)

o 이와 함께 사회보장세* 및 법인세율**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과세기반을 넓히는 한편 과도한 기업레버리지를 초래하
는 이자의 세액공제를 제한할 필요
* 임금의 세부담 비율이 OECD 국가중 최상위권
** 법인세율이 선진국중 최고수준

□ 현재 제기되는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적
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프랑스는 물론 주변국의 재정･금융위
기 관리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o 프랑스는 유로지역에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가 역내 전체의 금융 및
실물부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프랑스에서의 금융경제여건
악화는 여타 회원국으로 광범위하고도 신속하게 파급될 가능성
o 특히 프랑스의 국채시장에서 신용이벤트(credit event)가 발생하거나 국
가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될 경우 위기관리기구
(EFSF/ESM)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현 위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심화와 개선을 반복하던 유로지역의 위기가 보다 심각
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금융경제여건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강등될
경우 프랑스계 은행 및 EU 위기관리기구(ESM/ESFS)의 신용등급도 하향조정되
면서 현재 추진중인 위기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프랑스는 기업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조세제
도 개편, 재정건전화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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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의 대외경쟁력 약화 요인
□ 2000년대 들어 프랑스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가격요인
및 비가격 요인에 주로 기인
< 가격요인 >
① 높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 및 실질실효환율
□ 단위노동비용 수준이 독일․영국을 크게 상회하고 주변국(이탈리아․스페인)과
대체로 유사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
o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실질 피용자보수 기준) 증가율이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유로지역 평균에
근접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1)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주：1) 가격 디플레이터로 수출가격
을 이용. 실질실효환율 상승
은 수출가격 상승을 의미
자료：EU집행위원회

주：1) 경제 전체 기준
자료：OECD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1)

생산성 증가율1)

주：1) Real compensation per employee 주：1) 경제 전체의 종업원 1인당
(경제 전체)
생산성
자료：EU집행위원회
자료：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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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낮은 오프쇼링(offshoring) 비중
□ 동유럽 등 저임금국가에서 생산과정의 일부를 오프쇼링하는 비중이
낮아 생산원가 의 절감 및 생산성의 향상 효과가 크지 않음(European
Commission 2012)

o 지리적 불리성 등으로 독일에 비해 동유럽에서 오프쇼링을 할 유인이
적은 점도 오프쇼링 비중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
유럽 주요국의 생산구성 변화1)
(%p)
기업내부
생산
독
프 랑
이 탈 리
스 페
핀 란
영

일
스
아
인
드
국

-6.19
-3.85
-3.48
-3.93
-4.23
0.06

국내 아웃소싱

해외 오프쇼링

비핵심부 서비스부
비핵심부 서비스부
핵심부문
핵심부문
문
문
문
문
-0.43
-1.13
-1.20
-0.19
-2.05
-4.17

-2.90
-0.15
-1.53
-0.33
-1.56
-4.67

-0.04
1.58
1.59
0.37
0.12
0.65

4.05
1.89
1.17
1.67
0.95
1.31

2.78
1.81
0.67
1.01
0.55
1.31

0.36
0.22
0.29
0.79
2.09
0.37

주：1) 1995~2008년중 제조업 생산구성 변화
자료：Schwörer(2012)

< 비가격요인 >
① 강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제약
□ 국가의 강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통해 기업활동이 제약
o 1985∼2000년중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도가 높은 편
― 노동･상품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 및 유
로지역에서 가장 큰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창업의욕이 낮은 수준*
* 프랑스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3)에서 34위를 기록
(1위 싱가포르, 4위 미국, 7위 영국, 11위 핀란드, 20위 독일, 24위 일본,
30위 포르트갈, 31위 네덜란드, 33위 벨기에)

― 기업의 고용률(63.9%)도 OECD평균(65.0%)을 하회
∙ 이는 ①높은 수준의 노동소득세율 및 법정최저임금, ②과도하게
이원화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계약, ③노사간 대화 미흡
(노동조합의 대표성 결여로 대화에 차질), ④적극적인 고용지원조치의
미진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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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고용률1)

주요국의 고용보호 엄격성1)

주：1) 15~64세 및 2012.3/4분기(스위스․독일․오스 주：1) 숫자가 클수록 엄격. 2008
트리아․영국․핀란드․프랑스․벨기에․폴란드․아자료：OECD
일랜드․헝가리․이탈리아․그리스는 2012.2/4
분기)
자료：OECD

― 독일, 이탈리아 및 영국에 비해 고용창출의 주된 원천인 중소
기업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프랑스의 우량주가지수(CAC 40)에
1987년 편제된 이후 편입된 종목이 부재
주요국 우량주가지수의 종목 변경
(개, %)

우량주가지수 주식시장 시가
지수편제
지수
명칭
비중1)
시작일
종목수
프 랑 스
CAC 40
44
1987
40
독
일
DAX
69
1990
30
이탈리아
FTSEM1B
12
2009
40
스 페 인
IBEX
48
2011
35
영
국
FTSE 100
61
1984
101
주：1) 2012.11.16일 기준
2) 1987년부터 2012.10월말까지 지수 편입 종목수 기준
( )내는 제외 종목수
자료：박진호(2012)

편입(제외)
종목수2)
0
34
6
1
(0)
360

②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 저하
□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마이크로기업의 고용비중(95%)은 대부분을 차지
o 특히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이 신시장 개척보다는 기존 시장에
서의 전문화에 주력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 다변화가 미진한 상황
* 일부 최고급 상품․서비스 생산, 인프라(특히 수송 및 에너지) 구축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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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별 중소기업1)의 고용 비중

프랑스 소재 수출기업의 구성
(개)
수출기업 유형 2001(A) 2011(B)
중소기업

93,000

(A-B)

78,000 -15,000

기업그룹 지사

6,000

6,000

0

외국기업

9,000

11,000

2,000

합계

108,000

95,000 -13,000

(%, 천개)
EU 27개국
독
일
덴 마 크
아일랜드
영
국
네덜란드
핀 란 드
벨 기 에
스 페 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 웨 덴
프 랑 스

대기업
0.2
0.5
0.4
0.3
0.4
0.3
0.3
0.2
0.1
0.1
0.1
0.2
0.0

중소기업
7.8
16.5
14.6
11.8
10.3
9.4
8.0
7.2
6.8
5.6
5.8
5.2
5.1

중
1.1
2.4
2.4
1.9
1.5
1.4
1.1
0.9
0.8
0.5
0.7
0.8
0.2

소 마이크로 기업수
6.7
92.0
20,994
14.1
83.0
1,880
12.2
85.0
211
9.9
87.8
158
8.8
89.3
1,731
8.0
90.4
583
6.9
91.7
202
6.3
92.5
426
6.0
93.1
2,653
5.1
94.3
3,947
5.1
94.0
778
4.4
94.7
586
4.9
94.9
2,641

주：1) 고용기준 분류：대기업 250명 이상, 중기
업 50~249명, 소기업 10~49명, 마이크로기업
1~9명
자료：EU통계청, INSEE(프랑스)

자료：French Parliament(2011)

③ 민간부문의 혁신 미흡
□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기업의 마진(margin) 및 시
장점유율 면에서의 강점을 상실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재화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저하
o 기술개발투자(GDP 기준)가 미국, 일본 및 독일의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수(GDP 10억달러당 건수)도 매
우 낮은 수준
* EU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수출실적이 양호(European
Commission et al., 2010)

주요국 제조업의 수익지표1)

주요국의 혁신지표
R&D투자1)

(GDP대비, %)
PCT 특허출원수

정부 기업 2003-08년2) (GDP10억달러당)
핀 란 드
스 웨 덴
네덜란드
독
일
프 랑 스
캐 나 다
미
국
일
본
스 페 인
영
국
이탈리아
OECD평균

1.15
1.06
0.96
0.93
0.85
0.82
0.73
0.71
0.67
0.65
0.54
0.71

2.70
2.34
0.89
1.92
1.38
0.91
2.04
2.49
0.71
1.07
0.66
1.27

5.2
2.3
1.1
2.6
0.5
3.6
4.2
8.4
3.7
2.3
3.33)

1.93
2.13
1.44
0.94
0.72
0.63
1.08
0.18
0.49
1.12
0.62
1.03

주：1) 2010년 기준(캐나다 2011년, 미국 2009년)
2) R&D지출 평균증가율
주：1) 부가가치 대비 영업잉여
3) EU27개국 평균
자료：eurostat
자료：OECD,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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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고령화 파급영향과 노동․연금개혁 방향*
김민수 신흥경제팀 과장
장석환 선진경제팀 조사역
`◆ EU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현재 고령사회(2010년 기준, 고령인구비중
17.4%)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40년에는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이러한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연금·장기요양·
의료보험 등의 공공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노동 및 연금 개혁을 중점과제
로 추진
ㅇ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은퇴연령 연장, 출산혜택 확대,
직업교육 강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 시정 등을 추진하여
고령층 및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는 한편 외국인의
노동공급 확대를 도모
ㅇ (연금개혁)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조기은퇴 방지, 납입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금지출 부담을 경
감함과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민간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으로 전환

1 . 검토배경
□ EU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현재 고령사회*에 들어선 데다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40년에는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EU집행위, The 2012 Ageing Report, 2012)
*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4%인 국가를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20%인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국가
를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

o 2010년 EU 27개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17.4%로 대부분
의 국가가 고령사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일(20.6%)
및 이탈리아(20.3%)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9호(2013.2.28), 국제경제리뷰 제2013-4호(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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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구 피라미드도 고령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에 영향을 받아 현재
의 방추형(Spindle-shaped)에서 2060년에는 종형(Bell-shaped)으로 바뀔 것
으로 예상
EU의 고령화 전망

EU의 인구 피라미드

자료: EU집행위(2012)

□ 이와 같은 고령화 진전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
장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EU 및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o EU 집행위의 ‘The 2012 Ageing Report’를 중심으로 EU에서의 고령
화 진전에 따른 파급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정리

2 . 고령화 진전 및 파급영향
□ 고령화 진전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①잠재성장률 하락(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 변화) 및 ②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의 확대를 유발
고령화의 파급영향

자료: EU집행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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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세율이 적절
히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 감소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1.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 EU의 노동공급은 2022년 2.17억명으로 2010년 대비 7백만명 증가에 그
친 뒤 점차 줄어 2060년에는 1.95억명으로 축소될 전망
o 이는 연금 및 노동개혁에 따른 55~64세 인구의 취업 증가(경제활동참가
율 : 2010년 75.6% → 2060년 78.8%, 고용률 : 2010년 68.6% → 2060년 74.0%)에 비
해 경제활동가능인구(20~64세)가 더 큰 폭으로 감소(2010년 3.07억명 →
2060년 2.64억명)하는 데 기인
노동공급 관련 지표 전망

고용인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

→
(2010년)

(2060년)

자료 : EU집행위(2012)

□ 이에 따라 EU의 잠재성장률은 2010~20년*의 1.5%에서 2021~30년에는
1.6%로 약간 높아졌다가 2041~60년에는 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
* 최근 국가채무위기 등의 여파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에 수렴할 것으로 전제

o 특히 노동공급은 2020년대 초반까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2022년 이후로는 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2010∼60년의 잠재성장률 1.4%를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노동공급의
기여도*가 –0.1%p인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 및 자본축적의 기여도는
각각 +1.0%p 및 +0.5%로 나타남
* 노동공급의 요인별 기여도 분해 : 총인구 증가 +0.1%p, 고용률 상승 +0.1%p, 생
산가능인구비중 하락–0.2%p, 노동시간 감소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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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1)의 요인별 기여도

기간별 잠재성장률 전망

(%)

GDP성장률

자료 : EU집행위(2012)

1.4

총요소생산성(TFP)

1.0

자본축적

0.5

노동공급(∑A~D)

-0.1

총인구(A)

0.1

고용률(B)

0.1

생산가능인구(C)

-0.2

노동시간증감(D)

-0.1

주 : 1) 2010~2060년 평균

□ 회원국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대의 낮은 수준
에 머물 전망
o 독일, 폴란드 등의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1%를 밑
도는 수준까지 하락하는 반면 프랑스 및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상대
적으로 느린 고령화, 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여타국과 달리 현 수준
을 유지하거나 상승
o 한편 국가채무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점차 높아진 후
고령화의 영향이 현재화되면서 하락
국가별 잠재성장률 전망
(%)

잠재성장률
2010 2030 2060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페 인
영
국
폴 란 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E U 지 역

1.2
1.6
0.3
0.7
1.2
4.3
3.5
-1.9
1.2

0.5
1.6
1.4
2.2
1.9
1.5
1.7
1.9
1.5

0.8
1.6
1.5
1.6
1.8
0.6
1.0
0.6
1.4

1)

총요소생산성
2010 2060
0.5
0.7
0.0
0.3
1.0
1.4
2.2
0.6
0.6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변화
(%p)
0.5
0.3
1.0
0.7
0.0
-0.4
-1.2
0.4
0.4

1)

노동공급

변화
(%p)
0.2
0.1
0.3
-0.8
0.0
-0.6
-0.5
-1.5
0.0

화
2010 2060 변
(%p)
0.3 -0.7 -1.1
0.4 0.1 -0.4
0.1 -0.1 -0.2
-0.9 0.0 0.9
-0.3 0.2 0.5
1.8 -0.9 -2.7
0.2 -0.6 -0.8
-4.4 -1.0 3.4
0.1 -0.2 -0.2

자본축적
2010 2060
0.4
0.4
0.2
1.3
0.6
1.1
1.1
2.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6

65세이상
인구비중
2010 2030 2060
20.6
16.7
20.3
17.0
16.5
13.5
12.3
17.3
17.4

28.4
23.4
25.7
23.1
21.4
22.6
20.7
23.2
23.8

주 : 1)1971~2010년중 EU15개국 평균인 1.0%, 0.5%로 각각 수렴한다고 가정
자료 : EU집행위(2012)

- 154 -

32.8
26.6
31.6
31.4
24.6
34.6
33.5
35.6
29.5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지출 확대
□ 고령화와 관련된 공공지출비율(EU 27개국의 GDP대비 기준)은 2010년
26.0%에서 2060년에는 29.7%로 3.7%p 상승할 전망
o 항목별로 보면, 연금(+1.5%p), 장기요양(+1.5%p) 및 의료보험(+1.1%p) 지
출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비 지출(-0.1%p)은 저연령층의 인구 감소로,
실업수당(-0.2%p)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확대로 각각 감소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전망

자료 : EU집행위(2012)

회원국별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전망

자료 : EU집행위(2012)

① 연금지출 증가
□ 연금지출 비중은 2060년 12.9%에 달하여 2010년(11.3%)보다 1.6%p 증가
할 전망
o EU의 대다수 국가는 현재의 납입금을 기초로 수혜세대에 연금을 지급
하는 PAYG(pay as you go)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향후 고령화 진행
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재
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연령별 연금수혜액을 보면 연금 수령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주로 62~65
*
세→65~68세), 소득대체율 인하(48→41%) 등으로 69세 이하 연령의 수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수혜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금지출의 증가를 주도
* 연금 가입기간의 세후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받는 비율

― 국별로는 벨기에(+5.6%p), 스페인(+3.6%p) 등의 연금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이탈리아(-0.9%), 덴마크(-0.6%), 폴란드(-2.2%) 등의 비
중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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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연금수혜비중 전망

국별 연금지출 전망

자료: EU집행위(2012)

자료: EU집행위(2012)

②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지출 증가
□ 의료비지출 비중은 고령화 진행과 함께 계속 상승하여 2060년에는
8.3%로 2010년(7.1%)보다 1.2%p* 높아질 전망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분의 절반을 의료비에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과 같은 기술적 측면과 의료보험 수혜대상 확대,
혜택범위의 동질화,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비중이 1.8%p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국별 의료비지출 전망

자료: EU집행위(2012)

국별 장기요양비지출 전망

자료: EU집행위(2012)

o 장기요양지출 비중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심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공공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서 2060년에는 3.4%까지 상승하여 2010년(1.8%)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
③ 교육비 및 실업수당 지출의 소폭 감소
□ 교육비지출 비중은 2060년 4.5%로 2010년(4.6%)보다 0.1%p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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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
구하고 고령화로 취학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초등교육비 지출이 감소
하는 데 주로 기인
□ 한편 실업수당지출 비중은 2060년 0.7%에 그쳐 2010년(1.1%)보다 0.4%p
낮아질 전망
o 개별 회원국에서 노동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고령·여성층의
취업 확대로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수당지출도 감소
o 특히 재정위기의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진 주변국의 경우 향후 경제가 정
상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실업수당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국별 교육비 지출 변화

자료: EU집행위(2012)

국별 실업수당 지출 변화

자료: EU집행위(2012)

3.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연금개혁 방향
□ EU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및 재정부담 가중 등에 대
응하여 고령･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함과 아울러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
여 왔음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스톡홀름 EU정상회의는 ①정부부채 축소, ②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성장 촉진, ③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제시한 바 있음

1. 노동개혁
□ 청･장년층의 인구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취학기간 확대 등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층 및 여성의 경제활
동 촉진과 출산율 제고, 이민유입 확대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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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층의 고용 촉진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파트타임제 확대, 각종 규제 철폐 및 보조금 지
급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업급여의 축소,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취업유인을 제고
주요국의 고령층 고용촉진 정책

독
일

-

법적 은퇴연령을 2029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조기연금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
58세 이상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점진적 지급 중단
파트타임 근무보조금 제도(subsidised part-time employment scheme*)를 폐지
하여 동 제도를 악용하여 조기 은퇴하려는 유인을 억제
*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는 제도

- 고령층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고령층 고용조건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층 고용을 촉진

프
랑
스

스
웨
덴

- 법적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조기퇴직제도 및 의무퇴직연령
(70세)를 폐지
-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할증(surcote)제도 도입
- 고령자 채용 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 해고시 실업보험
기금 부담금(Delalande tax)을 폐지
- 채용시 연령 차별 금지
-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에 따라 근로권리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 실업수당 지급 조건을 강화
- 조기퇴직제도 폐지
- 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규모를 확대하고 근로
소득세 인하
-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정책 실행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고령층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 저하를 억제
o EU 주요국의 고령층 교육활동 참가율이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의 참가
율은 여타 국가를 큰 폭 상회
고령층1)의 교육활동 참가율
독일
26

네덜란드
29

핀란드
38

스웨덴
61

주: 1) 55~64세, 2007년 기준

노르웨이
41

(%)
OECD 평균
27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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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유로지역 주요국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평균은퇴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
고령층1)의 경제활동참가율

주: 1) 55~64세

평균은퇴연령

자료: OECD

자료: Eurostat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제고
□ EU 주요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취업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
o (스웨덴) 여성의 가족내 역할의 재정립 및 위상 제고, 출산과 육아 관
련 부담 경감, 직장내 남녀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
― 사회 전반에서 기회･권리 균등을 촉진하고 각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법’(The Discrimination Act) 실행을 통해 남녀 차별을 시정
―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1∼12세 아동들에 대해 종일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상한
제를 도입
―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다음 자녀를 낳을 경우 직전 자녀의 출
산시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는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o (프랑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각종 수당을 제공하
는 등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시행
― 첫 출산시 916.70유로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후 만3세까지 매월
183.34유로씩의 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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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매월 568.85유로의 지원금
을 지급*
* 첫째 자녀의 경우 6개월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지급

―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매월 127.68유로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
인당 163.59유로씩 추가 지원
o (독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육아수당을 지
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
― 육아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이중 1년은 일시 유보하여 자녀
가 8세가 되기 전에 이용 가능
― 육아수당의 경우 프랑스와 유사하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수당이
늘어나는데, 둘째 자녀까지는 1인당 매월 184유로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190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1인당 215유로씩
추가 지급
□ 한편 주요국들의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GDP대비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1)
영국
4.22

프랑스
3.98

스웨덴
3.75

독일
3.07

네덜란드
2.48

주: 1) 2009년 기준

(%)
OECD 평균
2.7
자료 : OECD

□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 시행이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어느 정도 결
실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 등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스웨덴 및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이 상승
(스웨덴 : 2001년 78.0%/1.57명 → 2011년
62.5%/1.90명 → 2011년 66.6%/2.03명<2010년>)

79.1%/1.90명,

프랑스

:

2001년

o 그러나 독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출산율
은 답보 상태(2001년 1.35명 → 2011년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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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성별에 따른 역할 규범이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남
성부양자 중심의 정책이 대체로 우세한 데 기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

자료 : OECD

자료: Eurostat

③ 이민 확대를 통한 노동력 공급 촉진
□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민이 노동력 공급의 주요 경로로 부상
o 이민 확대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이외에도 특정 지식이나 기술, 언어
등에 능통한 노동자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EU 및 개별 회원국은 고학력·숙련(high-skilled) 근로자의 이
민을 확대하기 위해 Blue Card제도 등의 정책을 시행
o (EU) Blue Card 제도(2009년), 단일 이민허가제도(Single Permit Directive,
2011년) 등을 도입하여 고급인력의 유입을 촉진
― Blue Card는 역내 외국인취업자중 숙련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증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모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발
급 후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근로가 가능
― 단일 이민허가제도를 통해 이민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금, 근로환경
등의 측면에서 역내 회원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 비EU 국민이 역내 회원국에서 단일한 절차로 취업 및 거주에 대한 허가를 동
시에 받을 수 있음

o (프랑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허가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거주허
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박사학위 취득 학생이 취업할 경우 별도의 노
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 없이 근로허가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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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 비EU 출신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두는 등 여전히 이민에 대한
개방도가 낮은 편이지만 의사, 과학자 등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테스트를 면제하는 등 숙련노동자의 이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을 시행
2. 연금개혁
□ 유럽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비스마르크형’, 사적연금제
도를 바탕으로 하는 ‘베버리지형’ 및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노르딕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공적연금 성격이 강한 제도가 재정에 상대적으
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럽 연금제도의 기본유형1)
비스마르크형
특

베버리지형

노르딕형

－조합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징 －공적연금제도 위주로 발달 －기업연금제도 발달
－공적연금제도 위주로 발달
－독일이 1889년 최초 도입 －영국이 1908년 최초 도입 －덴마크가 1891년 최초 도입

정책 목표 －은퇴 전 수준의 생활유지 －노후빈곤 방지
공적연금관
리
공적연금급
여수준
공적
연금
재
(재원
원
조 구분)
달 기업
방 연금
식
개인
연금
도입국가

－은퇴 전 수준의 생활
유지․평등

정부․노․사

정부

정부

과거임금에 비례

과거임금에 비례

정액제

부과식
(사회보험료)

부과식
(조세)

부과식․부분적립
(조세․사회보험료)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의무)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자유)

중․남구권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벨기에․체코)

영미권
(영국․아일랜드․
네덜란드2)․덴마크3))

북․동구권
(스웨덴․핀란드․
폴란드․헝가리)

주: 1) Esping-Anderson(1990)의 분류방식 적용
2)네덜란드는 비스마르크형 →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 전환
3)덴마크는 노르딕형 →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 전환
자료: 박진호(2007)

o 특히 국가채무위기 발생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연금제도 개혁이 선결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공
적연금의 수혜 축소, 민간연금의 활성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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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위원회는 AGS(Annual Growth Surveys, 2011년·2012년)에서 성장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관련
하여 다음과 기본방향을 제시
① 평균수명 상승에 연계하여 은퇴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
② 조기 은퇴가 어렵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통한 고령층
의 고용을 촉진하여 연금지출 축소 및 납입기간 연장을 도모
③ 연금수령 연령에 대한 남녀간의 차별 시정
④ 은퇴 후 소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연금저축 지원
① 공적연금의 수혜 축소 및 납입기간 연장
□ 회원국들은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o 조기은퇴 방지 및 은퇴연령 연장
― 체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연금 수령
에 필요한 의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수급의 개시연령을 늦추
는 방향을 제도를 개편
― 조기은퇴에 따른 연금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조기은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은퇴 대신 다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
록 유도
o 공적연금의 기여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
― 독일은 기여율을 2001년 19.1%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22%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프랑스도 2008년 7.85%이던 기여율을
10.35%로 조정
― 소득대체율의 경우 독일은 현재의 41%에서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35%까지 낮출 계획이며, 프랑스(59%→53%), 스웨덴(35%→23%) 등 대부
분의 회원국들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
o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
― 독일, 스페인 등은 연금기여자의 수가 적어지면 이에 비례하여 연금
급여 수준이 자동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지속성지수*를 연금지급액
산출에 도입함으로써 고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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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지수 ＝ 1－[연금수령자/(연금기여자)]. 평균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
로 연금기여자에 비해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면 지속성지수가 낮아지면서 연금지
급액도 자동적으로 축소

o 남녀간 연금수령의 연령 불일치 시정
― 2009년 현재 27개 회원국중 13개 국가에서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
령이 남성보다 빨라 이들에 대한 연금지출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는바,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2020년경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불
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제외)에서 남녀간 연금수급의 개시연
령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
*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남성보다 빨랐던 것은 고용, 보수, 경력 등에서
존재하는 남녀간 차별에 대한 보상 측면이 강했는데,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일
치시키는 조치는 향후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연금개혁은 연금지출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고령화
에 따른 부양비율 상승으로 유발되는 연금지출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
기에는 부족하여 2060년에 연금지출 비율은 2010년보다 1.5%p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항목별로 보면, 수령연령의 상향조정(-2.9%p) 및 소득대체율 인하
(-2.7%p)가 연금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
2010~60년중 연금지출/GDP 비중 변동요인
(GDP대비, %, %p)
2010년
비율
11.3

부양
비율
변화
8.5

연금

연금개혁 효과
소득

적용률

대체율

변화

인하

-2.9

-2.7

노동시간

2060년

고용변화

기타개혁

변화

비율

-0.8

-0.6

0.1

12.9

자료: EU집행위(2012)

② 연금지급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 이탈리아는 1995년 연금구조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연금지출의 증가세가 완만해졌으며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율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2010년 15.3% →
2060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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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일정수준으로 정하여 국가 혹은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연금운용 수익과 납입액이 퇴직급여 지급액을 하회할
경우 국가 및 기업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함. 반면 연금가입자가 운용사를 선택하
여 기여액을 운용토록 한 후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게 될 급여를 정
하는 DC형은 기금운용 수익의 변동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DB
형보다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작음

o 현재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확정기여형
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전환 여부를 고려중
― 스웨덴은 연금가입자가 총임금의 18.5%를 의무 납입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중 86%(총임금 기준으로는 16%)는 현재의 연금수급자에
게 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4%(2.5%)는 개인계정에 적립하여 각
자 선택한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뒤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으
로 공적연금제도를 일부 민영화하였음
③ 민간연금의 활성화
□ 민간연금은 국가재정의 부담 가중, 경제위기의 발생 등과 같은 경제여
건의 변화가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o 이에 회원국들은 기업․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상 우대 제공, 납입액중 일
부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연금의 활성화를 도모
o 다만
성을
같은
있어

공적연금의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이민을 할 경우 연금의 지속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간연금의 경우 이와
보장이 없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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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최근 독일 경제가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
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
용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
◆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①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2000년대 노동개혁 및 제조업 육성정책이 경쟁력 향상과 경영기반
확충에 기여
• 뛰어난 산업 클러스터와 공공인프라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보완
• 확충된 경영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틈새시장 전
략을 구사
② 우수한 노동력 구비
• 중소기업은 사회안전망과 산별협약 적용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가 크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고급노동력 확보
와 고용안정을 동시 달성
• 정부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노동력 유지
가능
③ 가족기업 중심의 안정 경영
•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가족기업은 장기관점에서 내실 지향적 경영을
선호하며 시장의 평가도 대기업보다 양호
• 지역은행 중심의 주거래은행 지원에 힘입어 불안기에도 자금을 안
정적으로 확보
◆ 독일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은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사상
하에서 형성된 제도적 환경과 구조개혁,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경제정
책 등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다른 국가들이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구체화하는 경우 자국 제도 및 경제 여
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9호(2013.5.10), 국제경제리뷰 제2013-10호(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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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여타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G7 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유로지
역에서 국가채무위기의 영향이 파급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성장
세를 유지(유로지역 : 2011년 +1.4% → 2012년 –0.6%, 독일 : +3.0% → +0.7%)
o 이를 반영하여 실업률도 계속 낮아져 2012년에는 5.5%의 낮은 수준(유
로지역 : 11.4%)을 기록
경제성장률1)

실업률

주：1) 실질GDP. 2012년은 전망치(2.22일)
자료：European Commission

자료：European Commission(2012)

□ 이와 같이 독일 경제가 성장･고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은 견실한 경영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체계
내에서 일정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
* 2000년대 초반의 구조개혁(노동개혁, 규제 완화, 재정긴축)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된
데에도 일부 기인

기업 규모별 고용 증가율1)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증가율1)

주：1) 2008년대비 2011년 증가율. 전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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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European Commission(2012)

o 연이은 위기의 파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는 크
게 증가
o 중소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업체수의 99.4%, 총고용의 59.4%를 차지
(마이크로기업 포함)하며, 마이크로기업(1∼9명 고용)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
o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시장경쟁 및 기업가정신 촉진을 통해
경제효율(혁신,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질서 하에서의 경쟁
을 중시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 전통과 이에 기초한 사
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사고*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
* 자세한 내용은 박진호(2012) 참조

중소기업의 업체수 비중1)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2)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1)

(%)
(%)
(%)
마이크로 중소 대기업
마이크로 중소 대기업
마이크로 중소 대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일
본 45.4 52.8 1.8 일
본 8.4 57.6 34.0 일
본 4.0 45.3 50.7
미
국 76.5 22.7 0.8 아일랜드 23.6 50.2 26.2 포르투갈 23.1 44.8 32.1
독
일 82.8 16.6 0.6 덴 마 크 19.2 49.8 31.0 덴 마 크 23.3 44.1 32.5
덴 마 크 86.1 13.5 0.3 오스트리아 24.6 42.3 33.0 아일랜드 16.8 43.0 40.2
오스트리아 87.1 12.5 0.4 독
일 17.4 42.0 40.6 오스트리아 18.6 41.4 39.9
아일랜드 88.2 11.6 0.3 네덜란드 25.0 40.6 34.4 벨 기 에 21.1 39.8 39.0
영
국 89.3 10.3 0.4 포르투갈 39.0 40.1 20.9 스 페 인 27.8 39.6 32.6
네덜란드 90.3 9.4 0.3 스 웨 덴 26.0 39.0 35.0 이탈리아 32.5 38.8 28.6
핀 란 드 91.8 7.9 0.3 스 페 인 38.8 37.6 23.6 그 리 스 37.3 37.8 24.9
프 랑 스 93.0 6.8 0.2 핀 란 드 24.6 37.1 38.3 스 웨 덴 21.7 36.9 41.4
스 페 인 93.1 6.8 0.1 벨 기 에 30.5 37.0 32.5 네덜란드 23.6 36.4 40.0
벨 기 에 93.2 6.7 0.2 프 랑 스 24.3 36.2 39.5 독
일 15.9 36.0 48.2
포르투갈 94.0 5.9 0.1 미
국 11.1 36.2 52.7 핀 란 드 20.1 34.4 45.5
이 탈 리 아 94.3 5.6 0.1
이탈리아 46.3 34.8 18.9 프 랑 스 26.5 33.2 40.3
스 웨 덴 94.7 5.2 0.2 영
국 19.6 31.8 48.6 영
국 18.5 31.1 50.4
호
주 96.3 3.6 0.1 그 리 스 58.2 28.2 13.6 노르웨이 36.7 30.0 33.3
그 리 스 96.6 3.3 0.1 호
주 46.7 22.5 30.7 호
주 28.8 23.7 47.5
주：1) 2008년 기준. 일본‧프랑스‧그리스는 2007년. 업체수는 호주 2006년
2) 2008년 기준. 일본‧그리스는 2007년
3) 마이크로기업：1-9명 고용, 중소기업：10-249명 고용(마이크로기업 제외), 대기업：250명이상 고용
자료：OECD(2012)

⇒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요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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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1)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
□ 2000년대 들어 독일에서 시행된 노동개혁 및 제조업 육성정책은 경쟁
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에 기여
국가별 제조업 비중과 국민소득 관계1)

국가별 제조업의 세계경제 비중1)

주：1) 1995-2011년. 직선은 각국의 추세선
자료：World Bank, Eurostat, Reuters

주：1) 각국의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기준
자료：World Bank

o 세계적으로 국가간 분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타 선진국이 고용창
출(소득향상)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 발전에 중점을 둔 반면
독일은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
o 특히 유럽에서는 유로지역 출범(1999년) 및 동유럽 10개국의 EU가입
(2004년) 이후 동유럽과 서유럽은 각각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특화하여
왔는데, 이러한 분업화 과정에서도 독일은 제조업 육성에 노력을 기
울인 결과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역내 비중이 상승
EU 회원국의 산업별 역내비중 비교1)

(%)
2010년 순위 제조업 도소매운송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건설
국가
독일
독일
독일
영국
독일
독일
프랑스
1 비중 27.0 → 29.018.3 → 16.720.0 → 17.419.0 → 23.325.2 → 23.525.5 → 21.713.1 → 15.5
영국
독일
프랑스
프랑스
스페인
2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비중 14.2 → 13.514.5 → 15.022.3 → 17.620.0 → 15.819.0 → 20.515.5 → 19.111.9 → 15.3
국가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영국
영국
3
비중 12.9 → 10.818.2 → 13.516.4 → 16.712.7 → 11.614.7 → 16.719.9 → 16.817.9 → 15.1
국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스페인
독일
4 비중 14.5 → 9.8 11.0 → 9.8 11.8 → 12.1 6.5 → 6.9 14.4 → 9.4 4.4 → 6.5 19.8 → 14.7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5 국가 스페인
비중 6.7 → 7.5 4.4 → 6.4 6.6 → 8.0 5.6 → 6.8 4.4 → 6.3 5.4 → 5.5 11.1 → 12.3
비중합계 75.3 → 70.6 73.8 → 69.5 77.1 → 71.8 63.8 → 64.4 77.7 → 76.4 73.7 → 69.6 73.8 → 72.9
주：1) 2000년 및 2010년 EU내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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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산업 클러스터와 공공인프라로 중소기업의 취약점 보완
□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조업 육성으로 조
성된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고 취약점을 보완
o 정부 주도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15개)는 2007
년 유럽 클러스터 연구소(European Cluster Observatory)의 평가에서 유로
지역 국가중 유일하게 모두 최우수등급을 받음
독일 및 미국의 클러스터 정책 비교
독 일
클러스터 주도 - 정부 주도로 산･학･관이 협력
- 정책 결정의 정치성과 전략의
정책 결정
일관성이 높음
- 점진적 혁신에 초점을 두며 지
혁신 시스템
식의 상업화에는 소극적
자료：Kiese(2012)

미 국
- 민간(특히 개인)이 클러스터를 주도
- 클러스터 정책의 유연성이 높
으나 전략적 일관성은 낮음
- 급진적 혁신에 초점을 두고 벤처캐피
탈 주도로 지식의 상업화에 적극적

o 정부는 포괄적 혁신지원정책(High-Tech Strategy 2020)의 일환으로 2008년부
터 산･학･연의 연구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15개 첨단 클러스터를 지정･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
* 예를 들어 혁신자금지원정책(KMU-innovativ funding initiative)은 첨단기술의 연
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연구자금을 지원(2007년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
프로그램(SME Central Innovation Programme)은 개별 기업의 연구와 기업간 연
구협력 촉진에 중점을 두어 지원(2012년 시행)

독일의 15개 첨단 클러스터 업종 및 소재

주요국의 물류성과지수1)(점)

자료：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2)

종합평가 (인프라평가)
국가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싱가포르 1
4.13
2 4.15
홍
콩 2
4.12
7 4.12
핀 란 드 3
4.05
6 4.12
독
일 4
4.03
1 4.26
네덜란드 5
4.02
3 4.15
일
본 8
3.93
8 4.12
미
국 9
3.93
4 4.14
영
국 10 3.90 15 3.95
프 랑 스 12 3.85 14 3.96
캐 나 다 14 3.85 12 3.99
스 페 인 20 3.70 24 3.74
이탈리아 24 3.67 23 3.74
중
국 26 3.52 26 3.61
브 라 질 45 3.13 46 3.07
인
도 46 3.08 56 2.87
멕 시 코 47 3.06 47 3.03
주：1) Logistics Performance Index. 155개
국을 1점(최저)~5점(최고)으로 평가
자료：World Ban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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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로 이어
지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뒷받침
o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독일에서는 산업 클러스터 및 물류 경쟁력 확보로 세계 수준의 중소기
업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틈새시장 전략을 구사
□ 독일 중소기업은 산업 클러스터를 이용한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과
산학연 연계에 기반한 부품･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하면서 규모
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교우위가 높은 틈새시장에서 자체 개발한 고부
가 전문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
* 자동차･송전･기타 글로벌 산업에 필요한 고급장비와 정밀기계부품, 나노 및 바이오
기술 등

o 이를 바탕으로 독일 기업은 기계, 차량,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확보
국가별 제조업 품목의 비교우위지수1)

10대 품목의 독일 수출비중1)

퓨터 전기
섬유 인쇄 화학 의약 컴
전자 장치 기계 차량
독 일 0.52 2.60 1.03 1.37 0.56 1.20 1.57 1.85
프랑스 0.56 1.67 1.31 1.77 0.44 0.87 0.86 1.15
이탈리아 1.36 1.13 0.73 1.02 0.21 1.08 1.83 0.73
스페인 0.80 0.39 1.19 1.34 0.20 0.86 0.67 2.19
네덜란드 0.44 0.21 1.65 0.94 1.12 0.55 1.04 0.34
영 국 0.52 1.32 1.23 2.55 0.65 0.69 1.09 1.25
체 코 0.87 1.18 0.54 0.31 1.00 1.60 1.14 2.04
EU평균 0.67 1.88 1.16 1.65 0.57 0.97 1.16 1.28
미 국 0.53 0.55 1.48 1.07 0.98 0.88 1.39 1.01
일 본 0.40 0.18 0.95 0.16 1.06 1.07 1.94 2.16
중 국 2.46 0.18 0.48 0.22 1.83 1.44 0.72 0.25
주：1) 2010년 기준.
주：1) 2011년 기준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자료：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EU역외수출비중/국외수출비중
Technology(2012)
자료：European Commission

o 독일의 중소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세분
화된 전문제품시장 개척 및 혁신전략 등을 구사함으로써 수출 실적이
대기업을 상회
― 독일 중소기업의 54%가 2010년중 시장에 혁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생
산공정을 혁신*(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2)
* 반면 EU 회원국 평균은 34%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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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년중 중소기업의 R&D지출 증가율(기간중)은 71%로 대기업
(19% 증가)보다 크게 증가
― 2000∼10년중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연평균)은 대기업을 상회
* 중소기업은 2009년 수출업체 수의 97.8%, 수출액의 21.5%를 차지

주요국 제조업의 수출1)증가율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목적1)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기업

1.0

1.0

2.6

3.7

중소기업

1.8

0.9

0.7

1.6

주：1) 업체당 수출. 2000～10년 기준
(이탈리아는 2001～10년 기준)
자료：Banque de France BACH

주：1) 2008~2010년 기준
자료：KFW(2012)

o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저임금국가의 제조업 부상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을 통해 새롭고 수익성이 높은 틈새시장에 진입
하는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
□ 독일의 중소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숨은 챔피언*’의 절반(1,307개,
2012년)을 차지
* Hermann Simon(2012)은 ①특정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위 1~3위(유럽시장은 1위),
②매출액이 50억유로 미만, ③낮은 대중인지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숨은 챔피언(Hidden
Champion)을 선정

주요국의 숨은 챔피언 업체수1)

숨은 챔피언의 경제지표
숨은
경제지표
챔피언
유럽 1위 기업수명
시장 포지션
세계 1~3위 (중앙값)
평균 매출액
3.3억유로 R&D지출/매출
매출액 증가율
8.8% 종업원수/
(10년 평균, 유로화)
특허건수
수출/매출 비율
61.5% ROCE(ROI)
생산성
16만유로 Equity ratio
경제지표

(매출액/종업원수)

주：1) 2012.6.29일 서베이 결과
자료：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2)

자료：Purg & Melit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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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숨은 챔피언은 해외 지사를 통해 글로벌시장의 틈새공략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2) 우수한 노동력 구비
 대기업 수준의 고급노동력 확보
□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데다 대기업과의 임
금격차도 크지 않아 고급노동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o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간 숙련도 차이
가 적은 데다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음
기업규모별 산별협약 적용비중1)

대기업 대비 고용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2010년)1)
(%)
499~250명 249~50명
EU
81
73
유 로 지 역
89
71
독
일
85
72
프 랑
스
79
80
77
72
미
국 2)
(499~100명) (99~50명)
주：1) 1,000명 이상 고용기업(전산업) 임금대비
2) 500명 이상 고용기업(민간부문) 임금대비
자료：Eurostat

주：1) 종업원 수 대비
자료：Bispink(2012)

□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제도(vocational training system)에 적극 참여함으로
써 고급노동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
기업별 직업훈련생과 직업훈련 기업1)

EU 국가의 청년실업률1)

(천명, 천개, %)
전체 중소
대기업
기업 기업 소 중
훈련생

훈련기업

인 원 1,694 1,395 344 1,051

299

비 중 100.0 82.3 20.3 62.0

17.7

기업수

469

464 251 213

5

비 중 100.0 99.0 53.5 45.5

1.0

주：1) 2010년 전산업 및 직업훈련계약 기준
자료：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Bonn

주：1) 25세 미만 실업자 및 2012.3/4분기 기준
자료：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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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업훈련생의 82.3%가 중소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훈련기업의
99.0%가 훈련생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EU 27개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정부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노동력 유지
□ 정부가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는 노동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술인력 확보
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도 경기침체기에 양질의 노동력 유지가
가능
o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이후 독일 정부는 고용축소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Kurzarbeit scheme)
* 노동시간 조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기업에 노동시간계정(work-time accounts)을 도입

― 이를 통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노동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통
해 양질의 노동력 유지가 가능
* Merkel 총리(기독민주당)는 고용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개시 연령을
상향조정(65세→67세)

□ 한편 중소기업은 경기침체기에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단기성과를 추
구하기보다는 장기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경기회복시 구인난을
피하고 노우하우를 계속 축적하는 효과와 함께 고용안정에 대한 신뢰
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소속감을 고취
(3) 가족기업 중심의 안정 경영
 장기적 관점에서의 내실 지향적 경영
□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실적보다는 장기
적 관점에서의 내실 지향적 경영을 선호
* 2명 이내 자연인과 그 가족이 의결권주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이사회에 참여
하는 기업(독일 중소기업연구원(IfM Bonn))

o 가족기업은 친밀한 고객관계 유지, 인적자원의 연속성 확보, 수평적
조직구조 및 지역사회와의 밀착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지향
o 가족기업은 독일 기업(2010년 3.7백만개)의 95%(종업원수의 61% 차지)를 차지
하고 기업수명은 평균 85년 내외로서 수 세대를 이어 경영되는 장수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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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족기업

독일 가족기업의 설립연도1)

(%)

경제 비중
(2006년)

항목

비중

업체수

95.3

매출액

41.1

종업원수

61.2

제조업
60.7
유통업
26.2
(2012년)
서비스업
13.1
주：1) 2012년 396개 업체 기준
주：1) 406개 업체 기준
자료：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자료：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2012)
e.V.(2012)
업종별 분포1)

□ 이러한 안정적 경영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는 30개의 가족기업으로
구성된 DAXplus Family 30*이 30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DAX**를 지속
적으로 상회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대기
업에 비해 양호함을 입증
*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거래규모가 30위 이상인 가족기업의 주가지수. 상장 가족
기업은 110여개
**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거래규모가 30위 이상인 우량주 지수

o 독일 중소기업은 자국 대기업과 경쟁국(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
독일 기업의 주가지수1)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ROE1)
(평균, %)
기업 2000 2005 2009 2010 2011 2000~11
중
14.3 15.3 8.0 12.6 - 14.2
독 일 소
대 13.5 9.7 2.6 12.0 - 10.3
중
8.7 7.1 4.5 7.5 7.7 7.5
프랑스 소
대 11.5 10.5 4.5 13.2 9.8 9.2
중
5.3 3.1 -0.1 1.4 1.3 3.0
이탈리아 소
대 8.8 4.8 1.0 4.8 5.2 4.9

주：1) DAX는 30대 우량기업을, Family 30
주：1) ROE=순이익/총지분. 제조업 기준
은 30대 우량 가족기업을 의미
자료：Banque de France BACH
자료：Bloomberg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경영 지향, 설립 규제 등으로 창업이 빈번
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부도 기업도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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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신규 기업체 수

주요국의 부도 기업체 수

자료：OECD(2012)

o 독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이는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경영
권 방어를 위해 주식발행보다는 유보이익이나 은행차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주요국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1)

주：1) 자산대비
자료：Banque de France BACH

독일 비금융기업의 자금조달 구성1)

주：1) 외부금융은 주식･채권 발행, 차입
등의 합계
자료：Deutsche Bundesbank

 주거래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
□ 독일 중소기업은 지역은행 중심의 주거래은행(Hausbank)에 의한 원활
한 대출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안정적으
로 확보
□ 주거래 은행 입장에서도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견지
o 지역은행*의 비은행대출 비율(총자산 대비)은 대형은행(25%)을 크게 상회
* 지방은행, 주립은행, 저축은행 및 단위신협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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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은행종류별 자산 구조1)
(%)

전체은행 상업은행

신협
주립은행저축은행 중앙회 단위 모기지 저축대 특수목
대형은행2) 지방은행3) 외국은행
은행 부조합 적은행

총자산(십억유로) 8,566 3,311 2,144 820 348 1,403 1,099 291 746 533 200 984
현금
2.3 3.9 1.9 6.3 10.4
2.0
1.5 1.5 1.5 0.5 0.2 0.8
은행대출
32.7 31.1 26.3 26.9 70.7 32.9
22.1 54.5 25.4 28.2 29.7 51.6
비은행대출4)
46.9 33.5 24.7 63.4 17.1 46.7
73.3 22.8 68.8 67.8 66.4 37.7
기타(출자금 등)
18.1 31.5 47.1 3.4 1.7 18.3
3.1 21.1 4.2 3.5 3.8 9.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관수(개)
1,877 278
4 163 111
10
423
2 1,106
18
22
18
주：1) 2012.10월말 기준 2) Deutsche Bank, Commerzbank, UniCredit Bank, Deutsche Postbank
3) 기타 상업은행 포함 4) 회사채 포함
자료：Deutsche Bundesbank

― 특히 주립･저축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매상 대출의 40% 및 70% 이
상을 차지
은행종류별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1)
(%)
주립 및
저축은행
42.6
72.5

신협

2)

대형은행

기타은행

중소기업 대출
15.2
14.2
28.0
소매상 대출
18.3
1.7
7.5
KfW(개발은행)의 중기
40.4
23.5
35.7
0.4
육성자금
주：1) 2011년말 기준
2) 대형은행은상업은행과 KfW를 의미
자료：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합계
100.0
100.0
100.0

o 장기 기업대출(만기 5년 초과) 비중이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50%를 상회
독일 은행의 장기대출 비중1)
(%)
전체
규모
(억유로)

전체
은행

상업
은행

대형 지방 외국
은행2) 은행3) 은행

주립
은행

신협

저축
기타
은행 중앙회 단위 은행4)

기업대출
10,162 100.0
(만기 5년 초과) (6,005)
59.1 40.7
37.5 48.3 31.0 58.8
71.5 45.7 68.9 73.0
자영업대출
3,880
100.0
(만기 5년 초과) (3,260)
84.0 68.6
87.8 56.7 26.8 82.0
88.4 75.9 85.6 99.2
주：1) 2012.9월말 현재 2) Deutsche Bank, Commerzbank, UniCredit Bank, Deutsche Postbank
3) 기타 상업은행 포함 4) 모기지은행(18개), 저축대부조합(22개), 특수목적은행(18개)의 합계
자료：Deutsche Bundesbank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과정에서도 독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정도는 은행에 의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대기업과 비슷
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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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업규모별 자금애로1)

주：1) 자금애로 기업의 비중
자료：Ifo Business Survey

주요국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거부 비율1)

주：1) 2011.11~2012.9월 서베이(전업종). 항목별 비중
자료：ECB(2012)

3. 평가
□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견실한 경영기반 확충,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인프라 투자로 인
한 규모의 경제 및 경쟁력 향상, 글로벌 차원의 틈새시장 전략을 통한
시장 개척, 고급노동력의 유지 및 가족기업 중심의 안정 경영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이밖에도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독일의 지리적‧전략적 위치, 철저함과 정확성을 요
구하는 독일인의 특성, 유로지역내 교역에서 환리스크 제거에 따른 제품품질 부각
등도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뒷받침

o 최근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은 독일 중소기업을 롤 모델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Gero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은 2011.9.16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기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독일의 Mittelstand model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

― 중소기업은 여건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 및 유연성 확보, 고부가
가치 틈새제품을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대기
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화 진전으로 경쟁이 심화되
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주요 대안으로 부각
□ 이렇게 독일 중소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음
o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가족기업이 소유주의 고령
화, 상속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전문경영인의 영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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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화 및 유럽의 경제통합 진전으로 독일 대기업의 국외 아웃소싱
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
o 향후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받아 독일의 노동력*이 동독지역 등을 중
심으로 11% 이상 감소하고 있어 독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2010년중 98,600명의 기술인력 부족에서 보듯이 향후 10년간 기술인력 부족 추
세가 지속(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o 중국 등 신흥시장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 및 생산속
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은 국외
의 저비용 생산 경쟁업체들을 압도할 수 있는 틈새시장 전략을 더욱
강화할 전망
o 제품 및 생산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여타 국가에 비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사상 하
에서 형성된 제도적 환경과 구조개혁, 산업정책 등을 포괄하는 제반 경
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독일의 사례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자국의 제도 및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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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배경 및 평가*
박성하 선진경제팀 과장
◆ 독일의 경상수지는 2002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2006년 이후 GDP 대비 6% 이상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
o 수출이 특화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계속 늘어난 반면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
o 또한 소득수지도 순대외채권 규모 증가와 함께 계속 흑자를 시현
◆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는 독일에 대해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요구
o 이에 대해 독일은 인위적인 내수확대 정책이 임금 등 비용증가를 유발
하여 대외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자국의 수출은
여타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균형 문제는 적자국의 구조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
◆ 독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

1. 독일의 경상수지 현황
□ 독일은 경상수지가 1991년 통일 이후 적자를 나타내다가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GDP 대비 6% 이상의 대규모 흑
자를 지속
o 상품수지 흑자가 ‘기계류 및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
데 서비스수지가 개선되었으며,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대외채권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지도 큰 폭의 흑자로 전환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51호(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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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추이

상품수지 추이

자료 : Bundesbank

자료 : EU통계청

o 지역별로는 유로지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축소(2007년 1,076억유로 → 2012년 582억
유로)되는 모습
― 반면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2007년 272억유로→2012년 355
억유로)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중국 포함)에 대해
서도 흑자를 기록
지역별 경상수지 추이

지역별 상품수지 추이

자료 : Bundesbank

자료 : Bundesbank

2.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배경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수입수요 증가
□ 2000년대 초중반 독일경제는 부동산경기 둔화, 실업증가,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개혁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었으
나 독일의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견조한 성장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면
서 독일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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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6년 이후에는 독일의 내수 확대*로 수입(연평균 증가율, 2001∼05년 3.6%
→ 2006∼12년 6.6%)도 증가하였으나 수출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규모 상
품수지 흑자가 지속
* 경제성장률(내수의 성장기여도) : 2001∼05년중 0.6%(-0.3%p) → 2006∼12년중
1.5%(1.1%p)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률1)

상품수지 증감 요인분해

주 : 1) 수출비중 상위 40개국의
수출비중 가중 성장률
자료 : IMF, EU통계청

자료 : CEIC

o 특히 독일의 주요 수출품인 ‘기계류 및 운송장비’에 대한 수요가 신흥
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주 : 1) 2001∼12년중 달러금액 기준
자료 : IMF DOT

품목별 수출증가 기여율

주 : 1) 2001∼12년중 달러금액 기준
자료 : UNCTAD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유지
□ 독일은 수출품의 품질경쟁력 뿐만 아니라 임금을 포함한 국내 생산비
절감 및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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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통적으로 고품질 제품의 생산능력을 구비한 독일 기업들은 지속적
인 혁신*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유지하였으며, 노동시장 개혁 등의 영
향으로 노동비용이 안정된 가운데 저임금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생
산비용을 절감
* EU의 설문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에 따르면 독일 전체 기업중 신제
품을 출시한 제조업체 비율이 20% 중반 수준으로 EU지역에서 최고 수준(2002∼
04년중 : 25.5% → 2004∼06년중 : 25.4% → 2006∼08년중 : 22.5% → 2008∼10
년중 : 23.0%)

주요국 단위노동비용

주 : 1) 자국통화기준
자료 : BLS

독일 제조업의 중간투입물 조달비중

주 : 1) 중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인도
자료 : WIOD

o 또한 비용절감, 기술개발 노력 과정에서 서비스수지도 개선
― 큰 폭의 여행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개무역 수수료(+47억유
*
로 → +198억유로) 증가, 기타서비스 적자개선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597억유로 → -197억유로)가 크게 감소
* 기타서비스 개선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30억유로→+44억유로)의 증가
전환, 건설서비스 흑자 확대 등에 기인

R&D투자

서비스수지

자료 : EU통계청

자료 : BundesBank

- 185 -

 대규모 소득수지 흑자
□ 유로화 도입으로 환리스크가 소멸*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서 순대외채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
* 유로화 도입 이전에는 독일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이 마르크화 절상 위험에 대비하
여 대외채권 보유규모 확대를 지양(Gros & Mayer, 2012)
** 2012년말 현재 순대외채권은 1.11조유로로 명목GDP 대비 비율은 41.5%

o 비금융기업의 직접투자와 금융기관(및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투자 및 대
출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투자소득(2000년 +42억유로 → 2012년 +285억유로)이
크게 확대되고 이자수지(-153억유로 → +410억유로)도 큰 폭의 흑자로 전환
순대외채권 추이

소득수지 추이

자료 : BundesBank

자료 : BundesBank

3. 독일 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영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저해
□ 독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 완
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
o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
는 등 글로벌 불균형은 상당폭 완화되었으나 독일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전세계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2.9%에
서 2012년 14.9%로 상승(IMF 기준)
― 2011∼12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 독일 : 2011년 223.3억달러 → 2012년 238.5억달러
중국 : 2011년 136.1억달러 → 2012년 193.1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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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1)

주요국 경상수지

자료 : IMF WEO(‘13.10월)

주 : 1) 전세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흑자규모의 비율
자료 : IMF WEO(‘13.10월)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내수확대 정책 요구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IMF, EU 등 국제기구 등
은 독일의 내수확대 정책을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참고>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지속에 대한 국제사회 및 독일의 입
장｣을 참조

o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독일의 경상수지 지속이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독일정부의 내수확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일이 수출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확대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구
o 반면 독일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내수확대 정책이 임금 등 비용 상
승을 유발하여 대외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자
국의 수출은 여타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균형 문제는
적자국의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

 유로지역 경기회복 등에 기여
□ 한편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유로지역 및 일부 EU회원국들의 경
기회복에 기여
o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
면서 유로지역 및 EU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을 확대*
* 금융위기 이전인 2009∼12년 유로지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10.1%로
위기이전인 2005∼07년중(8.8%)보다 상승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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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
면서 이로부터 유발되는 여타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
― 세계 투입산출표(2011년 기준)를 이용하여 시산해 본 결과 독일의 수
출증가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및 동유럽 신흥국들의 수출증가에
상당부분 기여
― 유로지역 취약국중 스페인의 경우 독일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간
재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일정 수준의 효과가 발생
독일의 수입 추이

자료 : Bundesbank

독일 수출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1)
(GDP 대비 비율, %)
유로지역 국가
여타 국가
슬로베니아 0.09 헝 가 리 0.09
슬로바키아 0.07 체
코 0.09
네 덜 란 드 0.06 폴 란 드 0.04
오스트리아 0.05 불 가 리 아 0.01
벨 기 에 0.04 영
국 0.01
룩셈부르크 0.02 대
만 0.01
핀 란 드 0.02 터
키 0.01
스 페 인
0.01 덴 마 크 0.01
포 르 투 갈 0.00 중
국 0.01
그 리 스
0.00 리투아니아 0.01
주 : 1) 독일 수출 1% 증가시 여타
국가의 수출 증가 효과(명목기준).
1차 효과만 고려
자료 : WIOD, 자체시산

4. 종합평가
 독일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 기인
□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노동시장 및 재정개혁 등에 따른 기업부문
경쟁력 강화 및 내수 기반 약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
o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실업급여제도 및 연금제도 개편 등에 따른 낮은 소득
증가율,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 등에 따른 저축률 상승 등으로 소비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도 제약되는 등 내수성장 잠재력이 약화
o 또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도 내수 약화 요인으로 작용
* 2010년 기준 독일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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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소비 추이

고령화 전망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집행위원회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면 독일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역외지역
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o 원자재 수입비중이 낮은 독일의 경우 일본, 한국과는 달리 교역조건이
안정적이어서 세계경제 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품수
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주요국 원자재 수입 비중1)

주요국의 교역조건1) 추이

주 : 1) 전체 수입중 원자재 수입비중
자료 : UNCTAD

주 : 1) 수출입 디플레이터 기준
자료 : EU집행위원회

o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대외채권이 계속 증가하면서 소득수지
흑자도 계속 확대
독일 경상수지 전망
EU집행위(2013.11월)
IMF(2013.10월)
OECD(2013.11월)
자료 : EU집행위, IMF, OECD

2013년
7.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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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비율, %)
2014년
2015년
6.6
6.4
5.7
5.4
6.1
5.6

□ 최근 대연정에 합의한 독일 정치권에서도 재정적자를 통한 내수확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부채 비율을 현재의 80% 수준에
서 향후 10년 이내 6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균형재정을 고수할 예정임
에 따라 내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
o 전면적인 최저임금제 실시, 일부 대상자에 대한 연금수령 연령 하향조
정 등의 조치가 내수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하겠으나 시행시기가 2015
∼17년중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독일 경상수지 지속의 영향에는 뚜렷한 시각차
□ 독일의 대규모 경상수지가 지속됨에 따라 유로지역 및 일부 EU회원국
들의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사회는 글로벌
불균형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o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독일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로지역의
불균형은 다소 완화되겠으나 역외국가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간의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독일에 대한 경
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또한 EU집행위는 독일 및 유로지역 흑자국들의 경상수지가 지속될 경
우 유로화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취약국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2013.11.13일)
o Fabrizio Saccomanni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유로화 강세는 경제회복의
위험 요인”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Arnaud
Montebourg 프랑스 산업부장관도 "금리 수준을 우리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 필요성을 언급
□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독일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대응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IMF의 주요국 경상수지 전망
(GDP 대비 비율, %)

2013년
2014년
2015년

독일
6.0
5.7
5.4

중국
2.5
2.7
3.0

자료 : IMF WEO(201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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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2
1.7
1.9

미국
-2.7
-2.8
-2.9

□ 반면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는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독일의 내수부양보다는 취약국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상
수지 불균형 개선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
o ECB의 드라기 총재도 환율은 ECB의 직접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며
통화정책을 통한 환율약세 유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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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와 독일의 입장
( 미국 )
□ 미 재무부는 독일의 내수부진 및 수출중심 성장이 취약국의 내수부진 및
수입감소를 유발하여 유로지역 및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deflationary
bias)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10.31일,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
o 금년 상반기 독일의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7%를 상회하고 2/4분기 순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3 수준을 기록하는 등 독일의 대내외 불균형 조정
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로지역의 원활하고 근본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독일 등의 내수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한편 EU의 거시경제불균형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가 과
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
서 흑자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경상수지, 재정수지, 민간부채 등과 관련된 EU회원국들의 불균형 문제를 예방
하고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상호감시제도이며 2011.12월 도
입된 EU지역 거버넌스 개혁조치의 일환

( IMF )
□ IMF는 관련 보고서에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책 및 시장실패의 결과
로 보기는 어려우나*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독일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
* 2000년대 중반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그 이전의 높은 임금상승에 대한 합당한 결
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임금상승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평가(2011.11월, Sustainability Report)

o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수가 확대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하겠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
― 수출주도 성장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데다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독일의 내수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축소는 세계 경
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
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평가
o 이와 관련하여 데이빌드 립튼 IMF 부총재는 유럽 및 세계 경기회복과 관
련하여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201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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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 )
□ Olli Rehn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EU집행위원회의 시
각*을 대변(11.11일, Turning Germany’s surplus into a win-win for the
eurozone)
* 이에 앞서 Barroso 위원장은 독일이 단일시장으로 인해 경쟁력 우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여타국들을 위해 불균형 시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11.5일)

o 독일 경상수지 흑자는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외에 유럽의 경제적 통합, 고
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o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유로지역의 불균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내수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 독일 내수확대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유로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
* 독일의 수요확대가 남부유럽 국가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유로화 절상 압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동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 독일은 서비스부문 규제 완화, 소득세･사회보장비용 부담 감소 등을 통
한 내수확대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도 상승 가능
□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도 거시경제 불균형절차의 첫 단계인 조기경보
보고서(11.13일, Alert Mechanism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불균형 여부
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이후 내년 봄 결과를 발표할 예정
o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경쟁력과 세계수요의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
적이지만 느린 내수회복에도 일부 기인하며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
다고 평가
( 독일 )
□ 독일 정부는 자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
물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부족(unfounded)하다는 입장(11.15일,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o 2013∼15년중 독일의 성장동력은 내수가 될 것이며 2013∼14년중 순수출
은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기록할 전망
― 반대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수출증가가 성장동력이 될 것
으로 전망되는 등 유로지역의 불균형은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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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상수지의 1/3은 무역(상품 및 서비스 수지)이 아닌 소득수지에 기인
o 독일의 수출은 독일제품의 우수한 경쟁력과 이에 대한 세계의 수요를 반
영하는 것이며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익을 얻고
있음
― 독일은 유로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불균형 현상은
교역상대국의 정책실패 등에 기인
o 독일 정부는 민간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높은 저축률
은 고령화의 영향, 낮은 투자율은 국가별 기대수익 차이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
― 또한 현재 독일이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긴축을 통해서가 아닌 성
장을 통해서이며 독일의 재정건전성은 유로지역 전체의 신용등급을 높
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Bundesbanks는 유로지역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독일의 내수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보다는 취약국의 구조조정, 유로지역의 지속가능한 제도
적 기반을 확립을 통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2013.3월, Monthly
Report)

o 최근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국가채무위기에 주로 기인
― 유로지역내 적자국들의 수요를 감소시켜 역내 불균형 완화속도를 높이
는 동시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독일의 투자감소 및 유로화 절하로 인
한 가격경쟁력 강화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Weidmann Bundesbank 총재는 최근 수년간 유로지역의 불균형은 조정과
정을 거치고 있으며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역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여타 국가의 경상
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발언(11.11일, Challenges of the Low-interest
-rate Environment)

―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임금상승 등에 의한 독일 경제의 경쟁력 약화
방안은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적자국
의 경쟁력 제고가 올바른 방안이라고 주장

- 194 -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
– 미국･일본과 남유럽국가의 비교 –
이홍직 국제종합팀 과장
이광원
조사역
◆ 최근 국가채무문제에 직면한 남유럽국가(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104.4%, 2009~11년 평균)이 미
국(97.1%)을 다소 상회하고 일본(218.4%)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국가재정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
◆ 이는 남유럽국가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①대외채무 비중이 높아 채
무구조가 취약하며 ②지하경제 규모가 커 세수기반이 취약한 데다 세
수의 변동성도 크며 ③전반적인 제도 및 금융시스템 발전 정도가 뒤
쳐져 있고 ④그리스의 경우에는 이미 빈번한 국가부도를 경험한 이력
이 있는 등 국가채무 감내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
◆ 향후 남유럽국가가 국가채무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
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

1. 개 요
□ 미국, 일본 및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재정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르
게 평가받고 있음
* 구제금융 수혜국인 그리스ㆍ포르투갈과 재정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탈리아･스
페인

o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위험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이는 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 차이에 기인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
가채무 현황 및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에 대해 개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4호(2012.4.26), 국제경제리뷰 제2012-20호(2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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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채무 및 재정의 위험 현황
(국가채무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미국과 남유럽국가는 비슷한 수준)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2009~11년 연평균)은 남유럽국가(104.4%)의 경우 미국
(97.1%)보다 높고 일본(218.4%)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
인(61.2%)은 일본의 1/4 및 미국의 2/3 수준에 불과
o 최근 5년간 국가채무비율의 추이를 보면 일본(43.8%p)과 미국(36.3%p)이
남유럽국가(35.1%p)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비율 수준

(2009~2011년 연평균)

미국
일본
남유럽 4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06(A)
66.6
186.0
78.9
39.7
106.1
63.7
106.1

08
76.1
191.8
82.1
40.2
105.8
71.6
110.7

(GDP대비, %,
10
11(B)
98.5 102.9
215.3 229.8
104.0 114.0
61.2
68.5
118.7 120.1
93.4 106.8
142.8 160.8

%p)
B-A
36.3
43.8
35.1
28.8
14.0
43.1
54.7

자료 : IMF Fiscal Monitor(2012.4월)

□ 재정적자비율(GDP대비, 2009~11년 연평균)을 보더라도 남유럽국가(8.5%)가 미
국(11.0%) 및 일본(9.9%)보다 낮은 수준
o 최근 5년간 재정적자비율 상승폭도 남유럽국가(3.6%p)가 미국(7.5%p)과
일본(6.4%p)보다 작게 나타남
재정수지비율

재정수지비율

(2009~2011년 연평균)

(연도별)

미국
일본
남유럽 4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자료 : IMF Fiscal Monitor(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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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A)
-2.0
-3.7
-2.8
2.0
-3.3
-4.1
-6.0

08
-6.7
-4.1
-5.1
-4.2
-2.7
-3.7
-9.7

(GDP대비, %.
10
11(B)
-10.5
-9.6
-9.4
-10.1
-8.6
-6.4
-9.3
-8.5
-4.5
-3.9
-9.8
-4.0
-10.6
-9.2

%p)
B-A
-7.5
-6.4
-3.6
-10.5
-0.6
0.0
-3.2

(그러나 국가재정의 위험도는 남유럽국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국가재정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디폴트 가능성에 근
접해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o 국가신용등급 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포르
투갈 및 그리스는 디폴트 가능성이 크거나 선택적 디폴트 등급에 포함*
* 신용등급별 주요 내용(S&P 기준)
AA 미국, 일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음
A
스페인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나, 경제 상황 악화에 다소 취약함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제 상황 악화에 좀 더
BBB 이탈리아
취약함
가까운 장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나,
BB
포르투갈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
SD
그리스
선택적 채무불이행 상태(Selective Default)
CDS 프리미엄
CDS프리미엄1)
(부도확률)
국가 S&P
신용 Moody’s
등급 Fitch

미국
36
(3.3)
AA+
Aaa
AAA

주 : 1) 5년만기 국채 기준
자료 : Bloomberg

일본
97
(7.6)
AAAa3
AA

스페인
509
(36.1)
A
A3
A

(bp)
이탈리아
469
(33.8)
BBB+
A3
A-

포르투갈
1,019
(59.8)
BB
Ba3
BB+

그리스
6,873
(‥)
SD
C
B-

2) 2012.4.23일 기준

□ 국채수익률(5년 만기)을 보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신
용위험 등을 반영하여 1%를 하회하는 미국 및 일본을 크게 상회
국채수익률1)

주：1) 5년 만기

2) 2012.4.23일 기준(그리스는 3.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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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loomberg

3. 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

차이의 주요 요인

 국가채무 감내력이 큰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부채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①국가채무구조, ②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③제도 및 금융시스템
의 발달 정도, ④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부채수준(sustainable debt level)은 채무국이 채무의 탕감 및 재조정
또는 비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수지 조정 등을 하지 않아도 현재 및 미래의 부채
상환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채수준을 의미
** <참고> 국가채무 감내력 관련 주요 연구 내용 참조

o 한편 미국, 일본 및 남유럽국가의 국가채무 감내력을 비교함에 있어
기축통화국(미국), 단일통화체제(남유럽국가) 등 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틀 안에서 분석 가능
―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대외채무가 대부분 자국통화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채무구조(①)상 외채의 성격이 특이하며 단일통화체제 구성원인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대응력이 취약한 것은 제도적 특수성(③)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국가채무구조
□ 대외부채(external debt)는 국내부채(domestic debt)에 비해 경제 충격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외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재정문제에
대해 취약한 경향을 보임
o 외화표시 부채는 원천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채무상환 부담
축소가 불가능한 데다* 경제위기 등으로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할 경우
에는 자국통화표시 부채규모 및 이자비용이 급증
* 자국통화 표시 부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축소

o 또한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외국채권자들
로부터 채무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
② 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미래에 안정적인 세수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음

- 198 -

o 세수 창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재정소요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
― 특히 지하경제* 규모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서｢지하경제 확대 → 세수기반 약화 → 세율 인상 → 탈세 유인 강
화 →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이 발생
* 과세나 정부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
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장물․마약․밀수 등 불법 행위에서 파생된 소득과 합법
적으로 거래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미보고 소득 등이 포함(Schneider)

o 또한 세수의 안정성도 중요한데 이는 많은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변
동성이 커지면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③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 잘 발달된 제도와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재정위기 등의 경
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가능
o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통해
국가부채의 과도한 누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급진
적인 정부지출 감축 등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어려운 정책에 대
해서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용이**
* 법, 언론, 정치 등을 통한 견제
** 제도 발전과 부채비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Barclays(2010))

o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은 정확한 리스크 평가 및 효과적인 헤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부실로 야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여지도 축
소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주로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건
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큼

④ 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 디폴트를 경험한 국가는 투자자의 국가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됨에 따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반복적으로 디폴트에 직면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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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부도를 경험하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경제의 펀더멘털 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비교적 작은 충격
에도 투자자의 국채 투매, 투기세력의 공격 등이 발생하면서 부도 위
기에 쉽게 노출
o 실제로 대외충격 발생시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는 국가의 위험도가 그
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낙인효과
*
(stigma effect)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김용복(2009),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자본이동성이 국채 CDS 프리미엄에 미
치는 영향” 등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남유럽국가의 채
무 감내력이 미국･일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① 외부충격에 약한 국가채무구조
□ 전체 국가채무와는 달리 남유럽국가의 대외채무비율(GDP대비)은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
o 일본(20%, GDP대비 정부외채)과 미국(34%)의 대외채무는 35%를 하회하는
반면 이탈리아(51%), 포르투갈(88%), 그리스(120%) 등은 51∼120%에 달함*
* 스페인의 경우 정부 대외채무는 34%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은행 등 민간부
문을 포함한 전체 대외채무는 156%로 일본(52%) 및 미국(99%)을 큰 폭 상회#
# 은행위기시 일반적으로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대
외채무 부실은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국별 대외채무 규모
(2011.3/4분기말 기준)

주 : 1) 일반정부 및 통화당국 기준
자료 : World Bank,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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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국내 대규모 여유자금이 가계 등의 강한 국내투자 편
향(home bias)을 반영하여 국채시장에 유입됨으로써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 비중이 여타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미국은 남유럽국가보다 대외채무 규모(GDP대비)가 작은 데다 기축통
화국으로서 외채보유에 따른 리스크도 작음*
* 달러화표시 채무의 상환이 용이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채무부담 증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o 특히 대외채무가 많은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
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탈리아(-2.9%, GDP
대비, 2009∼11년 평균), 그리스(-10.2%), 포르투갈(-9.1%), 스페인(-4.5%) 등은
최근까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추가적인 대외차입이 필요

― 반면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자규
모는 남유럽국가보다 작은 편
국별 경상수지 규모

자료 : IMF WEO

② 세수기반 취약 및 세수 불안정
□ 남유럽국가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세수의 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불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음
o 지하경제 규모(GDP대비, 2010년 기준)를 보면 그리스(25.4%), 이탈리아
(21.8%), 스페인(19.4%) 및 포르투갈(19.2%)이 일본(9.2%)과 미국(7.2%)의 2∼
3배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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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지하경제 규모

자료 : Friedrich Schneider(2011)

o 변이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남유럽국의 세수 변동성은 일본과 미국의
2.4∼3.7배 및 1.1∼1.7배로 매우 높은 수준
국별 세수 및 주요 경제변수 변동성1)
세수
선진국평균2)

4개 항목
평균

주요 경제변수
GDP

실업률

물가

경상수지
(GDP대비)
301

254

248

146

177

368

일본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213

193

142

144

336

149

이탈리아

244

200

80

127

436

156

스페인

309

322

149

416

472

251

포르투갈

315

329

133

181

586

416

그리스
372
353
123
194
778
315
주：1) 1980~2010년중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실업률과 경상수지 비율은
표준편차 기준, 일본을 100으로 하여 환산
2) 세수는 OECD 국가 평균, 주요 경제변수는 IMF 기준 34개국 평균
자료：OECD, IMF

― 세수의 안정성은 거시경제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6개 국가
의 GDP, 실업률,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성*과 세
수 변동성간 상관계수는 0.97인 것으로 나타남
* 4개 지표 변동성의 평균 기준

- 202 -

세수와 경제변수 변동성과의 관계

자료 : OECD, IMF 자료를 기초로 계산

③ 제도 및 금융시스템 열위
□ 남유럽국가는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금융시스템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World Bank가 표현의 자유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산한 세계 국가
지배구조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이
남유럽국가보다 상위에 위치
― 특히 정부 효율성, 규제수준, 법의 지배 및 부패통제수준은 미국･일
본과 남유럽국가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세계 국가지배구조 지표
(2010년 기준)

(백분위수, %)

6개 항
표현의
정치적
정부
규제
목 평균
자유
안정성
효율성
수준
∎ 일본
85
82
77
89
81
∎ 미국
84
87
57
90
90
∎ 포르투갈
79
85
70
82
76
∎ 스페인
76
86
39
79
84
∎ 이탈리아
67
76
62
68
77
∎ 그리스
63
73
40
68
74
주 : 1) 90~100 최상위, 75~90 상위, 50~75 중상위, 25~50중하위, 10~25 하위, 0~10 최하위,

법의
부패통
지배
제 수준
88
92
91
86
83
81
87
81
63
57
67
56
자료 : World Bank

o World Economic Forum의 금융발달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에의
하면 미국(2위)과 일본(8위)은 상위에 위치한 반면 스페인(17위), 이탈리
아(27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

- 203 -

*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인프라, 금융중개, 금융접근성 등과 관련한 세부 7
개 항목의 발전 수준을 수량화하여 산출

― 특히 미국과 일본은 리스크 헤지･분산 상품 등을 제공하는 파생상
품, 보험, 증권화시장 등 비은행서비스 및 금융시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금융발달지수 순위
(2011년 기준)
총계

금융인프라
경영
금융
환경 안전성
11
42

은행
서비스
21

금융중개
비은행
서비스
1

금융
시장
1

금융
접근성

∎미국

2

제도
환경
13

∎일본

8

16

18

28

6

6

5

21

∎스페인

17

22

27

50

5

18

11

14

∎이탈리아
27
29
28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40

24

25

16

20

4

□ 또한 남유럽국가들은 유럽의 여타 핵심국과 상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일통화체제에 속해 있어 정책대응 면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음
o 위기관리기구인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경우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 강화를 위한 17개국 의회승인에만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의사결정에 장시간을 소요
o 또한 ECB는 EU조약(no-bailout) 등으로 인해 최종대부자기능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적극 수행하는 데 제약
④ 그리스의 경우 빈번한 국가부도를 경험
□ 그리스는 1829년 독립 이래 약 절반 기간인 90년간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
* 1826년, 1843년, 1860년, 1893년 및 1932년에 채무불이행을 선언

o 여타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또는 이전에만 국가부도를 경험
― 일본･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각 1회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
였으며 스페인･포르투갈은 19세기에 각각 6회 및 4회의 부도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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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외채부도 경험
횟수
∎미국
0
∎일본
1
∎이탈리아
1
∎스페인
6
∎포르투갈
4
∎그리스
5
자료 : Reinhart & Rogoff(2010)

(1800~2009년)
외채부도(External Default Date)
최근 발생 시기
평균 지속기간(년)
1942 - 1952
11
1940 - 1946
7
1877 - 1882
9
1892 - 1901
6
1932 - 1964
18

⇒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채무 감내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
o 경제충격에 민감한 대외채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강도 높
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저축기반을 확충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에 주력
o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함과 아울러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세수의 변동
성을 완화
o 국가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
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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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채무 감내력 관련 주요 연구 내용
□ IMF(2003)*가 과거 30년간 부도를 경험한 국가와 여타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부채비율과 부도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IMF, “public debt in emerging markets: is it too high?”, 2003.9월

o 부도국의 55%는 국가부채비율(GDP대비)이 60%*보다 낮았으며 특히 부
도국 35%의 부채비율은 40%를 하회
* 중앙값(median) 기준

o 부채비율보다는 세수규모, 외채비중, 통화량 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부도국1)의 국가채무 관련 지표

부도국의 국가채무비율 분포

주 : 1) 1998∼2002년중 부도를 경험한 국가 평균 기준
자료 : IMF(2003)

□ Barclays Capital(2010)*은 부채 규모, 부채의 구성, 외부자금조달 의존도 외
에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등도 재정취약성(fiscal vulnerability)**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Barclays Capital, “Our Measure of Fiscal Vulnerability”, 2010.9월
** 재정취약성이 큰 국가는 대체로 부도위험이 큰 데 Barclay가 부채 규모, 부채의 구성,
외부자금조달 의존도, 제도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 등을 종합·시산한 재정취약성 지수
는 CDS 프리미엄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Reinhart et al(2003)*은 국가부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도
를 경험한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Reinhart et al, “Debt Intolerance”, 2003.3월

o 동 연구에 따르면 외채에 대한 감내력(external debt intolerance)은 현재 부
채수준 뿐 아니라 과거에 나타난 외채상환 실적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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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현황 및 향후 리스크*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최근 유로지역의 금융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1조유로 규모의 유동성공급 확대, 재정협약 체결, EU의 위기
관리체제 강화(ESM의 2012.7월 출범 등),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 등을 배경으로 국가채무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이러한 상황에서 EU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
면 다수 전문가들은 위기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대책이 미흡할 경우 국가채무위기가 재차 도래할 수 있다고 평가
◆ 유로지역의 향후 리스크로는 ①국가채무위기의 재연 가능성, ②대규모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시기 지연 가능성, ③은행의 디레버
리징 확대에 따른 성장세 추가 둔화 우려 등이 거론
◆ 이들 유로지역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요인인 만
큼 위기대응 정책의 추진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날 금융･실물경제의 흐
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1.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현황
□ 금년 1월초 이후 유로지역의 금융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o 대부분 과다채무국(GIPSI)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 포르투갈은 1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채무조정
이후 30%에서 20%로 하락*하고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는 7%
미만 수준에서 안정
* 부도 리스크 축소 영향

o 5년물 CDS 프리미엄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4호(2012.4.5), 국제경제리뷰 제2012-21호(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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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들어 스페인은 재정긴축 차질 우려 등으로 소폭 반등
o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유로 환율은 1.3달러대에서 등락
국채금리1)

CDS 프리미엄1)

주：1) 10년물. 그리스 국채금리는 신․구
국채교환으로 3.12일부터 하락

주：1) 5년물. 그리스 CDS는 선택적 디폴
트로 인해 3.10일부터 거래중단

신용스프레드

유로화 환율

주：1) 은행채(AA, 10년물)-독일국채금리(10년물)
2) 3개월물
자료：Bloomberg

□ 이와 같은 금융불안 완화는 정책당국의 국가채무위기에 대응한 다각적
인 노력에 힘입어 일단은 위기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o (ECB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ECB는 은행들의 디레버리징 완화, 국채
매입 및 대출 촉진* 등을 위해 3년물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으로 은
행권에 대해 1% 금리로 1조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
* 상당수 소형은행도 ECB 대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유로지역 고용의 70%를 차
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독일의 경우 460개 은행이
ECB 대출을 수혜

o (재정협약 체결) 재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EU 25개국이 새로운 재정
협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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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협약 체결국은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을 0.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해당국 GDP의 0.1% 이내의 벌금 부과

o (EU의 위기관리체제 강화) 당초 2013년 7월로 예정된 ESM을 조기출범
*
(2012.7)시켜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충
* EFSF의 운영기한을 연장(2012.6 → 2013.6)하여 1년간 EFSF 및 ESM을 동시 운영

o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 결정) EU/IMF의 2차 구제금융지원(1,300억유
로)의 전제조건인 추가 재정긴축안과 민간부문의 손실부담 방안 합의
(2012.2.21.일)

o (2011년도 과다채무국의 재정긴축목표 달성) 아일랜드․포르투갈이 재정
긴축목표를 달성하였고 이탈리아도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 축소로 시
장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유동성부족 위기의 전염 우려 약화
⇒ 최근 EU 당국자들은 위기대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 감소
등을 배경으로 국가채무위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을 제시
* Draghi ECB 총재(3.19)：“최악의 국면은 끝났지만 리스크는 상존”
Rompuy 유로그룹 의장(3.22)：“위기가 전환점에 도달”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위기종결이 아닌 위기해결에 필요
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추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잠재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국가채무위기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

2. 유 로지역 의 향 후 리 스크
 국가채무위기의 재연 가능성
① 위기관리기구의 자금여력 한계
□ 특정국가의 채무위기가 역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EFSF(2,000억유로) 및 ESM(5,000
*
억유로)의 지원여력(7,000억유로) 을 감안할 때 위기 재발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 확대 또는 새로 추가된 기능**을 수행(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의 위기
전염 차단 등)하는 데는 미흡
* 2012.3.30일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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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월 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는 EFSF의 대출 및 발행시장 국채매입 기능에 위
기확산 예방프로그램, 정부대출을 총한 은행자본금 확충 지원, 유통시장 국채매입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

o 이를 위해 EFSF 및 ESM의 가용대출 규모를 1조유로 내외로 늘려 위
기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 등의 반대에
직면
* European Commission(2012a)는 위기관리기구의 대출한도를 영구적으로 9,400억
유로(ESFS 4,400억유로＋ ESM 5,000억유로)로, OECD(2012)는 향후 2년간 1조유
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o 또한 위기관리기구의 신용등급(AAA)이 강등될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저금리의 자금지원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
② 신재정협약의 비준 부결 가능성
□ 신재정협약 발효는 협약 서명 25개 국가중 12개국 이상의 의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o 재정협약에 대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금년 5.31일 예정) 비준이 부결**
되거나 일부 중심국(예：프랑스***)이 신 재정협약 수정을 추진할 경우
회원국의 정책공조에 대한 신뢰성 훼손으로 금융불안이 재차 초래될
소지
* 금년 2.28일 국민투표 회부를 결정
** 현재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재정협약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프랑스의 사회당 대통령 후보 F. Hollande는 당선시 신 재정협약 재논의를 공약

o 아일랜드의 경우 비준이 되더라도 일부 정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아일랜드의 재정긴축 추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
* 4대 주요 정당중 하나인 Sinn Fein당과 군소정당연합(United Left Alliance)이 반대
의사를 표명

③ 그리스의 재정긴축 불이행 또는 3차 구제금융 우려
□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인 추가 재정긴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위험
(implementation risk)도 배제할 수 없음(IMF(2012), European Commission(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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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재정긴축에 대한 국내반발을 고려하면 총선(4월 예상) 결과에 따라
긴축안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 총선에서 긴축재정에 찬성한 정당들(PASOK, New Democracy)이 과반 의석을 확보
하지 못해 긴축안을 반대하는 군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재정긴
축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o 또한 경기침체국면에서 추가 긴축은 침체 장기화 등을 통해 세수목표
달성을 곤란케 할 수 있음
그리스의 GDP 성장률 전망
실 질 G D P 성 장 률 ( % )
재 정 수 지 비 율 (GDP대비, %)
기 초 재 정 수 비 율 (GDP대비, %)
국 가 채 무 비 율 (GDP대비, %)
자료：EU집행위원회(2012)

2010
-3.5
-10.6
-5.0
144.9

2011
-6.9
-9.3
-2.4
165.3

2012f)
-4.7
-7.3
-1.0
161.4

2013f)
0.0
-4.6
1.8
165.4

2014f)
2.5
-2.1
4.5
162.1

o 500억유로 규모(GDP의 18.5%)의 민영화 계획도 현재의 시장여건, 매각준
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일정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한 상황
□ 2012∼15년에도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이 160%를 상회할 경우 3차 구
제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될 우려
o 채무조정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작은 데다(총채무의 57%에 불과) 은행자
본확충 자금도 필요한 상황
o 이러한 가운데 민영화 및 구조개혁이 부진하면 3차 구제금융 필요성
이 부각될 가능성
④ 포르투갈의 추가 구제금융 신청
□ 포르투갈이 경기부진 지속으로 재정적자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
우 시장불안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구제금융 및 채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소지
o 2011년도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이 4.2%로 목표치(5.9%)를 달성한 것으
로 추정되나 이는 은행 연기금의 재정 전입 등 일시적 흑자요인(+3.6%)
에 주로 기인*
* 일시적 요인을 제거하면 실제 재정적자 비율은 7.0%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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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GDP성장률 전망

주：1) 2012.1.24일 전망
2) Citigroup(2012.2.24일 전망), Deutsche Bank(2.24), Morgan
Stanley(2.17), Roubini Global Economics(2011.12.9.) 평균

포르투갈 재정수지 비율 추정
2010년 추정치

추정치(A)
-9.8
-4.2
자료：Credit Suisse(2012.2.3일)

(GDP대비, %)
2011년 추정치 조정
일시 요인(B) 일시 요인(C) 일시 요인 제거(A-B+C)
3.6
-0.8
-7.0

o 2012년에는 신규 흑자요인이 없는 가운데 경기부진도 예상되고 있
어 재정적자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
― 2012 및 2013년 경제성장률이 예상(IMF 전망치: –3.0% 및 0.7%)보다
낮아질 경우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 2014년에는 그리스와 같은
추가 구제금융 또는 민간부문의 손실부담에 직면
포르투갈의 재정수요 및 조달 규모
(억유로)
투자은행 전망1)

EU 집행위원회 전망
재정수요

재정조달

자금부족 규모

재정적자 만기도래채무 기타 국채발행 기타 EU/IMF자금
2011.6~12월

88

272

38

90

5

303

0

2012

75

241

126

90

40

312

0

2013

51

194

55

190

10

100

104

2014.1~6월
33
105
43
주：1) Credit Suisse 추정
자료：EU 집행위원회, Credit Suisse 등

102

0

7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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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페인의 재정긴축 차질
□ 스페인의 경우 재정적자 지속, 은행부실 및 민간부문 과다채무 등의 근
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o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재정긴축 추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
― EU에 제출한 2011년 재정적자비율 목표(GDP대비 8.5%)가 달성되지 못
한 상태에서 2012년 목표를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5.3%)*
* 당초 재정적자비율 목표는 4.4%였으나 스페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5.8%로 선언
한 이후 EU와 합의를 거쳐 5.3%로 확정

스페인의 재정적자비율 목표 및 GDP 성장률 전망
2010
일
반
정
부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사회보장기금 및 기타
GDP성장률(%)
자료：Credit Suisse(2012)

9.3
5.7
2.9
0.7
-0.1

2011
목표치
6.0
4.8
1.3
-0.1
1.3

실제치
8.5
5.1
2.9
0.5
0.7

(GDP대비, %)
2012
최초 목표치 수정 목표치
4.4
5.3
3.2
3.5
1.3
1.5
-0.1
0.3
2.3
-1.7

― 일부에서는 2011년 실제 국가부채비율(GDP대비)이 공식 통계(67.8%)보
다 높다는 견해도 제기(Edward Hugh, 2012)
o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3.30일 추가 발표한 재정긴축안*(270억유로)도
국내반발 및 지방정부 의지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
* 재정지출 16.9% 삭감(전년대비), 소득세율 인상 및 공무원 임금 동결 등 197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5월중 의회승인을 받을 예정. 그러나 재
정지출의 1/3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
고 있음

―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 및 경기부진으로 실제
재정적자비율이 6.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우려*
* Gavyn Davies, “Spain in the austerity trap”, Financial Times, 2012.4.1.

o 스페인은 유로지역의 공통문제(국가채무문제, 은행부실, 경기부진) 외에 두
가지 문제(민간부채 과다*, 경상수지적자 지속)를 더 갖고 있어 재정긴축만
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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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민간부문에 과다대출을 한 은행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은 추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

스페인의 부동산가격1)

주：1) IMIE 지수

자료：Tinsa

 대규모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 2012년중 유로지역은 과다채무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에서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제한된 경기침체(mild recession)를 보일 전망
* EU 집행위원회(2012.2.23.일), IMF(1.24일) 및 ECB(3.8일)는 2012년 유로지역 성장 전
망치를 –0.3%, –0.5% 및 –0.1%로 각각 전망

o GDP성장률(전기대비)이 2011년 4/4분기에 2009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3%)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
□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다채무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로지역
회원국이 동시적으로 대규모 재정건전화를 추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비율
재정수지 비율
2010
2011f)
2012f)
2013f)
유로지역
-6.3
-4.3
-3.4
-2.9
독
일
-4.3
-1.1
-0.7
-0.1
프 랑 스
-7.1
-5.7
-4.8
-4.4
이탈리아
-4.5
-3.9
-2.8
-2.3
스 페 인
-9.3
-8.0
-6.8
-6.3
그 리 스 -10.6
-9.0
-4.7
-3.9
아 일 랜 드 -31.4
-10.3
-8.5
-7.5
포르투갈
-9.8
-5.9
-4.5
-3.0
자료：IMF(Fiscal Monitor update, 201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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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5.3
83.2
82.4
118.4
60.8
145
92.5
93.3

국가채무 비율
2011f)
2012f)
88.4
91.1
81.5
81.6
87.0
90.7
121.4
125.3
70.1
78.1
162
151
105.6
113.7
107.2
116.3

2013f)
92.5
79.8
93.1
126.6
84.0
149
118.1
118.1

o 독일은 수정헌법에 따라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을 0.35%로
유지해야 함
o 프랑스 및 스페인은 재정적자비율을 2013년 3%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
며, 이탈리아는 2014년 재정수지균형 달성을 목표로 설정
o 아일랜드는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정적자비율
목표(GDP의 8.6%)를 종전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 IMF의 아일랜드 실질GDP 성장률 전망(2012.2.13.)：
2011년 1.1% → 0.9%, 2012년 1.0% → 0.5%

o 그리스는 2013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2차 구제금융지원
의 전제조건인 추가 긴축을 추진할 계획
□ 유로지역 국가들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화정책
면에서의 추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
o 특히 경제개방도가 낮아 재정긴축에 따른 승수효과*가 큰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경우 강도 높은 재정긴축 → 성장위축 → 재정적자비율
목표치 상회 → 재정긴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유발될 가능성
*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한계소비성향 및 낮은 한계수입성향

 가 1을 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으로 재정승수 
  한계소비성향  한계수입성향
재정긴축이 성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산

□ 하반기부터 유로지역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다수
국가에서 동시 진행하는 추가 재정긴축으로 경기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음
o 그리스의 경우 2010~13년까지 GDP의 20%에 달하는 유례없는 재정긴
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4년에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o 스페인도 경기침체 심화로 당초 기대했던 세입달성이 어려워 EU와의
합의를 거쳐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4.4%)를 5.3%로 상향 조정

 은행의 디레버리징 확대에 따른 성장세 추가 둔화 우려
□ 금년 들어 유럽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대출기준 강화 및 수요약화* 등으
로 둔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확대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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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4분기중 대출기준을 강화하려는 은행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하고 대출수요
를 축소하려는 기업은 전분기대비 21% 감소(ECB 서베이, 2012.2.1)

o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성장이 양호하고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기업대출 증가율을 기록
o 반면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과다채무국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
유로지역 은행의 대출증가율
2010.12
유 로 지 역
0.0
독
일 -0.5
프 랑 스
1.2
이 탈 리 아
2.1
네 덜 란 드
2.1
오스트리아
1.9
핀 란 드
4.2
그 리 스
5.1
아 일 랜 드 -21.8
포 르 투 갈
0.8
스 페 인 -1.1
자료：ECB

(전년동기대비, %)
기업대출
가계대출
2011.6
12 2012.1 2
2010.12 2011.6
12 2012.1 2
1.4
1.1
0.7
0.4
2.9
3.3
1.6
1.3
1.2
0.6
1.5
1.9
1.6
0.9
0.9
0.7
0.9
1.0
4.7
4.8
4.6
3.9
6.2
7.3
5.2
5.6
5.1
5.1
2.5
1.4
0.6
7.4
5.5
3.7
3.4
2.9
5.1
4.1
3.2
2.7
4.7
11.6
2.4
-1.6 -1.2
2.9
3.9
3.0
3.1
0.7
2.2
1.5
1.4
1.5
5.5
9.9
10.4 10.3
6.2
5.8
5.6
5.6
5.6
-0.8 -3.0
-4.2 -5.4
0.8
-1.6 -4.4
-4.5 -4.7
-18.5 -1.8
-2.3 -2.9 -6.4
-4.6 -2.7
-2.9 -3.0
0.0 -3.2
-3.9 -4.2
2.8
1.0 -1.4
-2.3 -2.0
-2.8 -4.8
-5.0 -4.5
0.5
-1.2 -1.7
-1.8 -2.0

□ 유럽은행들은 2011년 10월 발표된 EU의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
6월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고 국가채무 익스포져에 대한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디레버리징
이 예상보다 확대될 우려
o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은행들은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본확충보다는 대출 축소
또는 자산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자본확충 계획은 저조한 수익 전망,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직접 자
본조달 곤란 등으로 적지 않은 실행리스크에 직면
□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큰 유럽에서 은행의 디레버리징 확대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유로지역 신용 증가율이 평균 대비 5%p 감소하는 경우 유로지역 실질 GDP 성장률
은 단기적으로는 평균 대비 0.4%p, 장기적으로는 평균대비 1.6%p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Cappiello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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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대출 및 주식ㆍ채권발행 규모1)

주：1) 2007년 기준

자료：ECB, Monthly Report, 2009.4

3. 평 가
□ 금년 들어 유로지역의 금융불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금융･실
물경제가 상당 기간 취약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MU 체제의 근본적 결함이 단기간내에 해소 또는 보완되기 어려운 상
황에서는 국가채무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밖에 없어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위기가 상황 전개에 따라 재연될
수 있기 때문
o 특히 재정건전화 추진 및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는 경제활동 위축을 통해 부정적으로 파급(negative feedback loop)되면서
금융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o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 추진은 대외신뢰 회
복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제고 및 재정여력(fiscal space) 창출에
기여할 전망
―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정건전화에 따른
소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로지역의 정책당국은 단기적으
로는 금융･실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비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 등을 포괄하는 등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를 견지하는 가운데 위기예방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에 적기 대응해 나갈 필요
□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재연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리스크 요인인 만큼 위기대응 정책의 추진 및 그 과정에서 나타
날 금융･실물경제의 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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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고용악화 배경 및 시사점*
김아현 선진경제팀 조사역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국가채무위기의 여파로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매
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특히 재정취약국은 최악의 고용상황
을 지속
◆ 재정취약국의 고용악화는 경기침체, 고용유지장치의 미작동, 높은 임시
직 비율,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 기인
◆ 최근 재정취약국은 고용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도 고용창출대책을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
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발표
◆ 향후 고용정책은 실업급여, 조기퇴직제도 등의 소극적 수단보다는 장기
적으로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고용알선, 직업훈련, 고용유지장치의
작동 가능성 제고 등 적극적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
으며 노동시장의 이중성 및 산업별 단체협상시스템도 개선할 필요

1. 개 요
□ 유로지역의 2012.2월 실업률은 10.8%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국가채
무위기의 여파로 2011.9월 이후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
EMU이후 유로지역 실업률

자료 : EU통계청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7호(2012.4.26), 국제경제리뷰 제2012-24호(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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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이후 고용사정은 유로지역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독
일 등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대부분의 재정취약국*은 최악
의 고용상황을 지속
* 이탈리아를 제외한 재정취약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

o 스페인의 실업률은 20%대로 역내에서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도 역내 평균(10.8%)을 훨씬 상회하는 높
은 수준을 기록
o 다만 이탈리아의 실업률(9.3%)은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
주요국 실업률
2008
독
일
7.5
프 랑 스
7.8
이탈리아
6.7
스 페 인 11.3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6.3
그 리 스
7.7
유로지역
7.6
자료 : EU통계청

2009

2010

7.8
9.5
7.8
18.0
10.6
11.9
9.5
9.6

7.1
9.8
8.4
20.1
12.0
13.7
12.6
10.1

연간
5.9
9.7
8.4
21.7
12.9
14.4
17.7
10.2

3/4
5.8
9.7
8.4
22.0
12.7
14.6
18.5
10.2

2011
4/4
5.7
9.8
8.8
22.9
14.1
14.7
20.4
10.5

11월
5.7
9.8
8.8
22.9
14.0
14.8
20.6
10.5

12월
5.7
9.9
8.9
23.0
14.6
14.7
21.0
10.6

2012
1월
2월
5.7
5.7
10.0 10.0
9.1
9.3
23.3 23.6
14.8 15.0
14.7 14.7
..
..
10.7 10.8

□ 재정취약국의 고용사정 악화 지속은 경기침체 이외에 국가별 노동정책
및 제도, 노동시장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기인
⇒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고용사정 악화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재정취약국의 고용사정 악화 배경 및 최근의 정책 노력
 고용사정 악화 배경
( 경기 침체 )
□ 재정취약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국가채무위기로 인해 경기부진
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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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2011년 각각 -6.9% 및 –1.6%의 성장률을 기록
하고 스페인 및 이탈리아도 각각 0.7% 및 0.4%의 저성장세
o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2008.2분기～2009.1분기까지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2011년에는 각각 3.0% 및 1.7% 성장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자료 : EU통계청

□ 특히 재정취약국을 보면 위기 이전에는 경기 상승기중 고용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 감소폭이
마이너스 GDP 성장률보다 더 크게 나타남
o 스페인의 경우 위기 이전 경기 상승기에도 고용 증가율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GDP성장률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이로 인해 최근의 경기 하
락기에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
유로지역 주요국의 GDP 및 고용 증감

주 : 1) 분기별 전기대비연율의 평균
자료 :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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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장치 미작동 )
□ 재정취약국의 고용침체는 고용유지장치 미비 또는 동 제도의 미작동에
도 일부 기인
o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들은 생산감소에 대응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
해 근로시간감축제도(short-time working), 일시해고(temporary lay-offs), 연
간근로시간계좌(Working Time Account) 등의 고용유지 장치를 운용
o 생산대비 고용감소가 적었던 독일에서는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적극적
으로 시행되면서 고용유지에 기여
― 정부는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을 유지(labour hoarding)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
기업들이 위기 도래 이후 시행요건 완화를 계기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
* 자세한 내용은 해외경제포커스 제2011-32호 ｢독일 “고용기적”의 배경과 전망｣
참고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제도 수혜자

유로지역 근로시간단축제도 참여율

자료 :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자료 : Hijzen & Venn(2011)

o 그리스의 경우 고용유지 장치가 미비되어 있었고 스페인 및 포르투갈
은 고용유지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참여율 저조로 인해 소기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하였음
― 스페인은 일시해고에 대한 정부 보상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이 생산 감소(특히 건설업)*에 직면하여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 자세한 내용은 <참고>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건설업 위축

― 포르투갈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실업수당이 근
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편익(보조금 및 잔여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커
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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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이탈리아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
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고용사정을 유지
( 높은 임시직 비율 )
□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은* 스페인(2010년 25%) 및 포르투갈(23%)은 위기를
겪으면서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을 대폭 감축하였고 그 결과 실업률
도 빠르게 상승
* 스페인은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임시
직 고용을 크게 늘렸고, 포르투갈은 1990년대 후반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
하면서 임시직 비율이 크게 증가

o 유로지역에서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 2008~2010년중
정규직 고용은 2.3% 감소한 반면 임시직 고용은 21.7%나 감소
o 포르투갈은 위기 초기에는 임시직 고용을 줄이다가 최근에는 정규직
고용을 저렴한 임금의 임시직으로 대체하면서 정규직 고용이 크게 감
소하는 모습
재정취약국의 임시직비율

자료 : EU통계청

스페인의 고용동향

자료 : OECD

포르투갈의 고용동향

자료 : OECD

( 임금의 하방경직성 )
□ 재정취약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형성된 생산성 증가를 상회
하는 높은 임금상승 관행이 기업의 원가부담 누증을 통해 가격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특히 스페인과
였지만 여전히
가부담 해소를
를 선택하면서

아일랜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1인당 임금이 하락하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해당국 기업들은 원
위해 임금삭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노동자 해고
실업난 가중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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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주요국의 생산성 및 임금 증가율1)

주 : 1999~2010년 중 자료 : OECD

유로지역 1인당 임금

자료 : EU통계청

□ 이러한 재정취약국의 생산성 증가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은 임금의 물가연
동제(wage indexation) 및 산업별 단체협상방식 등의 제도적 요인에 따른 임
금의 하방경직성에 기인
o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임금이 생산
성보다는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Peeters & Reijer(2011)

― 특히 스페인에서는 전체 기업의 약 54.8%가 임금을 물가에 연동하
고 있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유발
o 또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경우 산업별 단체협상방식*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 단체협상은 협상수준에 따라 전국적/산업별(지역별)/기업별 협상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산업별 협상방식에서 일반적으로 기업별·전국적 협상방식에 비해 실업
률이 높게 나타남(IMF, 2011)

임금의 물가연동제 실시 현황

임금 단체협상방식의 수준

물가연동제 적용
회사의 비중(%)
스

페

인

54.8

그

리

스

20.0

아 일 랜 드

9.5

포 르 투 갈

9

이 탈 리 아

1.7

자료 : Babecky & Caju(2010)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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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정책적 노력
□ 유로지역의 재정취약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채무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임금(가격)조절이 아닌 고용량(수량)을 조절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고용사정 악화 원인
경기침체
임금 상승
임시직 비율
고용유지 장치
고용사정 악화(실업률,%)

그리스
극심
크게 상승
보통
미비
최악(21.0)

아일랜드
극심
극심한 상승
보통
일부미작동
악(14.7)

포르투갈
심함
크게 상승
높음
미작동
악(15.0)

스페인
심함
크게 상승
아주 높음
일부 미작동
최악(23.6)

이탈리아
심함
보통
보통
양호
양호(9.3)

□ 이에 대응하여 최근 재정취약국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2｣

o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그리스는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감축하며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o 아일랜드는 공공고용지원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를 강화하고 직
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o 포르투갈은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정규직의 해
고절차를 완화하고 신규인력 대한 퇴직급여를 감축
o 스페인은 종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규직 해고비용
을 감축하고 산별협상으로 정해진 임금인상기준을 회사사정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opt out 조항의 적용 여건을 완화
□ 또한 EU도 고용창출 대책을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발표(2012.1월 정상회의)
o EU는 회원국들이 4월까지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
의 일환으로 국가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Job Plans)을 마련하여 EU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결정
o 국가별로 임금결정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고용 촉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며 청년, 여성,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
여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

- 226 -

3. 시사점
□ 높은 실업률은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및 고
용 보조금 등의 지출 확대, 세수(tax collection) 감소로 인해 많은 재정비
용(fiscal cost)을 유발하므로 고용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o 유럽집행위원회(EC)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
능성을 언급하며 고용악화를 향후 경기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
* EC 경제전망보고서(2011년)

o 다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연이은 재정지출 삭감 조치로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o 특히 재정취약국들은 악화된 재정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만
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대중과의 합의 하에 공정한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은 실업급여나 조기퇴직제도 등과 같은 실업자의
생계를 위한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사정을 개
선할 수 있는 고용알선, 직업훈련, 창업인센티브, 고용유지 장치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
o 한편 EU 회원국 대부분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강화 필요성에는 공
감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국민적 저항 등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소극적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완화하고 산업별 단체협상 시스템도 개선이
요망됨
o 과도한 정규직보호 완화를 통해 임시직 비중을 축소하면서 노동시장
의 이중화를 개선
o 산업별 단체협상시스템도 단체협상비용 감축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
만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탄력적인 운
용 및 분권화 추진
―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경기침체 등과 같은 특정상황에서 산별
로 합의된 임금인상의 적용을 연기하는 opt out 조항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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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건설업 위축
□ 유로지역의 고용감소는 건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취약국의 경우 EMU 가입 이후 저금리를 바탕
으로 형성된 부동산가격 거품이 해소되면서 건설업의 급격한 고용
감소로 이어짐
o 2008∼10년중 건설업 고용은 아일랜드 55%, 스페인 40.4% 그리스
21.3% 각각 감소
o 특히 스페인은 건설업 비중이 약 12%(2010년 기준)로 유로지역 평균
(6.3%)보다 월등히 높아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건설업 생산지수

자료 : EU통계청

유로지역 부문별 고용증감율(2008~2010년)
전체
유로지역 -2.3
독
일 1.3
프 랑 스 -0.8
스 페 인 -10.5
그 리 스 -4.3
아일랜드 -14.5
포르투갈 -5.0
자료 : European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8.9 -12.9
-1.7
-3.8
1.8
1.8
-8.1
-2.3
-0.8
-21.3 -40.4
-7.7
-11.0 -21.3
-3.7
-17.5 -55.0 -10.6
-6.7 -11.9
-2.9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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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전후 유로지역 재정지출 ․ 수입 변화의 특징과 평가*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유로지역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금융구조조정
및 채무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재정수입 감소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
◆ 동 기간중 재정지출·수입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재정불균형 구조 심화, 경
직성 지출비중 증대 및 정부투자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조세
수입 의존도 하락,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채무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부
담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 유로지역의 재정건전성 회복에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억제하기 위
한 재정규율(예：debt brake) 확립이 중요

1. 최근 재정 상황
□ 유로지역 재정상황은 1999년 유로지역 출범 이후 2007년까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
o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은 2003년 3.2%에서 2007년 0.7%까지 낮아졌으
나 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4.1%로 상승
o 국가채무 비율(GDP대비)은 2007년 66.3%에서 2011년 88.0%로 크게 상승

(GDP대비, %)

유로지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1)>
<국가채무>
(십억유로)

(GDP대비, %)

주 : 1) 기초재정수지 기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8호(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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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유로)

―

이러한 국가채무 비율 급등은 대부분 기초재정수지(재정수지-이자)
적자에 기인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율 상승 요인별 기여도
(%, %p)

2004~08
69.0
0.2
-1.1
0.3
3.0
-1.4
-1.3
1.0

2009
2010
국가채무 비율(GDP대비)
79.9
85.6
전년대비 변동폭(%p)
9.8
5.7
1. 기초재정수지 적자
3.5
3.4
2. 지급이자 및 거시요인
5.4
0.7
이자비용
2.9
2.8
성장효과
3.1
-1.5
인플레이션효과
-0.6
-0.6
3. 기타
0.8
1.5
유로지역 실질GDP 성장률
-4.3
1.9
자료 : EU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2012.4)”

2011
88.0
2.4
1.1
0.7
3.1
-1.2
-1.1
0.6
1.5

2012e
91.8
3.8
0.0
2.1
3.2
0.3
-1.4
1.7
-0.3

□ 이에 따라 대부분 유로지역 국가가 안정성장협약(SGP)상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 상한*을 위반
*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GDP대비)을 3% 및 60% 이내로 각각 유지

o 재정적자 비율은 1999∼2007년중(평균)에는 4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
키아, 몰타)을 제외한 국가가 3% 이내였으나 금융위기 후 2008~2011년
중(평균)에는 4개국(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을 제외한 국가가
3%를 상회
o 국가채무 비율도 2011년에 5개국(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을 제외한 국가가 60%를 상회
위기 전후 유로지역의 재정지표1)
<재정적자>
<국가채무>

주：1) GDP대비, 기간중 평균, %

자료：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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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시장에
서 재정취약국으로 지목했던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사이
프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및 수입 변화의 특징
 재정불균형 구조 심화
□ 유로지역에서는 위기 이후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상회하는 재정불균
형 구조가 심화
o 2007년에는 사실상 재정균형을 이루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재정수입은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불균형이 크게 확대
유로지역의 재정지출·수입 비율1)
(GDP대비, %)

유로지역의 재정지출·수입 증가율

(십억유로)
(전년대비, %)

주：1) GDP대비 자료：Eurostat

자료：Eurostat

o 국별로 보면 그리스 및 포르투갈이 유로화 도입 이후 지속되었던 재
정불균형이 위기 이후 크게 확대
o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재정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은행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규
모 재정적자로 전환
* 아일랜드는 2002년(-0.3%)을 제외하면 1999~2007년중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

o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이후 비교적 균형재정을 유지하였으나 위기 이
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대응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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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국별 재정 지출․수입 비율1)
<재정지출 비율>
<재정수입 비율>

주：1) GDP대비, %

자료：Eurostat

 경직성 재정지출 증대 및 정부투자 감소
□ 유로지역 재정지출의 2/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및 공공부문보수가
경직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이후 재정지출에서의 비중이 확대
유로지역 재정지출 항목별 비중
(2008∼11년 평균, %)
사회보장

공공부문보수

정부소비

이자지급

고정자본

기타

45.9

21.5

11.1

5.9

5.2

10.4

o 2009년중에는 사회보장지출 중에서 연금지급과 고용관련지출(실업수당,
직업교육 등)이 경기위축으로 크게 증가
유로지역1) 고용관련지출지표
(%)

연도

2001

2002

2003

GDP대비
1.6
1.8
1.9
증가율
4.5
14.2
9.2
주: 1) 벨기에, 슬로바키아 제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8
2.9

2.0
12.5

1.9
-1.3

1.7
-6.7

1.7
1.5

2.2
25.9

2.1
1.6

o 그러나 2010∼11년중에는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독일 등의 실업관련
지출 감소 등에 힘입어 크게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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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재정지출·사회보장·공공부문보수지표
(GDP대비, %)

(증가율, %)

자료：Eurostat

□ 한편 정부투자 비율(GDP대비)이 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고정자본투자 비율1)
1999
유로지역 2.6
독
일 2.0
프 랑 스 3.0
이탈리아 2.4
스 페 인
3.4
그 리 스
3.1
포르투갈
4.5
주：1) GDP대비

2001
2.6
1.9
3.1
2.4
3.3
3.6
4.4

2003
2.6
1.6
3.1
2.5
3.6
3.5
3.9

2005
2.5
1.4
3.3
2.4
3.6
2.8
3.6

2007
2.6
1.5
3.3
2.3
4.0
3.4
2.7

2008
2.6
1.6
3.3
2.2
4.0
3.7
2.9

2009
2.8
1.7
3.4
2.5
4.5
3.1
3.0

2010
2.5
1.6
3.1
2.1
3.8
2.2
3.6

(%)
2011
2.3
1.6
3.1
2.0
2.8
1.6
2.6

□ 국별로는 사회보장지출 및 공공부문보수가 다른 모습을 보임
① 사회보장지출 비율(GDP대비)
o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경우 유로화 도입이후 사회보장지출 비율*(GDP
**
대비)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대침체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사회보장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의 경우 그리스는 2005년 연금을
일률적으로 인상(1인당 100~200유로)하였으며, 포르투갈은 유로화도입 직후인
1999.7월 실업보험 혜택을 확대
** GDP 성장 후퇴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지출 비율(GDP대비)이 확대된 것도 원인

― 다만 유로지역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o 스페인의 경우 사회보장지출 비율(GDP대비)이 사회보장지출의 대폭 증
가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 크
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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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지출 비율(GDP대비)이 유로지역 국가중 최고
수준이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을 거치면서 2007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위기 이후 일시 상승한 후 재차 하락
*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Agenda 2010)에 대해서는 양석준(2011) 참조

유로지역 국별 사회보장지출지표
(GDP대비, %)

(증가율, %)

주：1) 포르투갈은 2004년부터 공공부문연금의 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2003년중
조기퇴직이 급증하면서 연금지급이 크게 확대(BoP 2010c)
자료：Eurostat

② 공공부문 보수 비율(GDP대비)
o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경우 공공부문 보수 비율(GDP대비)이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하락세
o 반면 스페인은 위기 이전에는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이후 평
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하회
유로지역 국별 공공부문보수지표
(GDP대비, %)

(증가율, %)

자료：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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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확대
□ 재정지출 주체*중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위기 이후 상당규모로 증가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

o 특히 스페인*의 경우 지방정부 지출의 재정지출 비중이 2011년 43%로
유로지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
* 지방정부는 의료･교육 등 주요 공공지출에 대한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
년대 경기호조기에 병원 등 각종 공공건물 건설사업 등을 추진

유로지역 주요국의 재정지출 주체별 비중
유로지역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페 인
그 리 스
포르투갈

중앙정부
37.8
26.3
36.8
44.6
29.8
60.4
64.6

지방정부
28.3
37.9
19.3
24.2
43.3
4.7
12.3

유로지역 국별 지방정부 재정적자 비율1)

(2011년 기준, %)
사회보장기금
33.9
35.9
43.8
31.2
26.9
35.0
23.0

유로지역 국별 지방정부1) 지출 증감률
(%)

(%)

주：1) 독일은 주정부를 포함
자료：Eurostat

주：1) GDP대비
자료：Eurostat

 조세 수입 의존도 하락
□ 재정수입(조세 및 사회보장기금 수입)중 조세수입 비율(GDP대비)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금수입 비율(GDP대비)은 위기
전 수준을 상회
o 세원별 조세수입 비율(GDP대비)을 보면 위기 이후 간접세 비율(생산세․
수입세*)과 직접세 비율(소득세․재산세) 간 격차가 다시 확대
* 부가가치세, 관세, 에너지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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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재정수입1)
(GDP대비, %)

(증가율, %)

주：1) 생산 및 수입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 국별
비)의
면서
경우

자료：Eurostat

세원별 조세수입 비율(GDP대비)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비율(GDP대
경우 그리스 및 포르투갈이 위기 이전부터, 스페인은 위기를 거치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인세 비율(GDP대비)의
대부분 하락세

o 다만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경우 위기 이후 세수증대를 위한
부가세율 인상(각각 4%p, 3%p, 2%p)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 등으로 부가
세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세 비율(GDP대비)도 하락
유로지역 국별 부가가치세 수입 증감
2006
897
174
242
172
98
23
21

유로지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2007
926
175
250
173
108
26
20

2008
966
179
256
178
119
28
20

2009
999
185
263
180
126
31
21

2010
1,007
190
268
181
125
28
20

(십억유로)
2011
1,015
196
274
179
123
26
19

유로지역 국별 세원별 조세수입/GDP 비율
<부가가치세>
(GDP대비, %)

자료 : Eurostat

<소득세 및 법인세>
(GDP대비, %)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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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정부 보유자산 매각
□ 채무위기국들은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국가채무비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채무축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o 포르투갈의 경우 2011∼12.1/4분기중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33억유로
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상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60%에 해당
* 2011년중 중국기업에 국영전기회사인 EDP(Energias de Portugal)의 주식 21.4%를
26.9억유로에, 2012.1/4분기중 사우디기업에 국영전기송전회사인 REN의 주식
40%를 5.9억유로에 매각

o 전체 금융자산 매각시 순 국가부채(국가채무―금융자산) 비율(GDP대비)의
경우 스페인은 60%를 하회하는 반면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60%를 크
게 상회
o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공기업 주식이어서 금융시장여건에 따라 매각수입
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음
유로지역 국별 순1) 국가채무

유로지역 국가 보유 금융자산별 비중1)

(GDP대비, %)

(%)

주：1) 국가채무에서 금융자산을 차감
자료：ECB 및 Eurostat

주：1) 2010년 기준
자료：ECB(2011.10)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채무위기 대응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
( 금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
□ 금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원방식, 회계방식에 따라 당해 연도 재
정수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로 이연
o 아일랜드의 경우 금융구조조정 비용(310억유로)이 2010년 재정지출에 일
시에 반영되면서 2010년 재정적자가 486억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재정
적자비율(GDP대비)도 32%(동 지출 제외시 11.9%)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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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다른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우 금융기관 증자, 자산매입 등을 통
해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으나 당해 연
도 재정지출에는 미반영
□ 위기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유로지역의 재정지원규모는 약
4,390억유로*로 국가부채/GDP비율을 4.9%p 상승시켰으나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재정수지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 2011.5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이전까지 투입된 자금 기준

o 증자 및 자산매입 등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자금이 채무로 조달
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동 채무의 이자지급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당해 연도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기인
유로지역 금융구조조정이 국가채무 비율1)에 미친 영향
(%, 억유로)

금융부문 구조조정(A)
기타 보유금융자산
가치 변동 등(B)
A+B

2007

2008

2009

2010

0.0
< - >

1.9
<1,626>

0.5
<452>

2.5
<2,312>

2007~2010
소계
4.9
<4,390>

0.5

1.3

0.4

-0.6

1.6

0.5

3.2

0.9

1.9

6.5

주：1) GDP대비

자료：ECB(2011.11)

o 다만 지원 금융기관 부실로 지원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연도 지출에 반영*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
*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금융부실이 “실현”되면 재정수지에 영향을 줌. 즉 은행
이 부실자산을 상각하고 자본금을 감축하면 동 은행 주식을 보유한 정부도 동
감축액 만큼 보유주식을 상각해야 하고 이는 해당연도의 재정지출로 처리#
# Eurostat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후 정부보유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동
부실금액은 정부의 이전지출(capital transfer)로 처리하도록 결정(2009)

□ 한편 스페인은 저축은행 등 금융부문 부실 심화로 EFSF/ESM에 대한
은행부문 구제금융 신청하였으며 구제금융 지원방식에 따라 재정부담
여부가 결정
o 유로지역 정상회의 합의(6.28/29일)에 따라 향후 EFSF/ESM이 스페인 은
행에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하고 스페인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다면 스페인의 직접적 부담은 없어 재정지표에도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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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채무위기 공동대응관련 재정부담 )
□

유로지역

국가들은

채무위기에 대응하여 2010.6월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설립과 EFSF 발행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
하고 2012.7월 출범이 예정된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 대한
순차적 출자금 납입을 약정

o EFSF에 대해서는 직접 출자하지 않고 EFSF 발행채권에 대해 지급보
증(최대 4,440억유로)을 하였으며 EFSF가 채권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으
로 대출한 잔액은 총 1,920억유로(2012.5말 기준)
□ EFSF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는다면 회원국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에 대
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1차적으로는 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부족시 지급보증 대지급이 발생하며 이 경우 국별 분담
비율만큼 이전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또는 국가채무 증대가 발생
* ESM 출범(2012.7)후에는 EFSF로부터 인계받는 적립금 및 신규 자본금

o EFSF와는 달리 각국 정부가 2012~2014년중 예정대로 ESM 납입자본금
800억유로의 출자를 완료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유로지역 전
체 정부부채 비율은 약 0.8%p(2011년 GDP대비) 상승 가능
유로지역의 채무위기 대응 조치별 지원 방식 및 규모
(억유로)
용도
•
•
•
•
•
•
•

지원방식

제1차 그리스 구제금융(지급 완료)
대출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단계별 지급 약정)
대출
IMF 추가 출자(약정)
출자
EFSF 지급보증(2012.6.30까지)
지급보증
신EFSF 지급보증(2012.7.1.~2013.6.30)
지급보증
ESM 출자(2012~2013년중 납입 약정)
출자
ESM 추가 출자(필요시 출자하기로 약정)
출자
주：1)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대출액의 합계
2) 2012년 하반기중 완료 예정

약정
800
1,440
1,820
4,400
7,796
800
7,000

지원규모
기지원액
529
52
1,9201)
3202)
-

자료：EFSF(2012.5)

3. 평가 및 대응방향
□ 유로지역 주요국들은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부양 및 금융부문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단기간
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
o 재정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은 성장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 축소되기 쉽지 않음(EU집행위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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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정부 지급보증과 ESM 등 위기대응기구
에 대한 출자를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증의 대납, 출자 및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ECB 2011.10)
□ 유로지역 주요국은 위기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위기대응
이전의 재정여력에 따라 시장반응이 국별로 차별화(EU집행위 2011.3)
o 위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GDP대비 정부부채가 60%를 상회하면서
도 재정건전성 제고에 소극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대
응한 재정지출이 곧바로 채무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 스페인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았으나 금융부실 및 지방정부의 건전
성 악화로 채무위기가 심화
o 시장참가자들도 유로지역 전체보다는 개별국가의 재정 지출 및 수입
구조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목
― 이에 따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연금제도, 실업수당 등 지
출측면과 세수확보 등 수입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
□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ECB는 유로지역 전체 차원에서 재정적
자 및 국가채무가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채무억제장치(debt brake)와 같
은 재정규율이 조속히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ECB 2012.4)
o 또한 ECB는 향후 개별 유로지역 국가들이 발표한 재정구조 개혁 조치
의 실행여부와 아울러 정부보증 등 우발적 채무의 실현 가능성도 고
려하면서 유로지역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지
적(ECB 2011.10)
o 한편 2012.3월 EU정상회담에서는 재정규율 등을 강화한 재정협약(fiscal
compact)이 합의되었으며 각국 의회 비준 등을 거쳐 2013.1월부터 발효
예정
□ 다만 최근 들어 유로지역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긴축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EU정상회의에서는
1,200억유로 규모의 성장협약(growth pact) 추진에 합의(6.28/29일)
o 또한 금융시장과 신용평가기관들도 과도한 채무비율 뿐 만 아니라 지
나친 긴축조치로 인해 소비위축과 고용부진 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될
수 있는 저성장에 대해서도 우려(IMF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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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개혁정책*
김민수 선진경제팀 과장
◆ 2011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꾸
준히 거론되다가 몬티총리의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
을 보였으나 최근 스페인이 은행부문에 대한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다시 부각
◆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채무감내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
o 다만 이탈리아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은행부문의 부실규모가 크지
않고 여타 재정 취약국에 비해 국민소득 수준 및 가계부채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하
여 2015년에는 균형 재정수지를 달성하고 국가부채비율을 114.4%로 낮
추는 한편 연금부문,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있으나 몬티총리를 이어 2013년 4월 선거 이후 등장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과 그리스에서의 재정위기 진행에 따른 주변국 리스크 등은 향후
아의 재정문제 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

보이고
내각이
스페인
이탈리

1. 개 요
□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당시부터 국가부채비율이 매우 높았던 이탈리
아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들도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하향하는 가운데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
1.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 신용평가사들은 2011년 하반기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하고 전망도 ‘부정적
(negative)’으로 유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9호(2012.9.27), 국제경제리뷰 제2012-39호(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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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등급 하향의 주된 요인으로는 유로지역 여타 재정취약국에서의
재정위기 확산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점, 경기침체 지속, 정치·경제적 불
확실성 증대 등으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에 대한 실행 리스크가 확
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아울러 이탈리아의 국채상환 예정액이 2012년 하반기와 2013년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문제가
크게 악화될 우려 증대
국채상환 예정액

자료 : Euro통계청

최근 국채발행
날짜
7.26

규모
25억€

7.30

55억€

8.13
8.28

80억€
37.5억€

8.30

73억€

만기
2년
5년
10년
1년
2년
5년
10년

낙찰금리(%)
4.86
5.29
5.96
2.767
3.064
4.73
5.82

자료 : 국제금융센터 등

o 2011년 9월 이후 S&P와 Fitch는 각각 3단계, Moody’s는 6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2~4등급 차이
로 근접하였으며,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이 ‘부정적(negative)’으로 유
지되고 있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강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전망이 ‘부정적(negative)’이면 18∼24개월내에 신용등급 하향의 위험이 있음을
의미

유로지역 국가들의 신용등급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S&P

자료 : S&P, Fitch, Moody’s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자료 :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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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h

AAA
AAA
AA+
AAA
AAA
AAA
BBB+
ABBB+
BBB
BB
BB+
BBB+
BBB+
CCC
CCC
Fitch, Moody’s

Moody’
s
Aaa
Aaa
Aaa
Baa2
Baa3
Ba3
Ba1
C

2.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 상승
□ 최근 스페인의 재정문제가 부각되면서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와 CDS프리
미엄도 상승하다가 6.29일 EU정상회의 및 9.6일 ECB의 국채매입 발표
이후 진정되는 모습
o 2011년 하반기에도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과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
가 확산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7%를 상회하였
으나 이후 전문관료 중심의 몬티내각이 재정긴축 및 개혁정책을 추진
하면서 안정을 찾은 바 있음
CDS 프리미엄(5년물)

국채금리(10년물)

자료：Bloomberg

자료：Bloomberg

2.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는 배경
1.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과도한 국가채무 수준
□ 이탈리아는 1970년대 초반까지 국가채무가 GDP대비 40% 정도로 양호
한 수준이었으나 당시 유럽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던 사회보장
제도* 확충 및 재분배정책 등이 적절한 세제 개편 없이 진행되면서 국
가채무 규모가 계속 증가
* 최초 연금지급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연금지급률이 높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주요국과 이탈리아의 연금체계 비교
(%, GDP대비)

비교대상
EU27개국
OECD 34개국
OECD 34개국
OECD 34개국

이탈리아
16
65
61
59

비교대상국 평균
13
61
64
62

연금지출(GDP대비, %)
은퇴시점 연봉대비 연금액1)(%)
연금 최초지급연령(남자)
연금 최초지급연령(여자)
주 : 1) 중간소득자 기준
자료 : Euro통계청, 이탈리아 통계청, OECD, JP Morgan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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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70∼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되면서 민간의 국채인수가 부진하여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
과를 초래
― 특히 1980년대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으로 국채금리가 높아
지고 이는 조달비용 증가를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o 1990년대 중반 국가부채비율이 120%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가 EMU
가입*을 위한 재정긴축 추진 등으로 100%대로 낮아졌으나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
* EMU가입조건: 재정적자가 명목 GDP의 3% 이내, 국가채무 잔액이 명목GDP의
60%이내

□ EMU 가입 이후 꾸준히 추진된 재정긴축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 감
소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20.1%로 상승
o 최근에는 기초재정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국가채무 규모로
인한 이자지급 비용 가중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
무도 증가세를 지속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 변동
‘06 ‘07 ‘08 ‘09 ‘10 ‘11
재정수지 -3.4 -1.6 -2.7 -5.4 -4.6 -3.9
기초
재정수지

1.2

3.4

2.5 -0.8 0.0

1.0

이자지급 -4.6 -4.9 -5.1 -4.6 -4.5 -4.8
자료 : Euro통계청

자료 : Euro통계청

2. 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 약화
□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2012. 이홍직 외)에서는 남유럽 국가
들이 일본보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재
정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로 ①대외채무 비중, ②세수기반 및 세
수변동성, ③전반적인 제도 및 금융시스템 발전 정도의 격차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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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탈리아는 대외채무비율이 GDP대비 51%로 그리스(120%), 포르투갈
(88%)보다는 낮지만 미국(34%), 일본(20%)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어서 외부충격에 약한 것으로 평가
o 이탈리아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2%로 독일(13%), 프랑스(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세수기반이 취약(Kepler대학
Schneider, Johannes교수 추정)

o 국가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금융시스템 면에서 일본, 미국에 대체적으
로 열위에 있으며 특히 정부 효율성, 규제수준, 법의 지배 및 부패통
제수준에서 크게 미흡
세계 국가지배구조 지표(2010년 기준)
(백분위수, %)

∎ 일본
∎ 미국
∎포르투갈
∎ 스페인
∎ 이탈리아
∎ 그리스

6개항
목
평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규제
수준

법의
지배

부패통
제
수준

85
84
79
76
67
63

82
87
85
86
76
73

77
57
70
39
62
40

89
90
82
79
68
68

81
90
76
84
77
74

88
91
83
87
63
67

92
86
81
81
57
56

주 : 1) 90~100 최상위, 75~90 상위, 50~75 중상위, 25~50중하위, 10~25 하위, 0~10 최하위
자료 : World Bank

3.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 이탈리아는 2011년중 1인당 GDP가 36,000달러를 상회하고 명목GDP기준
으로는 유로지역에서 3위 국가이지만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노동비용 변동률1)

자료: Euro통계청

주: 1) 2000년 대비 변화율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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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1)

주: 1) CPI로 실질화
자료: Euro통계청

o 유로화 출범 이후 환율조절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높은 물
가 상승 및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대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부진을 초래
o 주력 업종인 섬유･가구산업 및 관광산업이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갖
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도 가족형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노정
― 산업구조를 보면 최근 10년간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
중이 하락하는 반면 부동산 및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모습
― 유로화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제조
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견고한 것과는 상이
이탈리아의 산업구조1)
농림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전문서비스
국방 행정 보건
예술레저
합
계

2000
2.8
5.1
22.9
22.1
4.5
4.8
10.5
8.8
15.3
3.3
100.0

2005
2.4
6.1
20.5
21.2
4.7
5.0
12.2
8.5
16.2
3.1
100.0

독일의 산업구조1)
2011
1.9
5.8
19.1
20.6
4.4
5.3
13.6
8.6
17.2
3.6
100.0

농림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전문서비스
국방 행정 보건
예술레저
합
계

주 : 1) 명목GDP기준

2000
1.0
5.3
25.5
15.8
4.3
5.1
10.7
10.8
17.2
4.3
100.0

2005
1.0
4.0
25.3
16.4
3.9
4.7
11.5
10.9
17.7
4.5
100.0

2011
0.7
4.6
26.0
15.9
4.0
4.5
11.5
10.7
17.8
4.4
100.0

자료 : Euro 통계청

□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 경제는 회복이
매우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 심화가 세수감소
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건전화 정책의 이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증대
*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자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정한 바 있음

4. 주변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전염효과
□ 최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는 스페인*의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여타 재정취약국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데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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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탈리아는 국가부채비율이 120%로 유로지역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
은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침체 지속 등으로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o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남유럽 국가간 재정위기 전염 리스
크를 반영하여 스페인 국채금리와 동반 상승
* 스페인은 은행부문 구제금융 신청 이후 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각
에서는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이탈리아로 확
산될 가능성 잠재

3. 재정긴축 및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 이탈리아 정부는 채무위기가 부각되기 시작한 ‘11.7월 이후 국가채무
감축 및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 및 구조개혁을 추진
1. 재정건전화 계획
□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2011년
GDP대비 1%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5.7%까지 늘려 균형재정수지에 도
달하고 국가채무 수준도 114.4%로 축소
o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자지급 예상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재정긴축액도 상향 조정하고 균형재정 달성시기도 당초(2014
년)보다 1년 연장(2012.4.18.)
이탈리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감축 목표
2011
2012
1.0
3.6
기초재정수지
-4.9
-5.3
이자지급
-3.9
-1.7
재정수지
120.1
123.4
국가채무
자료 : 이탈리아 재무부(‘12.4.18일)

2013
4.9
-5.4
-0.5
121.5

(%, GDP대비)
2014
2015
5.5
5.7
-5.6
-5.7
-0.1
0.0
118.2
114.4

o 재정적자 감축은 주로 재정지출 축소(30%)보다는 세금인상(70%)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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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중 이탈리아 감축방안별 재정적자 축소비율
세수증대(70%)
VAT
인상

인지세 및
물품세 인상

재산세
인상

탈세
방지

재정지출 축소(30%)
개인소득
세 인상

법인세
감면

지방정부
지원축소

23%
21%
15%
15%
9%
-13%
13%
(1.1)
(1.0)
(0.7)
(0.7)
(0.4)
(-0.6)
(0.6)
주 : ( )내는 GDP대비,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JP Morgan에서 재인용

연금
개혁

공무원
임금동결

기타
비용

총합

13%
(0.6)

2%
(0.1)

2%
(0.1)

100%
(4.7)

2. 구조개혁 계획
① 연금부문 개혁
□ 몬티내각은 2011.12월 연금부문의 개혁안을 채택
o 최초 연금지급연령 연장
― 남자 : 현 65세에서 66세로 연장하고 2021년까지 67세로 연장
― 여자 :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2018년까지 66세로 연장
o 연금지급을 위한 최소 납부연한을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평생 납입
금에 연동
o 자영업자와 농민의 납입금 인상 및 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
② 노동시장 개혁
□ 실업률 급등, 임시직 고용의 큰 폭 증가 등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을 개
혁하기 위한 법안이 2012.6월 의회에서 통과
o 해고요건 완화
― 현재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부정한 행위’와 ‘입증된 경
제적 어려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의 범위를 확대
o 청년노동자 고용 장려
― 수습직원의 30%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의 임금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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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정규직 고용 제한 :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재계약시 정규직으로
의 전환을 의무화
o 실업수당 제공 기간은 축소하되 비정규직에도 실업수당을 제공하여
혜택범위를 확대
o 단체협약 체결시 기업별 노조와의 체결을 권장 : 세금혜택 제공 등
③ 제도 개혁
□ 그 밖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
o 법원의 관할범위 조정 등으로 법체계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판
및 법적 절차 진행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규제와 관리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o 범죄의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고 탈세 방지를 위해 1,000€이상의 거래
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
o 전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완화
하는 등 경쟁을 유도
o 철도산업 경쟁 강화 및 석유 등 에너지 판매 규제 완화
o 소매점의 운영시간과 신문 및 잡지 판매 자율화

4. 평가 및 시사점
1.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
□ 재정건전화가 주로 세수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 축소와 달리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행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o 정부의 세율인상(2011년 9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20% → 21%)에도 불구하
고 경기부진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세수증대는 0.4%에 그쳤으며* 탈
세방지계획의 구체적 인 시행방안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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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감축 측면에서도 지역정부의 지출 축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어려운 과제
o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하는 것
을 법제화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조 및 균형재정 위반 감시를 담당할
중립적 기구를 설립할 예정
□ 구조개혁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입안된 법안들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
던 방안보다 많이 후퇴하였으며 세부집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도 제기
o 특히 현 경기침체 하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한 노동개혁 법안이 고용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근로소
득세 인상도 근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
(긍정적 평가)
□ 이탈리아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2015∼35년중 연금 지급액이 매년 GDP
대비 0.3∼1.3%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유
연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체 평가
□ 독일의 Merkel총리도 그동안 이탈리아의 개혁정책에 대해 ’인상적’이라
고 평가하면서 개혁정책이 국채금리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
o 시장에서는 소비 및 재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증대를 추진
하면서 기업의 고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감면을 실시하는 정
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2. 시사점
□ 향후 이탈리아는 대외적으로는 회원국간 정책공조 등을 통하여 스페인
을 포함한 주변국 리스크에 대처해 나가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화
합으로 정권교체기에 당면한 개혁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필요
□ 최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설이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스페인의
재정위기 부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여부, 그리스의 재정문제 및 이에 대한 ECB･EU의 대책 등과 같은 주
변국 리스크가 이탈리아 재정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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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M 출범, 재정긴축 등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 국민들의 반대 의견
이 있지만 최근 독일의 ESM 참여에 대한 합헌 판결, 네덜란드 총선
에서 ‘친유럽 성향’ 정당의 승리 등으로 EMU 회원국간 정책공조는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대내적으로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
진이 필요하지만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면서 정권 교체
이후 개혁의 연속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몬티총리는 “자신의 역할은 개혁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있다”며
2013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하거나 계속 총리를 맡을 생각이 없
음을 강조
o 현재까지의 개혁 추진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어 차기 내각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
을 추구할 가능성
― 몬티내각을 지지한 4개 정당의 지지율이 2008년 4월 선거에서는
76%였으나 지난 2012.6월 조사에 따르면 50%로 떨어졌으며 몬티총
리에 대한 지지도도 2011.11월 71%에서 최근 33%로 하락
o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에 수립한 2012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2.7%에
서 지난 4월 –1.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의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재의 재정긴축 방안이 세수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기부
진 지속에 따른 세수축소로 재정긴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
□ 한편 이탈리아는 여타 재정취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 및 가계부문
이 양호한 편으로 구조개혁 추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 스페인, 그리스 등의 여타 재정취약국에 비해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부문의 부실이 적고 가계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Fitch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투입될 자본투입액은 350억유로 정도로 절대규모에서는 작지
않지만 GDP대비 비율로 보면 2%로 여타 재정취약국에 비해 양호
― 가계부채비율은 독일･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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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가계부채1) 비율

향후 3년간 은행부문 자본투입 규모(예상)
스페인

규모(억€)
1,000

GDP대비(%)
9

이탈리아

350

2

그리스

500

25

아일랜드

630

40

포르투갈

120

7

사이프러스

60

33

2,660

8

합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IMF, Fitch

주 : 1)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료 : OECD

<참고>

이탈리아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2011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인 10%를 상회
o 99년 이후 이탈리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로 유로지역의
평균 2.4%에 못 미치며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
o 경기침체는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모두 부진을 지속
o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다만 상품수지는 비유로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소폭 흑자로 반전)

o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 청년 및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세율인상(VAT: 20%→21%)의 영향으로 3%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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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9
연간
-5.5
-18.8
-1.3
-301.
7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1.8
0.4
0.1
0.3
GDP성장률
6.8
0.1 -0.1
0.8
산업생산
0.4
-1.8
-0.3
-0.2
소매판매
-546.
--515.1 -229.5 -129.8
경상수지1)
8
-316.
-66.4
-243.3 -90.2 -68.9
상품수지1)
9
2)
7.8
8.4
8.4
8.0
8.1
실 업 률
3)
0.8
1.6
2.9
2.3
2.9
소비자물가
주 : 1) 억€ 2) 원계열
3)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통계청 등

3/4 4/4
-0.2 -0.7
-1.2 -2.8
-0.6 -2.6
-95.5 -60.2

2012
- 1/4 2/4
-0.8 -0.7
-2.3 -1.7
1.5 -1.0
-130.7 -14.
2

-60. -23.
6
6
8.6 9.2
2.7
3.7

1.2 20.5
10.0 10.7
3.6 3.6

□ IMF 및 OECD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중 이탈리아 경제는 재정긴
축 시행, 금융시장 불안과 디레버리징, 세계 및 유로지역 경제의 부
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
o 2013년에도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 GDP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년대비, %)

전망일 2011

전망
2012 2013

0.4
I M F
7.16
EU집행위
5.11
Global Insight 8월
OECD1)
5월

-1.9 -0.3
-1.4 0.4
-2.2 -1.3
-1.7 -0.4

2011
GDP성장률
민간소비
정부지출
민간투자
수출(상품·서비스)
수입(상품·서비스)

주 : 1)OECD는 9월, 2012년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
자료 : 각 기관
자료 : OECD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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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2
-0.9
-1.2
6.3
1.0

전망
2012 2013
1)
-0.4
-1.7
-1.6 -1.0
-1.1 -1.1
-4.7 -0.8
2.3
4.4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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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 및 전망*
김아현 선진경제팀 조사역
◆ 스페인은 과거 건실한 재정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문제가 표면화되어 2012.6
월에는 은행부문에 대한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EU에 신
청하기에 이름
◆ 스페인의 재정적자 심화는 유로 가입 후 저금리와 지속적인 외자유입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이에 따른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와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
◆ 또한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통제력 미약으로 비롯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도 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스페인은 지난 7월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9월에는 세율 인상,
공공임금 동결 등이 포함된 4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하였
으나 경기침체, 은행 부실, 지방정부 재정 부실이 지속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1. 개요
□ 남부유럽 국가들이 국가채무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재정을 유지해 왔던 스페인도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2.6월 은행부문에 대한 최대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EU에 신청
o 스페인은 2005∼07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큰
폭의 적자 지속으로 정부부채비율이 2008년 40.2%에서 2011년 68.5%
로 상승*
* 스페인의 정부부채비율(2011년 기준)은 아직 프랑스(85.8%) 및 독일(81.2%)보다는
낮은 수준

스페인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EU통계청

스페인 재정수입 및 지출

자료 : EU통계청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0･41호(2012.10.12), 국제경제리뷰 제2012-40호(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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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는 반면 은행부문 의 구조조정, 지방정부의 부실화 등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우려
o 국채금리가 2008년 4%대에서 2012년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적정금리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촉발
o IMF는 스페인의 정부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여 2012년에는 90%(구제
금융비용 고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스페인 국채수익률 및 CDS프리미엄

유로지역내 스페인 경제규모(2011년 기준)
국 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기타
합계

자료 : EU통계청

GDP 비중(%)
28.5
21.0
16.6
11.1
6.5
16.5
100

자료 : EU통계청

□ 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발표(9.6일)로 스페인의 금융시장은 최근 다소
안정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음
o ECB가 EFSF/ESM에 의한 구제금융 지원을 국채매입(OMT)의 전제 조건
으로 제한하고 있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

2.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 스페인은 과거에는 건실한 재정을 유지해 왔으나 취약한 경제구조 하
에서 2008년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격한
부실로 은행부문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
o 또한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미흡한 통제 등으로 비롯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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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의 발생 과정

(유로가입 및 버블형성)
□ 스페인은 유로지역 가입 후 낮은 금리와 지속적인 외자유입을 배경으
로 토지 및 주택관련 투기가 가열되면서 주택가격이 유로지역 평균보
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버블 형성)
o 2000∼08년중 주택가격은 약 2.5배 급등
o 2000∼07년중 주택착공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짐
* 현재 스페인의 빈 주택은 약 70만여채에 이름

o 부동산 버블 기간 동안 부의 효과로 가계소비지출이 호조를 보이고
고정자본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하락*
* 2008년 기준으로 건설업은 GDP의 13% 및 고용의 12%를 차지

주택가격지수

자료 : ECB

주택건설

자료 : 스페인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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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 기간중 스페인 경제는 대외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
해지면서 건설업 및 관광업 등에 주로 의존하여 성장
o 2000년대 들어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임
금 상승, 기업의 혁신노력 부족, 신흥시장국 부상에 따른 섬유･의복･
가죽 등 전통적 수출 주력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제조업기반이 크게
약화
― 2011년 스페인의 제조업 비중(13.2%)은 유로지역 평균(16.9%)보다 낮은
반면 건설업 비중(10.2%)은 평균(5.4%)을 크게 상회
(버블 붕괴 및 경기 둔화)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신용경색을 촉발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
는 가운데 건설업에 의존해 성장하였던 실물경제도 부진을 지속
GDP성장률

자료 : EU통계청

실업률

자료 : EU통계청

o 2008년 이후 4년만에 주택가격은 약 23% 하락하였으며 건설업도 최근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기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또한 실업률이 20%대까지 높아지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도 부
실화
□ 스페인의 부동산가격은 현재도 하락세를 지속
o 최근 부동산가격은 2004년 수준과 비슷하나 버블 이전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
* 이는 현재 주택가격이 버블 이전 수준(1990년대 후반)으로 하락한 아일랜드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주택가격 조정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
태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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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전망
(은행시스템 부실화)
□ 부동산버블기간 동안 스페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o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3년말 4,309억유로에서 2008년말 1조 645억유
로로 5년만에 2.5배 정도 증가
o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95년∼96년 10∼12%에서 유로지역 가입 후인
2004∼05년에는 3.5%까지 낮아져 부동산버블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
―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ECB의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4%대로 하락
o 특히 스페인의 저축은행(Cajas)*은 1980년대 영업지역 제한 완화와 더불
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호황을 배경으로 대출을 확대하
면서 급성장
* 저축은행은 공식적인 소유주가 없는 민간재단으로 조직된 금융기관으로, 일반상업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
익의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주택담보대출

자료 : 스페인중앙은행

부실대출

자료 : 스페인중앙은행

□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가
운데 경기부진도 이어지면서 은행부문의 부실대출(NPL)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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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6월말 현재 은행의 부실대출규모는 1,644억유로에 달하였고 총대
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3%를 기록
o 특히 일반상업은행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중심으
로 부실대출비율이 대폭 상승**
* 2008년말 기준 총대출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 일반은행 29.2%, 저축은행 38.5%
** 저축은행 부실화는 부동산버블 붕괴 외에도 ①대출대상이 은행대출이 어려운 개
인 및 지역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②비상장으로 지방정부 인사들이 의결권
을 갖고 있어 효율적인 규제·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에 기인

은행의 주요 지표
ROA비율
ROE비율
부실대출(십억유로)
부실대출비율
부실대출 대비 충당금 비율
건설부문 대출(십억유로)
(건설부문 부실대출비율)

예대율

2006
1.0
19.5
10.9
0.7
272.2
378.4
0.3
165.0

2007
1.1
19.5
16.3
0.9
214.6
457
0.6
168.2

2008
0.7
12.0
63.1
3.4
70.8
469.9
5.7
158.0

2009
0.5
8.8
93.3
5.1
58.6
453.4
9.6
151.5

2010
0.5
7.2
107.2
5.8
66.9
430.3
13.5
149.2

2011
0.2
2.8
135.8
7.6
58.3
396.8
20.1
150.0

자료 : IMF(2011)

□ 은행들이 자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도 추가 부실에 대한 우
려를 촉발
o 은행들이 자국 국채의 40∼50%를 보유하고 있어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신용등급 하락도 은행권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
스페인 은행의 국채보유 비중

자료 : 스페인중앙은행

스페인 은행의 LTRO규모

자료 : 스페인중앙은행

― 특히 은행들은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LTRO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후 높은 금리의 자국 국채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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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은행들은 2011.11월~2012.3월중 3년물 LTRO를 통해 약 1,960억유로를 조
달하였고 이중 880억유로(44.9%)를 자국 국채에 투자(IMF 추정). 스페인의 LTRO
잔액은 2012.7월말 현재 3,300억유로(Eurosystem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2009.6월 990억유로 규모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조성하여 은행부문에 대한 개혁을 시작
* Fund for the Orderly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

o 회생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퇴출 등을 통해
2010.6월 45개에서 2012.3월 11개로 감축*
* 우선주 매입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지원

o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핵심자기자본(principal capital)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은행자산에 대한 충당금적
립 규정*을 강화
* 2012년 2월 및 5월, 정상 부동산대출에도 일반충당금을 추가 적립케 하는 등 자
산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스페인 FROB 자금구조

자료 : FROB

스페인 은행 예금증가율

자료 : ECB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스페인 3위의 은행인
BFA-Bankia*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
* 7개 저축은행이 합병하여 2010.12월 출범한 대형 은행그룹으로 전체 자산은 3,200
억유로(GDP의 30%)

o 2012.5.9일 기존 지원자금(45억유로, 우선주)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국유
화되었으며 국유화 직후에도 정부가 190억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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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9일 스페인 정부는 은행부문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자금을 EU에 요청
o 구제금융 규모는 스페인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여유분을 더한
최대 1,000억유로*로 추산되며 은행부문에 한정하여 지원될 예정
* 스페인 정부는 은행부문에 대한 두 번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top-down'방식에서는 최소 510억유로~최대 620억유로(6.21일), ‘bottom-up'방식
에서는 593억유로의 자본 확충이 필요(9.28일)할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스페인의
재무차관은 구제금융자금 요청 규모가 400억유로에 한정될 것이라고 발표(9.28일)

o 구제금융 자금은 EFSF/ESM*에서 스페인의 FROB을 통해 은행부문의
자본확충에 지원될 예정**
* IMF는 자금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은행부문의 개혁상황 점검에만 참여
** 동 자금의 가지급금 성격으로 2012년 상반기 44억유로 규모의 손실을 낸 Bankia
에 45억유로가 지원될 예정(9.10일)

□ 한편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결정(8.31일)
o 배드뱅크는 2012년 11월 또는 12월에 설립되어 10∼15년간 운영될 계
획이며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되나 구제금융자금도
일부 포함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
□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입은 줄
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출은 크게 확
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점차 확산
* 지방자치정부(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17개 광역자치지역) 및 기타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도･시)를 포함

o 실물경제 침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방정부는 사회보
장서비스,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
* 1990년대 지방선거의 공약 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미 지출을 확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출을 확대

o 지방공기업의 공항, 철도 등 지자체 SOC사업의 무분별한 시행도 지방
정부의 채무부담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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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계획적인 국가권력의 분권화(haphazard decentralization)로 지방정부 기능
이 확대되었던 점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
o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기초로 국가를 재조직하여 지리적·문화적 다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8년 헌법을 개정하여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
화*(제148조)하였으나 이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계기
가 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에 대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

―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49.4%)은 중앙정부(20.8%)의 2배를 상회
정부의 지출 내역

자료 : OECD

정부의 수입·지출 구성(2009년 기준)

자료 : OECD

□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비율은 2008년 2.2%에서 2011년 5.5%로
높아졌으며 부채비율도 2008년 9.6%에서 2012.3월 16.9%로 상승
스페인의 재정적자 및 부채 비율
2000 2002 2004 2006
중앙정부 -1.0 -0.4
-1.1 -1.0
재정적자
1)
지방정부
-0.4 -0.6
-0.1
0.1
중앙정부 49.7 43.1
37.1 30.8
정부부채
지방정부1)
9.4
9.4
9..1
8.8
주 : 1) 지방자치정부 및 기타 지방정부 포함

2008
-3.0
-2.2
30.6
9.6

(GDP대비, %)
2009 2010 2011 2012.3월
-9.3
-5.0 -2.9
..
-2.6
-4.1 -5.5
..
41.9
46.4 52.1
55.2
12.0
14.8 16.4
16.9
자료 : 스페인 중앙은행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인행 지방정부의 부채부담
은 대부분 중앙정부로 전가
o 지방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교부금 비율은 2011년말 현재 48.7%(2008년
말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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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불이행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
구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이에 응하거나 대신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가짐
□ 현재 Catalonia(50억유로), Andalusia(49억유로), Valencia(45억유로), Castile-La
Mancha(8.5억유로), Canary Islands(7.6억유로) 및 Murcia(7억유로) 등 17개 지
방자치정부중 6개가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
o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방정부의 평균 조달금리는 Valencia(14.7%),
Murcia(13.2%), Catalonia(11.7%), Andalusia(9.6%) 등 모두 10%를 상회하거
나 근접한 수준으로 신규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전문가들은 Balearic Islands 등 여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자금지원
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스페인 17개 지방자치정부 현황(2011년말 기준)
GDP비중
(%)

GDP성장률1) 재정적자비율2) 정부부채비율2)
(%)

(GDP 대비 %)

Andalusia
Aragon
Asturias
Balearic Islands
Canary Islands
Cantabria
Castile and León
Castile-La Mancha
Catalonia
Valencia
Extremadura
Galicia
Madrid
Murcia
Navarre
Basque Country
La Rioja
총계

13.6
-1.7
3.2
-1.8
2.2
-1.7
2.5
-0.9
3.9
-0.2
1.2
-1.3
5.4
-1.5
3.5
-2.1
18.7
-1.7
9.6
-2.0
1.6
-0.7
5.4
-1.3
17.6
-1.1
2.6
-1.6
1.7
-1.1
6.2
-1.5
0.8
-1.6
100.0
-1.8
주 : 1) 2012년 전망치 2) 자치정부별 GDP대비 3)
자료 : 스페인중앙은행, Bank of America(2012)

(GDP 대비 %)

정부부채
(억유로)

-3.2
9.8
143.1
-2.9
10.2
34.0
-3.4
9.1
21.6
-4.0
16.3
44.3
-1.8
8.8
37.2
-4.0
9.3
12.9
-2.6
9.4
54.8
-7.3
18.0
65.9
-3.7
20.7
417.8
-4.5
19.9
207.6
-4.6
10.9
20.2
-1.6
12.3
70.1
-2.1
7.9
154.5
-4.3
10.1
28.1
-1.9
12.9
24.5
-2.6
8.1
55.4
-2.0
11.2
9.0
-3.4
13.1
1,400.8
음영은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치정부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2012.7월초 180억유
로 규모의 긴급 유동성기금(FLA ; Fondo de Liquidez Autonómica) 조성 방안
을 마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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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정부는 최근(9.13일) 3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FLA의 규모
를 180억유로에서 210억유로로 증액
□ 또한 중앙정부는 17개 지방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지역별 총생산 기준
으로 2012년 15.1% 및 2013년 16%로 제한하기로 합의
o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자치를 통제한다고 반발하
고 있어 재정긴축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
o 더욱이 카탈루냐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분리독립 움직임까지 표면
화(9.25일)
□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요청액이 약 160억유로에 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FLA의 자금규모가 미흡*하며 국채발행을 통한 해결은 지방정부 부채가
국가 부채로 전이될 뿐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고 평가
* 2012년말까지 최대 240억 유로, 2013년 36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3. 전망
□ 스페인 정부는 2012년 7월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9.27
일 400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재정긴축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경기 침
체, 은행 부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할 전망
* 2012년 GDP대비 6.3%, 2013년 4.5%, 2014년 2.8%
** 3년째 공공임금 동결, 정부지출 8.9% 삭감, 복권수입 및 자본이득 증세, 부유세 확
대 등 긴축재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

스페인의 재정 전망
정부부채비율
기초재정수지
재정수지
자료 : IMF

2012
90.3
-3.7
-7.0

2013
96.5
-2.0
-5.9

2014
100.2
-1.0
-5.3

2015
102.7
-0.5
-5.1

(GDP대비, %)
2016
2017
104.4
105.9
0.5
1.0
-4.5
-4.4

o 2012.1∼6월중 재정적자는 누적 기준으로 431억유로(GDP의 4.04%)에 이
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280억유로(GDP의 2.6%)보다 50% 이상 증가
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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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정부의 재정사정도 계속 어려워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1.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2.1/4분기 Navarra 및 Murcia 지방정부는 이미 -1.5%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기록
□ 은행권의 자산 부실도 부동산가격 하락 지속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뿐 아니라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은행들의 일반가계 대출 부실도 증가하는 추세
o LTRO 관련 캐리트레이드 수익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디레버리징 및
대출수요 약화로 수익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불능력도 약화될
가능성
□ 실물경제는 재정긴축정책 시행, 높은 실업률 지속, 가계 및 기업의 디
레버리징, 투자부진 등으로 전년에 이어 2012년에도 마이너스 성장(-1.5
∼ -1.8%)을 지속할 전망
스페인의 GDP성장률 전망
IMF
EC
OECD
스페인 재무부
스페인 중앙은행
자료 : IMF

2012
-1.5
-1.8
-1.6
-1.7
-1.5

2013
-0.6
-0.3
-0.8
0.2
0.2

2014
1.1
...
...
1.4
...

(%)
2015
1.5
...
...
1.8
...

□ 재정상황과 실물경제가 모두 악화되고 있어 스페인이 자체 재정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새로운 국채
매입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대상을 EFSF/ESM의 지원을 받는 국가로
한정함에 따라 구제금융 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ECB는 9.6일 SMP를 종료하고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을 실시하기로 결정. 국채매입 대상 국가는 EFSF/ESM을 통한 자금지
원을 받는 국가로, 매입대상 채권은 잔존만기 1~3년 국채로 각각 한정

o 부동산버블 붕괴 및 은행권 부실화에 이어 지방정부의 부실화도 전면
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o 단기적으로는 2012년 10월 355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부채상환이 예정
되어 있어 정부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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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최철호 런던사무소 차장
◆ 영국정부는 지난 2010.6월 이후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을 영란은행
으로 일원화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중(금년말 입법완료 예정)
o 영란은행내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감독청을 해체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소비자보
호ㆍ시장감독을 담당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
리
o FPC는 PRA 및 FCA의 상위 권한 기구로서 이들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하여 지시권 및 권고권을 보유
◆ 지난해 영국정부는 향후 FPC가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영란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대상이 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
◆ 2012.3월 영란은행은 FPC가 PRA 및 FCA에 대해 지시권으로 사용
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①경기대응완충자본, ②부문별 자본규제
및 ③레버리지비율을 선정하여 정부에 제출
◆ 또한 금번 제출된 지시권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유동성기준’, ‘증거
금 규제’, ‘공시의무’, ‘LTVㆍLTI 규제’ 등은 향후 지시권 포함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시변 충당금제도’, ‘배당금 등의 제한’, ‘중앙청
산소의 의무적 사용’, ‘Trading venue의 설계 및 사용’ 등은 권고권으
로 사용하기로 결정
◆ 향후 영국정부는 영란은행이 제출한 정책수단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등에 반영할 예정

1. 개요

□ 영국정부는 지난

2010.6월

이후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을 영란은행으
로 일원화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중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4호(2012.4.5), 국제경제리뷰 제2012-14호(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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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7월 및 2011.2월 각각 금융감독체제 개편 보고서 초안 및 중간보
고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 6월 법률 초안을 발표
o 동 법률 초안에 대해 재차 의견수렴을 거쳐 2012.1월 금융감독체제 개
편 법안(Financial Services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중 입법을 완
료할 예정
영국정부의 금융감독법안 개편 추진 경과
일 자
2010.6.26
2010.7.26
2011.2.17
2011.6.16
2012.1.27
2012년말
까지

주 요 내 용
재무부장관, 금융감독체제 개편방향 발표
재무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보고서 초안(“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judgement, focus and stability”) 발표
재무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중간보고서(“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building a stronger system”) 발표
재무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법률 초안(“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the blueprint for reform”) 발표
재무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법안「The Financial Services Bill」
의회 제출
의회 입법 및 왕실 승인 완료 추진

□ 새로운 금융감독체제하에서는 종전 감독체제에 미비되어 있던 거시건
전성 정책을 담당할 FPC(Financial Policy Commitee)를 영란은행내에 신설
o 또한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해체
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감독을 담당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소비자보호·시장감독을 담당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 신설
o PRA는 영란은행 subsidiary로, FCA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각각 설치
□ FPC는 PRA 및 FCA의 상위 권한 기구로서 이들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
과 관련하여 지시권(powers of Direction) 및 권고권(powers of Recommendation)
을 행사
o 지시권은 PRA 및 FCA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시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o 권고권은 PRA 및 FCA에 대해 지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거시건전성 정
책수단의 시행을, 피감독기관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준수를 각각
권고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만일 PRA나 FCA가 동 권고를 따를 수 없
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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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의

회

정

부

금융감독시스템
영란은행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정책

subsidiar

지시 또는 권고

y
PRA(Prudential Regulation

FCA(Financial Conduct Agency)

Agency)

시장감시·소비자보호

개별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 감독
자료 : 영국 재무부,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the blueprint
for reform”(2011.6월)

□ 2011.2월 및 6월 영국정부는 영란은행 interim FPC*에게 향후 FPC가
PRA 및 FCA에 대해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2012년
상반기까지 제출(advise)해줄 것을 요청
* 금융감독법안 입법이 완료되어 FPC가 공식출범하기 전까지 영란은행내에 구성되
어 있는 임시조직으로 2011.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완료시 FPC로
전환될 예정

□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2011.9월 interim FPC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기본적인 요건 및 정부 앞 제출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
o 또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1.12월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
staff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고 2012.2월까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Instruments of macropudential policy”

□ 이후 영란은행은 2012년 제1차 interim FPC 회의(3.16일 개최)에서 논의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
전성 정책수단을 정부 앞 제출(3.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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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 시건전 성 정 책수단 에 대 한 검 토
□ 영란은행은 먼저 거시건전성 정책 대상이 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대상으로 선별
1.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
□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능 수행 과정에서 레버리지
(대출 등의 재원을 예금 등 부채로 조달) 및 만기전환(예금 등 단기 자금을 대출
등 장기자산으로 변환)이 수반되는 데서 발생
o 레버리지 및 만기전환은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등 금융부문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 내에서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의
해서도 발생
□ 이들은 금융시스템의 자본 및 유동성에 대비해 볼 때 안고 있는 리스
크로서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금융시장의 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등
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리스크(time varing risk)라 할
수 있음
o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및 만기전환에 있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 등의 과정에서 대차대
조표를 통해 나타나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조건(예 :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에 의해 증폭될 수 있음
* 기업 및 가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신용사이클(credit cycle)의 상승국면에서는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고 반대로 하강국면에서는 지나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
강한 집단적 경향성을 보이면서 대차대조표에서 레버리지 비율, 만기불일치
(maturity mismatch) 등이 크게 변화

□ 또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
하는데 이는 시변리스크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횡단면리스크(cross-sectional
risk)라 할 수 있음
o 시스템 내에서의 리스크 분포(금융시장의 집중도), 시스템의 불투명성 및
복잡성(정보 부족 및 평가의 어려움) 등에 따라 동일한 충격이 주어지더라
도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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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대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및 증폭 원천에 대한 식별 결과를 바탕으
로 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편의상 (i)금
융기관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ii)신규 대출 등 금융거
래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및 (iii)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수단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
o 이중 대차대조표 및 금융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은 시변리
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이며,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
단들은 주로 횡단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부문내 거래 결과 나타나는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및 만기불일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
으로 다음 여섯 가지가 있음
①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lical capital buffers) : 경기순응적인 신용팽창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젤 Ⅲ에서 정한 대로 최소은행규제자
본(minimum bank capital requirements)에 초과하여 적립하는 시변
(time-varing) 완충자본을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
② 부문별 규제자본(Sectoral capital requirements, variable risk weights) : 경기
대응 완충자본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부문 또는 자산에 대한 익스
포져(exposure)가 미시건전성 규제한도에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적
립을 요구
③ 최대 레버리지비율(Maximum leverage ratios) : 바젤 Ⅲ에서 은행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중시하는 자본규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
입할 예정인 수단으로, 은행의 자본(equity) 대비 총자산 비율의 상한
을 설정
* AAA등급으로 평가되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자산의 가격이 금융위기 발생 후
급락한 경험에서 보듯이 위험가중치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시변 충당금제도(Time-varying provisioning practices) : 그간 은행의 리스크
및 충당금이 과소 추정되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예상손실에 대
해 회계기준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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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당금 등의 제한(Restrictions on distributions) : 은행들의 대출기피 및
경기부진 지속으로 추가적인 은행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본의 수준(level)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직
원 보수 등 배분 가능한 수익의 비율을 제한
⑥ 시변 완충유동성(Time-varying liquidity buffers) : 과도한 만기불일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는 미시적 유동성기준을 초
과하여 시변 완충유동성을 규제
(신규대출 등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금융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는 높은 수준의 LTV․LTI 대출
에 대한 규제, 파생상품 및 담보부 금융거래에 대한 최소 증거금 규제
등이 있음
① LTV･LTI 규제(Loan to value and loan to income restrictions) : 주택담보 대
출의 부실 발생시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대출을 억
제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주택 가격 또는 차입자의 연간소득에 비례
하여 모기지 금액을 제한
② 증거금 규제(Margining requirements on secured financing and derivative
transacions) : 시장상황에 따라 증거금이 급변동하여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간 또는 고객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및 담보부 자금조달 등에 적용되는 최소 증거금이나
헤어컷을 변경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특
정 익스포져나 구조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상호연계성(interconnection)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중앙청산소 이용, Trading venue(거래소)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있음
① 중앙청산소 이용(Use of central counterparties) : 장외거래(OTC)에 따르는
거래상대방위험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청산소의 이용을 의무화
② Trading venues의 설계 및 사용(Design and use of trading venues) : 급격
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써킷브레이커 등과 같은
Trading venues를 설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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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시변 리스크(Time-varing risk)
증폭경로 및
수단

대차대조표

거래조건

시장구조

레버리지

금융시스템내
거래

▪경기대응 완충자본
▪수익의 배분제한
▪최대 레버리지비율
▪부문별 규제자
▪부 문 별
규제
본(금융시스템
자 본 (실 물 경 제
내 거래 대상)
대상)
▪시변 완충 유
▪시변충당금제도
동성
▪LTV 및 LTI 규
▪증거금 규제
제
▪중앙청산소 이용

만기전환

횡단면리스크
(cross-sectional)
: 리스크의 분포,
불투명성, 복잡성

▪시변 완
충 유동성

▪중앙청산소 이용,
▪Trading venue
설계 및 사용(서
킷 브레이커 등)

▪공시의무(disclosure requirements)
자료 : 영란은행, “Instruments of macropudential policy”, Discussion Paper, 2011.12

3. 거 시건전 성 정 책 수 단의 선정
1. 정책수단 선정시 주요 고려 사항
□ 영란은행은 이상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에서 PRA 및 FCA에 대한
지시권으로 사용할 수단을 선정함에 있어 구체성, 투명성, 권고권과의
조화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
o 구체성 : 정책수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정부 요구사항*)
* 정부는 지시권으로 사용할 수단 선정 기준으로 지시권이 개별 금융기관보다는 시
스템 전체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 영국이 국제법 등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충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등을 요구

o 투명성 : 정책수단 사용방법, 그리고 실제 사용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regular accountable)을 statement로 공개해야 함
o 권고권과의 조화 : 시스템 리스크 초기단계에서는 권고권을 주로 사용
하고 리스크 확산시 지시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 대상 정책수단
은 비교적 좁은 범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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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란은행은 선정한 정책수단과 EU법 등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서
는 아직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2. 지시권으로서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 영란은행은 PRA 및 FCA에 대해 지시권한을 갖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으로 ①경기대응 완충자본 ②부문별 자본규제 및 ③레버리지비율을 선정
① 경기대응 완충자본
o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필요한 시기에 적의 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총
량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기상승기에는 완충자본을 늘려 지속불가능한 대차대조표 확장 및 부실한 리스
크 관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고 시스템의 손실흡수능력
을 높이는 한편 경기하강기에는 완충자본을 줄여 과도한 신용위축을 완화

o 특히 영국은 외국은행 지점들의 신용공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바젤
Ⅲ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경우 외국 정책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규제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더
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o 한편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대한 지시권은 필요할 경우 자본의 수준
및 자산의 수준 변경에 대한 권고권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
② 부문별 자본규제
o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누적되는 리스크는 경기대응적 완충자본보다
부문별 자본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o 또한 부문별 자본규제는 시행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
에 일반과의 의사소통 및 설명이 용이
o 다만 신용사이클 초기에 나타나는 특정부문의 과열은 식별하기가 어
렵다는 점, 과열부문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가 필요한 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
나치게 적극적으로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③ 레버리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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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레버리지 비율은 금융기관이 손실흡수능력에 비해 익스포저를 과도하
게 증대시키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레버리지 비율은 단순하고 투명하며 의사소통 및 설명이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음
o 다만 동 비율 규제는 은행 자산의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젤 Ⅲ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수단과 조화적으로
운영될 필요
□ 지시권으로서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적용 대상기관은 은행, 건설대부
조합, 투자회사, 보험회사, 각종 편드 및 투자기구 등 PRA 및 FCA가
관할하는 모든 기관이 될 수 있음
o 영국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용하지 못하는 Gap*에 대해서는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A(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및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의 규
정을 적용
* 예 : 유럽은행들이 영국내지점을 경유하거나 direct cross-border를 통해 영국 기
업･가계에 대출하는 경우

2. 기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 영란은행은 금번의 지시권 요청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지시
권에 포함시킬 검토대상으로 ‘유동성(Liquidity) 기준’, ‘증거금 규
제’(Margining requirements)’ 및 ‘공시 의무(Disclosure requirements)’, LTV 및
LTI 규제 등을 제시
o 다만 LTV 및 LTI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직접 제약할
뿐만 아니라 ‘부문별 자본규제’ 등을 통해서도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후 토론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 합의
가 도출된 이후 사용을 검토
□ 한편, 영란은행은 ‘시변 충당금제도(Time-varying provisions practices)’, ‘배당
금 등의 제한(Restrictions on distributions)’, ‘중앙청산소의 의무적 사용(the
mandated use of central counterparites)’ 및 ‘Trading venue의 설계 및 사용
(design and use of trading venues)’ 등은 권고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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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후 계 획
□ 영국 정부는 의회가 금융감독체제 개편법안(Financial Services Bill)을 심의
하는 동안 영란은행이 제출한 정책수단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o FPC가 지시권을 행사할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및 적용 대상
기관 등은 국제감독기준, 금융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secondary legislation)에 반영할 예정
□ 영란은행은 시행 초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소수의 정책수단만을 지시권
에 포함하되 금융시스템의 빠른 혁신 및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시권으
로 사용할 정책수단을 수시점검할 계획
o 최근 Mervyn King 영란은행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금융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
문에 정책수단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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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의 기능과 정책수단*
강득록 통화정책국 통화연구팀 과장
◆ EU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역내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 개선
과 EU 차원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유럽금융감독체계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를 구축, 2011.1월부터 시행
o ESFS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
가, 미시건전성 감독은 금융부문별 ESA(European Supervisor Authority)
가 담당
◆ ESRB는 EU 회원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EU의 거시건전성 정책
의 주체로서「EU 금융시스템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시를 통한 systemic
risk의 방지 및 완화」를 목표로 함
o ESRB는 동 목표 실현을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systemic risk
확인 및 분류, 중요한 systemic risk에 대한 조기경보와 해소방안 권고
등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보유
o ESRB는 리스크 분석 등을 위해 EU 기구, 회원국 정부 및 금융감독기
관 등에 대하여 정보요구권을 보유
◆ 한편 ECB는 총재가 ESRB 위원장을 겸임할 뿐만 아니라 ESRB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의사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EU의 거시건전성 정책수행
에 기여
◆ ESRB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외화대출 관련 권고(2011.10), 거시건전성
책무 관련 권고(2011.12) 및 EU 입법기관에 대한 ESRB 위원장 서신
(2012.4) 등을 통해 EU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유지에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1. EU의 새로운 금융감독제도 개요
□ EU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EU 차원의 systemic risk 감시 기능 부
재, 사후 위기관리제도 미흡, 회원국 감독제도간 통합부족 등의 문제점
이 노출됨에 따라 2008년말부터 역내 감독제도의 개편을 추진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8호(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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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금융감독체계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위원장 : ECB총재]
[E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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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부문별
유럽금융감독청(ESA;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
럽금융감독체계(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를 구축하여
2011.1월부터 시행
o EU 회원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ESRB는 EU 금융시스템내 리
스크의 식별, 중요한 systemic risk에 대한 조기경보 및 해소방안 등의
권고를 통해 EU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
o EU 회원국의 각 금융부문별 금융감독기관으로 구성된 ESA*는 금융감
독법규의 회원국간 통일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의 준수여부 모
니터링,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국간 의견 조정, 금융위기시 관련 회원
국에 대한 지시권 행사 등을 통해 EU의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수행
* EBA(은행 부문), EIOPA(보험 및 연금 부문), ESMA(유가증권 및 자본시장 부문)

― 이밖에도 EU는 ESA가 거시건전성 감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ESA
의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강화

- 280 -

o 거시건전성 정책 기능과 미시건전성 감독 기능간의 협력이 EU의 금융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ESA 합동위원회*를 통해 ESA와
ESRB 간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협력관계를 증진
* ESA 의장(총 3명)과 ESA 하부위원회(Sub-Committee on Financial Conglomerates) 위원
장 등으로 구성되며 ESA 집행이사, 유럽집행위원회 담당 위원 및 ESRB 위원장
은 옵저버(observer)로 참가. 한편 ESA 합동위원회의 의장은 ESRB(부위원장 총 2명)
부위원장직을 겸임

2. ESRB의 정책 목표와 조직
1. ESRB의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 및 대상
□ ESRB가 담당하는 EU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종 목표는 EU 금융
시스템의 systemic risk 방지 및 완화
o EU는 systemic risk를 EU 역내시장 및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혼란 위험이라고 정의*
* ‘systemic risk’ means a risk of disruption in the financial system with the
potential to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internal market and
the real economy. (ESRB규정 제2조)

□ ESRB의 거시건전성 정책 대상은 EU 금융시스템 전체로, EU내의 금융
기관*, 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 및 금융상품을 포괄
* 은행, 보험․연금,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ESA의 규율대상 금융기관 전부

o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CDO 등 파생상품)에 의한 systemic risk 발생과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되던 금융상품도 금융시스템의 한 요소로 거시건전성 정책 대상
에 포함
□ ESRB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systemic risk 식별 및 우선순위 분류, 중요한 systemic risk에 대한 경
보 및 해소방안 등의 권고, 그리고 권고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
2. ESRB의 조직
□ ESRB는 EU 회원국 중앙은행(총재)을 핵심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 운영
위원회 및 지원조직인 사무국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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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사회는 ESRB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현재
*
3, 6, 9, 12월말)를 개최하며 의결권보유 위원 2/3 출석, 출석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
* 이사회의 의결권 보유위원은 E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총 27명), ECB 총재 및 부
총재, 부문별 ESA 의장(총 3명), 담당 유럽집행위원회 위원, 학술자문위원회 위원
장 및 부위원장(총 3명),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37명이며, 의결권 미보유위원
은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총 27명), EFC(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의
장 등 28명

― 조기경보 및 권고의 공개 등은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의결권 보유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
o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준비, 의사결정 대상자료 검토, 업무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을 담당
o ESRB 사무국은 ESRB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 통계,
행정 지원을 제공
o 이외에도 ESRB는 외부전문가 집단인 학술자문위원회(Advisory Scientific
Committee)와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Advisory Technical Committee) 등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각종
자문을 제공받음으로써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
□ ESRB에서는 EU 회원국 중앙은행 및 ECB가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o E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전원이 ESRB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에 의결권 보유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EU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결정
o ECB 총재가 ESRB
는 ESRB 사무국이
식별 등에 필요한
수행에 적극적으로

위원장 및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ECB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등의 지원, 리스크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ESRB의 거시건전성 정책
협조

3. ESRB의 독립성과 책임성
□ EU는 ESRB가 거시건전성 정책 판단시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
EU 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ESRB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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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RB는 권고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독
립성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
― 그 예로 ESRB는 그간 공개된 권고에서 동 권고가 EU 회원국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 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밝
히고 있음
* “This Recommendation should not prejudice the monetary policy mandates of
the central banks in the Union, and the tasks entrusted to the European
Systemic Risk Board.”(Recommendation[ESRB/2011/1], Nr. 13)
“This Recommend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monetary policy mandates
of the central banks in the Union, and to the task entrusted to the
ESRB.”(Recommendation[ESRB/2011/3], Nr. 13)

□ 또한 EU는 ESRB 연차보고서의 유럽의회앞 제출 및 대외공표, ESRB 위
원장의 유럽의회 출석 의무화 등을 통해 ESRB에 대하여 책임성도 부여

3. ESRB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 ESRB는 금융시스템의 현재상황과 미래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
석을 위해서 관련 금융감독당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과 함
께 중요한 systemic risk에 대한 조기경보 권한, 동 리스크 해소방안 등
의 권고 권한도 보유
o 특히 권고 권한은 리스크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통한 리스크
식별 등만으로는 systemic risk의 완화 또는 방지라는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시스템이나 미시건전성 감독 영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수임을 고려
한 것임
* “Macro-prudential supervision cannot be meaningful unless it can somehow
impact on supervision at the micro-level.”(Final Report of High Level Committee)

 필요정보 요구권
□ ESRB는 리스크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보유 주체들(회원국 금
융감독기관 및 통계기관, ESA, ECB, 여타 EU 기구 등)로부터 수집하는데 이들은
ESRB와 긴밀히 협력하고 ESRB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할 의무 부담

- 283 -

o ESRB는 ESCB(ECB와 EU 회원국 중앙은행)와 유럽통계청이 생산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활용하되 불충분할 경우 ESA에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ESA정보도 불충분할 경우 ESCB 및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등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 보호 및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원
칙적으로는 개별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
― 다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동 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ESA는 ESRB가
제시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 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중요한 systemic risk에 대한 조기경보
□ 조기경보는 systemic risk 발생 예상 영역, 시점, 수준 등을 밝혀내고 중
요한 systemic risk에 대해 미리 경보하는 것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사
전적･예방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 ESRB는 중요한 systemic risk 발견시 ESA, 회원국 정부 또는 금융감독
(미시건전성 감독) 기관 등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경우에 따라 유럽경제․
재무장관이사회(ECOFIN)와 유럽집행위원회에 통보
o ESRB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보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예: 업무,
기관, 상대방 등)에 대한 경보도 발령할 수 있음
o 경보시 리스크 수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EU는 ESRB에게 ESA와
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수준별 표시시스템(risk-level colour-coded system)
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한편 ESRB의 조기경보는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비공개가 원칙
이나 필요한 경우 유럽경제․재무장관이사회와 경보 상대방에 사전통지
후 공개 가능
o 공개 여부는 ESRB가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EU 금융감독 정책의 최
종결정자인 유럽경제․재무장관이사회가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사전통지 후 공개하도록 함*
* 위기발생시 최종적인 부담은 EU 회원국 납세자들이 지게 되므로 각 회원국 재무
장관들이 참여하는 각료이사회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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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조기경보의 상대방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준 것은 경보상대방
의 이익 보호가 목적
 중요한 systemic risk 완화 또는 해소 조치 등 권고
□ ESRB는 중요한 systemic risk 완화 또는 해소 방안,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입법안 등을 ESA, EU 회원국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관련
정책당국에 권고 가능
o 조기경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권고와 특정영역에 대한 권고가 가능
하며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필요한 경우 유럽경제․재무장관이사회와
권고 상대방에 사전통지 후 공개 가능
□ 권고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EU는 권고상대방이 구체적인 대응조치
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권고준수 또는 설
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
o 이는 ESRB의 권고권한이 ESRB가 필요조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은 아니어서 권고상대방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권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
o 동 원칙에 따라 ESRB는 권고상대방에게 권고에 따른 대응정책 수립
등에 관한 일정과 함께 권고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시한을 통보
o ESRB는 권고상대방이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권고상대방이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권고상대방, 유럽경
제･재무장관이사회, 관련 ESA 등에 사전통지 후 공개 가능
□ ESRB는 현재까지 외화대출 관련 권고(2011.11월), 미달러화 표시자금조달
관련 권고 및 거시건전성 책무 관련 권고(2011.12월) 등 3건의 공개권고
를 발령
o 이밖에도 ESRB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2012.3월)을 통해 Basel III 도입과
관련하여 EU 입법시 고려해야 할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3
대 원칙을 EU 입법기관(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COFIN) 등에 제시
― ①ESRB를 포함한 감독당국의 유연한 정책수단 개발, ②상당한 불균
형 형성 이전에 효과적인 조기 대응, ③ESRB를 포함한 감독당국 간
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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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B 공개권고의 주요 내용

외화대출
관련 권고
(2011.11월, 공개)

미달러화 표시
자금조달
관련 권고
(2011.12월, 공개)

거시건전성
책무
관련 권고
(2011.12월, 공개)

권고의 주요 내용

권고상대방

EU 회원국 금융기관의 외화대출관련
리스크에 대한 권고
- 차입자의 리스크 인식능력 향상
- 차입자의 지불능력 제고
- 외화대출에 따른 신용증가 모니터링
강화
- 내부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리스크대비 자본 확충
- 유동성 및 자금조달 모니터링 강화 등

EU 회원국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EBA

EU 회원국 금융기관(은행)의 미달러화
표시 자금조달 증가 리스크에 따른 권고
- 미달러화 표시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 충격대비 자금조달 계획 마련 등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EU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책무에 대한 권고
- 거시건전성 정책수행과 관련 정책목적,
기관구조, 관련 수단 등 구축
-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기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 보장 등

EU 회원국 정부

□ 한편 ESRB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에게 동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담은 비밀권고
(confidential recommendation) 발령 가능(ESA규정 제18조)
o 비밀권고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으
로 시장 혼란, 위기상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의 기밀성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보통의 권고와 달리 비밀권고가 공개될 가능성
은 거의 없음

4. 평가
□ ESRB의 설립은 EU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기능이 ESRB로 집중되었음
을 의미

- 286 -

o 이로써 EU 금융시스템의 systemic risk와 위기상황에 대해 EU 차원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o 한편 ECB 총재가 ESRB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ESRB와 ECB의 의사결
정기관 구성원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는 점, ECB가 ESRB 사무국이 필
요로 하는 인적 자원 등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EU의 거시건전성 정
책과 통화정책 간의 원활한 협력도 기대
□ ESRB는 2011.1월 설립후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 공개권고를 하
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
o 특히 최근에는 EU 입법기관 등에 대한 ESRB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EU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ESRB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조기경보 및 권고)
은 systemic risk 완화 및 방지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에는 다소 미약할 수 있음
o 조기경보 및 권고의 구속력이 권고준수 또는 설명 원칙, 조기경보 및
권고 내용의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보되는 데 그쳐 관련 금융
감독당국의 협력 없이는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 어려움
□ ESRB가 영란은행 내에 신설되는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같이 미
시건전성 감독기관에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지시
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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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체제 안정화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금년 6월 들어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 증대, 스페인의 은행부실
및 재정 문제 부각 등으로 유럽의 국가채무위기가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진전될 조짐
◆ 이에 따라 유로지역 및 국제기구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
기구(EFSF/ESM)의 기능 확대(회원국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 은행업 인가),
ECB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성장협약 체결, 유로본드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거론
◆ 특히 현 위기를 타개할 결정적 수단으로 평가받는 유로본드의 도입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유럽채무상환기금 설립 방안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방안도 EU기구 및 IMF를 중심으로 부상
◆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이 단
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금융안정기능 강
화, 회원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

1. 최근 상황
□ 금년 6월 들어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페인은
은행부실 및 재정악화 등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가운데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가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진전될 조짐
o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국으로의 전염 우
려도 확산
* 재선거(6.17일) 이후 긴축이행 여부 불투명, 구제금융 중단 가능성 등

― EU 회원국 및 ECB는 그리스의 유로지역 잔류를 희망하면서도 탈퇴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
* 그리스의 탈퇴는 재정취약국의 뱅크런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로지
역 은행의 신용경색 및 디레버리징 확대, 경기침체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o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건전화로 촉발된 경기침체, 세수감소 및 정
치적 반발 등으로 당초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4호(2012.6.14), 국제경제리뷰 제2012-29호(2012.6.13)

- 289 -

― 특히 스페인에서는 은행부실 및 재정악화로 구제금융을 요청*
* 6.9일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Eurogroup)에서는 스페인에 자본확충 자금으로 최
대 1,000억유로를 지원할 것을 발표. EU 위기관리기구(EFSF 또는 ESM)는 스페
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

과다채무국 국채수익률1)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정목표

스
페
인
이
탈
리
아
주：1) 10년물

자료：Bloomberg

주요 지표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기초재정수지 비율
실질GDP 성장률(%)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기초재정수지 비율
실질GDP 성장률(%)

(GDP대비, %)
2011 2012f) 2013f) 2014f)
68.5 79.8 82.3 81.5
-8.5 -5.3 -3.0 -2.2
-6.1 -2.2
0.2
1.0
0.7 -1.7
0.2
1.4
(-1.6)

(-0.8)

120.1 123.4 121.5 118.2
-3.9 -1.7 -0.5 -0.1
1.0
3.6
4.9
5.5
0.4 -1.2
0.5
1.0
(-1.7)

(-0.4)

주：1) ( )내는 OECD 전망(5.22)
자료：스페인․이탈리아 정부(4.30)

o 이와 함께 유로지역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약화될 가능성 증대
― 생산･소비･고용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제심리지표도 기준치를 큰
폭 하회
― OECD는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0.1%로 하향
조정*(5.22)
* ECB도 –0.1%로 전망(6.6)

유로지역 경기지표
(%)
12.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전월대비)
소매판매(전월대비)
실업률
경기체감지수(기준100)
PMI 제조업(기준50)
자료：EU통계청

0.0
1.1
10.8
93.4
48.8

0.8 -0.3 ‥
-0.1
10.9
94.5
49.0

0.6
11.0
94.5
47.7

‥

‥ ‥
11.0 ‥
92.9 90.6
45.9 45.0

유로지역 경제전망
이전
2012f) 2013f)
유 로 지 역 0.2
1.4
(독
일 ) 0.6
1.9
( 프 랑 스 ) 0.3
1.4
( 이 탈 리 아 ) -0.5
0.5
( 스 페 인 ) 0.3
1.3
( 그 리 스 ) -3.0
0.5
( 포 르 투 갈 ) -3.2
0.5
자료：OECD(5.22)

(%)
수정
2012f) 2013f)
-0.1
0.9
1.2
2.0
0.6
1.2
-1.7 -0.4
-1.6 -0.8
-5.3 -1.3
-3.2 -0.9

⇒ 향후 EMU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위기관리기구
강화, ECB의 기능 확대, 성장협약 체결, 유로본드 도입(채무상환협약 체결
포함) 및 금융동맹 결성 등에 관한 논의를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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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U체제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위기관리기구 강화
( 주요 내용 )
□ 유로지역의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인 유럽금융안
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의 기능을 확대하고 영구적
기구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조기 출범시
켜 한시적으로 EFSF와 ESM을 병행 운영하기로 합의(2012.3)
o EFSF/ESM은 재정취약국에 대한 자금대출, 발행･유통시장 국채매입,
위기확산 예방 프로그램, 정부대출을 통한 은행자본금 확충 지원 등
을 수행
□ 최근 스페인의 은행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은행부문 및 재정부문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FSF/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본확충이 필요한 회원국 은행에 직접 자
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o 아울러 레버리지 확대를 위해 ESM에 은행기능을 부여하고 EC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
( 평 가 )
□ 국가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위
기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
은 제약요인 존재
o 가용자금 부족
― 특정국가의 채무위기가 역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기
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EFSF/ESM의 지원여력
(7,000억유로)을 고려할 때 위기 재발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 확대 또
는 새로 추가된 기능 수행에는 미흡
― 이를 위해 EFSF 및 ESM의 가용대출 규모를 1조유로 이상으로 늘려
위기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 등이 반대*
입장을 견지
* 취약국이 금융지원을 기대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 및 취약국의
재정긴축 추진 유인 약화, 위기관리기구의 규모 확대에 대한 정치적 반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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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책여건 미비
― 미국의 경우 리먼사태 직후 정부와 연준의 긴밀한 정책공조로 금융
시장의 불안심리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EU조약
(no-bailout) 위배 우려 등으로 인해 ECB가 최종대부자기능 등을 통해
금융안정기능을 적극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레버리지 확대를 위해 ESM에 은행기능을 부여하고 ECB 대출을 이
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EU조약(no-bailout)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독일
의 반대에 직면
o 역효과
― 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자본확충 지
원을 할 경우 독일 등 핵심국은 취약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
― 또한 자본확충 대상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ESM이
직접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 증대
― ESM의 자본확충과 감독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약국의 규제당국은 은행의 대출손실 리스크를 ESM으로 이전시킬
수 있어 자국 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 잠재
2. ECB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 주요 내용 )
□ ECB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매입 프로그램
(SMP: Securities Markets Programmes)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6월 종료되었
던 커버드본드 매입 프로그램(CBPP: 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도
2011.10월초 재개
o SMP에 의한 국채매입(2012.6.1일 2,121억유로)은 ①통화정책파급경로의 원
활한 작동을 위해 ②한시적이며 ③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 의
거하여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주변국에 집중
o 2차 CBPP를 통해 2011.11∼12.10월중 400억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직매입할 예정
□ 장기자금공급조작(LTRO) 및 단기자금공급조작(MRO)을 통해 은행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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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2011.12.20일에는 고정금리 전액할당방식의 3년물 LTRO를 처음
시행하여 총 523개 은행에 4,892억유로를 공급하였고 2012.2월에도 3
년물 LTRO를 통해 800개 은행에 5,295억유로를 공급
장단기 유동성공급 규모

자료：ECB

□ 정책금리 인하(1.50% → 1.25%<2011년 11.3일> → 1.0%<2011년 12.8일>)
( 평 가 )
□ 금융안정기능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
o 일부 전문가들은 ECB의 정책대응이 제반 여건이나 금융안정 책무 등
에 비추어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이탈리아 및 스페인으로의 위기전염 차단을 위해 EFSF의 재원을 대
폭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ECB가 최종대부자로서 국채매입
을 대폭 확대
― 유동성문제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되는 국가(예：이탈리아, 스페인)도 일단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디폴
트에 직면할 가능성
o 일부 전문가 및 투자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ECB만
이 현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화벽(firewall)이라고 평가*
* Paul De Grauwe(2012.3), London School of Economics

― 이는 국가채무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EFSF/ESM의 규
모 확충이 회원국간 의견 대립, 채권발행의 어려움, ESM의 자본금 납입
에 따른 회원국 재정부담 등으로 조기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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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의 정체성 문제
o 일부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ECB가 일반적인 유동성공급의 범위를 넘어
채무위기국 의 국채매입을 대규모로 확대하거나 EFSF 레버리지 지원
에 나설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
― 독일연방은행은 ECB의 국채매입이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
(financial monetization)과 동일(EU 조약위반)하므로 각국 정부가 재정규율
을 준수할 인센티브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
* 특히 ①ECB는 17개국의 중앙은행이지만 Fed는 단일국의 중앙은행이고 ②ECB
는 회원국간 금리스프레드 축소를, Fed는 금리수준 하락을 목표로 국채를 매
입하며 ③ECB는 채무상환능력이 약한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지만 미 연준은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자국의 국채를 매입한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차
이를 갖고 있어 ECB와 Fed의 역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는 견해를 표명

3. 성장협약 체결
( 주요 내용 )
□ 새로운 재정협약(fiscal compact)이 2012.3월 유로지역 17개국 등 EU 25개
국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동 협약의 시행이 회원국의 경기부진 심
화를 통해 오히려 재정건전화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성장협약의 체결 필요성이 증대
* 협약체결 국가는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적자를
명목GDP 대비 0.5% 이내로 유지. 각국은 이러한 재정규율을 헌법에 반영하고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행 여부를 확인. 아울러 재정적자비율(GDP대비) 3% 초과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게 됨

o 성장협약 방안*은 대체로 미래 유로지역에 대한 정치적 비전 제시, 구
조개혁 추진(예：상품·노동시장 개혁, 단일시장 완성, 경쟁 촉진 등) 및 공공투
자 확대(예：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의 세 축(pillar)으로 구성
* Sony Kapoor Re-Define 소장 및 Peter Bofinger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 위원이
2012.1월에 EU 성장협약 체결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이후 Mario Draghi ECB 총
재 등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

― 2012∼15년중 성장협약체결 국가에서 실행된 공공투자는 재정협약
및 안정성장협약상의 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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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투자 재원은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 성장저
해요소가 낮은 부문에 대한 과세(예：EU 차원에서 탄소세 인상, 금융거래
세 도입, 부동산세 및 부유세 인상)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인프라투자 확
대를 위한 EU 구조기금 미사용분의 조기 집행, EIB 자본금 확충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
( 평 가 )
□ 성장협약 체결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장 촉진을 위해 핵심국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주변국은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각각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로 인해 회
원국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
o 성장협약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취약국의 성장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및 은행
위기를 해소함과 아울러 성장촉진효과가 큰 노동시장 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
o 성장협약 시행에 소요될 자금이 회원국의 공동보증으로 발행된 채권을
통해 조달될 경우에는 사실상 ‘유로본드’로 간주될 수 있어 시행 과정에
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독일은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EU자금으로 취약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할 수 있는바 이럴 경우 활용 가능한 재원규
모가 제약을 받게 되어 성장협약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한편 성장협약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재정건전화에 긴요한 재정협약
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
4. 유로본드 발행
( 주요 내용 )
□ 유로본드는 회원국 국채의 일부(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국가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
로 거론되다가 2011.11월 EU 집행위원회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 European Commissi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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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원국은 GDP의 60% 이내에서 유로본드(Stability Bond)를 발행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자국 국채를 발행
― 이럴 경우 유로본드 발행한도분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부담
□ EU 집행위원회는 일단 회원국 국채를 부분 대체하여 공동보증(several
guarantees) 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하고 향후 대체비율을 점차 확대하면서
보증방식을 연대보증(several and joint guarantees)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EU 집행위원회의 유로국채 발행방안
향후 예상 진행방향

발행
옵션

•회원국 국채 대체정도
부분 대체
•보증방식
공동보증
•전체 효과
소
- 조달금리 하락폭
소
- 도덕적 해이
저
기대 효과
- 편익 이전1)
소
- 역내 시장 통합
저
- 국제금융시장 상품성
저
- 금융시장 안정성
저
EU조약 개정 여부
불필요
소요기간
단기
주：1) 고신용국가에서 저신용국가로 편익 이전
자료：EU집행위원회, Green Paper, 2011.11

부분 대체
연대보증
중
중
중
중
중
중
중
필요
중장기

→
전부 대체
연대보증
대
대
고
대
고
고
고
필요
장기

( 평 가 )
□ 유로본드의 성공적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만 회원국간
이해상충 등으로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o 유로본드의 고신용 유지
― 회원국이 최고신용등급의 편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신용이 유지
될 필요
― 연대보증이 공동보증보다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고신용국이
저신용국의 신용리스크 전이를 우려하여 도입을 반대할 소지
― 유로본드의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발행한도를 축소할 경우에는
실효성 저하
― 유로본드 투자자에 대한 선순위 보장시 유로본드의 금리는 낮아지
겠지만 회원국의 여타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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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덕적 해이 예방장치 마련
― 유로본드의 신용도가 높을수록(금리가 낮을수록) 회원국(저신용국)의 발
행수요가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
능성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예산체계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회원국 주권과 관련되는 민
감한 사항으로 최근 재정취약국의 재정긴축과정에서 발생한 저항
등을 고려할 때 애로요인으로 작용 가능
― 한편 회원국의 신용등급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참여자격을 제
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유로본드와 개
별 국채와의 차별성 희석, 공동 국채발행의 취지 퇴색 등의 어려움
발생
5.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 주요 내용 )
□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평가받는 유로본드의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경제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한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및 기금(European
Redemption Fund) 설립방안을 대안으로 거론
o 회원국의 국가채무중 GDP대비 60% 초과부분을 신설 채무상환기금으
로 이관하되 동 기금은 회원국 연대보증하에 발행된 채권(safe bond)으
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이관된 채무를 상환(회원국
은 20~2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

o 동 기금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메커니즘을 마련
― 참가국은 자국의 금 및 통화 준비금의 일정 비율(기금으로 이관된 자국
채무의 20% 상당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지급보증을 위해 자국 세
금을 추가 징수(예：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 특정국이 자국 채무상환을 위한 지급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에는 채무이전을 즉각 중단
― 재정협약 하에서 도입된 구조적 재정적자비율이 0.5%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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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기금에 이관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총 2.7조유로(2012년 기준) 정도이
며 국별로는 이탈리아(1조유로, 기금인수채무의 37%), 프랑스 및 독일의 순
* 기금 설립방안에 따를 경우 EFSF/ESM 구제금융 수혜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
갈)과 국가채무비율(GDP대비) 60% 미만 국가(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슬
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금 참여대상에서 제외

유럽채무상환기금에 이관될 국가채무규모1)
(억유로)
유로지역 17개국
총 국가채무
GDP대비 60% 초과 채무(구제금융수혜국 제외)
이 탈 리 아
19,639 (123.5)
10,097 [37.4]
프
랑
스
18,458 (90.7)
6,247 [23.1]
독
일
21,607 (82.2)
5,828 [21.6]
스
페
인
8,615 (80.9)
2,229 [8.3]
벨
기
에
3,785 (100.5)
1,525 [5.6]
네 덜 란 드
4,248 (70.1)
611 [2.3]
오 스 트 리 아
2,296 (74.2)
439 [1.6]
사 이 프 러 스
138 (76.5)
30 [0.1]
몰
타
49 (74.8)
10 [0.0]
합
계
27,015 [100.]
주：1) 2012년 기준. ( )내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2) [ ]내는 채무상환기금에 이관되는 각국 채무의 비중(%)

( 평 가 )
□ 유럽채무상환기금의 도입은 사실상 공동보증에 의한 유로본드 발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실현 여부가 불확실
o 동 기금은 유로본드의 대안으로 EU기구(집행위원회, 의회)내에서도 지지
가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내 주요 야당(사회민주당, 녹색당)도 긍정적인 입
장을 표명하는 등 재정협약 승인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
을 고려
o 유럽채무상환기금 도입은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는 자금조달비용 하락
의 편익을 줄 수 있는 반면 독일에는 자금조달비용 상승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
― 그러나 동 기금의 설립이 회원국의 국가채무 축소 유인으로 작용하
고 회원국의 장기적 채무감당능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강화와 국
가채무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독일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득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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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 방안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
o 한시적 기구인 채무상환기금이 영구적 기구로 존속될 소지
o 채무상환기금이 회원국의 재정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건전화 추진을 강
요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동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o 회원국 합의 및 비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6. 금융동맹 결성
( 주요 내용 )
□ 현행 EMU체제가 통화동맹으로서 갖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동맹과 재정동맹의 중단 단계에 해당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EU기구 및 IMF를 중심으로 부상
o 금융동맹은 은행시스템에 대한 회원국간 리스크 분담을 위한 EU 차원
의 은행산업 정책으로서 재정동맹의 요소를 일부 포함
o 금융동맹은 단일감독기구 설립, ECB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및 단일
예금보험․은행정리기구 설치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요한 유럽은행제도 구축방안
유럽은행감독기구(EBA)

유럽중앙은행(ECB)

EU의 단일감독기구 역할

최종대부자 기능

유럽예금보험 및
은행구조조정기구
가계예금 보호와 질서 있는
은행파산 유도

자료：Dirk Schoemaker and Daniel Gros(2012)

□ 국경간 영업은행에 대한 감독은 EBA가, 유럽은행시스템에 대한 최종대
부자 기능은 ECB가 관할하고 소매예금과 부실 국경간 영업은행 안정
기능은 신설되는 유럽예금보험 및 은행구조조정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and Resolution Authority)가 담당
o EU 차원의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scheme) 확립은 국가채무위기
의 뱅크런으로의 확산 차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의 국경
간 영업은행의 파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정리(resolution)기구 역할도
수행(ESM의 재정적 뒷받침을 전제로 리스크에 기반한 예금보험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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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예금보험기금(European Deposit Insurance Fund)의 규모는 상위 35개
대형은행 자산규모에 대한 보험을 전제로 할 경우 550억유로 정도
로 추정
― 예금보험 프리미엄(보험료)은 상위 3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의
2% 이내에서 징수하면서 10년에 걸쳐 창설하고 일단 기금 설립이
완료․가동되면 기금은 대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resolution)을 처리하
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데 이 경우 동 기금은 유럽예금보험 및 은
행구조조정기금(European Deposit Insurance and Resolution Fund)으로 전환
( 평 가 )
□ 예금보험기구와 관련해서는 EU 및 국제기구가 설립방안을 구체화한 데
다 보험대상도 대형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지만 금융동맹의 결성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내재
o 회원국이 은행 감독권을 EU기구에 이양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으
며 금융동맹의 대상(유로지역 국가에 한정 또는 EU 국가로 확대 등)에 대해서
도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음
― 유로지역에 한정될 경우 EU 차원의 단일금융시장 실현이 어렵게 되
고 EU 전체 국가로 확대하면 영국의 반대로 무산될 우려
― 영국은 유럽의 금융허브로서 느슨한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어
떤 형태로든 감독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
― 또한 일부 국가는 지방 은행부문과 지역정치의 밀착관계 유지를 위
해(예：독일, 스페인), 또는 경제적 주권 유지를 위해(예：프랑스) 자국
감독체제를 선호
o 금융동맹이 결성된다 하더라도 특정국의 은행이 자국 국채를 과다 보
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과다채무국이 자국 은행에 국
채매입 압력을 행사하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도 발생할 가능성
잠재
o 금융동맹은 금융리스크 분담(risk-sharing) 또는 국가간 재정이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등으로 논란을 낳을 수 있음

3.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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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로지역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단기간내에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적어도 당분간
은 현상유지(muddling-through)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EMU의 기본 체제 및 회원국의 경제적･정치적 이질성이 복잡하게 얽
혀 있어 위기대응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
o 유로지역의 리스크는 국가채무위기가 은행위기 및 장기불황으로 전이
되는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EMU 전
체 회원국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o 특히 위기의 양상이 복합화･심층화될수록 EMU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도 커지게 되므로 현
재의 위기상황은 EMU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차원으
로 도약하는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이 단
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금융안정기능 강
화, 회원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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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조작 스캔들과 금융시스템의 개편방향*
차진섭 외자운용원 글로벌회사채팀 팀장
김태현
조사역
◆ 영국 및 미국 금융당국은 6.27일 런던은행간금리(LIBOR) 조작과 관련하
여 바클레이즈(Barclays)에 대해 총 4.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 금번 LIBOR 조작 스캔들로 금융회사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하고 금리스왑시장 교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
◆ 향후 LIBOR 결정방식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며 금융회사의 부문간 방
호벽(firewall) 강화, 투자은행업 축소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개요
□ 영국 금융감독청, 미국 법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6.27일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에 대해 런던
은행간금리(LIBOR) 조작과 관련하여 총 4.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 영국 금융감독청: ￡59.5백만, 미 법무부: $160백만, CFTC: $200백만

o 2005년부터 Barclays가 파생상품 포지션 등으로 부터의 손익을 조작*
하고 재무건전성 악화를 숨기기 위해 LIBOR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
해 온 것으로 알려짐
* 2007년중 LIBOR 변동에 따른 Barclays의 파생상품 포지션의 일중 손익 변동폭이
4천만달러에 달함
**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자 Barclays는 LIBOR를 낮게 보고함으로써 재
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조달금리의 하향안정화를 도모

o 감독당국은 Barclays에 대해 LIBOR 조작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
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언
□ Barclays는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사와 함께 다수의 금융회사가
연루되었으며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들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9호(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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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arclays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많은 금융회사들이 Barclays보다 낮은
수준의 LIBOR를 제출했다고 주장
o Bob Diamond(前Barclays CEO)는 Paul Tucker 영란은행(BOE) 부총재로부
터 LIBOR 하향안정화에 대한 압력*을 감지했다고 밝힘 (2008.10.29일 작
성된 메모를 공개)
* Tucker 부총재는 Diamond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Whitehall) 고위층이 Barclays가
제출한 LIBOR 금리가 높아 시장유동성 및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될 것
을 우려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Barclays는 다른 은행들도 Paul Tucker로부터
LIBOR금리를 낮추도록 지시받았을 가능성도 제기

― Barclays는 익일 3개월 LIBOR를 전일 4.0%에서 3.4%로 낮추어 제출
하였으며, HSBC, LLOYS, RBS, Deutsch Bank 등도 이에 동참하여
LIBOR가 3.42%에서 3.19%로 하락
□ 향후 각국 정부 및 감독기관에 의해 LIBOR 조작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New York Times, 2012.7.9일)
LIBOR 조작에 대한 각국의 조사 진행상황
국 가
캐 나 다

진행 상황
▪ HSBC, RBS, Deutsche, JPMorgan, Citibank를 대상으로 Yen- LIBOR
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중

본

▪ Citigroup Japan이 TIBOR(Tokyo Interbank Offered Rate) 금리 제출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BS는 TIBOR 연계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

싱가포르

▪ RBS의 트레이더가 LIBOR를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RBS는 LIBOR 금리제출에 앞서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음을
시인

독

▪ 은행간금리 조작과 관련하여 Deutsche Bank 등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착수

일

일

2.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

□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은 세금회피, 과도한 보너스 지급, 금융상품
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비난을 받아 왔는데, 이번 LIBOR 조작의혹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

- 303 -

□ 최근 JP Morgan의 신용파생거래 관련 거액 손실발생 사태와 맞물려
Volker rule 조기도입 등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
2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중요 유동성 지표인 LIBOR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통화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
□ Barclays가 제기한 영란은행의 LIBOR 하향안정화를 위한 압력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상황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및 이를 위한 시장
개입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
□ 영란은행 및 감독기관이 LIBOR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대두
됨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o New York Times는 Barclays가 미국과 영국 감독기관에 LIBOR의 왜곡
가능성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감독기관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보도
o WSJ이 LIBOR 조작 가능성을 보도*(2008.5.29일)한 이후 LIBOR가 급격히
상승(2.73%→2.91%)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묵인
* WSJ은 실제 LIBOR와 추정 적정금리간 최대 87bp에서 최소 3bp까지 괴리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

3

경제적 손실

□ 기준금리인 LIBOR가 조작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거래된 각종 금융계
약이 실질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왜곡
o 저평가된 LIBOR에 의거하여 발행된 금융회사 발행채권이 고평가되고,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
□ 특히 금리스왑시장**에 교란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부
당이익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
o 대규모 소송에 의한 은행손실이 수백억달러에 달하여 “은행산업의
담배소송(tobacco moment)*”으로 비화될 수 있음 (Economist, 2012.7.7일)
* 1998년 집단소송결과 미국 담배제조업체들이 2,000억달러를 배상
** 금리스왑시장 규모(2011년말 기준)는 403조달러로 추정 (주요 시장참가자별 익
스포져 : 금융회사 277조, Primary dealers 92조, 일반기업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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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스왑시장 규모(2011년말 기준)

3. 향후 금융시스템의 개편방향
1

기준금리 결정방식 변경

□ LIBOR 조작이 가능함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LIBOR 결정방식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o 다만 기존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경제주체간 합의도출
이 어려워 단시일내에 금리결정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음(Rosa
Abrantes-Metz, NYU 경영대학원 교수)

□ 금번 스캔들을 통해 ①금리제출 시각, ②참여은행 범위, ③시장금리와
의 괴리, ④조작 인센티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① 참여은행이 금리를 일괄 제출하는 런던시간 오전11시(뉴욕 오전 6시)는
시장유동성이 매우 낮아 실제 금리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움
⇒ 통화별 금리 제출시간을 다르게 설정(예를 들어 달러는 뉴욕시간 오전11
시)하거나 일괄제출시간을 변경
② 참여은행이 6∼18개에 불과하여 은행간 담합을 통해 금리를 조작할
수 있음
⇒ 은행간 담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참여은행수를 대폭 확대 (Euribor결정
참여은행은 44개)

③ 은행간 무보증 무담보 대출금리인 LIBOR는 유동성 위기발생시에는
실질거래가 없어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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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CP, RP 등 단기 시장금리를 LIBOR 산정에 반영
④ 참여은행이 실명으로 금리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재무건전성
에 대한 긍정적 시장정보 형성을 위해 금리를 낮게 제시하려는 경향
⇒ 익명으로 참여(NYFR, <참고>참조)하거나, 조달금리가 아닌 거래상대방
에게 제공하는 금리를 제출(Euribor)하는 방법으로 변경
LIBOR 결정방식 변경 예상
내 용

도입
가능성

기대 효과

반 론

결정시점 변경：
뉴욕 6AM→10AM

매우
높음

결정시점에서의 달러 유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격투명성 제고

시스템 변경 수반

가격제출 은행 확대

매우
높음

가격결정에서 특정 기관의
영향력을 감소

가격결정 참가기관의
신용도 저하

단기금리 반영

높음

CD, CP 등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가격투명성을 제고

금리변동성 확대

경쟁입찰(auction)
방식 도입

낮음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가격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금리변동성 확대

자료 : Credit Suisse (2012.6.29일)

2

관련 부문간 방호벽(firewall) 강화

□ 일반적으로 LIBOR 제출은 은행내 유동성을 관리하는 단기금융(Money
Market)부분이 담당하고,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부문은 제출된 LIBOR
를 실제거래에 적용
o 투자은행부문 트레이더는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단기금융부문과 공모
하여 LIBOR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존
* 영국 금융감독청(FSA)에 따르면 Barclays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3건
이상의 파생상품 트레이더의 LIBOR 조작 요청사례가 있었음

⇒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문간 방화벽(Firewall)을 강화하여 특정 부문의 이익을 위한
LIBOR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
3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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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중의 투자은행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금번 LIBOR 조작 스캔들
이후 대규모 소송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대형 금융회사
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은행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
o Barclays는 Marcus Agius회장과 Bob Diamond CEO 사임 이후 소매금
융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됨
― Bod Diamond의 후임으로 Naguib Kheraj(전임 CFO)나 Anthony Jenkins
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소매금융 전문가로 향후 투자은행 부문
을 축소하고자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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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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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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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zbank, "Money Markets : Fixing problems",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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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기준금리 결정 방식 비교
1.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o 6∼18개의 금융회사가 10개의 통화에 대해 조달금리(Offered Rate)를 런런시간
오전11시(뉴욕시간 오전6시)까지 영국은행연합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
제출하고 이중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통화별 LIBOR금리 제출 회사

2. New York Funding Rate(NYFR)
o 단기등급이 A1/P1 등급인 은행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16개의 은행이 익명
으로 조달금리(Funding Rate)를 제출
― 익명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조작 유인이 낮으나 매번 제출 은
행들이 상이하여 금리 변동성이 확대
3. Euribor
o 44개의 panel 은행들이 prime banks에 제공하는 금리를 유럽은행연합
(European Banking Federation)에 제출
― LIBOR보다 제출 은행이 많고, 조달금리가 아닌 제공금리를 제출하므로
조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308 -

영국의 은행산업 개혁방안 및 향후 과제*
최철호 런던사무소 차장
◆ 2010.5월 출범한 영국 新정부(보수·자민당 연합)는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축소, 위기발생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핵심 금융서비스 기능 유지, 금융
소비자 권익 확보 등을 위하여 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
o 2010.6월 독립적인 은행개혁위원회(ICB)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권고안(2011.9월 최종보고서 제출)을 바탕으로
2012.6월 은행산업 개혁방안(white paper)을 발표
◆ 동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소매금융업무의 보호, ②손실흡수능력 제고,
③은행산업내 경쟁촉진 등으로, 영국 정부는 2019년부터 동 개혁방안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 등을 추진중
o 소매금융업무 보호를 위해 기존 은행을 소매금융은행과 도매·투자은행으
로 분리
o 은행산업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위해 은행의 자본기준 강화, 손실
분담수단 확충 및 예금자 우선보호 등을 시행
o 은행산업내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당좌계좌의 은행간 이동 자유화 등을 추진
◆ 동 개혁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은행들의 업무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나 영국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 한편 동 개혁방안은 국제기준에 비해 선도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
문에 최종 입법안은 영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영국 은행의 경
쟁력 저하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일부 수정 보완될 가능성

1. 영국의 은행산업 개혁추진 배경
□ 영국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영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
책당국의 적극적 지원, 전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 등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성장
o 동 기간중 영국의 금융서비스부문 성장률은 연 6%로 전체 GDP성장률
의 두 배에 달하였고, GDP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
른 선진 경제권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9호(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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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DP 및 금융서비스부문 성장률

주요국 GDP내 금융서비스부문 비중 변화

자료 : Measuring financial sector output and its contribution to UK GDP
(영란은행 Quarterly Bulletin, 2011 Q3)

□ 그러나 이처럼 은행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수은행으로의
시장 집중도 심화,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익스포져 확대, 감독당국의
리스크 인지 실패 등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
□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거 현재화되자 당시 노동당 정부
는 영란은행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설치,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
o 반면 야당(보수당, 자민당 등) 등은 감독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
□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루어진 2010.5월 총선에서 여당인 노동당이 금융위
기 책임 등으로 패배하였고, 이어 출범한 新정부(보수·자민당 연합)는 당
초 공약인 은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
o 2010.6월 독립적인 은행개혁위원회*(ICB;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2.6월 은행산업 개
혁방안(white paper)을 발표
* 동 위원회는 John Vickers 위원장 등 5명의 위원과 재무부, 산업혁신기술부, 영
란은행, 금융감독청 및 공정거래청 등의 파견직원 14명으로 구성
** ICB는 2011.4월 중간보고서, 2011.9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은행산업 개혁방안을
발표

― 동 개혁방안은 ICB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레버리지비율
하향 조정 및 소매금융은행의 제한적인 파생상품거래 허용 등 일부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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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 정부는 동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2012.9.6일까지 제출받
았으며, 2015.5월까지 관련 법령･규정 등의 입법을 완료한 후 2019년
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

2. 은행산업 개혁방안의 주요내용
□ 영국 정부의 은행산업 개혁은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축소, 위기발생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핵심 금융서비스 기능 유지,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
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개혁방안으로는 ①소매금융업무의
보호 ②손실흡수능력 제고 ③은행산업내 경쟁촉진 등을 제시
① 소매금융업무의 보호(Ring-fencing)
□ 은행의 핵심적인 금융서비스 기능 보호를 위해 소매금융업무를 도매·
투자금융업무와 구조적으로 분리
o 소매금융은행*(ring-fenced bank)은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
출 등 핵심적인 소매금융 서비스를 수행
* 예치금 규모가 250억파운드 미만인 은행(비유럽경제권 은행의 지점 포함) 및 건설
대부조합(building society) 등은 소매금융업무 보호대상에서 제외

o 소매금융은행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 대부분의 파생금융상
품 거래, 증권업무, 비유럽경제권(non-European Economic Area)에서의 자
회사･지점영업 등을 금지
o 소매금융은행에 대해 은행그룹내 상호거래 최소화, 그룹 자금사정과의
독립성 유지 등을 요구
― 정보･인적 교류, 대고객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은 현재와 같이 은
행그룹내 협력관계를 유지
② 손실흡수력(Loss Absorbency) 제고
□ 소매금융은행에 대해 Basel Ⅲ의 최소자기자본비율(7%)과는 별도로 위험
가중자산의 0∼3%에 해당하는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을
Ring-fence 버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 소매금융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이거나 G-SIB의 자회사인
경우 Ring-fence 버퍼 또는 G-SIB 추가자본 (surcharge, 2.5%) 가운데 높은 기준
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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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대형 소매금융은행 및 G-SIB에 대해‘기타 Tier1 자본’또
는‘Tier 2 자본’등으로 3.5%를 추가로 적립토록 함으로써, 위험가중
자산의 최대 17%까지 PLAC(Primary Loss Absorbing Capacity)를 적립하도록
의무화
대형소매은행에 대한 자본 기준

* 자료 :“Banking Reform”(HM Treasury, 2012.6월)

□ 은행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기 무보증채 등 손실분담수단
(Bail-in tool)의 상각 또는 자본 전환 등을 통해 동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자들이 손실을 분담
□ 소매금융은행의 지급불능 발생시 금융소비자보상기금*(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게 동 은행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함
으로써 고객예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depositor
preference)
*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

** FSCS에 의해 보호된 예금만 해당

□ 은행의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정리버퍼
(Resolution Buffer) 등의 규제는 국제기준을 따르고, 국제적인 규제 논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산업이 부담(Industry Levy)
③ 경쟁 촉진
□ 은행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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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 규제기관
에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책무 부여
□ 2013.9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의 당좌계좌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은
행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세금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연계계좌간 입출금 등도 은행의 책임하에 이전

□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및 FCA의 금융상품 투명성 관련 규
제 강화, 온라인 등을 통한 금융상품 가격비교수단의 확충, 개인 금융
거래정보의 보호 강화 등을 추진
□ Lloyds 은행그룹의 지점 매각(divestiture)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은행(a
challenger bank)을 설립함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집중도를 완화
□ 현재 업계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지급결제산업에 대해 FCA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강구

3. 은행산업 개혁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영국 경제의 각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국 정부는 동 개혁방안 시행에 따른 손익을
①은행부문 ②GDP, ③재정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추정
① 은행부문
□ 개혁방안 시행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변화, 사업구조 전환비용 등에 근
거해 볼 때, 은행산업 개혁으로 은행부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0억
∼70억 파운드, 일회성 전환비용은 25억 파운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o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주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
증 축소, 자본 확충 및 소매금융업무 분리에 따른 내부조직 및 IT
시스템의 개편 등에 의해 발생
② GDP
□ 은행산업 개혁방안 시행에 따른 은행의 비용 증가는 영국 GDP를
매년 6억∼14억 파운드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추정
* 은행이 최소자본비율, 수신 및 운영비용 등의 변화로 인한 발생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 경험치를 이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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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은행산업 개혁방안 시행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따
른 기대비용을 크게 감소시킴에 따라 영국 GDP는 연간 20∼95억 파
운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③ 재정부문
□ 은행산업 개혁방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세수 감소는 연 2억∼5억 파운드, 보
유은행(RBS, Lloyds) 지분의 가치하락은 60억∼9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반면 정부의 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증 축소로 국채발행 비용이 절감
되고, 손실분담수단 확충으로 향후 부실은행의 정리비용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
은행산업의 비용 증가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Banking Reform”(HM Treasury, 2012.6월)

⇒ 은행산업 개혁방안 시행은 개별은행의 업무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나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보다 큰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영국 금융산업 개혁방안의 실행 효과*
구 분

구체적 효과
영국 은행산업의 연간 비용 : 40억∼70억 파운드
영국 은행산업의 일회성 전환비용 : 25억 파운드
비용(Costs)
연간 GDP 비용 : 6억∼14억 파운드
연간 세수 감소 : 2억∼5억 파운드
정부의 은행지분 가치 감소 : 60억∼90억 파운드
수익(Benefits)
연간 GDP 기대수익 : 20억∼95억 파운드
소매금융 분리는 금융시스템의 충격으로부터 핵심 금융서
비스를 보호
비화폐적 수익
- 소매금융 분리 및 손실분담은 정부의 부실은행 정리비용을
(Non-monetised
감소시키고 정리절차를 단순화
Benefits)
- 정부의 대형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증 축소는 영국 정부부
채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차입비용을 축소
* 자료 : “Banking Reform”(HM Treasury, 201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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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 영국 정부의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내년 출범하는 新금융감독체제와 함
께 정부의 현안과제인 영국딜레마(British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
한 진전으로 평가
* 영국이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성공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충
격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딜레마

o 다만 동 개혁방안은 영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도적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일부 수정 보완될 가능성
(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 안정과의 조화 )
□ 영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ICB가 권고한 개혁방안 가운데 레버리지비율, 적용대상범
위 등을 일부 완화
o PLAC 등 손실흡수력(loss absorbency)은 국제기준보다 높게 유지하였으
나, 레버리지비율은 국제기준으로 하향조정(4.06 → 3.00)하였으며, 예금
규모가 250억파운드 미만인 은행은 Ring-fence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대해 ICB의 Vickers 위원장 등은 영국경제의 은행산업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대형은행에 대한 레버리지비율 등은 반드시 상향조정되어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2010년말 기준 영국의 GDP 대비 은행자산규모(521%)는 프랑스(405%), 독일(332%),
미국(7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Banking”, theCityUK, 2012.6월)

( 영국 은행의 경쟁력 저하 )
□ 영국 정부의 대형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축소됨에 따라 국가 신인
도는 제고될 수 있겠지만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경쟁력
이 저하될 우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
되지만 정부의 보완대책도 필요
* 과거 universal banking 모형으로부터 소매금융과 투자금융 분리에 따른 새로운 수
익모형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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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국제기준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가 영국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등의 논의과정에서 영국 입장을 적극적
으로 합의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개혁방안의 구체성 부족 )
□ 정부가 제시한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많은 사항을 시행령 및 규제기관
에게 위임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지속
o 개혁방안 수준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업계의
조기대응에 애로
* 미국의 Paul Volcker는 영국의 Ring-fence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반해 주요 세부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에 따라 향후 규정 해석 및 감독과 관련한 법률분쟁 소지가 있고, 시
행령과 규제기준 수립과정에서 각종 이해집단의 압력 등으로 당초 입
법의도가 변질될 가능성
( 가시적 비용, 장기적 성과 )
□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장기적으로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제
고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 영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의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비용부담을 증가
□ 이에
용의
지를
등의

대해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을 통해 증가비
상당부분을 흡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수익성 유
위해 예대마진 확대뿐만 아니라 계좌관리 및 온라인뱅킹 서비스
유료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

( 새로운 리스크 )
□ 제도권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shadow banking 등과 같이 금융시스템
의 미규제부문으로 위험활동이 전이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축적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
* Julian T.S. Chow and Jay Surti(2011),“Making Banks Safer: Can Volcker and
Vickers Do It?”(IMF Working Paper, 2011.11월)

□ 또한 글로벌 규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 은행산업 개혁방
안이 100여개가 넘는 기존 규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
지 못했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PriceWaterhouseCoopers(PWC),“What now? - White paper on Banking Reform”(2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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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영국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 2010.5월 출범한 영국 정부는 은행산업 개혁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
o 영란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청(FSA)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 담당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하여 PRA는 영란은행의 자회사(subsidiary)로, FCA
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각각 설치
o 금융감독체제 개편법안(Financial Service Bill)은 현재 국회 심의중이며 내년
초 시행 예정

* 자료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HM Treasury, 20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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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영국의 Ring-fencing과 미국의 Volcker Rule

□ 영국의 Ring-fencing은 은행업무를 소매금융과 투자금융으로 완
전히 분리하고 소매금융은행의 영업활동을 예금, 대출 및 지급결
제부문 등으로 크게 제한한 데 반해, 미국의 Volker Rule은 은행
의 투기적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만 규제
□ 이처럼 영국이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은 다음과 같은 은행
영업환경의 차이에 기인
o 영국 은행들은 자회사 또는 내부겸업 방식으로 은행·증권업무의
겸업을 유지･확대하여 왔고 미국은행들은 오랜 기간 겸업이 금지
*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행들이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
*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겸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Glass-Steagall
Act(1933년 시행)가 1999년에야 폐지

o 영국 은행자산의 절대규모는 미국보다 작으나 GDP대비로는 월
등히 높아 은행산업의 안정성 보장이 더욱 요구
주요국의 은행자산 규모

주요국 은행자산의 GDP대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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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동맹(EMU)의 위기해법에 대한 독일 및 프랑스의 시각*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EMU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EMU의 위기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
이면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음
o ECB의 국채매입
― 독 일：회원국 국채매입 결정은 회원국 의회의 소관 사안
― 프랑스：시장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o 유로지역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은행동맹)
― 독 일：대형은행만을 대상
― 프랑스：모든 은행을 대상
o ESM의 회원국 은행 자본확충 직접지원 방안
― 독 일：2013년 이후 논의
― 프랑스：금년말 확정
o 재정건전화 및 구제금융 지원
― 독 일：신속하고 단호한 재정건전화 추진을 전제로 구제금융 지원
― 프랑스：과도한 긴축 → 경기침체 → 채무증가 → 채무감당능력 상실 초래
o 회원국간 경제정책 공조
― 독 일：각국이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면 경제정책 공조는 불필요
― 프랑스：노동이동성을 촉진하는 EU차원의 실업보험기구 설립 등이 필요
o 유로본드 발행 및 정치동맹
― 독 일：EU의 권한 확대(예：주권양도) 등 정치동맹 추진 → 유로본드 발행
― 프랑스：유로본드 발행 → 정치동맹 추진
◆ 향후 EMU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 통합 강화가 금융시장
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핵심
국인 독일 및 프랑스는 위기 해소에 필요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
록 양국의 다른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는 데 일층 노력을 경주할 필요

1. 머리말
□ 유럽의 경제 대국으로 EMU를 구성하는 핵심국인 독일 및 프랑스가 위
기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로 EMU의 통합 강화를 위한 확고한 전략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면서 EMU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4-44호(2012.11.1), 국제경제리뷰 제2012-43호(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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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국은 GDP기준으로 EMU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은 수
출 위주의, 프랑스는 내수 위주의 성장 패턴을 나타냄
독일 및 프랑스의 주요 국가지표1)
GDP2) 1인당

GDP
(조달러) (달러)

독 일 (A) 3.1 37,897
프 랑 스 (B) 2.2 35,156
유로지역 (C) 11.1 33,786
독 일 (A/C,%) 27.6
112
프 랑 스 (B/C,%) 19.7
104

경상 교역규모3) 수출
수지 (억유로) 비중

(GDP대비)

5.7
-2.2
0.3
-

금융
자산4)

대외
채무5)

국가 실업률 인구 국토
부채 (%) (백만명) 면적

(GDP대비) (조달러) (GDP대비) (GDP대비)

19,585 50.2 12.1 (368) 149( 36)
9,410 27.0 16.3 (634) 180(-16)
66,703 44.0 61.3 (505)
112
29.4
19.7
14.1
26.6
-

주：1) 2011년 기준. 단 세계인구는 2010년 2) PPP기준
4) ( )내는 GDP대비 5) ( )내는 순자산 기준
자료：OECD, IMF, EU통계청, UN

(천㎢)

80.6 5.9 82 357
86.0 9.7 65 644
88.0 10.2 332 4,325
- 24.7 8.3
- 19.6 14.9

3) 유로지역 내외 수출입 합계

o 또한 양국은 1950년대부터 각종 사안에 대해 공조* 및 상호견제를 반복
* 과거 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과 Konrad Adenauer 서독 수상이 수세기
에 걸친 경쟁을 종식하고 협력의 장을 연 엘리제 협약*(Élysée Treaty)을 체결
(1963.1.22.일)하였는바, 동 협약은 외교․안보․청년․문화 등에 대한 양국 협력과 유
럽통합의 미래를 상징

―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과 성장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사고가 EU(EMU)
체제 형성에 영향*
* ①독일이 EMU 참여국의 재정규율을 위해 1995.11월 제안한 안정협약(Stability
Pact)이 고실업에 직면해 있던 프랑스의 성장 강조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개명. ②EU조약 서문 초안의 주요 목표였던
“자유경쟁”문구가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프랑스의 주도로 삭제

― 특히 독일 및 프랑스는 EMU 정책에 대해 두 권역을 대표하고 있는
데, 북유로지역 국가(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는 독일 입장을 지
지하는 반면 남유로지역 국가(라틴계：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는
프랑스와 같은 입장
o 양국은 상이한 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EMU의 위기해법에 대하여
뚜렷한 견해 차이를 노정
* 독일의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질서자
유주의(ordoliberalism)의 전통과 현대 독일 경제학의 주류인 새 고전학파적 사고
에 근거(Dullien and Guérot(2012), Fabre(2012) 참조). 반면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통제적 시장경제(dirigiste market)를 중시
(Culpepper(2004), Schmidt(2003), Clift(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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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1) 및 OMT2) 방식에 의한 국채매입
SMP 방식
OMT 방식
∙ECB가 상황(수혜국의 개혁약속, 재정
∙회원국의 개혁 프로그램 이행
전 제 조 건
취약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매입 결정 ∙EFSF/ESM 금융지원(발행시장 국채매입)
매 입 대 상 ∙주로 10년물 국채
∙주로 1~3년물 국채
매 입 규 모 ∙무제한
∙무제한
채권자우선 순위 ∙ECB가 민간보다 우선
∙ECB와 민간이 동일
불 태 화 방 침 ∙불태화
∙불태화
통 계 공 표 ∙주간 총 매입 잔액
∙매입잔액：주간 및 월간․국별
시 행 기 간 ∙2010.5.10일3)~2012.9.5일(종료)
∙2012.9.6일1)~(무기한)
주：1) Securities Markets Programme 2)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3) 발표일
자료：ECB

□ ECB의 OMT에 대한 Merkel 총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OMT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존
o 독일연방은행은 회원국 국채매입이 회원국의 지급리스크(solvency risk)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이 아닌 회원국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고 주장
o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ECB의 국채매입이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에 해당한다며 ECB정책위원회(22명 위원) 결정을 유일하
게 반대*
* ECB 및 독일연방은행 이사를 역임했던 Jürgen Stark(9.21) 및 Otmar Issing(10.1)도
OMT가 ECB 설립목적을 넘어서는 조치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 한편
Alexander Dobrindt 기독사회당(CSU)의 사무총장은 Draghi 총재를 유럽의 화폐제
조창(forger)에 비유하면서 국채매입을 강도 높게 비판

― 통화정책 파급경로 복원을 위한 OMT의 불가피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
* 통화정책 파급경로 복원을 위해 SMP 시행 이후 2년 반이 지나서 OMT도 동일
명분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부 회원국의 구조적 문제(예：경쟁력 및 재정신뢰성
상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

― 민주적 선출기관이 아닌 ECB가 회원국의 EMU 탈퇴 등과 같은 정치
적 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 반면 프랑스는 시장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OMT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
o Noyer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OMT가 ①EMU해체 우려를 막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②재정건전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전제조건을 부과하며, ③ECB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통화정책 파
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으로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므로
OMT 시행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제시(Noyer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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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감독기구 설립：독일은

단계적인 시행을, 프랑스는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

□ EU 집행위원회는 먼저 ECB가 2013년부터 유로지역의 모든 은행을 감
독하는 기구로 출범하고 이후에 유로지역 예금보험 및 은행정리 단일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9.12)
o ECB가 단계적으로 감독범위를 넓혀 가면서* 업무(예: 자본확충 지시, 은행
**
검사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각국의 감독기구는 일상적인 감독
업무와 ECB 결정사항을 이행
* 공적자금 수혜 또는 신청 은행 → 시스템상 중요 은행(25개) → 모든 유로지역
은행(6,000개)
** EU조약(제127조)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ECB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권한을 맡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능부여를 위한 EU조약 개
정은 불필요

국채매입(OMT)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논점
∙통화의
재정보전
∙유로지역
납세자의
부담

∙ECB의
독립성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작동
∙EMU탈퇴
방지

ECB
- 통화의 재정보전이 아님
- 지원 검토결과가
긍정적일 때에만
OMT를 시행하므로
부담 예방이 가능
-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과
회원국의 전제조건
준수를 기준으로
시행되므로 독립성 보호
- 경로 작동을 위해
필요

독 일
통화의 재정보전에 해당
안정정책 원칙에
반하며 국채매입을 위한 민주적 임무를
부여받지 않
통화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고
재정정책에 지배당할
위험이 있음
전제조건 준수는
회의적
경로 문제가 아니라
일부국가의 구조적
문제 때문
- ECB는 민주적
선출기관이 아니므로 EMU 구성의 정치적
결정에 관여 불가

프랑스
통화의 재정보전이
아님

- 탈퇴 우려 방지를
위해 필요

탈퇴 우려 방지를
위해 필요

납세자 부담을
일으키지 않음

엄격한 전제조건
부과로 금융수혜국의
재정건전화 유인이
가능
경로 작동을 위해
필요

o 한편 ECB는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예금보험․은행정리 단일기구가 필요
한데, 일관성 및 공정경쟁을 위해 모든 유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기
대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시스템상 중요 은행의 감독권을 갖고 나머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각국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시사(Constâncio ECB
부총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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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독일은 대형은행만 감독하는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제시하면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 이후 본격 논의할
것을 주장(Merkel 총리 9.12, Schäuble 재무장관 9.15)
o 또한 ECB가 많은 소형 저축은행*(Sparkassen)까지 감독할 경우 실효성이
반감될 것을 우려
* 예：2012.5월말 독일 저축은행 수 426개(총자산 규모 : 1조 949억유로)

o 유로지역 예금보험 및 은행정리 단일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특정 회원
국(예：독일)이 다른 국가(예：스페인) 은행의 기존 부실채무를 연대 보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독일연방은행, Oettinger EU집행위 위원(독
일), Fahrenschon 저축은행연합회(DSGV) 회장 9.11)

□ 반면 신속한 접근을 선호하는 프랑스는 ECB가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동맹(financial union)을 제시하면서 금년말 설립안 확정을 주장(Noyer
중앙은행 총재 2012a․2012b, Moscovici 재무장관 2012)

o ECB 산하 신설 감독위원회가 국별 감독기관에 업무를 배분하고 주요
건전성 감독업무(자본적절성 평가, 규정준수 판별, 부실은행 처리 등)에 대해
결정
o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EU기구의 보증 하에 자금을
차입하여 재원이 마련되는 예금보험기금 및 은행구조조정기구의 설립
도 제안
유로지역 은행(금융)동맹에 대한 입장
단일기구 설립
∙은행감독

EU집행위원회

ECB

- ECB가 모든
- ECB가 모든
은행을 감독
은행을 감독
- 각국 감독기구는
일상업무를 수행

∙예금보험․구조조정 - 도입 필요

- 도입 필요

독 일

프랑스

- ECB는 시스템상 중요은행을 감독
- 설립 논의는
2013년으로 연기
- 반대

ECB가 모든
은행을 감독
설립안은
2012년말로 확정

- 도입 필요

□ 2012.10월 EU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및 프랑스의 타협으로 2013.1월 모든
유로지역 은행을 감독하는 단일기구 설립 법률안 마련과 하반기중 단
일기구 출범에 합의하였으나 예금보험․구조조정 단일기구 설립에 대해
서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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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M의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직접 지원：독일은

점진적 추진을, 프랑스
는 신속한 추진을 주장

□ ESM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10.8일 출범하였으나 회원국 은
행의 자본확충을 직접 지원할 시점*이 쟁점사항으로 부상
* 6.29일 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는 ECB내 단일의 유로지역 은행감독기구 설치방안을
2012년말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ESM에 회원국 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직접 지원
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

o 독일은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을 2013년에도 계속 논의해야 하므로
2013년부터 ESM이 회원국 은행의 자본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일
정이 촉박하다고 주장(Schäuble 재무장관, 9.15)
o 반면 프랑스는 EMU 위기의 전염 및 실물경제 부진에 비추어 ESM 설
립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직접 지원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Moscovici 재무장관, 9.15)
□ 2012.10월 EU 정상회의 합의로 유로지역 은행 단일감독기구 설립이
2013년 하반기에나 출범될 수 있으므로 ESM의 은행 자본확충 직접 지
원은 2014년에 가능할 전망

 재정건전화：독일은

단호한 추진을 주장하고 프랑스는 과도한 긴축을 우려

□ 유로지역 회원국은 2012.3월 서명한 재정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재정건전화의 강도를 한층 높일 예정
* 재정균형 달성을 명시한 재정협약을 위반한 국가에는 구속력 있는 금융제재를 부
과(GDP대비 0.1%까지 벌금 부과 가능)

o 2012.3월 체결된 재정협약은 독일 헌법상의 채무 억제장치(Schuldenbremse,
또는 debt brake) 조항과 유사한 재정적자의 상한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
채무 억제장치(debt brake) 조항
반영시기

독일 헌법
2009년 헌법 개정

재정협약
2012.3월 참여국 서명으로 협약 체결

시행년도 ∙연방정부 2016년, 주정부 2020년
∙ 구조적 재정적자비율을 0.35% 이
주요 내용
내로 유지

2013년
∙ 구조적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은 국가
채무비율(GDP대비)이
60%
상회시
0.5%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이 60% 하
회시 1% 이내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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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9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재정협약의 시행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어
회원국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프랑스 의견을 받아
들여 재정협약 보완을 위한 성장협약(Compact for Growth and Jobs) 추진
에 합의(6.29)
□ 독일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재정건전화를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o 정부가 현재의 부채 및 재정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미래에
세금을 덜 거둘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재정적자 축소는 미래의 국가부
도 리스크를 낮추는 데에 기여 가능
― 이는 민간부문의 신뢰 제고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 가능
― 실제로 독일은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재정협약 시행에 맞
추어 헌법에 명시된 기한보다 3년 앞서(2016년 → 2013년) 구조적 재정
적자비율(GDP대비)을 0.35% 이내 로 낮추기로 목표를 조정(2016년 →
2013년, 7.4일 발표)

o 독일 입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도 일부 기인*
* 독일의 재정확장효과는 독일과 교역관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오스트리아, 네덜
란드, 벨기에)에 집중될 뿐 주변국(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독일이 2년에 걸쳐 GDP의 1% 규모의 재정확장정책
을 시행할 경우(공공투자에 모두 투입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수반) 여타 유로지
역 국가의 실질GDP는 0.2%p 증가에 그침(IMF, 2012)

□ 반면 프랑스는 EMU 출범 전부터 재정규율에 집착하는 재정긴축은 성
장을 저해하지만 재량적 재정정책은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긴축”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독일은 절약정책
(Sparpolitik)을 미덕으로 간주>
o 프랑스는 과도한 긴축이 경기침체 → 채무증가 → 채무감내력 저하를
초래하다는 케인지언의 견해를 지지
― 실제로 프랑스는 2012년(-4.5%)~2017년(-0.3%)에 중기 재정수지비율
*
(GDP대비) 달성을 위해 지출삭감보다 세율인상 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둠(2012.9.28일)
* 2013년 재정절감 목표(300억유로)중 2/3는 대기업 및 부자에 집중된 세수증대
로, 1/3은 지출축소로 달성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세수증대 및 지출축소에
1/2씩 배분하여 재정절감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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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채무위기해법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 접근방
법을, 독일은 중장기 관점에서 엄격한 원칙에 따른 접근방법을 각각
선호
― 프랑스는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독일이 EMU 위기에 따
른 유로화 절하에 편승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도 주변국에는 과도한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시키고 있
다고 인식(Grant 2012, Guérot and Klau 2012)
* 독일의 경우 구제금융 원칙 포기, ECB의 역할 확대,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 금
융보증 등에서 양보하였으므로 재정취약국에 대한 긴축요구는 적합하다고 판단

 구제금융 지원：독일은 수혜국의 재정긴축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프
랑스는 수혜국의 재정긴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

□ 독일은 EMU 가입 이후 회원국 정부가 낮은 금리로 차입을 무분별하게 확대
한 것이 국가채무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재정취약국의 재정긴축목표 달성 실패는 재정지출 축소 또는 세율인상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정치영역에서의 실패(의지의 결여)로 판단
o 따라서 금융시장이 방만한 재정운영 국가에 대해 고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점에서 EFSF/ESM 대출이 억제효과
(deterrent effect)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
o 독일은 재정긴축 및 구조개혁 이외에 위기를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
으며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재정취약국에 대해 관대
한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 구제금융은 방만한 재정운영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
□ 반면 프랑스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수혜국에게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게 되면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회원국간 경제정책 공조：독일은

불필요, 프랑스는 공조 강화를 주장

□ 독일 및 프랑스는 EMU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의 경쟁
력 강화를 통한 역내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구조개혁을 통한 회원국간
의 경제 동질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
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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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국의
이질적인 경제구조, 상이한 노동제도(실업보험 수준, 최저임금제 시행 여부
등), 개혁경험의 차이 등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예를 들어, 노사자율협상을 중시하는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지 않고 있으나 노사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프랑스
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유지
o 프랑스는 이러한 노동개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회동맹(social union)
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노동이동성(mobility)을 높이기 위해 EU(유로지역) 차원의 실업보험기구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를 설립하고 재원은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
□ 독일은 유로지역의 회원국이 정책을 적절히 수립·집행할 수 있다면
회원국간 경제정책 공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o 특히 역내
다 소비에
등을 통해
를 줄이는

회원국간 무역 불균형은 적자 회원국의 경쟁력 약화 및 과
기인하는 만큼 이들 국가가 임금 억제 또는 삭감, 구조개혁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소비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달리 프랑스는 독일이 추구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역내 무역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서 여타 회원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
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근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y)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원국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o 예를 들어, 독일은 2007년 사용자부담 사회보장세를 인하(1.8%p)하고 부
가세율을 인상(3%p*)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세 인하 → 기업의 생산원
가 경감 → 수출가격 하락의 경로와 부가세율 인상 →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 내수 위축의 경로를 통해 여타 회원국과의 무역 불균형
확대를 초래
* 세계대전 이후 최대 상승폭(16% → 19%)으로서 GDP의 1.1%(250억유로)에 해당

 유로본드 발행：독일은 소극적인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인 입장
□ 독일은 Merkel 총리를 중심으로 재정동맹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연대보
증으로 발행하는 유로본드(eurobond)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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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재정통합(fiscal union)을 의미하는 유로
본드 도입은 재정규율 및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이 확립된 이후에
야 다루어질 사안으로 회원국이 재정주권을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실
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6.15)
□ 프랑스는 Hollande 대통령을 중심으로 EMU 전체의 성장촉진 및 국가채
무위기 완화를 위해 유로본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
o Moscovici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의 연대 강화를 위해 주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10년내 유로본드의 도입이 가능하며 향후 5
년에 걸쳐 유로본드 도입을 위한 EU조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9.17)
o Noyer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본드 도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재정동맹의 한 축으로서 추진될 필요는 없다고 평가(6.28)

 정치동맹：독일은 정치동맹 → 유로본드, 프랑스는 유로본드→ 정치동맹 단계를 주장
□ 독일은 종전 후 유럽국가의 의구심 등으로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나
서지 못하다가 1990년 유럽국가의 통독 수용 이후 독일의 역할 증대
요구를 받아들여 1991년 마스트히트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정치동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
o 정치동맹* 논의는 1950년대부터 프랑스가 독일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
대를 우려하여 독일을 초국가적 구조에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
* 회원국이 선별 정책분야에 대해 주권을 공유하고 공유 주권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행사되는 체제
** 프랑스 Schuman(1950.5, 외무장관) 및 Monnet(1952.4, 기획원장관)가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

o EMU의 위기 이후에는 EU기구를 중심으로 정치동맹 논의가 활성화되
고 있음
□ 독일은 EMU 출범 당시*부터 ‘정치동맹 없는 통화동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정도로 정치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의
EMU 위기해법으로서 정치동맹의 결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
* EMU 출범에 대해 논의할 당시, 독일은 먼저 경제적 수렴 및 최적통화지역을 달성
한 후 통화동맹을 창설하자는 견해(Economic School)를, 프랑스는 먼저 통화동맹으
로 시작하여 경제적 수렴 및 최적통화지역(OCA)을 달성하자는 견해(Monetarist
School)를 각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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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erkel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와 같은 회원국간 채무공유(debt
mutualisation)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EU기구의 권한 확대
(예: 각국 예산․경제정책 결정 주권이 EU기구에 양도)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정치동맹 결성에는 독일 내부적으로도 독일 헌법인 기본법(basic law)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
2012년 정치동맹 방안의 주요 내용
제시 기구

주요 내용
－ 진정한 EMU가 되기 위해 은행․재정․경제․정치동맹을 10년에 걸
쳐 구축
Herman Van Rompuy
∙ 합법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동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EU
EU정상회의 의장(6.26)
및 각국 의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
∙ 2012.12월 EU/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 발표 예정
－ 완전 연방제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며, 정치동맹은 재정․
Mario Draghi
동맹․금융동맹과 병행 추진하되 점진적․체계적으로 접근
ECB 총재(8.29)
∙ 최소 필요분야(예：회원국 재정에 대한 공동감시체제 확립)에 대해 추진
－ 주권을 공유하는 연방체제(federation of nation states)를 EMU통합
최종단계로 제시
José Manuel Barroso
∙ 2014년 EU 의회 선거에서 EU집행위원장을 직선
EU집행위원회(9.12)
∙ EU집행위원회가 미래의 EU체제 형태 및 신 EU조약 초안을 제시
∙ 추진 순서：통합정책분야 파악 → 정부간 회의 개최 → 신 EU
조약 채택
－ EU조약 승인요건 변경：회원국 만장일치 → 가중다수결
－ 2014년 EU의회 선거에서 EU집행위원장을 직선
1)
유럽의 미래 그룹 (9.18)
－ EU법안 제정절차 변경：EU집행위 발의 후 회원국․EU 의회 수
(Future of Europe Group)
정(현행) → EU 의회 발의 후 회원국
의회 수정(향후)
－ 민주적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동맹 추진
∙ EU집행위원장직 및 EU정상회의 의장직 통합
∙ 재정통제를 위해 유로지역 경제․재정위원회(EU 및 각국 의회 의원 구
Chopin 외 2인(Robert
Schuman Foundation, 9.24)
성) 창설
∙ 유로그룹(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대신하는 유로지역 공동재무장관직
신설
주：1) EU 11개 회원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
크․포르투갈․덴마크․폴란드) 외교장관으로 구성

□ 그러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선호하고 주권양
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EMU의 위기해법으로서 먼저 정책
공조로 EMU의 통합을 강화(intégration solidaire)한 다음 정치동맹 결성을
추진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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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ollande 대통령은 독일의 정치동맹 우선 요구에 대해 유로본드 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
o 한편 정치동맹 결성에는 프랑스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국민투표에 의한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음*
* 2005년 프랑스에서는 EU헌법 초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3. 종합 평가
□ EMU의 핵심국인 독일 및 프랑스가 위기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
면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음
o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은행동맹의 결성도 감독범위, 예금보험․구조
조정 단일기구 설립 등에 관한 이견으로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
상되고 있으며, 재정동맹(유로본드 발행)의 경우 독일의 반대로 진척이
미진
o 노동개혁, 사회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정책공조는 재원
마련과 연계되어 있어 협상에 어려움
o 재정동맹 및 정치동맹 결성은 회원국의 주권양도 및 EU 및 회원국의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제 결성에
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EU헌법조약 부결

o 또한 다수 회원국의 국민이 EMU의 통합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 Pew Research가 2012.3.17.~4.16일중 8개 회원국의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이 통합 강화에 가장 적극적(독일 59%, 스페인 46%, 프랑스
36%, 영국 30%, 이탈리아 22%, 그리스 18% 등)인 것으로 나타남(2012.5.29일)

□ 그러나 EMU의 위기는 불가피하게 유럽통합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할 전망
o EMU는 유럽의 빈번한 통화위기(이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과 은행위기 발생)에
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정책공조의 산물이자 유럽통합의 상징이어서
현재로서는 해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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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의 EMU 탈퇴, EMU의 분화(남유로․북유로권),
EMU의 해체 등 EMU의 향후 예상경로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 트라우마, 지난 60년간 하나의 유럽(One
Europe) 건설을 위한 노력, 특정국가의 법화에 비해 신뢰성이 더 필
요한 단일통화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
지 않음
－ 향후 유럽통합의 중심축이 EU통합(독일․프랑스․영국 3국 중심)에서 EMU
통합(독일․ 프랑스 2국 중심)으로 이동(two-speed Europe)되면서 초기에 유
럽통합이 지향하고자 했던 모습(유럽대륙)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EMU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 통합 강화가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매우 중요하
므로, 핵심국인 독일 및 프랑스는 위기 해소에 필요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양국의 다른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는 데 일층 노력
을 경주해야 하겠음
* 현재의 EMU 위기가 단순한 국가채무위기라면 정책대응으로 시장불안이 해소될 수
있겠으나, EMU 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기
가 장기화되고 있음

o 전문가들은 2014년 EU의회 선거 전인 2013년을 정치동맹에 관한 논의
가 본격화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지난 2005년 EU헌법 초안이
일부 회원국에서 부결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EU 및 각국 의회
의 권한 강화(민주적 적법성 강화), 자국 주권의 EU기구로의 양도 등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Chopin, T. and Jamet J. and Priollaud F.(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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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독일 주요 정당의 EMU위기에 대한 입장
□ 독일의 5개 주요 정당의 경우 새 고전학파적 사고와 질서자유주의
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에 신케인즈학파적 사고가 일부 야
당의 정책노선에 영향을 주고 있음
o 기독민주/기독사회당：사회시장경제를 옹호하지만 1970년대 들어
시장지향적 성향이 강화(예：통화정책의 독립
성, 기업차원의 임금협상 등을 주장)

o 자민당：전형적인 유럽의 자유주의정당으로서 과다채무국의 시장
에 대한 접근 문제는 정책실패에 기인하므로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및 구조개혁을 요구
o 사민당：유로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 차원의 정책공조에 중점을 두면
서 긴축이 과다채무국의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를 완화하기 위한 성장전략 및 투자프로그램 제시를 요망
o 녹색당：유럽 차원의 정책공조(특히 R&D, 인프라구조 프로그램 등)를
지지하고 유로본드 도입에도 찬성
o 좌파당：남유럽국가의 재정긴축을 반대하고 ECB의 설립목적 확대
및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
유로지역 위기해법에 대한 독일 5개 주요 정당의 입장
기독민주/기독
자유민주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사회당(CDU/CS
(FDP)
(SPD) (Greens) (Left)
U)
현재 하원 의석수(총 622석)
93석
239석
146석
68석
76석
재정규율 강화
○○
○○
○○
○
××
ECB의 국채매입
○○
○○
0
0
××
유로본드 도입
○○
○○
××
××
××
경상수지 불균형은 적자국 책임
○○
○○
0
×
××
경제․재정정책 통합 반대 정도
○
0
××
××
××
재정긴축이 성장촉진
○○
○○
××
××
××
EFSF/ESM의 높은 대출금리
○○
0
×
××
××
민간채권자의 손실분담
○○
○○
○○
○○
○○
합계(점)
15
12
-3
-7
-12
ordoliberal/new
경제적 사고
신 케인지언 입장
classical 입장
주：1) ○ 기호는 찬성강도로 플러스 점수(1~2점), × 기호는 반대강도로 마이너스 점수(1~2점)로 표시
자료：Dullien and Guérot(2012), Deutscher Bundestag
쟁점 사항

⇒ 5개 정당은 EU 차원의 재정규율 강화, 적자회원국에 의한 무역불균
형 조정에 따른 부담 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2013.9월 총선에
서 정권교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로위기에 대한 독일의 기본적
인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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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프랑스 주요 정파의 EMU통합에 대한 입장
□ 프랑스의 주요 정파는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대 EU(EMU) 정책에는
차이를 보임
o 집권 사회당은 대체로 EMU통합 강화에 반대*하는 가운데 François
Hollande 프랑스 현 대통령(사회당)은 EMU통합에 우호적인 편
* 2005년 EU헌법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당시 Hollande는 찬성하였으나 사
회당은 반대

o 주요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EMU통합 강화에 우호적
－ UMP는 유럽통합에 앞장선 드골주의파*(Gaullist)를 계승
* 드골주의파는 프랑스가 식민지 상실을 대체하고 세계강대국으로서 역사
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정책에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며, 1963년 엘리제 협약 체결을 주도

－ 그러나 Nicolas Sarkozy 프랑스 전 대통령(대중운동연합)은 특정
EU이슈에 대해서는 국익을 우선*
* 예를 들면 금년 5월 대선에서 Sarkozy 전 대통령은 자국내에 외국인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통령 재선시 역내 이동 제한을 위해 EU 회원국민이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Schengen 협약의 개정을 공약(3.11)

o 소수 정당인 녹색환경연합(VEC) 및 좌파전선(FG)은 재정협약 및 재
정긴축에 반대
유로지역 위기해법에 대한 독일 5개 주요 정당의 입장
하원 의석수

PS 연합(314석)

UMP 연합(194석)

녹색환 좌파전선
기타2)
(FG)

사회당 진보좌파당 여타 좌파 대중운동연합 여타우파 신중도연합 급진당 중도연합 경연합
(SOC)
(RDG)
(DVG)
(UMP)
(DVD) (NCE) (PRV) (ALLI) (VEC)

총 577석1) 280
12
22
194
15
12
6
2
17
10
주：1) 2012.6.18일 총선 결과 기준(내무부 집계)
2) 민주운동(Modem) 2석, 국민전선(Front National) 2석,
여타 극우파(Extreme Droite) 1석, 지역주의자(Regionaliste) 2석
자료：Corinne Deloy(2012), Foundation Robert Schuman.

7

⇒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사회당)과 사회당(PS) 연합이 5월 대선 및 6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 앞으로도 프랑스의 EMU위기에 대한 국가개
입 및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는 크지 변화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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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CB의 정책 변화 및 이에 대한 평가와 논란*
양석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유럽중앙은행(ECB)은 그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독일연방은행 모델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위기 이후에는 비전통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원
칙론을 주장하는 독일연방은행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
◆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발표 이후 유로지역의 금융여건이 개선
되고는 있으나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논란,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ECB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 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위기 과정
에서 누적된 총액결제시스템(TARGET2)상 채권·채무의 불균형도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향후 ECB가 정책변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는 OMT 실행과 관련해 천명한 조건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긴요하며
유로지역 통합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1. 머리말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지역 위기에 대응하여 비전통적 자금공급방식
을 확대 시행
o 담보요건 완화, 장기자금공급(LTRO*)기간 확대, 주변국 국채매입(SMP*, OMT*) 등
*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s, SMP: Securities Market Programme,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 ECB는 이 같은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역할이 확대되면서 보수적인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을 모델*로 삼았던 당초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과의 갈등이 표출되고 동행의 영향력이 약화
* ECB설립 당시에는 독일의 마르크화 포기-유로화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재

지(프랑크푸르트),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 물가안정목표, 금리정책수단 등 독일의
의사내지 독일연방은행의 제도를 대폭 수용

o A. Weber 전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주변국 국채매입에 반대하며 총재
직을 사퇴하였고 부총재 출신인 J. Stark ECB 집행이사도 같은 이유로
사퇴하였으며 J. Weidmann 현 연방은행총재도 이러한 반대의견*을 공
개적으로 적극 표명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52호(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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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의 국채매입이 EU조약의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금지”조항에 위배되며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o 그러나 위기해결이라는 당장의 현실적 요구로 인해 네덜란드, 오스트
리아, 핀란드 등 독일연방은행과 의견을 같이 하던 국가의 중앙은행총
재 및 독일출신의 ECB 집행이사도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는
찬성하고 독일정부의 암묵적 동의*로 원칙론을 주장한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이 소수화되면서 ECB내에서의 영향력이 약화
* 정치권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나 구제금융보다는 발권력에 의한 ECB의 위
기처방을 선호함을 반영

□ 최근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ECB의 정책대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
고는 있지만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여부 논란, 중장기적인 인플레
이션 우려, ECB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 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위기과
정에서 누적된 실시각 총액결제시스템(TARGET2*)상 채권․채무의 불균형
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2

⟹ 위기를 전후한 ECB 통화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싼 평가 및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

2. ECB 통화정책의 변화
(위기 이전)
□ 2000년대 초까지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대응에 초점을 둔 가운데 ECB는 통화 및 신용상황의 중장기적 변화를
중시*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해 경고해 왔음
* ECB는 통화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분석
(economic analysis)과 통화분석(monetary analysis)의 두 개의 축(two pillars)을 활용

o 그러나 금융여건이 크게 완화되면서(great moderation) 만연된 의도적 태
만(benign neglect)으로 인해 이후의 위기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
였으며 유럽통화동맹(EMU)의 불완전한 구조하에서 ECB가 경제전반에
보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역할상 한계가 있었음(Asmusse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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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 자세한 내용은 <참고>‘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 과정에서의 ECB 통화정책’참조

□ ECB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발생 당시(2007.8∼09.9)까지만 해
도 기존의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늘
어난 은행의 유동성 수요를 뒷받침하는 방향의 정책 실시
o 지준적립 초반 유동성 조기 공급, 장기유동성 공급 확대 및 달러화 공
급 등 실시
□ 그러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2008.9월) 이후 은행간 시장에서의 자금분배
기능이 마비되는 등 금융시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전례
없이 비전통적(non-standard) 조치를 다양하게 시행
o 유로지역 경제에서 신용공급 창구로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유동성을 대량 공급하기 위하여
고정금리 전액할당제, 장기유동성 공급기간 연장, 담보부채권 매입 등
을 실시
□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된 시기(2009.12∼10.4)에 비전통적 조치를 점차
중단해 나가고 2011년 4･7월에는 금리인상도 실시*하였으나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
* ECB는 정책금리를 2008.10∼09.5월중 4.25%에서 1.0%까지 빠르게 인하한 후
2011.4∼7월중 1.0%에서 1.50%까지 인상하였으며 2012.3∼7월중 1.50%에서
0.75%까지 다시 인하

o 유통시장에서의 회원국 국채매입(SMP), 최대 36개월의 장기자금공급
조작(LTRO) 도입, 담보부채권 매입 재개, 담보요건 완화 지속 등을
실시
□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을 도입함과 아울러 대출의 담보요건도 추가 완
화(2012.9.6일)
o 유로지역 통화정책의 단일성 유지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화를
명분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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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B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와 논란
1. ECB의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
□ 최근 유로금융여건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ECB는 OMT 등 정책대
응이 적절했다고 자평하고 그동안 ECB의 “해결사 역할”을 기대해 온
국제투자은행 등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o Drahgi ECB총재는 OMT 결정으로 유로지역 붕괴와 같은 “근거없는 우
려(unfound fear)”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최근 금융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언급(ECB(2012a))*
* 미국 머니마켓펀드의 유로지역 투자증가, 무담보부 대출비중 증가, 유로지역 기관
들의 미 달러화채권 투자 재개 및 회사채 발행 증가,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의 국
채발행 재개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 최근
TARGET2 잔액 안정 등을 제시(ECB (2012b))

o 주요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 등*은 ECB의 OMT 결정은 “Game
Changer”로서 금융시장에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대비했던 투자전략을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전략으로 전
환할 시점이라고 언급
* JP Morgan(Malcom Barr), BNP Paribas 등

― 다만 일부(Wolf(2012), Roubini(2012))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반응
에 대해 ECB가 게임에서 이긴 것(“win the game”)이 아니라 시간을 벌
었을 뿐(“buy the time”)이라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표명
□ 그러나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여부 논란,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TARGET2 불균형 확대, ECB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 등은 아직
도 진행중
2. ECB 정책관련 논란
(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
□ ECB는 국채매입이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금지”라는 EU조약(제123
조)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독립성 저해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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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통시장에서의 OMT 매입은 해당국 정부가 아닌 투자자로부터의 매
입이므로 EU조약에 부합하며 OMT 시행은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기초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Draghi ECB
총재의 독일의회 연설, 2012.10.24.일)

― ECB의 개입이 해당 정부의 조건부 이행을 토대로 재정 ․경제사정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유로지역 납
세자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
□ 반면 독일연방은행은 유로화 가치 안정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 통화동
맹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책무로 하는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간에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① 통화동맹 및 정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법규 및 협약을 존
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
② 회원국 납세자들간의 위험 재분배(risk redistribution)는 통화정책이 아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의회의 몫
③ 중앙은행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해 회원국 정부의 개혁이 지연될 경
우 해결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크게 손상될 우려(Nagel(2012))
o ECB가 경계선을 넘어섬으로써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관점에 의해 좌
우될 위험(fiscal dominance)이 큼
― ECB가 법률적 위배 논란을 감안하여 SMP를 중단하고 3년만기
LTRO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OMT를 통해 스페인, 이탈
리아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려 하는 것은 명백히 통화정책과
무관한 재정이전이며 해당국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시장요구
를 무시하는 결과(Stark(2012))
― 특히 정책적 “조화(coordination)”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
으므로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는 비난받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최
선의 기여를 하여야 함(Issing(2012))
□ 이밖에 학계와 독일 언론에서도 국채매입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o ECB의 회원국 국채매입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앙은
행의 손실로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 및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Vergote, Studener, Efthymiadis and Merrim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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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 언론은 Draghi 총재가 과거 이탈리아중앙은행이 재정을 보조한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ECB가 과거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행태를 답
습*함으로써 유로지역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FAZ(2012a))
* 1970∼8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재무부가 국채금리의 상한을 설정하고 동 상한에
매각되지 못한 국채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매입

o 국채매입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경우 정당
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구분
이 엇갈리게 되면서 중앙은행이 정치의 일부가 될 우려(Goodfriend(2011))
o OMT가 ESM상의 조건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할 뿐 ECB가 매입
을 개시할 금리수준이나 목표로 하는 금리수준이 없는 데다 ECB가 어
떤 금리수준에서 특정국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한 후 그 나라가 조
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국채매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도 의구심이 상존
( 중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
□ ECB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의 안정세 및 자체 전망치를 근거로 인플
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
o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Draghi 총
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안정되어 있으며 현재 물가와 관련한 더
큰 위험은 특정국의 하방위험이라고 언급(독일의회 연설, 2012.10.24.)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이 내년중 2% 아래에서 유지될 것
으로 전망하며 일부 위기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인한 물
가상승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부진에 따른 취약한 국내수요 등
으로 인플레이션 증대 가능성은 미미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

유로지역 국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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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ghi총재가 계속해서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중장기
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ECB출범 후 물가
상승률이 연방은행시절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ECB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으며 최근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악화
* ECB출범 이후(1999∼2011) 독일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이전(1980∼98)
의 2.7%를 하회

o 지표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영향으로
독일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 독일인들은 생활물가 상승을 가장 큰 근심거리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남(Die Ängste der Deutschen 2012)
―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 금리가 매우 낮고 저 실업률하에서 임금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이 6% 또는 두자리
수까지로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Neumann; Wirtschafts Woche(2012))
― 독일연방은행이 연방의회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2012.5)에서
“위기국가들이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독일의 인플
레이션율은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언
급한 부분이 언론에서 강조되면서 일반의 우려가 촉발
― 최근 독일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 유로지역 금융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 실물자산
투자선호 등을 반영(Bundesbank(2012), FAZ(2012d))
o 독일인 대상(16세이상) ECB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신
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로 크게 높아졌으며(FAZ(2012b)), Draghi 총
재에 대해서도 독일인의 42%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Stern(2012))하
고 66%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인물로 생각(FAZ,2012e)
독일인의 ECB에 대한 신뢰도

독일인의 걱정거리

(%)

(%)

자료 : Die Ängste der Deutschen 2012
Infocenter der R+V Versicherung

자료 : Institut fuer Demoskopie Allensbach
FAZ(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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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지배구조 관련 논란 )
□ ECB의 최고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집행이사회(executive
*
board) 6명과 유로지역 중앙은행 총재 17명 등 23명으로 구성 되며 이들
은 각국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의사결정에서 동일하게 1표를 행
사하며 단순과반수로 의사결정**
* 이러한“이중적”지배구조는 2002년 이전 독일연방은행 및 현 FRB와 유사한 데
독일연방은행의 경우 모든 주의 중앙은행(landeszentralbanken) 총재들이 모두 의
결권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FRB 지역연준(전체 주를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5인
씩 의결권 보유)보다 더 유사
** 동수의 경우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가지나 실제 명확한 투표가 이루지지는 않고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음. 예외적으로 ECB 자본, 외화자산 이전,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한 이익배분 등 재무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ECB의 납
입자본 비율에 따라 가중되며 이때 집행이사회의 가중치는 zero임

o 집행이사회는 총재(현 이탈리아), 부총재(현 포르투갈), 4명의 이사(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로 구성되는데 의결사항 집행, 의제설정 권한을
가지며 강력한 EU기구의 고위직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사 선출
에 있어 각국이 치열하게 경합*
* ECB 집행이사는 EU집행위 추천, EU의회 자문을 거쳐 회원국 정상들이 결정(공
동합의:Common Accord에서 2009.12월 리스본조약 발효 후 가중다수결로 변경).
선출과정에서 1998년 ECB 초대총재 선출, 이탈리아출신 Smaghi집행이사의 사임
발표(2011.11), 스페인 출신 Gonzalez-Paramo이사의 후임인 Mersch이사(룩셈부르
크)의 선출과정 등에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표출

ECB 정책위원회 국가별 구성 비교1)
유로회원국(11)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주:

1)

1998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현재

< 집행이사회 >
총재
이탈리아
부총재
포르투갈
독일
집행
프랑스
이사
벨기에
룩셈부르크

음영부분은 구제금융 수혜 또는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
연도는 유로지역 가입년도

2) [ ]내

- 343 -

유로회원국(17)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2)

[2001]
[2007]
[2008]
[2008]
[2009]
[2011]

o 중앙은행 총재의 수는 1998년 ECB 출범시 11명에서 회원국 확대에 따
라 2011년 이후 17명으로 증가
□ 위기 이전까지는 의사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위기대응
책 결정과정에서 소속국의 상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쳐지고 특히 독일연방은행의 공개적인 반대로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대두
o 총재 및 부총재가 각각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 출신인데다 회원국중
위기국가의 수가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이 위기국가 상황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다는 의구심 부각
o 독일연방은행 출신인 O. Issing, J. Stark 집행이사가 초대 및 후임
chief economist를 담당할 때는 독일측 목소리가 유지되었으나 Stark
이사의 사임 후 chief economist의 명맥이 끊기고 자국 출신 집행이사
도 연방은행 입장에 적극 동조적이지 않으면서 현 Weidmann 연방은
행 총재는 소수의견 극복을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
o 일부 언론(FAZ(2012c))은 재정이 건실한 동구권국가의 유로지역 가입시
독일에 대한 동조세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
□ 최근의 위기상황에서는 총재가 독일출신이었더라도 ECB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지만 ECB내
독일의 발언권이 유로지역내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소수
의견의 존중 및 내부의견 조율과정, 회원국 증가에 대비한 의사결정 방
식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
o 독일 일각에서는 인구와 ECB 자본금비중이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들
(자본금비중: 독일 27.1%로 최대, 말타 0.1%로 최소)이 각각 1표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ECB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다수결
방식 채택을 주장*
* 바이에른주 재무장관 M. Söder는 ECB가 더 이상 중앙은행이라기보다는 위기국가
에 자금을 지원하는 IMF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상 IMF의 의사결정구조와 같이
각국의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

― 현 ECB 정관*에 유로 회원국이 19개 이상(현 17개)으로 늘어나면 중
앙은행총재들의 의결권 수가 15개로 제한(현 17개)되고 각국의 경제
규모 및 중앙은행 B/S 크기에 따라 그룹별로 의결권이 차등 배분**
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룹내에서 교대로 의결권이 부여되고 “동일한
1표제”이므로 가중다수결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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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No 4) on the Statute of ESCB and ECB : Article 10.2(2009.3.19.)
** 회원국 19∼21개 경우 2개 그룹(상위 5개를 1그룹, 나머지를 2그룹으로 분류
하고 의결권은 각각 4개, 11개), 회원국 22개 이상이면 3개 그룹(상위 5개를 1
그룹, 전체 회원국수의 절반(반올림)을 2그룹, 나머지를 3그룹으로 분류하고
의결권은 각각 4개, 8개, 3개)으로 구분

( TARGET2 불균형 확대 )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2007년 하반기) 이후 유로지역 국가간의 실시각
총액결제시스템인 TARGET2 상에서 독일 등 중심국 중앙은행이 ECB를
통해 주변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TARGET2 채권)이 급격히
증가하는 TARGET2 불균형 현상이 심화*
* 유로지역내 교역, 금융거래 등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국가간 지급거래는
TARGET2시스템에 의해 중앙은행 본원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매일 영업시간
마감후 다자간 차액결제를 통해 자금이 순유출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ECB에 대
해 TARGET2 채무를, 순유입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ECB에 대해 TARGET2 채권
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록되며 동 채권․채무 잔액은 누적되는 것으로 계리. 보다 상
세한 내용은 ‘홍경식(2012)’참조

o 위기 이전에는 주변국과 중심국의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하여
TARGET2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기 발생 이후에는 주변국
(중심국)의 경상수지 적자(흑자)가 지속되고 민간자본도 유출(유입)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이 ECB를 통해 계속 공급됨에 따라 동 불균
형이 확대
* 주변국(중심국)의 경상수지 적자(흑자) + 자본계정 유입초(유출초) ≒ 0

□ 현 유로화체제가 유지되는 한 TARGET2 잔액은 유로시스템(ECB 및 회원
국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이외에 추가
적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국가가 유로화체
제를 탈퇴하거나 유로화체제가 해체될 경우 TARGET2 채권이 새로운
리스크로 현실화
o 유로화체제의 탈퇴 또는 해체가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유로시스템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탈퇴한 중앙은행의 TARGET2 채무
의 결제방식(unwinding)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함
o 유로화체제가 무질서하게 붕괴될 경우, TARGET2 채무의 결제에 대한
기존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TARGET2 채권을
보유한 독일연방은행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
으로 귀결

- 345 -

o Weidmann총재도 ECB가 위기국가에 대해 보유한 TARGET2채권에 대
한 보호장치(credit protection)를 마련할 것을 제안(2012.3.1,FAZ)
독일 및 주변국의 TARGET2 잔액
(10억 유로)

(10억 유로)

독일 등1)

주변국2)

주 : 1) 독일,네덜란드,룩셈부르크,핀란드
자료 : Commerzbank(2012.9)

2)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4. 향후 과제
□ 유로지역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주된 책무로 하
는 독일연방은행의 전통적 가치와 금융시장에서 요구하는 위기관리자
로서의 역할이 불완전한 통화동맹구조 하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 향후 ECB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
o ECB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확대와 관련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OMT 시행의 조건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긴요
―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경우 해당국이 OMT
수혜를 계속 받기 위하여 조건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긍정론
이 우세*
* 해당국 정부가 OMT 조건이행이 디폴트나 전면 구제금융보다 비용면에서 낫다
고 판단하는 한 OMT의 선택은 ECB가 아니라 해당국 정부에 달려있으며 비이
성적 정부가 아닌 한 조건이행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고 분석(Deutsche
Bank(2012))

― 반면 ECB의 조건부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ECB 정책위원회에서의 긴
장 고조, ECB의 신뢰도 저하, 유로화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확산 등 적잖은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Deutsche Ban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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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실행으로 이미 개념상 전통적인 최종대
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영역을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기
존의 전통적 정책*으로 복귀할 것인가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은 전통적으로 ①매우 높은 대출금리 적용, ②우량
은행채권 담보 등 2가지 원칙이 강조(Bagehot W: Lombard Street-A Discription
of the Money Market, 1873)

□ ECB가 유로지역 통합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향후 중
앙은행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EU 금융감독기구**와
의 협조, 개별 회원국 중앙은행과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의 과제
에 노력을 경주
* 유로지역내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 또는 각국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해당국 자산기준 상위 3대은행 포함)에 대해 감독기능수행(2012.12.14 EU정상회담)
** European Banking Authority(EB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EIOPA)

o ECB내에서 물가안정목표 및 독립성이 통합감독당국의 역할로 인해 침
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할 필요*
* EU정상회담(12.14)에서 이를 위해 ECB내 별도기구(supervisory board)에서 감독정
책을 결정하고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확정하는 것
으로 합의

□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형태와 관계없이 현재의 ECB 정
책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경제적 위상과 기여도
가 높은 소수의 의견이 보다 존중될 수 있고 내부의견의 조율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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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 과정에서의 ECB 통화정책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 2007.8∼09.9)
o 은행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필요지준을 지준적립 초반에 적립하
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미리 공급
o 신축적 유동성관리를 위하여 단기시장금리(EONIA)를 ECB의 기준금
리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자주 미조정 조작* 실시
* 미조정조작은 시장 유동성 관리 맟 금리조절 목적으로 수시 실시되는데 예상치
못한 유동성 변동으로 인한 금리 급등락을 안정시키는 데 유용하며 특히 지준
마감일의 유동성 과부족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

o 장기물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정기적인 장기자금공급조
작과는 별도로 3개월물 및 6개월물의 수시 장기자금 공급조작을
보완적(supplementary)으로 실시
o 미 Fed와 통화스왑을 통해 차입한 달러화를 거래적격기관에 익일
물, 28일물, 84일물 RP로 공급
( 리먼브러더스 사태 : 2008.9∼10.4 )
o 통화정책 전달경로 회복을 통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복원을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시 변동금리 입찰방식에서 고정금리 전액할당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정금리로 원하는 유동성을 전액 지원받음
o 장기자금공급조작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은행은 1%의 매우 낮
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의 장기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Deposit facility를 통한 자금흡수 규모도 크게 확대
o 달러화 공급에 대해서도 전액할당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미 Fed
와의 통화스왑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RP방식 외에 유로화/미달러
화 외환스왑방식도 병행 실시
* 스위스중앙은행의 스위스프랑을 유로화/스위스프랑 외환스왑(7일, 3개월) 방식으
로 공급하고 RP방식으로 헝가리중앙은행에 50억유로, 폴란드중앙은행에 100억
유로를 공급하고 덴마크중앙은행과는 120억유로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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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로지역내 은행들의 자금조달원인 담보부 채권*을 2009.7∼10.6월
중 600억유로 한도로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모두에서 직매입
**

(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Ⅰ, 2010.6월 종료, 이하 CBPPⅠ)

* 담보부채권은 Eurosystem의 적격담보, 발행액이 5억유로 이상(경우에 따라서는
1억유로 이상), 신용등급이 AA급 이상(경우에 따라서는 BBB-/Baa3 이상)
** ECB Trichet 총재는 담보부채권 매입은 양적완화정책이라기 보다는 금융시장 신
용상황 개선을 위한 신용확대정책(enhanced credit support)이라고 수차례 발언

o 2009.12월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보완적 장기자금공
급(3,6,12개월)의 신규실시 중단, 자산담보부 채권에 대한 적격담보조
건요건 강화 및 임시 담보완화기간의 제한, 입찰방식의 변동금리방
식 환원, 미달러화 공급 중단 등을 실시
( 유로지역 재정위기 : 2010.5∼현재)
o 그리스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으로 채무위기가 확산됨
에 따라 통화정책 전달경로상의 국채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유통시장에서 주변국 국채를 매입하는 SMP를 도입하였으며 이
후 스페인, 이탈리아로 불안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6개월,
12개월, 13개월의 장기자금공급조작(LTRO) 및 담보부채권 매입(CBPP
Ⅱ)을 실시하고 36개월물 장기자금공급조작을 도입하는 한편 ECB대
출의 담보요건도 지속적으로 완화*
* ABS 담보인정 신용등급기준을 완화(AAA→A)하고 은행대출(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출)도 개별 회원국 중앙은행이 적격으로 인정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한데 이
어 ABS의 담보요건을 A-에서 BBB-로 완화하고 MBS, 중소기업대출담보증권,
오토론, 리스 및 소비자신용 담보증권 등도 담보로 인정(6.22)

o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
지역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지역 통화정책의 단일
성 유지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화를 위해 새로운 국채매입프
로그램(OMT)을 도입함과 아울러 대출의 담보요건을 완화(2012.9.6)
― EFSF/ESM의 지원을 전제*로 해당국 1∼3년 만기 단기국채를 사전
한도 없이 국채를 매입하고 매입국채는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지
않고 공급된 유동성은 전액 불태화할 계획이며 담보범위도 확대**
* 전면적인 구제금융 프로그램 또는 예비적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국가로서 발
행시장에서 EFSF/ESM의 국채매입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 OMT 대상국가 또는 기존 EU-IMF 지원국가가 발행･보증한 채권의 경우최저
신용등급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담보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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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위기 이후 Covered Bond 시장의 주요 변화 및 전망*
백승호 런던사무소 차장
◆ Covered Bond(CB)는 모기지대출, 공공대출 등 중장기 대출을 담보로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정부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 유로지역 위기 이후 CB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발생
o 유로지역 위기로 CB를 발행하는 국가 및 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한 우
려가 커지면서 국채와 CB의 스프레드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원리금상
환을 뒷받침할 담보의 중요성이 부각
o 위기가 진행되면서 CB 발행 및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스프레드가 높
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CB시장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으며 발행기관
의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벤치마크 채권 규모도 소액화
o 신용평가기관들은 CB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증대, 담보자산의 유동성
저하 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실제 CB 신용등급
이 크게 하락
o 유로화 표시 CB시장이 위축된 반면 캐나다 등 비유럽계 금융기관을 중
심으로 미달러화 표시 CB시장이 빠르게 성장
o 주택시장과의 높은 연관성,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 등 CB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CB를 적극 활용
◆ 향후 CB시장에서는 유로지역 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가 당분간 이어지겠
으나 ECB에 의해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자
중심의 투자수요 지속으로 전반적인 시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

1. Covered Bond 개요
□ Covered Bond(이하 CB)는 은행들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모기지대출,
공공대출, 선박대출, 항공기대출 등을 담보자산(cover pool)으로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무담보채권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고 조달
금리가 낮아 장기저리 자금 조달에 유리함
* 독일은 Pfandbrief, 프랑스는 Obligations Foncières, 스페인은 Cédulas 등으로 불림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2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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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이 1900년대에 German Mortgage Act를 제정하고 Pfandbrief를 발
행한 이후 CB는 독일 고유의 채권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유럽통화동
맹(EMU)이 출범하면서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계기로 유럽 각국들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독일과 유사한 CB 제도를 마련
□ CB는 담보자산이 있다는 점에서 무담보선순위(senior unsecured) 채권과
구별되며, 담보자산 부족시 채권발행자에 대해서도 원리금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타 자산담보부채권(ABS, MBS)과도 차이가 있음
o 대부분의 경우 담보자산을 보유한 기관(originator)이 직접 자기 명의의
CB를 발행하며,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B/S)에 남아있고*
여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되지만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B/S로
부터 분리되어 채권 만기까지 별도 관리
* ABS 및 MBS의 경우 채권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담보자산을
originator로부터 인수하여 SPV 명의의 채권을 발행

o 또한 ABS 및 MBS의 경우 담보자산이 초기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static) 금리변동에 따른 조기상환 위험이 있는 반면 CB는 담보자산이
동태적(dynamic)으로 관리*되어 조기상환 위험이 없음
* 담보자산을 관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담보자산 pool중 조기상환,
기준미달 등으로 재투자 또는 교체매매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

Covered Bond와 일반 채권과의 비교
Covered Bond
원리금 상환

일반 자산담보부 채권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의 현금흐름에서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지급
지급, Cover Pool은 담보로서 역할

담보자산 관리 적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교체(dynamic) 만기까지 유지(static)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

담보자산이 채무이행에 부족한 경우
담보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행기
발행기관에도 청구 가능(이중의 청구권
관에 대한 청구권 없음
보장)

□ CB를 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EU 차원에서는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
Securities)와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에서 CB의 정의, 담보자산
등 적격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를 따르
고 있음
* 담보자산의 종류, 선정기준, 관리방법, LTV 한도, 담보비율 등
** UCITS는 개괄적인 반면 CRD는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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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법이 없거나 법률 기준보다 완화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
부내용을 개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며, 이러한 CB(structured CB)는 2003.7월 영국(2008.3월 법 시행) 주택금
융회사 HBOS가 최초로 발행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음
o 최근 호주(2011년), 벨기에(2012년) 등이 CB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CB
관련 법률을 보유한 국가가 33개국으로 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캐나
다, 일본, 칠레, 브라질, 싱가포르, 미국 등도 법 제정을 준비 중임

2. Covered Bond 시장 현황
□ CB시장은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정부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발행잔액은 총 2.7조유로(2011년말 기준)
* 주요 비정부채의 발행잔액 비중 : CB 11.2%, 정부기관채 8.2%, 금융채 7.7%

o 이 중 발행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Jumbo CB는 1.4조 유로
* 2011년말 이전 10억유로 이상, 2012년 이후 5억유로 이상 기준

유로화 채권 종류별 잔액비중 현황
(%)
정부관련채
회사채
CB
(정부기관채)
(금융채)
잔액비중
56.8
15.9 (8.2)
16.0 (7.7)
11.2
자료 : Barclays Euro Aggregate Index (2012. 11. 15일 기준)
채권종류

정부채

ABS

계

0.1

100.0

o CB의 발행물량(점보CB 기준)은 200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09년중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0~11년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2012년 들어 대폭 축소세로 반전
연도별 CB(점보CB 기준) 발행

자료 : ECBC, SG C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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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의 발행잔액 구성비중을 담보자산별, 국가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o 담보자산별로는 모기지(74.7%) 및 공공대출(21.4%), 양자혼합(3.4%)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선박(0.5%), 항공기를 담
보로 한 채권이 일부 있음*
* 2011년말 기준이며 항공기 담보 채권은 2012.7월 최초 발행

― 2000년대 중반까지는 독일을 중심으로 공공대출담보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프랑스 및 스페인을 중심으로 모기지담보 채권
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여 2006년부터는 모기지담보 채권의 비중이
공공담보 채권*의 비중을 상회
* 공공대출 CB의 주요 발행기관인 Landesbank에 대한 주정부의 지급보증이 폐지
(2005.7월)된 이후 Landesbank의 차입비용이 상승하면서 발행규모가 감소세를
지속(독일 주정부는 Landesbank로부터의 차입 대신 직접 채권 발행을 선호)

담보자산별 CB 잔액

자료: ECBC

o 국가별로는 2003년 이전까지는 독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 프랑스, 스페인 및 북유럽의 발행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스페인
(25%), 프랑스(24%), 독일(16%), 북유럽 및 영국(각 9%), 베네룩스 3국 및
이탈리아(각 4%) 순임*
* 2012.6월말 현재 기준이며, 기타(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그리스, 미국, 캐
나다 등) 비중은 9%

□ CB 발행기관은 발행요건이 법률로 정형화되고 발행지역이 확대되면서
일반 상업금융기관들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
o 2000년대 이전에는 CB 발행기관이 모기지 또는 공공대출에 특화된 기
관이 대부분이었으나 특화기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2001년 78% →
2005년 63% → 2008년 58% → 2011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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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점보CB, 2012.10월 기준)에 대한 투자자 분포는 투자펀드(35%), 은행(33%),
연금 및 보험(17%), 중앙은행(11%) 등으로 장기투자자(real money investor)가
대부분(96%)을 차지
o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금융시장의 변동
성이 크게 높아진 2008년 및 2011∼12년 중에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CB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에서 단기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알려짐
투자자별 CB(점보CB 기준) 투자비중

자료 : RBS

3. 유로지역 위기 이후 Covered Bond 시장의 주요 변화
 국가신용도 변화에 따른 영향 확대
(국채와의 스프레드 상관관계 상승)
□ 유로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발행국가의 지급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국채와 CB의 스프레드 상관관계가 유로지역 대부분 국가에
서 상승
o 주변국은 유로지역 위기 이전(2007년∼10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었지만 국가채무위기 발생으로 국가신용
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2011년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0.9이상으로 상승
o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매입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이너스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발생 이후에는 안
전자산 매입수요가 우량 CB로 확산되면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을 중심
으로 높은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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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상관관계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o 반면 프랑스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이후 국가채무위기가 심화되면서 남
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금융기관들의 손실확대 우려가 높아
져 CB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채와의 상관관계는 낮아졌음
주요 국가별 국채와 CB의 상관관계 변화

자료 : Morgan Stanley

*

: 2007년~2010년,

: 2011년∼12.상반기

(담보자산의 중요성 부각)
□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발행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서 발행기관의 지급능력이 상실될 경우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담보
자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o 특히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부도 우려로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한 반면 CB는 실물 담보자산의 처분가치(recovery value)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되어*, 우량 금융기관이 발행한 CB의 금리가 무담보채권인
국채에 비해 훨씬 낮아져 국채대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전환**
* 이 외에 ECB의 2차에 걸친 CB매입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미침
** 2011년말 간헐적으로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보인 이후 금년 2분기 이후에는 그리
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 스페인으로의 위기확산 우려 등으로 큰폭의 마이너스
스프레드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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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CB(Santer) 스프레드*

이탈리아 CB(UniCredit) 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 5년만기

자료 : Bloomberg, * 9년만기

□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전에는 발행국가와 발행기관이 같은 채권의 경
우 담보자산 종류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
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공대출의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면서 모기지담
보 채권**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졌음
* 공공대출이 모기지에 비해 디폴트 가능성이 낮고 담보자산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대출이 모기지에 비해 국내외 매각 가능성, 매각절
차 등에 있어 유리하여 공공대출 CB의 가격이 소폭(2~3bp) 높은 편이었음
** 발행기관의 디폴트 발생시 초과담보가 설정된 모기지의 잔존가치가 공공대출에
비해 높은 경우가 대부분

o 공공대출담보 CB는 공공부문이 디폴트될 경우 담보자산인 공공대출의
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의 처분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와의 신용
스프레드 관계가 보다 직접적임*
* 반면 모기지담보 CB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디폴트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
지 않으며 모기지를 통한 원리금 지급이 부족한 경우 여타 채권자와 동일하게
무담보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무담보선순위채권은 여타 채권과
동일한 정도로 국채 스프레드 변동의 영향을 받음

 CB시장의 리스크 상승
□ 유로지역 위기가 진행되면서 CB시장에서는 발행 및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스프레드 움직임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으며, 벤치마크 채권 규모도 발행기관들의 위험회피경향 등
으로 소액화되었음
(CB시장의 변동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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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발행시장은 2008~09년중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10∼11년중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 들어 발행물량이 대폭 감소세
로 반전하는 등 국가채무위기의 진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
동성이 심화
o 2011.12월 이후 2차에 걸친 ECB의 3년물 LTRO 시행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2년중
CB 발행시장은 크게 부진한 상황*
* 2012.1~10월중 발행물량(Bayern LB 집계, 점보CB 기준) : 900억유로(2011년 1,770
억유로)

□ 유통시장 스프레드도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중심
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 관련 우려가 높아지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o 다만 금년중 CB의 발행물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투자수요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견조하게 유지되어 CB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
으로 변화하면서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시현
국가별 CB 스프레드 변천

(CB시장의 유동성 저하)
□ CB시장(점보CB 기준)은 은행간 시장에서의 가격조성 기능*으로 인해 유통
시장의 유동성이 높게 유지되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bid/offer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등 유동성이 급격하게 낮아졌음
* 유동성 제고를 위해 bid/offer 스프레드 의무(15백만 유로 이하에 대해 1bp 이하)
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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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CBC*(European Covered Bond Council)는 위기 발생 이후 가격조성 의무가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지면서 bid/offer 스프레드, 가격제시 최소금
액 등을 점차 완화하였으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인위적인 가격조성 의무를 폐지
* CB 관련 협의체로서 발행기관, 투자은행, 분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되
며 CB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결정(2004년 설립)

o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채권종류에 따른 유동성 차이
가 커졌으며, 트레이더(trader)의 경우 포지션 취득 규모를 더욱 축소하
고 투자자의 경우 거래비용이 커져 단기적인 매매가 어려워졌음
□ CB의 bid/offer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발생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졌
던 2009년에 크게 확대된 후 축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유로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확대
o 스페인, 프랑스, 영국 순으로 bid/offer 스프레드의 확대폭이 크고, 가
장 안전성이 높은 독일(Pfandbrief)이 가장 적은 편
국가별/연도별 5년물 CB의 bid/offer 스프레드

자료 : ECBC (제시 스프레드로 실거래 기준이 아님)

(벤치마크 채권 건당 발행규모 축소)
□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통시장에서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발행규모가 큰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에, 우량 채권의 경
우 건별 발행규모가 대부분 10억유로 이상이었고 주요 채권지수도 10
억유로 이상을 벤치마크 채권의 기준으로 설정
□ 그러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CB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동성
이 낮아진 데다 금융기관들의 CB를 통한 자금조달도 감소*함에 따라
건당 발행규모 소액화가 보편화되고 벤치마크 채권의 기준도 5억 이상
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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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의 3년물 LTRO 시행으로 유동성은 풍부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으
로 자금조달 수요가 감소

o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시에 대
규모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소액의 채권을 시장의 투자심리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추가로 발행(taps)하는 편이 유리해진 데다 발행채
권의 만기분산을 통해 만기자금의 차환위험을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
져 소액 발행을 선호
― 또한 최근 CB 관련 법률 제정 확산 등으로 발행기관의 수가 증가하
면서 소규모 기관들의 소액 발행도 증가
o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요 채권지수인 Markit iBoxx의 경우 2011년
말일을 기준으로 벤치마크 채권의 규모를 종래 10억유로 이상에서 5
억유로 이상으로 하향조정*
*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는 3억유로 이상

 신용등급 평가기준 강화 및 CB 등급 하락
(신용등급 평가기준 강화)
□ 금융위기 발생 이후 CB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진 반면 담보
자산의 유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CB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채권의 신용등급과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
도록 평가기준을 변경*
* 3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참고 1> 참조

o 특히 S&P의 경우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정도, 발행국가 및 발행프로
그램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대비 상향조정
한도를 최대 3∼7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
(CB 신용등급 하락)
□ CB의 신용등급이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발행국가 및 발행기관의 신
용등급 하락, CB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AAA 채권의 비중이 2009년 93%에서 2012.7월말
55%로 하락*
* Barclays Euro Aggregate Covered Bond Index 기준(BBB- 이상 채권)이며, 연도별로
는 2009년 92.7% → 2010년 87.8% → 2011년 71.7% → 2012.7월말 55.3%, 한편 신
용평가사별 AAA 비중은 Moody’s 49%, S&P 34%, Fitch 43%(2012.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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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7월말 현재 CB의 신용등급별 비중은 AAA 55.3%, AA 11.9%, A
22.7%, BBB 10.1%로, 2011년 이후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A 및 BBB 등급 채권의 비중이 크게 상승

 미달러화 표시 CB시장의 성장
□ CB시장은 유럽에서 발달하여 표시통화도 유로화 등 유럽 통화가 대부
분이었으나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미달러화 표시 CB시장이 비유럽
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급성장
o 미달러화 표시 CB는 2005년부터 발행물량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
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09년에는 발행물량이 전무하
다시피 크게 감소
o 그러나 2010년 이후 캐나다 등 비유럽계 기관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유로지역 위기 심화, 유럽계 기관들의 발행
감소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크게 증가
연도별 미달러화표시 CB 발행
(억달러)
‘02

‘05

‘06

‘07

‘08

‘09

‘10

‘11

‘12.1~9월

55

93

110

215

10

10

278

409

284

발행금액
자료 : RBS

□ 미달러화 표시 CB가 전체 점보 CB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기준
으로 7% 정도이지만, 발행물량 기준으로는 2011년 10.4%, 2012년(1~10월)
18.5%*로 높은 편임
* 2012년의 경우 미달러화 표시 CB의 발행물량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전체 CB 발행
물량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남

― 통화별 점보 CB 발행 비중 : 유로화 65%, 미달러화 19%, 스위스프
랑화 8%, 파운드화 5%, 호주달러화 3.3%(2012.1월~10월 기준)
통화별 점보 CB 발행 비중
(%)

유로화

미달러화

스위스프랑화

파운드화

호주달러화

기타

2012.1월~10월

64.8

18.5

7.9

5.4

3.3

0.1

2011년

78.9

10.4

6.2

3.1

1.1

0.3

자료 : Bar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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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러화 표시 CB의 발행기관은 투자자 다변화, 저금리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캐나다 및 호주 대형은행, 발행통화 및 투자자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량 유럽계 은행 등이 대부분
□ 국가별 투자자 비중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고(2011년 80%, 2012년 1월~5월
중 62%*) 그 외에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 금년 들어 유럽의 CB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럽 투자자들의 미달러화 채권
매입비중이 다소 증가

 CB의 ECB 정책집행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대
(ECB의 CB 매입프로그램 시행)
□ ECB는 유동성공급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 완화, 실물경제
로의 자금흐름 확대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고 주택시장
과의 연관성도 높은 CB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매입프로그램(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 CBPP)을 시행
o 1차 CB 매입프로그램(CBPP1 : 2009.7월~2010.6월)은 총 매입한도 600억유로
를 1년간 일일평균 규모에 거의 비례하는 금액으로 분할 매입하였는
데, 이는 CB의 스프레드를 안정시키고 발행시장의 활기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CB 매입금액이 ECB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할당되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주변국가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

o 2차 CB 매입프로그램(CBPP2 : 2011.11월~2012.10월)은 2011.12월부터 시행
된 ECB 3년물 LTRO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ECB의 CBPP2를 통한 CB 매입 필요성이 낮아져 매입한도인 400억유
로에 크게 미달한 164억유로를 매입한 상태로 종료
ECB CB 매입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매입시기
매입한도(실제 매입금액)
통화표시
신용등급(1개기관이상)
발행규모
매입비중(발행시장/유통시장)
잔여만기
만기보유여부

CBPP1
2009.7.6 ~ 2010.6.30
600억유로 (600억유로)
유로화
대체로 AA이상
(최소 BBB-이상)
5억이상(예외적으로 1억이상)
27% / 73%
주로 3~7년
만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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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P2
2011.11월 ~ 2012.10월말
400억유로 (164억유로)
유로화
BBB-이상
3억이상
37% / 63%
10.5년이하
만기보유

(CB의 담보자산으로서의 활용도 제고)
□ ECB는 고정금리(1%) 전액할당방식 LTRO 시행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
을 크게 확대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담보자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
어주기 위해 CB의 담보자산 적격기준을 완화
o 적격 담보자산의 신용등급 하한은 BBB-로 낮추고 표시통화는 유로화
외에 파운드화, 미달러화 및 엔화*로 확대**
* 2008.10월~2010.12월중에도 동 3개 통화를 추가한 바 있음
** 미 연준의 경우에도 Discount Window에서 주요 8개 통화표시 CB를 적격자산(미
국채권 BBB, 독일 Pfandbrief AAA)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은 장기
Repo 거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AAA 등급, Discount Window에서
영국, 미국, EEA의 발생당시 AAA의 경우 A- 등급까지를 적격자산으로 인정하
고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의 CB의 담보자산 활용도
정책수단
ECB

Repo

FED

Discount
Window

적격 CB
UCITS
52(4)를
충족하는
CB
미국 CB
독일
Pfandbrief

장기
Repo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CB

Discount
Window

영국, 미국,
EEA CB

BOE

표시통화
EUR, GBP,
USD, JPY

최소등급
BBB-

AUD, CAD,
CHF, DNK,
EUR, GBP,
JPY, SEK

BBB

GBP, EUR,
USD, AUD,
CAD, CHF,
SEK

AAA

AAA

A-/A3
(발행시
AAA인 경우)

등급대우

최소규모

최고등급

점보CB는
10억유로

최저등급

-

신용평가
사 2개
이상 등급
필요

10억유로/
10억파운
드
-

자료 : ECBC

□ 또한 ECB는 자사나 계열사*가 발행 또는 지급보증한 채권을 ECB에 대한
담보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CB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Close Link 규정의 예외)
* 2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담보자산으로서 CB에 적용되는 할인율(haircut)도 2011년부터 채권의 만기,
유동성 수준,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면서 CB에 대해 선순위무담보 채권
에 비해 훨씬 낮은 할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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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점보 CB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채, 국제기구채, 정부기관채 등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유동성 범주 Ⅱ)하고 발행규모가 작은 CB, Structured CB
등 여타 CB에 대해서도 무담보은행채에 비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유동
성 범주 Ⅲ)

유동성 범주와 잔여만기에 따른 ECB 담보자산 할인율
(신용등급 AAA~A- 기준)
(%)

유동성 범주
Ⅰ
(국채)
잔여만기
(년)
0~1
1~3
3~5
5~7
7~10
10 이상

고정
금리
0.5
1.5
2.5
3.0
4.0
5.5

제로
금리
0.5
1.5
3.0
3.5
4.5
8.5

Ⅱ
(지방정부채, 국제
기구채, 정부기관
채, 점보 CB)
고정
제로
금리
금리
1.0
1.0
2.5
2.5
3.5
4.0
4.5
5.0
5.5
6.5
7.5
12.0

Ⅲ
(여타 CB,
회사채)
고정
금리
1.5
3.0
5.0
6.5
8.5
11.0

제로
금리
1.5
3.0
5.5
7.5
9.5
16.5

Ⅳ
(무담보은행채)
고정
금리
6.5
8.5
11.0
12.5
14.0
17.0

제로
금리
6.5
9.0
11.5
13.5
15.5
22.5

Ⅴ
(ABS)
고정금리/
제로금리

16.0

자료 : ECBC

4. 향후 전망
□ 유로지역 위기는 EMU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최근 진정세
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o 다만 ECB의 유동성 공급, OMT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변국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CB 신용등급도 하락추세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CB시장은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은 높
은 상태가 지속되는 등 위기 이후에 나타난 주요 변화가 당분간 이어
지겠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자 중심의 투자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전반적인 시황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o 발행시장은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 부진세를 지속할 가
능성이 높지만 만기도래 물량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물량이 금
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달러화 표시 CB시장은 CB 관련 법률 제정 확산, 투자자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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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S&P)
o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asset-liability mismatch) 정도에 따른 위험을
4개 등급(無, 低, 中, 高)로 구분하고 발행국가, 발행프로그램의 특징,
여타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따라 3개 그룹(category)으
로 구분
o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대비 CB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한도를 최
대 3~7 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정도 파악을 위한
현금흐름 분석, 담보자산 가치평가 등을 통해 동 상향조정 한도 내
에서 신용등급을 부여
발행기관 대비 CB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한도
만기불일치 위험

CategoryⅠ

無*
低
中
高

제한없음
7
6
5

발행국**

Category Ⅱ

제한없음
6
5
4
캐나다, 핀란드,
독일, 프랑스***,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Category Ⅲ
제한없음
5
4
3

미국

* CB는 모기지, 공공대출 등 장기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부분 채권이 만
기불일치 위험에 노출
** Category는 발행 프로그램별로 구분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가별로 구분됨
*** OF 및 OH(세부내용을 관련법에서 규정)는 categoryⅠ에 포함된 반면 다
소 완화된 형태의 채권인 structured CB는 categoryⅡ에 포함

(Moody’s)
o 발행기관 신용등급, 담보자산, 차환위험, 시장위험(환율, 금리) 등을
고려한 예상손실, 발행기관 지급불능시 원리금 상환의 적시성
(Timely Payment Indicator)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한도 내에서 신용
등급을 결정

(Fitch)
o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담보자산, Discontinuity Factor 등을 고려하
여 신용등급 상향조정 한도 내에서 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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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 대응*
김아현 선진경제팀 조사역
◆ 재정위기 이후 유로지역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한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디레
버리징 및 금융시장 분화가 진행
o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시작되면서 재정취약국(GIIPS)의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
o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은 악화되고 신용등급도 하락하였으
며 다만 자기자본확충으로 재무건전성은 개선
o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국가간 금융시장의 분
화현상이 나타남
◆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EU 정책당국은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
럽안정메커니즘(ESM)을 공식 출범시키고 ECB는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
그램(OMT)을 마련하였으며,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시스템리스크를 낮추
면서 금융시장의 분화를 시정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결
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SM의 은행권에 대한 지원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논란, OMT의 실행 리스크, 은행동맹의 결성을 위한 단일 은행청
산기구 및 공동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EU 정책당국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음

1. 개요
□ 유로지역에서 발생한 재정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금융회사의 경영실적도 악화
□ 이에 따라 유로지역의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회
사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
는 한편 금융규제*를 강화
* 유로지역 정상회의(2011.10월) 에서는 2012년 6월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고 국가채무 익스포져에 대한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마련하는데 합의

⇒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조치를 개관하고 이에 대해 평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7호(2013.2.15), 국제경제리뷰 제203-3호(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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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이후 나타난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변화
□ 재정위기 이후 유로지역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한편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디레버
리징 및 금융시장의 분화가 진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 2010년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을 시작으로 유로지역에서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재정취약국(GIIPS)의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독일과
의 금리 격차도 확대
o CDS프리미엄은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그리
스의 유로지역 탈퇴가능성, 스페인·이탈리아로의 위기전염 등이 부각
되던 시기에는 급등
□ 2012년 하반기 들어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시행(2012.9
월),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출범(2012.10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재
협상 타결(2012.11월)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점차 회복하면서 금융시장에
서의 불안도 진정되는 모습
□ 그러나 재정취약국의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이 여전히 중심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 내재한 재정의 취약성은
상황에 따라 시장불안을 야기할 요인으로 잠재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1)

주 : 1) 국가별 10년물 국채금리 -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자료 : Bloomberg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CDS프리미엄1)

주 : 1) 5년물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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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악화*
* 유로지역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위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
□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수익성(Profitability)은 대손비용 및 자산처분에 따른
손실 증가 등을 반영하여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커미션 수익에 힘입어 리만사태(2008년) 당시와 같은 최악
의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음
o 2008년 당시에는 대형은행의 ROE가 연평균 –5.2%에 달하였으나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발생 이후인 2011년에는 연평균 –0.1%를 기록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ROE1) 및 대손상각비

주 : 1) 순이익/자기자본

자료 : Bloomberg

□ 자산건전성(asset quality)을 나타내는 부실대출비율은 리만사태 당시보다
재정위기 이후 크게 상승(2007년초 1%대 → 최근 5%대)
o 커버리지비율(부실자산 대비 대손충당금)도 재정위기 직전까지 크게 하락
한 이후 최근 들어서는 등락을 반복하며 50%대 수준을 유지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부실대출비율1)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커버리지비율1)

주 : 1) 부실대출/총대출
자료 : Bloomberg

주 : 1) 대손충당금/부실자산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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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개선)
□ 위기 이후 EBA의 자본충당 요구, Basel Ⅲ 적용 준비 등으로 인한 위험
가중자산의 감소 및 자기자본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solvency)은 개선
o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은 2007년말 7.1%에
서 2012.3/4분기말 현재 11.8%로 크게 상승
유로지역 대형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

자료 : Bloomberg

□ 한편 EBA는 EU 정상회의 합의(2011.10월)대로 EU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2.6월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요구
o EBA의 조사대상인 61개 은행의 평균 핵심자기자본비율은 10.7%(2012.6
월 기준)를 나타내었으나 이탈리아의 Monte Paschi 은행과 키프로스 및
슬로베니아의 일부 은행은 9%를 하회
－ 자본확충을 요구 받았던 27개 은행은 신규로 총 1,157억유로의 자기
자본을 확충*
* 자기자본 확충 요구가 없었으나 조사대상인 나머지 34개 은행은 470억유로의
자기자본을 확충

(신용등급 하락)
□ 재정악화 등으로 국가신용위험이 증대하면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채신용등급도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
는 은행등급의 하락으로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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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의 국채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
면서 동 국가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동반 하향조정
o 특히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재정취약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
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국채 및 주요 은행 신용등급 변화
국가

은행

프랑스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Credit Agricole
Unicredit SpA
이탈리아 Mediobanca
Intesa Sanpaolo
SpA
Banco Santander
스페인
Banco Bilbao
CaxiaBank
자료 : Bloomberg

2010년말
AAA(Aaa)
AA
Aa2
Aa1
A+(Aa2)
Aa3
A+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2011년말
2012년말
AAA(Aaa) AA+(Aa1) S&P(Moody’s)
AAA+
S&P
A1
A2
Moody’s
Aa3
A2
Moody’s
A(A2)
BBB+(Baa2) S&P(Moody’s)
A2
Baa2
Moody’s
A
BBB+
S&P

A+

A

AA(Aa1)
Aa2
Aa2
A2

AA-(A1)
Aa3
Aa3
Aa3

BBB+

S&P

BBB-(Baa3) S&P(Moody’s)
Baa2
Moody’s
Baa3
Moody’s
Baa3
Moody’s

 디레버리징 및 금융시장의 분화
(디레버리징 진행)
□ 위기 발생 후 유로지역 은행들은 디레버리징을 지속
o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본)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 바, 이
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면서 부채를
줄이고 있기 때문
o 예대율(대출/예금)은 유로지역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이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
조정 추진 등을 위해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대출을
예금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
－ 특히 예대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재정취약국인 아일랜드, 포르
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현저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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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은행의 레버리지비율1)2)

주 : 1) 총자산/자본
2) 연도말 기준, 2012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ECB

유로지역 은행의 예대율1)

주 : 1) 대출/예금
자료 : ECB

□ 이러한 디레버리징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금융위기 이후 2008-09년간
정부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구조조정 추진, ②EBA의 자본확충 요구
(2011년까지 core tier 1 9%유지), ③Basel Ⅲ 시행, ④미국 머니마켓펀드
(MMF)의 자금 이탈, ⑤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음
(금융시장의 분화)
□ 위기 이후에도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역내 거주자 예금 및 ECB 차
입 증가로 위기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역외자금조달 및
MMF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자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주로 국내
에 제공하는(self-funding, self-capitalized) 역내 금융시장의 분화*
(fragmentation)가 진행되고 있음
* 금융시장의 발칸화(balkanisation, 특정 지역이 서로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여러
개의 작은 지역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일컫는 지정학적 용어)로도 지칭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자료 : ECB

전체
31.8
31.1
32.2
33.5
33.3

역내 거주자 예금 (은행간 예금)
16.7
6.9
16.5
6.3
16.5
5.8
17.3
6.4
17.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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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0.8
0.7
0.6
0.6
0.5

(조유로)
채권발행 역외조달
4.8
4.4
4.9
4.1
4.8
4.2
5.0
3.8
4.9
3.7

o 유로지역의 은행간 거래에서 국가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유로지역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2/4분기의 34.8%를 정점
으로 최근에는 2001년 수준인 23~24%로 하락
o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의 총자산이 2008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대외자산은 약 30% 정도 감소
유로지역의 은행간거래중 국가간거래 비중

유로지역 은행의 총자산 및 대외자산

자료 : ECB

자료 : ECB, BIS

□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재정취약국
에서 자금조달 사정은 크게 악화
재정취약국 수신 추이

자료 : ECB

국가별 TARGET2 순자산

자료 : ECB

o 재정취약국에서 은행들의 금융회사 대상 수신에서 TARGET2*의 순부
채 금액을 제외한 수신금액이 2009년 이후 큰 폭 감소
* 유로지역내 교역, 금융거래 등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국가간 지급거래를 중앙은행 당
좌예금을 통하여 결제하는 국가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매일 다자간 차액결제를
통해 자금이 순유출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ECB에 대해 TARGET2 채무를, 순유입
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ECB에 대해 TARGET2 채권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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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기발생 이후 재정취약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및 자본 유출이 지속
되면서 이에 대한 유로시스템(ECB 및 각 국가별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TARGET2 불균형(imbalance)이 확대되어 최근(2012.10월말) 재정취약국의
TARGET2 순부채는 8,280억유로*에 도달
*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의 TARGET2 순자산 금액인 9,385억유로를 소폭 하회

o 다만 2012년말부터 재정취약국으로의 자본 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TARGET2의 잔액 이 감소로 반전되었으나 그간의 유출규모와 비교할
경우 아직은 미미한 수준
* 2012.1~8월 재정취약국에서 순유출된 자본규모는 4,064억유로(GDP의 1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9~12월중 927억유로(GDP의 8.8%)의 순유입(F/T)으로 반전

□ 이러한 금융시장의 분화는 국가별 감독당국이 자국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의 자금 및 유동성이 국외로 유출되거나, 반대로 해외의 문
제 있는 자금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여러 규제를 시행하
면서 더욱 심화
o 재정위기 이후 일부 북유럽의 은행들은 과잉유동성 활용 및 고수익
추구 등을 이유로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의 채권매입을 확대하는 성
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감독당국들이 주변국의 디폴트 발생시 위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은행에게 주변국 채권을 매도하도록 유도
하고 자국은행에 대해서는 해외지점으로의 자금유출을 제한
금융자국보호주의 성향의 조치
카테고리 지역 직접/
간접

기능

주요 내용

EBA는 국채 시가평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
시가평가규정 고 국내 은행의 국채보유분은 추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제외. (이는 LTRO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이 자국국채를 매입하도록 유도)
다수의 북유럽 국가 규제당국은 은행들에게 주
유럽 간접 GIIPS 익스포져 감소
변국 국채를 매도하여 리스크를 줄이도록 권장
은행규제
영국내 진출한 그리스 등 타회원국 은행들에
영국 직접 FSA 유동성 협약
대해 본국 송금 방지를 목적으로 자본금 및
우동성 규제를 확대
BAFin은 이탈리아 은행인 Unicredit의 독일소
독일 직접 은행그룹의 대외 자금 재 자회사가 독일에서 수취한 예금을 본국의
유출을 모니터링
모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 규제
이탈
국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
국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세금
직접
리아
에 대한 세금특혜 철폐 철폐하면서 세율이 12.5%에서 20%로 상승
보험·연금 아일 직접 연기금의 국채매입을 아일랜드 정부는 연기금으로 하여금 자국 국
랜드
권장
채매입을 권장
자료: Morgan Stanley
국채의
유럽 직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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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평가
 위기관리기구의 확대·개편
□ EU의 정책당국은 유로지역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EFSF를
대체할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공식 출범(2012.10.8일)
EFSF와 ESM 비교

법적형태
자본구조
최대대출규
모
존속기간

ESM
국제법 적용 국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
확정자본금 7,000억유로
- 회원국 납입자본금 : 800억유로
(2012년: 320, 2013년: 320, 2014년: 160)

- 추가 요구불자본 : 6,200억유로
5,000억유로
(EFSF의 잔여대출규모 포함 7,000억유로)

영구(2012.10∼)

EFSF
룩셈부르크법
적용

기업

(private company)

유로지역 회원국 보증
4,400억유로
한시(2010.6∼2013.6)

o ESM은 EFSF와 달리 ECB의 승인을 받아 유로지역 회원국 은행의 자
본확충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안정 효과는 기존의
간접적인 자본투입보다 클 것으로 기대
－ 기존의 은행권에 대한 간접적인 자본투입은 구제금융자금을 지원받
은 당사국이 원리금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금융수혜
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금리 상승, 은행 보유국채의
평가손 발생 및 담보가치 하락을 가져와 은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ESM의 은행권에 대한 직접 지원 시기 및 방법이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어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평가
o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CB가 단일감독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2013.11월에 675억유로의 은행권 구제금융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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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ESM의 지원을 받는 은행이
속한 회원국 정부도 재원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F/T)
* 재원 분담여력이 없는 국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ESM의 손실을 배상하
거나 ESM측에 지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함을 의미

 ECB의 금융시장 안정기능 강화
□ ECB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국채매입프로그램인 SMP를 보완
한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을 발표
(2012.9.6일)

SMP 및 OMT 방식에 의한 국채매입 비교
SMP 방식

OMT 방식
· 회원국의 개혁 프로그램 이행
· ECB가 상황(수혜국의 개혁 약
전 제 조 건 속, 재정취약국의 금리수준)에 및 EFSF/ESM의 금융지원을 전
제로 실행하며 개혁 미이행시
따라 매입 결정
중단
· ECB에 민간보다 우선하는 채· ECB의 채권자 우선지위 배제
채권자 우선순위
권자 지위 부여
불 태 화 여 부· 불태화
· 불태화
매 입
대 상· 주로 10년물 국채
· 주로 1~3년물 국채
규
모· 무제한
· 무제한
· 주간 총 매입 잔액 및 월간
통 계 공 표· 주간 총 매입 잔액
국별 매입 잔액
자료: ECB

□ EFSF·ESM의 구제금융 지원과 ECB의 OMT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이 완화되면서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
행 리스크(implementation risk)가 잠재
o 구제금융 수혜국이 OMT의 전제조건인 개혁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
지 못할 경우 예정된 구제금융 및 OMT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o ECB가 OMT에 의한 국채매입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등한 채권자 우선
순위를 갖고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화에 의한 재정
보전에 해당되므로 EU조약* 및 ECB정관**에 위배될 소지
* EU조약 123조 : ECB(또는 회원국 중앙은행)가 EU기구, 회원국 정부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없음
** ECB정관 21조 : EU조약 제123조에 따라 ECB(또는 회원국중앙은행)는 EU기
구, 회원국 중앙정부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채무증서를 매
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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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ECB가 구제금융 수혜국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고 구제금융
수혜국 은행이 국채매각 대금으로 발행시장에서 자국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재정문제가 은행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과거 LTRO 시행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
 은행동맹 추진
□ ECB 및 EU당국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일관적
인 은행검사와 감독, 규제 등을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
* 은행동맹은 연방기구 내에 은행규제 및 감독체제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
로 은행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질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를 갖게 됨

Banking Union의 구조
<Supervision>

<Restructuring>

<Financing>

단일은행감독기구

단일은행청산기구

공동예금보험기구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Deposit Guarantee Scheme)

- ECB내 Supervisory Board
- 유로지역(EU회원국중
참여 희망국 포함)의
대형은행을 통합감독
- 2014.3월 시행 예정

- 회생불가능한 은행들의
구조조정 및 정리
- 2013년 EU집행위원회가
제안서 제출 예정

- 예금자 손실을
공동으로 보전 또는
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

o 유럽

정책당국이 추구하는 은행동맹은 ①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②단일은행청산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 ③
공동예금보험기구(Deposit Guarantee Scheme)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
성(자세한 내용은 <참고> 참조)

o 2012.12월 EU정상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단일은행감독기구에 대한 합
의안을 도출
－ ECB가 EU내 은행들에 대하여 단일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
* EU조약(127조 6항)상 EU재무장관회의의 만장일치하에 유럽의회와 ECB 협의를
거쳐 은행 및 기타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 건전성 감독 정책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ECB에 이관할 수 있음

－ 감독대상은 자산규모가 300억유로 이상 또는 각국 GDP의 20%이상
을 차지하는 은행으로서 약 150~200여개 은행이 해당되며 비유로지
역 국가*의 경우도 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비유로 EU회원국(10개국)중 영국, 스웨덴, 체코는 불참의사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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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일은행청산기구에 대해서는 2013년 EU집행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
할 예정이며 공동예금보험기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 은행동맹은 궁극적으로 납세자 기반을 특정 회원국에서 유로지역 전체
로 넓힘으로서 재정취약국의 부실은행 지원 및 은행위기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공동 방어벽(backstop)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언론 및 전문가들은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
o 각국이 자국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면서 단일은행감독기구 출범
에 합의한 것은 유로지역 출범이후 가장 획기적인 결정으로 시장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단일감독기구만으로는 대규모 예금이탈사태 예방, 문제은행의
처리(은행 인허가 취소)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은행청산기구 및 예금
보험기구 설립도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나 재정적 부담 증
대 및 주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합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전문가들은 은행동맹 및 공동의 규제지침을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감독 및 규제 설정 등을 위해 은행에 대한 정확
한 정보공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Morgan Stanley)
o 또한 EU당국과 개별국가 차원간의 역할에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위기
발생시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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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설립 추진 현황
□ 2012.6월 EU정상회의 합의*를 계기로 은행동맹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기 시작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의 설립이 추진되
고 있음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 자본투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단일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는데 합의(6.29일)

o 10월 EU정상회의에서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입법체계를 2012년내에
마련하고 2013년에 이를 시행할 것에 합의
－ 이에 따라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 자본투
입* 토대가 마련
* 기존의 은행권에 대한 간접적 자본투입은 구제금융자금을 지원받은 당사국
이 실시하고 원리금 변제의무도 당사국이 져야했기 때문에 구제금융 수혜국
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
라 은행권 안정 효과도 미약

o 12월 EU정상회의에서는 ECB에게 통합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 ECB가 EU내 대형은행*들에 대하여 단일감독기구로서 통합감독기능
을 수행**
* 자산규모가 300억유로 이상 또는 각국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으로서
EU집행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약 150~200여개 은행이 해당
** 단일은행감독기구에 대한 합의안은 2013년 중 각국 의회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CB는 2014.3.1.일 또는 관련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 중 늦
은 시점부터 감독업무를 수행

o 다만 ECB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정책간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감독정책은 ECB
내 별도 기구(supervisory board)에서 결정*되고 Governing Council의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채택
* 정책금리 결정과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결로 결정

o 감독대상 은행의 정부가 ECB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절차도 ECB내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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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개별국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결제서비스, 제3국
은행지점 관련 업무 등 그 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EBA는 기존의
EU공통의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 book) 제정, 상이한 감독관행 통일
업무 등을 지속
 단일은행청산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
□ 단일청산기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
나 EU정상들은 납세자 보호 및 은행실패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신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하며 2013년내 EU집행위원회가 단일은행청
산기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에 합의
□ 전문가들은 단일청산기구를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현 기구 중
EU 집행위원회, EBA, ESM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
* 은행정리는 주주, 채권자 및 납세자간 부담 분배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특
성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로 각 국가 차원에서는 은행정리 당국은 은행감독기관
과 분리

 공동예금보험기구(Deposit Guarantee Scheme)
□ 전문가들은 EU차원의 공동 예금보장제도만 운영할 경우 한 국가의
은행의 취약성이 다른 국가로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국
의 예금보장제도와 공동 예금보장기금을 공존시키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
* 이 경우 각국 예금보장기금 고갈 및 정부 지원이 어려운 때에 공동 예금보장기
금에서 재보증함으로써 공동 예금보장기금은 재보증기구로 활용

o 예금보장제도가 중앙집권화 될수록 과도한 리스크 축적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은행정책
수단의 중앙집권화 등 보완이 필요
□ 예금보장기금은 주로 은행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장기금 고갈시 최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o 이에 기금 고갈시 EU차원의 재정당국이 은행 위기 해결 목적으로
한 제한적 긴급 과세권 등을 통해 재정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EU정상회의 Rompuy의장은 ESM이 공동예금보장제도의 재정지
원 역할(financial backstop)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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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앙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실시배경 및 의의*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은 상업은행이 금년 9월말까지 납입자
본금을 주택대출 관련 위험가중자산의 1%까지 증액토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B)｣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불안 및 주택대출 증가에 따
른 것이라고 설명
o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
신하고 주택대출이 꾸준히 늘어 명목GDP대비 비율이 2012년 142%
를 기록
 스위스 중앙은행의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 우려, 주택대출 증가세 지속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적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통화정책보
다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활용하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대출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주요 내용
□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 SNB)은 지난 2.13일 상업은행이 금년
9월말까지 납입자본금을 주택대출 관련 위험가중자산의 1%까지 증액토
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B)｣ 제도를 실
시*하기로 결정(SNB, 2013.2.13일)
*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감독원(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과의 협의를 거쳐 연방위원회(Federal Council)의 승인을 획득. 연방위원회
는 스위스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를 관할

o 스위스는 2012.6월 “자본적정성규정(Capital Adequacy Ordinance, CAO)”
개정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최
초로 도입*(특정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최고 2.5%까지 부과 가능)
* <참고> 스위스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참조

□ 이에 따라 스위스 상업은행들은 금년 9월말까지 약 30억 스위스프랑
(약 25억유로)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보통주 발행을 통해 적립해야 함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2호(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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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스위스 상업은행 보통주자본금(2011년말 현재 266억스위스프랑)의
11.3%에 해당
o 스위스 상업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진행상황은 자본적정성
규정에 따라 FINMA가 감시할 예정
스위스 은행별 보통주 자본금
전체은행
266

대형은행
48

주립은행
56

지역은행
6

(억스위스프랑)

기타
1561)

주 : 1) 외국계은행의 자본금이 93억스위스프랑이지만 주택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4.3%(2012년말)에 불과하여 적립부담이 거의 없음
자료 : SNB

□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2012.6월 FINMA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
관리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불안 및 주택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
o FINMA는 2012.6월 상업은행이 주택대출에 대한 내부관리 규정을 강화
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고LTV비율 주택대출에 대
해서는 차별적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적용하도록 조치
o 한편 스위스 중앙은행은 당시 자본적정성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스
위스의 주택시장과 주택대출 상황이 아직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발표(2012.8월)
□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
립비율의 변경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주택시장 움직임, 주택대
출 증가추세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
(resilience)이

2. 실시 배경
 주택시장 과열 우려
□ 스위스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채무위기 상황에서
도 상승세를 지속하여 자가아파트 및 단독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임대용아파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90년대
초 수준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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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사무실가격은 주택가격과 달리 신규 공급 증가, 고용개선 추세
둔화에 따른 수요 정체 등으로 소폭의 증가에 그침(W&Partner 2013.1)
□ 이에 따라 스위스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이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가치
를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
o UBS도 스위스 부동산시장지수*가 2012.4/4분기에 1990년대 초 이후 처
음으로 ‘Risk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발표
* UBS 부동산시장지수는 매입/매도가, 주택가격/가계소득, 물가, 주택대출/가계소득,
건설투자/GDP, 투자목적용 주택대출 등 6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만든 지수로서
Slump, Balance, Boom, Risk, Bubble의 5단계 영역이 있음(UBS, 2013.2)

스위스 부동산가격지수

UBS 스위스 부동산시장지수

(1970.1/4 = 100)

자료: SNB, Wüest & Partner AG

자료 : UBS

o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주요 대도시 및 인근지역과 관광중심지
인 다보스지역 등에서 현저
스위스 지역별 부동산 가격1)

바젤
다보스
취리히
제네바
주: 1) 붉은 색은 UBS가 선정한 버블위험에 노출된 지역, 파란색은 호수 자료: UBS

― 제네바, 취리히 등 대도시 및 인근 지역의 경우 버블위험에 노출
(UBS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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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외국인 인구 유입 및 이에 따른 외국인의
주택매입 증가, 주택대출의 꾸준한 증가 등에 주로 기인
o 인구*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2007～11년에는 독일 등 EU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
가 21만명 늘어 대도시 및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를 촉진(UBS 2012.12)
* 스위스 국적자 및 외국인 거주자(전체 인구의 22.8%, 2011년)의 합계

스위스 거주 외국인 국적별 비중
(2011년말 기준, 천명)
EU/
EFT A
비EU
인구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소계 유럽계

1)

기타 총계

2007(a)

203

79

291

183

66

971

414

216

1,602

2011(b)

275

99

288

224

66

1,145

400

271

1,816

b-a

72

21

-3

41

-

174

-14

55

214

주 : 1) 터키(71천명, 3.9%) 포함

자료 : 스위스통계청

o 스위스는 2002.6.1일부터 EU와의 쌍무조약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EU
회원국 국민을 스위스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투자용 부동산매입
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주택구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
― 이에 따라 유로지역 채무위기 과정에서 안전자산 투자 목적으로 EU
국가 부유층의 스위스 주택매입이 증가*
* http://www.swissinfo.ch/eng/politics/Foreigners_find_holiday_home_loopholes.html?cid=30512248

o 아울러 스위스 상업은행의 주택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채
무위기를 거치면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일반대출과 달리 연
4~5%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스위스은행 일반1) 및 주택 대출 증가율

스위스 인구
(천명)

자료: 스위스통계청

(전년대비 %)

(전년동월대비, %)

주 : 1) 가계 일반대출 및 기업대출
자료 : S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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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의 증가세 지속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저하 우려
□ 스위스 상업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
o 주택대출 금리의 참고기준(reference)이 되는 Libor(1년 만기) 및 국채 금
리(5년 만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연3%대에서 0%대로 하락
o 이에 따라 주택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체 주택대출의
85.3%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금리(5년 만기)가 위기
이전 4%대에서 1%대 후반으로 크게 하락
스위스 Libor1) 및 국채2) 금리

스위스은행 주택대출의 변동1) 및 고정2) 금리
(연%)

(%)

주: 1) 1년 만기, 2) 5년 만기, 자료: SNB

주: 1) 변동금리 평균, 2) 5년 만기, 자료: SNB

□ 대출금리의 하락 등에 힘입어 주택대출이 2009년초 7,000억 스위스프
랑에서 2012년말 9,000억 스위스프랑 수준으로 증가
o 이에 따라 주택대출의 명목GDP대비 비율이 2012년 141.9%*로 크게
높아지면서 거시건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증대
*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스위스 명목GDP대비 주택대출1) 비율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112.9

122.1

130.9

133.6

126.9

137.8

141.9

주: 1) 연중 평균대출액 기준

자료 : SNB

□ 주택대출의 꾸준한 증가로 스위스 상업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대출의 비중이 52.0%(2009.1월)에서 60.1%(2012.11월)로 상승하는 등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 주택대출 의존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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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스위스는 전체 주택대출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85.3%(2011년 )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만기별 구성에 있어 미국
등과는 달리 만기 1~5년 사이의 중단기 대출이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SNB, M. Lea 2010)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대출 비중
(%)

은행 전체

대형은행

주립은행

지역은행

85.3

84.0

90.9

87.1

자료: SNB

주택대출 및 주택대출 비중1)
(십억스위스프랑)

주택대출1)의 만기별 비중
(연%)

(%)

주 : 1) 주택대출/(주택대출 + 일반대출)
자료 : SNB

주 : 1) 고정금리대출 기준
자료 : SNB

□ 이와 같이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택대출이 꾸준히 늘어
남에 따라 금융시스템적 위험 증대에 대한 경계도 대두
o 스위스 상업은행의 수익성은 2008∼09년중 대형은행의 손실로 큰 폭 악
화되었다가 2010~2011년에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유로지역 채무위기,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스위스 은행 순이익
(억스위스프랑)

전체
대형은행
주립은행
지역은행

2007
97.9
-14.0
26.3
5.1

2008
-305.1
-381.9
21.0
4.6

자료: S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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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3.6
-46.6
23.5
4.0

2010
106.4
34.5
26.1
3.9

2011
130.0
67.2
23.0
4.5

o BIS자기자본비율은 15%대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보통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보다는 기업대출 등의 디레버리징에 주로 기인
*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7%(2012.9월말)

― 대형은행과 달리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주립은행*(cantonal
banks) 및 지역은행(regional and savings banks)의 경우는 주택대출 비중
이 과도하게 높은(2012년말 현재 각각 84.4% 및 91.5%, 대형은행 42.2%) 데다
특히 주립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어 주택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건전성 유지가 쉽지 않은 실정
* 각 주법에 의거 설립되고 해당 州(Canton)가 1/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24개)

o 이와 함께 불확실한 경제 및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의 건전
성과 복원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SNB FSR 2012.6)
은행별 자기자본비율1)

스위스 은행 자본금1) 및 총자산
(억스위스프랑)

(%)

주: 1) 기본자본+보완자본
자료: SNB

(억스위스프랑)

주: 1)자본계정의 전체 합계, 보통주자본
금은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자료: SNB

3. 의의 및 평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대응
□ 주택시장 과열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등
을 감안할 때 정책금리* 인상, 유동성 환수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적 대
응은 고려하기 힘든 상황(SNB 2013.2)
* 현재의 정책금리 : 3개월만기 스위스프랑화 Libor기준 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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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DP성장률이 2013년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EU집행위)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채무위기 등에 따른 실물부문의 위축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대두
― OECD는 2013～14년에도 스위스의 잠재GDP대비 산출갭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2012.11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1월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전년동기대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3.1월 –0.3%(전년동기대비)를 기록
o 이와 같은 전반적인 거시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를 유지하면서도 주택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예방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
스위스 및 유로지역 경제전망1)

스위스 및 유로지역 GDP갭1)
(잠재GDP대비 비율, %)

(전년대비성장률, %)

주: 1) EU집행위 전망

자료: Eurostat

주: 1) 2012～14년은 전망치 자료: OECD

□ 더욱이 스위스프랑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무제한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거나 유동
성을 환수할 경우 스위스프랑화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스위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스위스프랑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인
2011.7월말(3,027억달러)부터 개입규모가 확대*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12년말 5,419억달러로 증가
* 스위스 중앙은행은 무제한 외환시장 개입을 발표(2011.9.6일)하기 2개월 전부
터 스위스프랑화의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

― 2007년∼12년중 스위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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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요인*에 주로 기인한 스위스프랑
화의 강세가 스위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CHF/euro 환율을 1.20선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2013.2.19일)
* Jordan총재는 스위스 경상수지 흑자 축소의 방편으로 스위스프랑화의 강세 유도
가 거론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는 스위스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외영업 수익
유입 등이 주된 요인으로써 스위스프랑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동 수익은 축소되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스위스 프랑화 환율

스위스 중앙은행 자산 구성
(억달러1))

(CHF/euro, CHF/USD)

자료: Bloomberg

주: 1) 스위스프랑화표시 자산총액을 SNB가
발표한 월평균 CHF/USD 환율로 환산
자료 : SNB

 주택시장 과열 및 금융시스템 건전성 저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 스위스 중앙은행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대응(early activation)이
핵심요소라고 설명
o 스위스의 국민소득, 주택가격의 장기평균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아
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Economist 2013.1)
o 이와
승시
로써
성을

더불어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상
주택대출의 손실 정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함으
상업은행의 주택대출 의존도 심화(low diversification)에 대한 위험
지속적으로 경고(SNB, FSR 2012.6)

― 동 결과에 따르면 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스위스 상업은행의 주택
대출 관련 손실은 BIS자기자본의 5%(중간값 기준)～15%*(가중평균값 기준)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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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의 손실비율은 금액기준으로 약 245억 스위스프랑(스위스 상업은행 전체
BIS자기자본은 1,639억 스위스프랑, 2011년말 기준)으로 과거 80년대말 스위스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발생했던 은행의 손실액 400억 스위스프랑(FT
2013.2.13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규모

□ 또한 이번 조치는 상업은행의 주택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2013.9월말까지 약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예방적 차원의 경기대응 완충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상업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
Economist誌 주택가격 평가1)

스위스 상업은행 금리리스크1) 추정

(%, ‘+’는 과대평가를, ‘―’는 과소평가를 의미)

(%)

주: 1) 기준지수*대비 현재지수의 비율
주: 1) 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BISⅡ기준
*「장기 주택가격/장기 가처분소득」
자기자본대비 예상손실 비율
자료: Economist(2013.1)
자료: SNB, FINMA

 주택대출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대응
□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정책
을 통해 대응한데 더하여 이번 조치는 주택대출 증가가 주로 주립은
행과 지역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 주립은행 및 지역은행의 경우 주택대출이 은행별 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말 현재 각각 84.4% 및 91.5%를 기록하여 대형은행(UBS, Credit Suisse)의
42.4%를 크게 상회

o 보통주 발행을 통한 증자의무 부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대
형은행보다 주립은행 및 지역은행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주택대출 취급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
― 주립은행 및 지역은행은 증자를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특히 대주주가 州정부인 주립은행은 증자시 州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
□ 이와 함께 사무실가격의 상승세는 주택가격과 달리 완만하다는 점에
서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이번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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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대출중 주택대출 비중1)

전체 주택대출중 은행별 비중1)

(연%)

(연%)

주: 1) 주택대출/(전체 가계대출 + 기업대출)
자료: SNB

주: 1) 은행규모별 주택대출/전체 주택대출
자료: SNB

<참고>

스위스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 스위스는 2012.6월｢자본적정성규정｣을 개정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제
도(제44조)를 도입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 연방위원회,
금융시장감독원(FINMA) 등 3개 기관이 협력하도록 규정
o 스위스 중앙은행은 평상시 금융안정관련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과도한 신
용팽창위험 방지 및 이를 통한 은행부문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상업은행으
로 하여금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보유하도록 연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동 요청 전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기구인 FINMA와 협의
o 연방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FINMA는 상업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스위스 중앙은행은 상황이 완화될 경우 적
립 요청을 철회하거나 상황 변화에 맞게 적립비율을 조절해야 함
Art. 44 Countercyclical Buffer
1. Upon the Swiss National Bank’s request, the Swiss Federal Council may, if
necessary, require the banks to hold a counter‐cyclical buffer of a maximum of 2.5% of
their risk‐weighted positions in Switzerland in the form of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to:
a. enhance the banking sector’s resilience against the risk of excessive credit growth;
or
b. counteract excessive credit growth.
2. The Swiss National Bank must consult the FINMA prior to issuing such a request and
simultaneously informs the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If the Swiss Federal Council
approves the request, this ordinance will be amended with a corresponding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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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unter‐cyclical buffer may be limited to cover only certain credit
positions. Should the prevailing criteria for the buffer no longer apply, it will
be abolished or adjusted to reflect the changed conditions. This procedure is based on
paras. 1 and 2.
4 Art. 43 paras. 2 and 3 also apply to the counter‐cyclical buffer.
<비고>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주요 내용

자료 : 한국은행 금요강좌(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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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란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한 논의*
최철호 런던사무소 차장
◆ 영국정부가 고강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
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적극
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그간 Mervyn King 총재 등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
가 있음을 지적한 반면, Mark Carney 차기총재 내정자는 통화정책이 경
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현지
언론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보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 제고를 위
해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변경, 통화정책 운영체제 개편 및 비전통
적 통화정책수단 활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o 통화정책의 보다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재무장관이 매년 영란은행에
대해 부여하는 책무(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 2% 유지) 변경
o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명목GDP
타겟팅으로 전환
o 양적완화 이외에 포워드 가이던스, 지준에 대한 마이너스금리 부리,
신용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적극 활용
◆ 2013.3.20일 영국정부는 2013년 영란은행의 책무(remit)로 ①신축적 인
플레이션 타겟팅 체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유지, ②인플
레이션의 일시적인 목표 이탈 허용, ③새로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도입 검토 ④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정합성(coordination) 유지 등
을 부여하였음
o 이로써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의 신축적 운영으로 일단락되었으며 향후 통
화정책은 경기부양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o 또한 영란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 신용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3호(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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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토배경
□ 영국 연립정부(보수당·자민당)는 2010.5월 출범 이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영란은행은 유로지역 위기 등에 따른 경
제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그간 영국경제의 회복세는 미약하였으며, 최근 triple-dip 가능성
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o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리포트(2013.2월)｣에서 영국경제가 완만한 회복
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전(2012.12월)에 비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 개선이
기대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2013년 예산 발표를 통해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계획의 지속적 이행을 재확인*하는 한편 영란은행이 보다 경기부
양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2013.3.20일 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당초 기대보다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올바른 길을 고수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계획의 당위성을 주장

□ 이와 같이 영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현재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
제 전반에 걸친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o 특히 중앙은행의 적극적 경기부양 역할을 주장하는 Mark Carney 현
캐나다은행 총재가 차기 영란은행 총재로 내정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
이 확대
□ 본고에서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부각되고 있는
쟁점사항, 영란은행의 책무 변경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운용
□ 영국 연립정부는 영국경제의 신뢰유지를 위해 재정건전화가 불가피하
다는 판단하에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및 정부부채비율 하락 등의 목
표를 설정하고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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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조적 재정수지의 균형 달성시한은 2014/15 회계연도로, GDP대비 정
부부채비율 하락시한은 2015/16 회계연도로 설정
□ 그러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1.11월 및 2012.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목표 달성시한을 연장한 바 있음
o 2011.11월,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의 달성시한을 2016/17 회계연도로 2
년 연장
o 2012.12월, 정부부채비율 하락시한을 2016/17 회계연도로 1년 연장
□ 최근(2013.3.20일) 영국정부는 2013/14 회계연도 예산(Budget 2013)을 통해
정부부채비율 하락시한을 2017/18 회계연도로 또다시 1년 연장하였으
나 재정건전화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음
o 경제운용전략을 ①통화확장(monetary activism) 및 신용완화, ②재정적자
축소, ③금융시스템 개혁 및 ④종합적인 구조개혁(주택 package 및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등) 등으로 설정
o 법인세 인하(21% → 20%), 소득과세기준 상향(￡9,440 → ￡10,000), 주택 구
입자에 대한 금융지원(help to buy), 정부지출 삭감(1%) 및 공공기관 임금
상승 제한(1%) 등을 추진
2013.3월 예산책임청(OBR)의 영국 재정전망 내용1)
(%)

구 조 적
재정수지2), 3)
정
부
순 부 채2), 4)

2012/13
-4.0
(-3.6)
75.9
(74.7)

2013/14
-2.8
(-2.2)
79.2
(76.8)

2014/15
-1.7
(-1.4)
82.6
(79.0)

주 : 1) ( )내는 2012.12월 전망치
2) GDP대비
2) Cyclically-adjusted surplus on current budget

2015/16
-1.2
(-0.8)
85.1
(79.9)

2016/17
0.1
(0.4)
85.6
(79.2)

2017/18
0.8
(0.9)
84.8
(77.3)

4) Public sector net debt

□ 이와 같이 정부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유로
지역 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 심화에 대응하여 영란은행은 양적완
화한도 확대 및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지원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하여 왔음
o 2011.10월 이후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확대로 1,750억 파운드규모의
민간보유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한편 RP 담보조건 완화를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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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8월부터는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유인 강화를 위해 대출 순증분만
큼 국채를 대여하는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Funding for Lending Scheme;
이하 FLS)를 시행
□ 그러나 영국경제는 연립정부가 출범한 2010.5월 이후 분기별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이 교차하는 등 장기간 정체상태를 지속
하고 있음
영란은행의 양적완화한도 추이

자료 : 영란은행

영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영국 통계청

□ 이에 따라 영국정부가 현재와 같은 경기부진 상황에서 재정건전화계획
을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o 야당, 노동계 등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추진이 경기회복 저해,
빈곤층 타격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
o IMF 및 신용평가기관 등도 영국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되자 동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
□ 또한 작년 중반 이후에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한계가 있다
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o Mervyn King 영란은행 총재는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는 분
명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o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양적완화의 경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체감되고 있는 반면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대하고 있으
며, FLS도 당초 기대하였던 민간대출 증가 및 대출금리 하락 등을 유
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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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vyn King 영란은행 총재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발언 내용
·양적완화정책은 민간의 향후 소비를 현재화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하고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보다 강한 자
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음(2012.10.23,
웨일즈지역 상공인모임)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공급 확대가 실질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 한계가 있음(2013.1.22, 북아일랜드 영국산업협회 정례모임)

□ 반면, 현 캐나다은행인 총재 Mark Carney는 지난 11월 영란은행의 차
기총재로 내정된 직후 강연 등을 통해 포워드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명목 GDP 타겟팅 등을 통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
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o 정책금리가 제로하한(zero lower bound)에 근접한 상황에서 추가 경기부
양이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로는 인플레이션 타
겟팅보다 명목GDP 타겟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2012.12월, 토론토 CFA
협회 강연)

o 현 시점에도 수요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통화정책이 유효하며, 중
앙은행의 당면과제는 경제가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성장속도(escape
velocity)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책목표에서
상당기간 벗어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함(2013.1월, 다보스 포럼)

3.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
□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현재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o Mark Carney 총재가 지난 2월 영국 하원의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통
화정책 운영체제의 정기적 점검 및 공개적 토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다 정부도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
정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Martin Wolf(FT chief economics commentator) 등은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에 명백한 충돌(clear conflict)
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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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제로하한에 근접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효율성
에 대해 정부 주도의 점검(review)이 필요하고, 영란은행도 출구전략
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시기의 정책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화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통화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 엄밀하고
종합적인 공개토론이 가능한 이상적인 시기임
□ 현지 언론 등에서는 향후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o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통화정책 목표
변경문제)

o 영란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정
책 운영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통화정책 운영체제 개편문제)
o 통화정책위원회(MPC)는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을 충분히 보유하
고 있는가(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활용문제)
( 통화정책 목표 변경 )
□ 1998.6월 개정된 영란은행법은 ‘물가안정’ 및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및 고용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영란은
행의 목표(objectives)로 부여하고 재무장관이 매년 영란은행의 책무(remit)
를 설정*하도록 명시화하였음
* 통화정책의 목표 변경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운영면에
서의 독립성(operationally independent)을 가지고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책임이 있음

o 현재 영란은행의 책무는 물가(CPI) 상승률을 2%로 유지하는 것으로, 만
일 동 수치가 목표수준의 상하 1%p를 벗어날 경우 총재는 그 이유, 이
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목표수준 근접 예상시기 및 통화정책 목표와
의 부합 정도 등에 대해 재무장관 앞 공개서신을 통해 설명하여야 함
□ 현지 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영란은행에 대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
도록 규정한 현 상황에서는 초완화적(ultra-loose) 통화정책의 수행을 기
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수립시 인플레이션 목표를 재
점검하고 영란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책무를 부여할 가능성
이 있다고 예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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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플레이션 외에 고용 등의 이중책무(dual mandate) 부여
o 인플레이션의 정책범위 복귀시계의 연장
o 인플레이션의 정책목표를 포인트(2%)에서 구간(1∼3%)으로 변경
( 통화정책 운영체제 개편 )
□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등을 거쳐
1992년에 현재의 인플레이션목표제를 채택하였음
o 1998년에는 통화정책의 중립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영란은행내
에 MPC를 설치하고 금리결정 권한을 위임
□ 그간 영국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는 체제의 명료함 및 단순함을 바
탕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켰고 중립적인 영란은행에 의해 수행
됨으로써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o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
영국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및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Gill Hammond(2010),“Inflation Targeting in the UK”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가 금융안정 확보에 충
분치 않았으며, 향후 심각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o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금융위기 이전 자산가격
왜곡 및 과도한 신용팽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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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ervyn King 총재도 영란은행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
* 영국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고(come of age)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수단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
도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2013.1월 북아일랜드 영국
산업협회 정례모임 강연)

― 다만 금융위기는 장기금리 및 환율 등의 심각한 mis-pricing과 이에
따른 불균형 등 상당부분이 정책당국의 통제가 매우 어려운 요인들
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의 오류에 기인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2012.10월, LSE 강연)
□ 영국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
가될 경우 대안으로는 Mark Carney 차기총재 내정자가 언급한 명목
GDP 타겟팅 등이 거론되고 있음
o 동 내정자는 포워드 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 경기부양
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운
영체제를 명목GDP 타겟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2012.12월, 토론토 CFA 협회 강연)
□ 그러나 영국정부가 향후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근시일내 명목GDP 타겟
팅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o 명목GDP 타겟팅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기간내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
― 특히 영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 시행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주
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쉽
게 불안정해질 가능성
o 명목GDP 타겟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 미연준의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으로 설정되
어 있어 현재의 책무하에서 명목GDP 타겟팅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
하나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을 개정
하지 않고 명목GDP 타겟팅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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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Charles Bean 영란은행의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목
표 포기가 경제회복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주장*(2013.2월,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Conference 연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목GDP 타겟팅으로의 전환 논의는 경제회복이라는 성과보
다는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
하고, 전환 결정기준은 엄격해야 함

□ 한편, 최근 영란은행은 현재의 신축적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를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o Mervyn King 총재는 지난 2월 Inflation report 발표시 2015년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정책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과 인플
레이션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회귀시계를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
― 인플레이션 기대가 경제의 지속적인 slack에 따른 낮은 임금 상승률
등으로 안착(well-anchored)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완화
해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
(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활용 )
□ Mark Carney 차기총재 내정자는 비상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및 신용 완화 등과 함께 명시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추가적인 비전통
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2012.12월, 토론토
CFA 협회 강연)

o 현재 활용가능한 방식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 발표, 조건부 약속
(conditional commitment) 및 threshold rule*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직접 일반대중을 상대로 명확하고 단순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약속이 보다 명시적이어야 함을 강조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수치로 표현된 임계점을 일반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미연준에는 적합하나 인플레이션 타겟팅과는 조화시키
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반면, 영란은행은 최근까지 포워드 가이던스의 사용에 대해 ⅰ) 정책당
국은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ⅱ) MPC는 시장에 내재하는 금리경로를 토대로 금리전망을 하
고 있어 이미 금리기대의 합리성에 대한 견해를 암묵적으로 시그널링
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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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의 Paul Tucker 금융안정담당 부총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수
단의 하나로 은행 지준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음을 밝힘(2013.2월, 의회 재무위원회 증언)
o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은행이 국채 또는 회사채 등의 자산에
투자를 늘리거나 기업 및 가계 등에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
* 이전까지 영란은행은 은행 지준에 부리하고 있는 기준금리(0.5%)를 인하할 경우
은행들이 수익마진 축소에 따라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음

□ 경제전문가들은 마이너스 금리의 경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 조치
의 유효성은 중앙은행이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란은행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o 언론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미
신적인 반대(superstitious opposition)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정책금
리와 대출금리간 스프레드를 축소하고 대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도(2013.2.28, FT)

4. 맺음말
□ 2013.3.20일 영국정부는 영란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통
해 경기부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재무장관 명의로 통화정책위원
회(MPC) 앞으로 부여하는 책무를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하였음
① 신축적인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유
지
― 정책목표는 기존과 같은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0%로 설정
②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목표 이탈 허용
― 다만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의 목표 이탈기간 결정을 판단하는데
근거로 사용한 인플레이션과 성장간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해 공개
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의무
③ 새로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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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은 intermediate threshold 등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유효성에 대해 검
토하여 2013.8월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통해 발표
* 중앙은행이 조건부로 정책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등

④ 영란은행의 MPC 및 금융정책위원회(FPC)가 각각 운영하는 통화정책
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정합성(coordination) 유지
□ 금융시장에서는 영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강조
하기 위해 MPC의 책무를 변경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o MPC의 책무 변경은 주로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와 관련한 논란은 신축적인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의 유지로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Mark
Carney 차기총재 취임(7.1일) 이후에도 근시일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영란은행은 보다 경기부양적인 자세로 전환되면서 포워드 가이
던스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 주체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신용
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 영란은행 대출시 담보에 적용되는 헤어컷 축소, 지준에 부리하는 금리 인하 및
은행채무의 직접 매입 등

o 특히 Mark Carney 차기총재 취임 이후인 2013.8월 인플레이션 리포트
를 통해 공개되는 영란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유효성
평가결과는 향후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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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국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변화 추이
□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에 안정적인 상충관계
(trade-off)가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소득정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
□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간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론 및
공공지출 통제 필요성 등에 근거하여 1976년에 통화량목표제로 전환하였
고, 1980년대 들어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간 관계가 불명확해짐*에 따
라 1987년에 환율목표제로 전환
* 통화량 증가율이 목표범위를 상회함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현상 발생

o 초기에는 영국 인플레이션의 독일 수준 수렴을 기대하여 파운드화 환율을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시켰으나 국내수요 확대 및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ERM에 가입하였고, 1990년 통독 이
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독일의 금리 인상에도 영국은 경기침체로 인
해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다가 환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고 ERM을 탈퇴
□ 영국의 ERM 탈퇴가 정부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함께 대폭적
인 장기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을 초래함에 따라 1992년 재무장관은 물
가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영란은행의 조언을 받아 재무장관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로 전환
o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책임설명(accountability) 강화 및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8년에는 영란은행내에 MPC를 설치하고
정부가 행사하던 금리결정권을 위임
― MPC는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 전망 등에 기초하여 매월 기
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성공적 운영에는 정책
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명료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ⅰ)
의사록 공개(매월) ⅱ) 인플레이션리포트 발표(매분기) ⅲ) 국회 청문회(매
분기) ⅳ) MPC 위원들의 강연 및 인터뷰(수시) 등을 통해 국민 및 시장
과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도모
o 2009.1월 재무장관은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결정하면서 MPC에 매월의 양
적완화한도 결정권한을 부여하였고, 영란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
적완화를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에 포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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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회원국별 차별화 현상과
정책기조에 대한 논란*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비전통적 방식의 장기대출(LTRO)
및 국채매입(SMP)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그러나 이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회원국별로 금융시장 상
황, 기초경제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
o 독일의 경우 금리 및 자산가격 경로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경우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이러한 점 등을 반영하여 독일은 비교적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
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를 우려 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것으
로 예상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지나치게 완화적이라는 우
려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는 추가적으로 완화조
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이 대두

1 . 위기대응 통화정책
□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비전통적 방식의 장기대출(LTRO)
및 국채매입(SMP) 등을 통해 총자산규모를 1.1조유로(2007년말)에서 3.0조
유로(2012년말)로 증가시키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
주요국의 정책금리 비교

정책금리(a)
소비자물가상승률1)(b)
실질금리(a-b)
주 : 1) 2012년

유로지역
0.75
2.50
-1.75

미국
0~0.25
2.10
-1.85~-2.10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7호(2013.4.25)

- 408 -

(연 %, 전년대비 상승률 %)
일본
영국
0~0.10
0.50
0.00
2.80
0~0.10
-2.30

o 정책금리를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 기준으로
는 마이너스 수준
o 명목GDP대비 ECB의 총자산 비율이 35%에 근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
ECB 정책금리 및 총자산 규모
(십억유로)

명목 GDP대비 중앙은행 총자산 비율

(%)

자료 : ECB

(%)

자료 : FRB of St.Louis

2 .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회원국별 차별화
 (금리경로) 시장금리는 단기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중·장기 국채
금리의 경우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원국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다가 ECB의 신규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발표(2012.9월) 이후 격차
가 축소
중기1)국채 금리

정책금리 및 단기1) 금리
(%)

주 : 1) 3개월 만기 Euribor
자료 : ECB

장기1)국채 금리
(%)

주 : 1) 만기 3년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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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만기 10년
자료 : Bloomberg

o Euribor금리는 ECB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힘입어 금융권의 자금사정
이 풍부해짐에 따라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o 중･장기 국채금리는 독일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이탈
리아･스페인의 경우 재정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가 2012.9월 OMT
발표 이후 독일과의 격차가 축소
o 시장금리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금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스페인의 움직임이 차별화
― 주택대출 금리는 독일의 경우 하락세를 지속하여 최근 연 3% 수준
까지 낮아진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반
등하여 최근 연 5%대 수준
― 기업대출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독일이 이탈리아･스페
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
연 3%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큰 폭 하락하였
다가 재정위기 이후 반등하여 최근 연 4~5%대 수준
주택대출1) 금리

기업대출1) 금리
(연 %)

(연 %)

주 : 1) 만기 10년이상 주택대출 기준
자료 : ECB

주 : 1) 신규, 만기 1년 이하, 대출액
100만유로 기준
자료 : ECB

 (신용경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독일의
금융기관 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는
대출증가세가 크게 둔화
o 주택대출은 독일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가계신뢰도 및 주택시장 개선
전망 등에 힘입어 최근 2%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은 증가세 둔화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감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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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대출은 독일의 경우 경영실적 호전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증가*
등으로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투자 축
소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디레버
리징 현상이 나타나면서 감소
* 독일 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의 현금성 자산(currency & deposits)은
2007.4/4분기 4,026억유로에서 2012.3/4분기 4,683억유로로 증가

주택대출 증가율

기업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ECB

자료 : ECB

o 한편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독일 등 중심국과 이탈리
아·스페인 등 재정취약국간에 뚜렷한 차이를 시현
― 지난해 하반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회사채 발행을 중심으
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
2012년 하반기 유로지역 기업 순차입
(십억유로)

자료 : Barclays, FT 재인용

 (자산가격경로)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ECB의 OMT 발표
등을 계기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인 가운데 회원국별로 차별화되고 있으
며, 주택가격은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년 이상의 정체에서 벗
어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은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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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가의 경우 독일은 최근 종전 최고치(2007.7.16일, 8,105.69)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종전 최고치 대비 40∼60% 하회
― 상장기업 시가총액도 독일이 사상 최고치(2007년말, 9,519억유로)에는 미
치지 못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은
2008년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상장기업 시가총액2)

주 가1)

(십억유로)

(2007.1.2=100)

주 : 1) 독일 DAX 30, 이탈리아
FTSEMIB 40, 스페인 IBEX 35
자료 : Bloomberg

주 : 1) DAX 30, FTSEMIB 40, IBEX 35
포함기업, 2007 ~ 2012년은 각
회계년도말, 2013년은 4.3일
기준
자료 : Bloomberg

o 주택가격의 경우 독일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과 함께 주택대출이 완
만하나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은 재정위기 이후 주택대출 금리의 반등과 함께 하락세
* 가계의 실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위기 이전의 장기간 정체로 인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도 증가

이탈리아 및 스페인 주택가격1)

독일 주택가격1)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동분기대비 증가율, %)

주 : 1) 기존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 기준
자료 : BIS

주 : 1) 이탈리아는 전국 모든 주택,
스페인은 전국 기존 주택 기준
자료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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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경로) 유로지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
므로 명목적으로는 환율경로가 공통으로 작동하나 회원국별로 물가 수
준과 교역량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파급효과가 차별화
o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독일의 경우 실질
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여전히 고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실질실효환율1)

미달러화/유로화 환율

(2007.1=100)2)

자료 : Bloomberg

주 : 1) 27개국 기준 2) 원지수는 2010=100
자료 : BIS

수 (기대경로)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경기신뢰도가 크게 악화되었는데, 특히 소비
자의 경기신뢰도는 회원국간 격차가 현저
o 독일과 달리 경기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의 정도가 심한 이탈리아･스
페인의 경우 소비자 경기신뢰도가 크게 악화
o 기업의 경우 회원국간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유로화 약세 등에
기인한 수출 증가 및 수익 개선의 효과를 공통으로 향유한 데 기인
기업1) 총부가가치

수 출
독일

(십억유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십억유로)
이탈리아 스페인

2010

950

337

192

2010

1,484

771

559

2011

1,059

376

220

2011

1,541

788

577

2012

1,095

389

229

2012

1,572

799

570

자료 : Eurostat, EU Ameco

주 : 1) 금융기관 포함
자료 : Eurostat, EU Am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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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경기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기업신뢰지수>

(p)

(p)

자료 : EU집행위

자료 : EU집행위

⇒ ECB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는 독일의 경우 금리 및 자산가격 경로가 비
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 회원국별 경제상황의 차별화
□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작동이 회원국별로 차별화되면서 성장 및 고용,
물가 등 경제상황도 차별화
① (성장)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교적 견조한 회
복세를 보이는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마
이너스 성장을 지속
② (고용) 독일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5%대 초반으로 하락한 반
면 이탈리아･스페인은 실업률이 계속 상승
실업률

GDP성장
(2005=100)

자료 : Eurostat

(실업률, %)

주 : 1) 25세 미만

- 414 -

(청년실업률1), %)

자료 : Eurostat

③ (물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여건
은 회원국별로 상이
― 유로지역 전체적으로는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되면서 최근 들어 ECB의 물가목표치인 2%를 하회
― 그러나 독일의 경우 경기회복 등으로 임금상승률이 이미 높아진 가
운데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부분적인 구인난 등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임금상승*이 예상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
* 2012년중 파업참가자 및 파업일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공공부문 노조의 2013
∼14년중 6.5% 인상 요구에 최종적으로는 5.6%에 타결(2012.3월)되었으며, 언론
에서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높은 임금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인플레
이션 압력 증대에 대해 계속 경고

독일 파업참가자수 및 파업일수

파업참가자
파업일수

2007
550
725

2008
1,550
542

2009
420
398

(천명, 천일)
2010
2011
2012
120
182
1,200
173
304
630
자료: Hans Boeckler Stiftung

―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가운데 높은
실업 등으로 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어 물가의 상승세가 둔
화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
실질단위노동임금1)

향후 소비자물가 예상1)

(2007.1/4=100)

자료 : Eurostat

(비중 %)

주 : 1)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전망, 5단계
(rise a lot, rise moderately, rise
slightly, stay about the same, fall)
자료 : EU집행위,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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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논란 및 향후 전망
(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
□ 독일 등 경기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심국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재정취약국이 상이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ECB의 단일 통화정책
영향 하에 있음에 따라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
o 테일러 룰에 따라 유로지역 국가들의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추정해 보
면 회원국간 GDP갭 격차 확대 등을 반영하여 현 ECB의 정책금리 수
준이 독일 등 중심국에게는 크게 낮은 수준인 반면 재정취약국에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테일러 룰1)에 따른 적정 정책금리 수준

GDP 갭 1)
(잠재GDP대비 비율, %)

(%)

주 : 1) 목표정책금리
=1+1.5×소비자물가상승률 – 1×실업률 갭
자료 : FRBSF

주 : 1)(실제GDP*―잠재GDP) / 잠재GDP,
* 2012~2014년은 전망치

자료 : OECD

□ 특히 독일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빨라 거시건전성 측면
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 증대에 대한 우려도 대두
o 독일연방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2012.12월)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버블 형성 가능성에 대해 경계
― 주택가격 상승에 신용공급 확대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나 주택가격 버블을 경험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버블형성 초기 국면에서는 신용공급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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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연방은행 Dombret 금융안정담당 이사도 독일 주택가격 수준이 아
직 버블형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주택시장 붕괴의 후유증
을 기억해야 된다고 발언(2013.2월)
o ECB Draghi 총재는 계속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주택 등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으며, 버블 붕괴는 지난 금융위기가 보여
주듯이 실물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언급(2013.2월)
유로지역 및 독일1) 주거용 부동산 가격

독일의 대도시2) 주거용 부동산 가격

주 : 1) 독일의 경우 125개 도시 기준
2) 125개 도시 및 7대도시(Berlin, Cologne, Düsseldorf, Frankfurt, Hamburg, Munich, tuttgart)
자료 : 독일연방은행, Financial Stability Review 2012

□ 이에 따라 독일연방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재정
정책기조를 조기 전환
o 독일연방은행 Weidmann 총재는 ECB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에 대
해 유로지역 경제전망의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에 변화가 없다
는 점*을 강조(2013.4월)
* 금융시장에서는 Weidmann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으로 해석

o 독일 정부는 안정적 성장 지속을 위해 재정정책기조의 조기*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도모
* 독일은「헌법」에 GDP대비 구조적(자연재해 등에 따른 지출 제외) 재정적자비율
이 2016년까지 0.35%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Schäuble 재무장관은 2014
년까지 GDP대비 전체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예산
안에 반영(20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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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자국의 경기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CB가 통화정책기조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는 입장
o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매우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조치*가 긴요하다고 주장
* 스페인 Rajoy 총리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언급하면서 ECB도 여타 중앙은
행과 동일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2013.4월)

□ 한편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논란은 2000년대 초중반에도 발생
o 당시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지칭될 정도의 경
기부진*을 경험함에 따라 ECB는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
* 2000년대 초반 당시 유로지역 및 독일 경제상황은 양석준･김인구(2012) 참조

o 이에 따른 영향으로 스페인, 아일랜드 등 현재의 재정취약국은 건설투
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과열과 부동산 버블을 경험
독일, 스페인 및 아일랜드 건설업 비중1)

ECB정책금리 및 GDP성장률
(정책금리, %)

(비중, %)

(GDP성장률, 전년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SS, Eurostat

주 : 1)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Eurostat

( 유로화의 적정 환율수준에 대한 논란 )
□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일맥상통하나 최근 주요국 중앙
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확대와 함께 유로화 환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
란도 대두
□ 독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 약세기조가 초
래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면서 유로화 약세 유도 등을 위한 통
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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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연방은행 Weidmann 총재는 유로화 약세 유도를 위해 ECB가 정
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
고 강조하면서 수출증대는 통화 약세가 아닌 생산성 제고를 통해 달
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2013.2월)
* 금융시장에서는 독일연방은행이 유로화 강세 논란으로 인해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Deutsche Bank, 2013.1월)

□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유로화 약세가 긴요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프랑스도 이에 가세
o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환율을 보면 유로지역 전체로는 금년
초의 환율 수준이 과도하게 강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국별로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경우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Deutsche Bank, 2013.1월)
미달러화/유로화의 한계 환율 추정
<유로지역 전체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 : 1) 파란선은 세계수요가 추세선
유지, 점선은 세계수요가
2012.3/4분기 수준 유지 기준
자료 : Deutsch Bank

주 : 1) 세계수요가 추세선 유지
2) 세계수요가 2012.3/4분기 수준
유지
자료 : Deutsch Bank

o 이에 따라 프랑스 Hollande 대통령은 지난 2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
자 당시의 유로화 수준이 유로지역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으며 유로화의 비이성적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2013.2월)
― 또한 유로화 강세를 제어하기 위해 ECB가 추가적인 금리인하, 외환
시장 개입 등의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o 이러한 논란에 대해 ECB Draghi 총재는 환율이 성장과 물가안정에 중
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환율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유로화 환율은 장기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20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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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화정책 전망)
□ ECB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로지역 전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통화정
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
o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유로지역 전체적으로는 경기부진과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현 수준의 완화
적 정책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ECB는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회원국별로 차별화되고 있지만 정책
금리 인하에 힘입어 모든 회원국의 대출금리가 하락한 점 등을 들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ECB Praet집행
이사, 2012.12월)

□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유로지역의 경기부진과 고용사정 악화에 더해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ECB의 목표치인 2%보다 낮아졌다는 점에서 ECB가
향후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o 금년 4월 4일 ECB의 금리결정 기자회견에서 Draghi 총재가 종전의 금
리유지 결정 때와는 달리 향후 수개월간 경제 및 금융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는 조치를 취할 준비(ready to act)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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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홍 철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에서는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그러나 독일에서는 양호한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을 바탕으로 중소기
업 중심의 경제회복과 고용증대가 나타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상대
적으로 유리한 독일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
◆ 독일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은행의 자금중개 비중이 높은 간접
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중소형 및 지역기반형 금융기관 위주의 은행제
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금융제도를 들 수 있음
o 독일에서는 자본시장 위주로 금융이 발달한 미국 등과 달리 은행의
자금중개 비중이 높은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제도가 형성
― 2011년말 현재 독일의 간접금융 비중은 48.2%로 미국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
o 독일의 일반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그룹 및 신용협동조합은행의
3-pillar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저축은행 그룹 및 신용협
동조합은행이 중소형 또는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으로 분류 가능
― 이러한 중소형 또는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의 비중은 2013년 3월말 현
재 기업대출 기준으로 51.4%, 총자산 기준으로 41.1%를 차지
o 재건금융지주(KfW), 민간보증은행, 주립투자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
― 2010년말 기준 독일의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율은 1.16%
로 대만보다는 낮으나 미국에 비해 9배, 일본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은 수준
◆ 이러한 독일 금융제도는 중소기업의 양호한 금융이용여건 → 중소기업
의 양호한 경영실적 → 성장 및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
등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23호(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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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독일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
1.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 독일은 자본시장 위주로 금융이 발달한 미국 등과 달리 은행의 자금중
개 비중이 높은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o 2011년말 현재 독일의 간접금융 비중은 48.2%로 미국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
독일

미국

주 : 1) 2011년말 기준
자료 :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Dataset of World Bank

□ 또한 전통적으로 겸업은행(Universal Bank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업
은행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 금융기관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o 상업은행이 일반적인 자금중개 기능뿐 아니라 증권거래 중개와 고객
기업의 회사채 및 주식의 발행 주간사 역할, 그리고 M&A 지원 등 다
양한 기업활동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
2. 중소형 및 지역기반형 금융기관 위주의 은행제도
□ 독일의 은행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은행은
크게 상업은행, 저축은행 그룹, 신용협동조합은행의 3-pillar system으로
구분
* 모기지은행, 건축대부조합 및 특수목적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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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업은행은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및 외국은행으로 분류
o 저축은행

그룹은 주정부 등이 소유한 공영은행으로
(Landesbanken)과 저축은행(Sparkassen) 등이 포함

주립은행

― 주립은행은 주정부 및 지역내 저축은행 협회가, 저축은행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영업활동이 해당
지역으로 한정되어 타 주립은행 또는 저축은행과의 경쟁이 제한
o 신용협동조합은행은 단위신협과 단위신협의 상위기구인 신협중앙회로
구성
― 단위신협은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협동조합인 동시에
연방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이
며, 신협중앙회는 단위신협의 상위기구로서 단위신협과 마찬가지로
은행업무를 영위
독일의 일반은행 개요1)

소 유
형 태
고 객

상업은행

저축은행 그룹

신용협동조합은행

민간투자자

공적기관

예금자

주립은행, 저축은행

단위신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및 가계

중소기업 및 가계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외국은행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및 가계

영업범위

전국, 전세계

지역

지역

영업목적

고객 및 주주가치

고객, 지역사회 지원

고객, 지역사회 지원

예금보호

예금보험기구

자체보험

자체보험

공적보증

―

주정부 등 공적기관

―

기관수

274개

432개

1,103개

주 : 1) 2013.3월말 기준
자료 : 도이치은행(2013.3), Bundesbank Monthly Report(2013.5)

□ 일반은행중 대형은행, 외국은행, 주립은행, 신협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
머지 금융기관은 중소형이면서 지역기반형 기관으로 분류 가능
o 주립은행도 중소형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으로 분
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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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의 비중은 2013년 3월말 현재 기업대출
기준으로 51.4%, 총자산 기준으로 41.1%를 차지
독일 은행들의 비은행대출 비중1)

독일 은행들의 총자산 비중1)

주 : 1) 2013.3월말, 전체은행 기준(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자료 : Bundesbank

o 한편 2012.11월말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공표한 27개 글로벌 시스템
적 중요은행 명단을 보면 독일의 경우 Deutsch Bank 1개만 포함되어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형 금융기관이 적음을 시사
국가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1)
국가

은행수

선정된 은행

Citi Group, 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Bank of New York
Mello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State Street, Wells Fargo
독 일
1
Deutsche Bank
영 국
4
HSBC, Barclays, Royal Bank of Scotland, Standard Chartered
프랑스
3
BNP Paribas Group, 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e
스위스
2
Credit Suisse, UBS
일 본
3
Mitsubischi UFJ FG, Mizuho FG, Smimoto Mitsi FG
중 국
1
Bank of China
스페인
2
BBVA, Santanda
네덜란드
1
ING Bank
스웨덴
1
Nordea
이태리
1
Unicredit Group
주 : 1) 2012.11월말 기준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
미 국

8

□ 중소형 및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은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가계가 주요
고객이며 은행경영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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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립은행 및 저축은행의 경우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신협은행의 경우도 상공인 조합원의 출자로 설
립되어 공공성을 강조
o 한편 총자산기준 20대 은행중 9개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DZ 은행, WGZ
은행), 주립은행 등임
독일내 20대 은행 순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주 :

(10억유로)
은행명
총자산
도이치 은행
1,906
코메르쯔 은행
754
KfW
446
DZ 은행
383
LBBW 주립은행
374
Unicredit 은행
372
Bayern 주립은행
316
Eurohypo 은행
229
Norddeutsche 주립은행
229
우체국 은행
215
1) 2010년 기준, 총자산기준

순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억유로)
은행명
총자산
West 주립은행
192
Deutsche Pfandbrief 은행
187
Hessen 주립은행
166
NRW.Bank
157
HSH Nordbank
151
Deka Bank
130
Berlin 주립은행
130
ING-DiBa
96
WGZ 은행
94
Renten 은행
84
자료 : Bankenverband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금융제도
 재건금융지주*(KfW : Kreditanstalt für Wideraufbau)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
융 지원
* <참고 1> ｢독일 재검금융지주(KfW : Kreditanstalt für Wideraufbau) 개요｣를 참조

o 독일은 3대 대형 금융기관인 KfW 산하의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sbank)
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
―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KfW는 저금리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
한 자금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소재 주거래은행(Hausbank)을 통해
On-lending 방식**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
* AAA, 독일 정부가 KfW의 모든 부채에 대해 100% 지급보증
** 프랑크푸르트의 본사와 베를린 및 본의 지사 이외에는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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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fW는 주거래은행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
업 금융지원에 대해 주거래은행과의 ‘위험분담’(risk sharing) 방식을
채택
― KfW의 대표적인 정책금융인 기업가대출(Entrepreneur Loan)의 경우 취
급은행이 손실을 100% 자체 부담하는 반면, 창업기업 대출(Start-up
*
Loan)은 손실의 20%만을 부담
* 신용위험이 높아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
에 대해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KfW가 더 많은 위험을 분담

o KfW산하의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sbank)을 통해 지원된 정책금융 규모
는 2011년말 현재 224억유로로 전체 KfW그룹 지원규모(704억유로)의
31.8%를 차지
―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
* 2010년말 기준 독일의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율은 1.16%로 대만보
다는 낮으나 미국에 비해 9배, 일본에 비해서는 2배 수준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율(2010년)
독일

미국

일본

1.16
0.13
0.6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역보고서 재인용(2012.10)

대만
4.87

― 그중에서도 환경 및 창업･일반투자 부문에 대한 지원규모가 각각
108.3억유로(48.3%), 93.6억유로(41.8%)로 큰 비중을 차지
KfW의 사업부문별 지원규모 비중

중소기업은행의 부문별 지원규모 비중

주 : 1) Mittelstandsbank 중소기업은행, Privatkundenbank 민간고객은행,
Kommunalbank 지역은행, IPEX-Bank 수출금융은행
자료: KfW 연차보고서, 201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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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
* <참고 2> ｢독일의 민간 보증은행 개요｣를 참조

o 독일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총 22개의 민간 보증은행에 대해 재보
증하는 방식으로 해당주 소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
을 제공
o 민간 보증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에 최
고 80%를 보증하고 연방정부(39%) 및 주정부(26%)가 동 보증의 65%를
재보증
 주립 투자은행*(Förderbank)
* <참고 3>의 ｢독일 바이에른주 투자진흥은행(LfA Förderbank Bayern) 개요｣를 참조

o 16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진흥 관련 규정 (Mittelstandskreditprogramm)을 제정하여 주립 투자진흥은행을 통해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대출 또는 간접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o 사업내용은 주별로 상이하나 주정부의 재정출연을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 위주로 주거래은행(Haus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 구 동독지역 등 지역경제 발전이 낙후된 일부 주의 경우 직접대출 지원사업도 시행

2.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중소기업의 양호한 금융이용여건
o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역기반형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Hausbank)으로
삼아 장기간 거래함으로써 관계금융(Relational Banking)이 형성
―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family business)으로 업력이 길어
**
특정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장기적***
* IfM에 의하면 최대 2명 이내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이사회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정의
** 가업승계 후 7년간(5년)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상속세가 100%(85%) 면제되
는 등 가족기업 친화적인 과세시스템 유지
*** <참고 4> ｢주요 가족기업 대상의 서베이 결과 주요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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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관계금융 형성으로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은행 등 지역기
반형 금융기관은 거래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 2007.7∼12.7월중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5년초과 장기대출증가율은 60%를 초과
독일 은행들의 비은행에 대한 대출증가율 변화1)

주 : 1) 2007.7~2012.7중 증가율(%)
2) 단기대출 1년이하, 중기대출 1년초과 5년이하, 장기대출 5년초과
자료 : Bundesbank, Economist(2012.11월)에서 재인용

o 그 결과 최근 유로지역의 채무위기 와중에서도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
상황은 여타 유로지역 국가들에 비해 매우 양호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을 보면 남부유럽 국가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개선되는 모습
― 또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거부율(loan rejection)도 2008년
금융위기시 정점(27%)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는 17%를 기록
유로지역 중소기업 대출접근성 비교

자료 : ECB, K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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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거부율

 중소기업의 양호한 경영실적
o 양호한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경영실적도 양호
― 독일 중소기업의 2008∼10년간 평균 ROA는 12.1%로 같은 기간중
대기업의 ROA(5.7%)를 크게 상회
― 2011년중 ROE는 15.5%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ROE를 크게 상회
독일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OA 비교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ROE1)

자료 : Deutcher Sparkasse und Giroverband

주 : 1) 2011년중 자료 : Bank de France BACH

 성장 및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
o 중소기업*(전산업 기준)의 2008년 대비 2011년의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
율을 주요 유로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수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독일은 모두 10%를 상회
* <참고 5> ｢독일 중소기업(KMU :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의 정의｣를 참조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증가율1)

기업 규모별 고용 증가율1)

주：1) 2008년대비 2011년 증가율. 전산업 기준
자료：European Commission(2012),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재인용(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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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년말 현재 수출 중소기업은 34.5만개로 전체 수출기업(약 35만개)에
서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기업 매출
액의 37.6%(3,622억유로)를 차지
― 2000∼10년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비교해 보
면 독일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이탈
리아, 스페인 등의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하회
기업수

매출액

주 : 1) 2000～10년간 업체당 수출

기업규모별1) 수출증가율

자료 : IfM, 2010년말, Bank de France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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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독일 재건금융지주(KfW : Kreditanstalt für Wideraufbau) 개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각종 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KfW 법｣에 의해 1948.11월 설립된 대
표적인 정부지원기구로 각종 정책관련 금융기능을 수행
o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자 개발은
행으로 수신유치 없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
― 2011년말 현재 KfW가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4,109억 유로로 전체에서 약 89%를 차지
KfW의 수단별 재원조달 규모
(억유로, %)
자본시장
금융시장
기타채무
후순위채
자본
계
3,786
323
311
32
17.8
4,631
(81.8)
(7.0)
(6.7)
(0.7)
(3.8)
(100.0)
주 : 1) 2011년말 기준, ( )내는 비중
자료 : KfW 연차보고서(2011)

o 독일 연방정부가 100% 지급보증함에 따라 KfW 발행채권은 Fitch,
Moody’s, Standard & Poor’s 등 3개 국제신용평가회사로부터 독
일 정부와 동일한 AAA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BIS의 위험가중치
도 0%로 인정
□ KfW의 사업조직은 5개의 사업부로 구성되며 일반 상업은행이 담당
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o ①KfW Mittelstandsbank(중소기업 창업 등 지원), ②KfW Privatkundenbank(주택･환경보호), ③KfW Kommunalbank(사회간접자본 지원), ④KfW
IPEX-Bank(국제 프로젝트 및 수출 지원), ⑤KfW Entwicklungsbank(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및 금융협력)

KfW의 사업현황
KfW 중소기업은행
KfW 민간고객은행
KfW 지역은행
KfW 수출금융은행
개발도상국 지원
전체
자료 : KfW

2009
23.9
16.1
9.4
8.9
4.5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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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8.6
20.0
15.8
9.3
5.7
103.7

2011
22.4
16.7
11.8
13.4
5.8
70.4

<참고 2>
독일의 민간 보증은행 개요

□ 민간 보증은행은 수공업협회, 상공인협회 등의 경제단체 및 은행, 은
행협회, 보험회사 등의 출자와 연방은행감독원(BaFIN)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며 특수은행으로 분류
o 대출 및 리스 보증, 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등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대출이나 예금 취급은 금지
o 은행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일반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지급준비율
과 최소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8%)을 유지
o 보증 대상기업은 독일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업
종이 보증대상
□ 민간 보증은행은 주로 KfW를 통한 장기차입금, 자산운용수익과 이를
활용한 투자이익을 보증운용 재원으로 활용
o KfW를 통해 유럽부흥프로그램(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자
금의 저리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
료 및 등록료 수입,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
용 수익 등으로 재원 조성
o 장기차입금 및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식, 회사채, 금융상품
등에 보수적으로 투자하여 획득한 이익을 보증운용 재원으로 활용
□ 이익잉여금 발생시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대손충당금 설정부족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며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소득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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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독일 바이에른주 투자진흥은행(LfA Förderbank Bayern) 개요

□ 바이에른주 투자진흥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에른 지역의
경제개발 목적으로 1951년에 설립된 특수은행
o 주정부가 투자진흥은행의 부채를 전액 지급보증함에 따라 LfA 발행
채권은 Moody‘s로부터 Aaa 등급으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BIS
위험가중치 0% 인정받았으며 ECB의 적격담보로도 인정
o 은행법(German Banking Act)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자본확충 및 위험
관리 등에 대해 금융감독청(BAfin) 및 연방은행(Bundesbank)의 감독을
받음
o 공적기관이므로 법인세 면제
o 2011년말 현재 동 은행의 총자산은 219억 유로이며, 그중 대출은
18.9억 유로로 약 6,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 재원조달은 40.2억달러로 채권발행 58.2%, KfW로부터의 차입 14.6%, 기
타 27.2%
총자산 추이

자금조달 내역

자료 : LfA Förderbank Bay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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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주요 가족기업 대상의 서베이 결과 주요 내용

□ 독일 중소기업연구소(IfM :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에서 2012년 가
을 주요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 연간매출액 5,000만유로 이상의 405개 기업

o 창업연도는 대체로 1930～90년대이며 평균업력은 84년 정도이며 산
업별로는 제조업 91년, 도소매업 80년, 서비스업이 60년 정도임
o 2011년중 동 기업들의 수출비중은 평균 32%에 달하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2%, 도소매업 15%, 서비스업 22% 정도
창업연도 분포

산업별 업력

자료 : IfM, 서베이 결과(2012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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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수출비중

<참고 5>
독일 중소기업(KMU :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의 정의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IfM과 EU 정의를 활용하고 있음
o IfM 기준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500명 미만이면서 연간매출액은
5,000만 유로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소기업

10인 미만

100만 유로이하

중기업

10~499인 이하

100만 유로초과~ 5,000만 유로 미만

대기업

500인 이상

5,000만 유로이상

자료 : IfM

o EU 기준(2005.1.1.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250인 미
만이면서 연간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총계 4,300만 유
로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분류
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자산총계

영세기업

[10인 미만]

and

[<200만 유로이하>

or

<200만 유로이하>]

소기업

[50인 미만]

and

[<1,000만 유로이하>

or

<1,000만 유로이하>]

중기업

[250인 미만]

and

[<5,000만 유로이하>

or

<4,300만 유로이하>]

자료 : EU, Die neue KMU-Definit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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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동맹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김인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안정 정책체계 구축 논의가 대두
되면서 EU 차원에서도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와 공동 미시건전성감독
등을 위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이 출범(2011.1월)
◆ 그러나 ESFS 출범 이후에도 유로지역의 금융불안 및 재정위기가 확산
됨에 따라 2012.6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유로지역 위기
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조치로서 은행동맹(Baning Union) 추
진을 합의
o 은행동맹은 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단일예금보험기구, 단일감독
규정 등으로 구성
o 단일감독기구는 ECB내에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는 방
식으로 2014년중 출범하되,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험기구는 EU
집행위가 2013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초안(proposal)을 바탕으로 추
진 일정을 협의할 예정
o 단일감독기구 및 단일정리기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기존 부실자
산(legacy asset)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ECB의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asset quality review)가 실시될 예정
◆ 한편 자산실사 결과 밝혀질 부실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문제와 함께 은행동맹내 다양한 EU 기구와 회원국 감독기구 간
의 역할 재정립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

1. 개관
( 은행동맹 추진 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
방하거나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증대*
* 자세한 내용은 윤석헌(2012) 참조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2호(2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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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들은 여러 국제기구와 더
불어 바람직한 금융안정 정책체계와 함께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및 정책기관별 역할 분담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
* 자세한 내용은 김기환(2013) 참조

o 2009.11월 OECD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책임지는 정부, 중앙은행, 감독
당국 등이 정책 목적과 수단 배분시 유의하여야 할 5대 원칙*을 제시
* 정책 시너지 극대화, 정책수단 활용의 일관성, 목적과 수단간의 이해상충 최소화,
기관의 책임성 제고, 납세자 부담의 최소화

o 2011.11월 FSB･IMF･BIS는 G-20 회의에서 시스템적 리스크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5대 핵심요소*를 보고
*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기관간의 명시적인 책무 구분, 기관별 필요 권한과 수단의
확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관련 의사결정체계의 개편, 여타정책과의 조율

□ EU에서도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금융 및 재정 위
기로 전이되면서 EU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위기대응체제 구축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o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 ECB의 단일 통화정책 하에서 회원국간 금리격
차 축소와 역내 은행간 대출증대 등에 힘입어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이 진전된 상황에서 금융감독 및 위기대응 정책은 각회원국
이 담당함에 따라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곤란
― 또한 위기상황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경우 자본유출 발생과 함께 금
리급등과 유동성 경색 등 금융분화(financial fragmentation)가 심화
o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의 경우 재정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 연결고리(linkage)가 강화
□ 이에 따라 2011.1월 EU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와 EU차원의
공동 미시건전성감독 등을 위해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이 출범
o 거시건전성 감독은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가, 미시건전성 감
독은 은행(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증권(ESMA; 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 보험(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등 금융부문별 신설 감독기구가 담당
― ESFS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EU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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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 출범 유럽금융감독시스템 개요

자료 : EU 집행위, 2010.9.22

□ 그러나 ESFS 출범 이후에도 유로지역의 금융불안 및 재정위기가 확산
됨에 따라 2012.6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유로지역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의 경제 및 통화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은행동맹이라는 명칭은 2012.5월 EU정상 비공식회의에서 Barroso EU집행위원장이
처음 사용(EU집행위, 2012.6.22, “Update - The banking union”)

( 은행동맹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 EU는 은행동맹의 목적으로 ① 금융과 재정 간의 연결고리 차단 ② 금융
부문의 감독 강화 및 신뢰도 회복 ③ 공적자금의 보전(납세자 부담 최소화)
등을 거론
① 금융과 재정 간의 연결고리 차단 : 부실은행 지원으로 인해 재정이
동반부실화하는 악순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감독기구의 감
독대상 은행에 대해서는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이 회원국 정
부의 보증 없이도 직접 지원 가능
② 금융부문의 감독 강화 및 신뢰도 회복 : 공통 규정을 통한 통일된 감
독을 바탕으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없애고 다국적 은행에 대
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회원국간의 신뢰도 격차를 축소
하여 EU내 금융분화를 완화
③ 공적자금 보전(납세자 부담 최소화) : 단일정리기구와 단일정리규정 도입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부담 등을 명
확히 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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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동맹은 위의 목적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반 규제 및 기구를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단일감독기구, 단일감독규정, 단일정리
기구 및 단일예금보험기구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
￭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 ECB가 유로지역내 주요
은행을 감독하고 각회원국 감독기구가 나머지 은행에 대한 감독을 담
당
￭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 : EBA가 EU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바젤Ⅲ 관련 공통 규정을 제․개정
￭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EU
차원 단일정리기구 신설 또는 각회원국 정리기구간의 협조체제 구축
￭ 단일예금보험기구(Harmonized Deposit Protection Schemes) : 단일 예금보호기
금을 설립하거나 각회원국 예금보험기금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EU 은행동맹의 4대 요소(pillar)

□ 은행동맹은 유럽국가들이 유럽통합의 기치 하에 단일시장 구축으로부
터 시작하여 통화동맹을 달성한 데 이어 향후 정치․경제적 공동체 달성
을 위한 재정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o 은행동맹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예금보
험 등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재정지원(fiscal backstop) 논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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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EU차원의 은행동맹 추진 경과 )
□ 2012.6.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 없이는 유로지역의 금융
및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동맹
의 일환으로 우선 유로지역을 담당하는 단일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
o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이 EU 집행위원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유로그룹의장(Chair of the Eurogroup)
및 ECB 총재 등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보고서에
서 단일감독기구 등 은행동맹 관련 4가지 핵심요소를 규정
* 유로지역 재무장관 회의

□ 2012.9.12일 EU집행위는 ECB가 단일감독기구로서 유로지역 전은행을
감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감독기구 설립 관련 초안을 발표
o EU집행위는 EU 정상회의 및 유럽의회가 2012년말까지 단일감독기구
설립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
□ 2012.11.27일 ECB는 EU집행위(2012.9.27일) 및 유럽의회(2012.11.5일)로부터
각각 단일감독기구 설립안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은 후 EU집행위의 설
립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자문의견을 발표
□ 2012.12.14일 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 추진 로드맵에 합의
o ECB가 단일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감독대상 은행범위 축소
등 EU집행위 설립안을 일부 수정한 세부사항에 합의
o 한편 단일감독기구 출범 전에 발생한 부실자산(legacy assets)의 처리 문
제, ESM 직접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단일감독기구내 회원국
간 투표권 배분 문제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합의
□ 2013.6.28일 EU 정상회의에서 EU 차원의 단일정리기구 대신 회원국별
정리기구를 설립하되 각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EU 차원의 단일정리규
정 제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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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 2012.12월 EU 정상회의 합의에 의하면 단일감독기구는 2014년중 출범
하되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험기구는 EU집행위가 2013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초안(proposal)을 바탕으로 추진 일정을 협의할 예정
2012.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은행동맹 추진 로드맵

자료 : EU 정상회의, 2012.12.14

□ 그러나 최근 들어 ECB의 단일감독기능 수행 일정이 당초 계획(2014.3월)
보다 지연될 가능성 증대
o 유럽의회의 승인절차가 2013년 하반기에야 완료될 예정인데다 ECB 및
EBA의 감독대상 은행들에 대한 자산실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지연 가
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14.3월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
*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ECB가 출범하는 데도 4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되
었음을 감안할 때 2년도 되지 않는 준비기간을 통해 단일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ECB 면담 2013.6월)

o Asmussen ECB 집행이사는 최근 유럽의회의 입법절차가 9월중 완료될
경우 단일감독기구는 1년 뒤인 2014.9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또한 2013.6월 EU 정상회의에서 단일정리기구 논의를 위한 EU집행위의
초안마련 시한을 2013년 말로 합의함에 따라 ECB의 기대와는 달리 단
일정리기구의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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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 조직 및 ECB 정책위원회와의 관계 )
□ 단일감독기구는 ECB와 17개 유로지역 회원국* 감독기구로 구성
* 비회원국도 회원국 수준으로 감독권한을 ECB에 이양하면 참여 가능

o 현재 ECB 및 17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로시스템(Eurosystem)과 유사
□ ECB내 은행감독관련 정책결정기구로서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고 총 23명의 위원을 둠
o 23명의 위원은 5년 단임의 의장 및 부의장(ECB 집행이사중 1명)과 ECB에
서 파견하는 4명의 대표, 1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
* EU 집행위에서 파견하는 1인 및 단일정리기구 대표도 옵저버로 회의 참여 가능

― 17개 회원국 대표는 중앙은행 또는 감독기구에서 파견(구체적인 대표
선정방식 등은 회원국이 결정)

o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감독위원회의 결정
을 수정할 수 없고 단지 10일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appeal)할 수 있
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중재위원회*(mediation panel)를 통해 최종
결정
* 중재위원회는 회원국이 지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미정)

□ 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기존 통화정
책관련 인력과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함
o ECB는 감독관련 인력으로 총 8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인데, 회원국
감독기구의 기존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방식 등도 활용할 계획
* ECB의 인원은 1,638명(2012년말 기준)
** ECB는 은행의 리스크관리담당 인력 등도 채용할 계획이지만 임금격차 등을 감
안할 대 조기에 가용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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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ECB의 조직 구조

자료 : EU 정상회의, 2012.12.14

( 감독대상 )
□ 단일감독기구(이하 ECB)의 감독대상을 유로지역 회원국의 중요(significant)
은행*으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감독대상 은행 수는 당초 EU집행위의
초안에서 제시된 유로지역 전체(7,059개)에서 약 150 여개로 대폭 축소
* 중요은행에는 ①총자산이 300억 유로를 상회하거나 ②총자산이 회원국 GDP의
20%를 상회하거나 ③ECB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원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④ESM의 구제금융을 수혜한 은행
등이 포함

o 이 경우 유로지역 은행 총자산의 80∼85%가 ECB의 감독대상에 포함
□ ECB의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중요은행은 해당국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
지 않게 되며 EC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여타 유로지역 은행들은
회원국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게 됨
( 감독권한 및 각 회원국과 감독기구와의 관계 )
□ ECB는 감독대상 중요은행에 대해 EU 법령에서 규정된 임점검사를 포
함한 건전성감독(prudential supervision)관련 업무를 수행
o 건전성감독과 관련한 주요 권한*은 인허가 및 취소, 규정(guidelines,
regulation)의 제․개정, 자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판단, 적정 자기자본
및 유동성 수준 점검, 지주회사 감독, 건전성관련 조기경보 발동 등
* 세부 내역은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2/st17/st17812.en12.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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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CB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들에 대한 일반감독규정(general
directives)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 일반감독규정의 획일적 적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음
□ 회원국 감독기구는 ECB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ECB의 감독대상에서 제
외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외국은행 지점, 금
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
o 또한 회원국 감독기구의 경우 ESRB와의 협조를 통해 거시건전성 위험
(macro-prudential risks)을 모니터링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설
정할 수 있으며 ECB는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간 상호관계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필요시 동 적립비율의 상향 조정을 명령할 수 있음
( 의사결정방식 )
□ ECB내 감독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통상 단순 과반수로 하되 규정 제･개
정의 경우에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결정
* EU 법안은 ①회원국의 67%가 찬성(EU집행위가 제안할 경우 50%)하거나 ②가중다
수결 하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된 가중투표권(352표)의 74%를 획득하거나
③특정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EU인구수의 62%를 넘는 경우 통과

o 비유로지역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감독위원회에서
기존 유로지역 회원국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
( 책임성(Accountability) )
□ 감독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 대해 최
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
o 아울러 감독위원회는 ECB의 연차보고와는 별도로 유럽의회, EU 정상
회의, EU 집행위, 유로그룹에 대해 연차보고를 실시
o 감독위원회 의장은 유럽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하며 회원
국 의회의 감독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에도 응해야 함
( ESFS 및 EBA와의 관계 )
□ EU집행위는 단일감독기구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EU 전체 차원의 유럽
금융감독시스템(ESFS ;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과 관련하여
예정대로 은행, 증권, 보험 부문별로 필요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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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집행위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감독기구도 EU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ESFS의 테두리내에 있는 일부분이라고 설명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단일감독기구 출범과 관계없이 당초 부
여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예정
o EBA는 EU 전체 차원에서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준수해야 하는 감독관
련 단일감독규정집(single rulebook)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EU
회원국간 감독관행의 정합성(convergence & consistency) 확보에 노력
□ 한편 ECB도 자체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지역 은행
을 대상으로 하는 ECB의 규정과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BA의 단
일감독규정집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양 기관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
할 예정
* 2012.9월 EU집행위의 초안에서는 ECB 감독위원회 인사가 EBA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EBA의 영향력 약화 등을 우려한 영국 등의 반대로
동 조항이 삭제

o EBA 의장은 ECB 감독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석, ECB는 단일감독기구로
서 EBA 뿐 아니라 보험 및 증권 감독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구축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 단일정리기구 설립 )
□ 2012.6월 EU집행위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단일정리기구 설립을 위한
초안(proposal)을 발표하였으며, 2012.12월 EU 정상회의는 2014년 상반기
까지 단일정리기구에 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o EU집행위는 EU 차원의 단일정리기금(a single European resolution fund)을
조성하는 대신 회원국별 정리기구(또는 정리기금)간의 유기적인 협조관
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
□ 2013.6월 EU 정상회의는 EU 차원의 단일정리기구 대신 각회원국별 정
리기구(또는 정리기금)를 우선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자율적인 협
약을 통해 국별 정리기금간의 대차거래가 가능하도록 합의
o 또한 단일정리기구가 단일감독기구 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3.12월말까지 EU집행위가 단일정리기구 초안(proposal)을 마련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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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 정리기구의 권한 및 정책수단 )
□ 회원국별 정리기구는 은행* 부실화의 초기단계부터 자구계획 마련, 경
영진 교체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한과 수단을 확보해야 함
*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리만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 포함 여부는 추후
논의

□ 회원국별 정리기구는 부실은행의 정리･청산이 불가피할 경우 영업양도,
합병, 가교은행 설립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EU의 국별 정리기구의 단계별 정책 수단

자료 : EU집행위 및 EU각료이사회

□ 한편 EU집행위는 다국적 은행(cross-border bank)의 부실화와 정리․청산 대
비를 위해 회원국별 정리기구간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
를 위해 EBA가 은행부실 및 정리와 관련된 중재역할 뿐 아니라 국별
정리기구간의 협력 및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회원국별 정리기금 조성 및 사용 절차 )
□ 각회원국은 자국내 은행들로부터 부채구조 및 리스크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갹출하여 정리기금(resolution fund)을 조성하고 회원국간 자율적
인 협약을 통해 국별 정리기금간의 대차거래를 실시
o 동 기금은 단일정리기구가 출범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 예금의 최소 0.8%에 도달할 때까지 사전적(ex-ante)으로 적립하
며, 회원국별로 기존 예금보험기금을 정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 회원국별 정리기구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기금의 사
용처를 제한*하고 bail-in 방식을 도입하되 구체적 시기는 추후 논의
* 가교은행에 대한 대출,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특정자산 매입,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한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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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부실은행 처리시 공적자금에 의해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bail-out 방식 대신 주주, 채권자 등에게 정리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시키는 bail-in 방식을 도입
o 다만 2013.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bail-in 대상에서 일부 은행부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회원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자
의 범위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 부보 예금, 커버드본드, 부실은행 근로자 임금 및 연금, 부실은행의 운영경비, 7
일 미만 만기의 지급결제관련 부채, 7일 미만 만기의 은행간 부채 등

( 부실징후 은행의 정리･회생 여부 결정권 )
□ EU집행위는 ECB가 부실징후 은행을 파악하는 감독권한을, ESM이 동
은행의 정리･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각각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
*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은행의 정리･회생 여부
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 그러나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EU기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EU조약
개정사항이므로 조약개정 전까지는 각회원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단일예금보험기구(Harmonized Deposit Protection Schmes)
( 현행 예금보험제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는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최저 예금보호한도
를 통일하여 2011.1월부터 10만 유로로 증액*
* 2010년말 기준 EU지역 은행 예금계좌(deposit account)의 95%가 보호대상에 포함

EU 주요 회원국의 예금보호한도 추이
(예금보호한도, 유로)

자료 : EU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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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호대상은 개인, 기업을 포함하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금은 제
외하되 보호대상 예금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가진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비EU회원국 통화표시 예금도 포함
(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기금 적립 )
□ EU집행위는 각회원국의 예금보험기금이 2020년말까지 중간규모의 은행
도산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적(ex-ante)으로 보호대상 예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일부에서는 유로지역 예금보험기금 규모를 500억∼700억 유로 정도로 추정(CEPS,
2012)

□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각회원국이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매년 보호대상
예금의 일정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사전적으로 적립할 것을 제안
o EU집행위는 각회원국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예금보
험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 단일예금보험기구 도입 시기 )
□ EU집행위는 2013.12월까지 단일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초안(proposal)을 마
련하여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
o 또한 회원국별 예금보험기금을 유지하는 동안 회원국간 예금보험기금
의 협조관계 구축 등에 관한 방안을 2014년말까지 마련할 예정
□ 그러나 EU내 각회원국의 예금보험기금 운영방식의 차이, 독일 등의 반
대 등을 감안할 때 단일 예금보험기구 도입시기가 지연될 가능성
o 특히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 자국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권리 상
실 및 자국 건전은행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어 EU
차원의 단일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 ECB 면담(2013.6월), Commerzbank(2013.6)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
□ EBA는 바젤Ⅲ를 반영하여 EU 회원국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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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일감독규정은 바젤Ⅲ 도입에 따라 2014.1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
되 2019.1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
* 여타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 일정 등에 따라 적용시기 조정이 가능(EU집행위)

o 단일감독규정은 자기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비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 바젤Ⅲ 관련 핵심 건전성감독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
국별 감독규정에 반영해야 하는 최상위 규정으로 기능
□ 단일감독기구는 EU 법령(Directive) 등에 의거하여 영업 허가 및 취소, 건
전성 감독, 지배구조,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

4. 향후 과제
( 기존 부실자산 처리 및 자산건전성 분류 재검토 )
□ 단일감독기구 및 단일정리기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실자산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회원국간의 이견*이 지속
* 독일의 경우 기존 부실자산은 각회원국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탈
리아, 스페인 등은 새로운 단일감독기구와 단일정리기구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 아울러 ECB는 과거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자산 중 ‘부실’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감독대상 은행의 자산에 대한 전반적
인 실사(asset quality review)를 주장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 ECB의 자산실사 실시에 대해 합의
o 다만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적립 등이 필요한 은행 및 회원국이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어 동 이견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Asmussen ECB 집행이사는 ECB가 단일감독기구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
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산실사는 2014.1/4분기까지, 스트레스테스트는
EBA와의 협력하에 2014.2/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2013.6.26)

( 자본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
□ ECB의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 후 필요한 자본확충 자금은 해
당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취약국의 경우 감당하기가 거의 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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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ESM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가용자금규모가 600억 유로에 불과
하여 예상 필요액보다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다 ESM의 지원은 단
일정리기구의 출범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가용 여부도 불확실
글로벌 금융위기후 2008～11년중 EU회원국의 은행자본확충(보증포함) 지원 금액
(억유로)
회원국 아일랜드 영국
금액

3,497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기타회원국

2,996 2,592 1,577

1,164

1,037

952

724

695

885

자료 : Handelsblatt, Bloomberg재인용

( EBA 등 기존 감독기구와의 역할 정립 필요성 )
□ EU집행위는 감독기구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EU 감독기구와 각회원
국 감독기구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CB의 역할 확대 및 EBA의 영향력 약화가 불가
피해지면서 EBA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온 영국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
o 또한 일부에서는 중요은행의 감독권을 ECB에 이양하는 각회원국 감독
기구가 ECB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에 대해서도 우려
□ 이에 따라 은행동맹내 주요 기구간의 여갈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재연
될 가능성
은행동맹관련 주요 기구 및 ESM

자료 :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2012.9

( 재정과 은행부문간의 악순환 연결고리(linkage)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 )
□ 은행동맹의 진전과 함께 EU 및 유로지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는 종전보다 크게 제고될 전망(Commerzbank 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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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은행의 국채 보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은행동맹의 진
전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재연될 경우 은행부실이 심화
되고 ESM을 통한 은행부문 지원이 한계에 달할 경우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재정 부실 → 국채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 부실 → 은행부문 지원을 위한 ESM 여
력 한계 → ESM 또는 은행부문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 → 재정 부실 심화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로지역 회원국 국채 및 정부대출
(십억유로)

자료 : Commerzbank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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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은행 자본규제 강화와 쟁점*
최철호 런던사무소 차장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안정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비
중이 높은 영국에서는 정부가 은행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영란은행 및 감독당국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를 도모
o 정부는 은행산업 개혁위원회(ICB) 및 의회의 금융기준위원회(PCBS)의
권고를 반영하여 은행산업의 구조적 개혁, 조직문화 혁신 및 경쟁 강
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
o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는 은행 자기자본이 과다계상되어 있음
을 지적하고 감독당국(PRA)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감독당국은
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준수를 위한 자본확충을 요구
◆ 그러나 이러한 은행 자본규제의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
고 있고 정치권도 경제회복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
o 영란은행은 은행의 자본확충이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대출증대를 위해
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자산축소로
인해 대출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o 의회 및 언론 등은 금융안정을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를 권고하
고 있는 반면, 정부는 동 비율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할 경우 은행산업
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o 정부는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에 대해 현재와 같은 경제부진 상황에
서는 경제성장에 보다 유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언론
등에서는 이를 동 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침해로 평가
◆ 이와 같이 은행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초기단계부터 논란이 확산됨에 따
라 향후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규제방안들이 일부 완화
될 가능성
o 한편 지난 7.1일 취임한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는 Mervin King
전임 총재에 비해 정부와의 정책협력 및 은행산업 규제 등에 대해 유
연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4호(2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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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Ⅲ 도입 등 금융안정 노력이 강화되는 가
운데 영국에서도 은행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산업 개혁위원회｣(ICB;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를 구성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
o ICB는 Issue Paper(2010.9월), 중간보고서(2011.4월) 및 각계의 의견수렴 등
을 거쳐 2011.9월 최종보고서를 발표
o 2011.12월 정부는 ICB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이 정부 입장과 대체로 동
일하지만 일부는 수용하기 어렵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2012.6월에는 이를 보완한 입법계획(White paper)을 발표
□ 한편 2012.7월 LIBOR 조작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영국의회는 여․야 합
동으로 ｢금융기준위원회｣(PCBS;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를 구성하여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관행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2013.6월 정부 앞 권고
□ 이와 같은 각계 의견 및 권고안,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국제기
준 등을 반영하여 영국정부는 2015.5월까지 은행산업 개혁과 관련한 입
법을 완료할 계획이나 최근 의회 논의 및 감독당국의 규제 등이 가시
화되면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자본규제 등에 대해 논란이 확대
⇒ 본고에서는 은행 자본규제 강화 논의와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바젤 Ⅲ의 자본규제 강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
기 위해 자본규제 강화를 추진*한 결과, 금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
최종적인 완결을 목표로 Tier 1과 Tier 2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완
충자본을 새로이 도입
* 은행의 대출손실 및 상각을 위한 재원이 보통주 및 내부유보 등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기본자본의 질적 수준 및 규모
제고, 리스크의 커버리지 확대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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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자본과 완충자본으로 구성되는 총필요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8%에
서 10.5%로 상향조정
― 총자본(위험가중자산의 8%)은 Tier 1 자본과 Tier 2 자본으로 구성
▪ Tier 1 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4%에서 6%로 확대하되, 이중 자기
자본은 2%에서 4.5%로 확대하고 내부유보와 보통주로 구성되며 나
머지 추가적인 자본은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은행의 후순위채보다
순위가 낮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야 함*
* 자기자본과 이를 포함한 Tier 1 자본은 금년말까지 각각 3.5% 및 4.5%, 2015
년말에는 각각 4.5% 및 6.0%를 목표

▪ Tier 2 자본은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순위가 낮으며 보증에 의
해 커버되지 않고 최초만기는 5년 이내이며, 상환 인센티브가 적용
되지 않고 파산시 손실흡수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Tier 1 및 Tier 2 자본 이외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을 2.5%로 설정*
* 완충자본 목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2016년 0.625% → 2019년말
2.5%)

□ 은행들은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0.5%를 총필요자본으로 보유해
야 하며,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
로 자본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
o 또한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는 파산시 금융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자본적립(위험가중자산의 2.5%, 단계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이 필요하며, 추가자본은 Tier 1 자기자본으로 구성하도
록 권고
□ 또한 자본규제를 보강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여 레버리지
비율(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3%를 설정
□ 이에 따라 영국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는 EU 차원에서 바젤
Ⅲ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CRD Ⅳ)가
공개되자 이를 영국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Consultation
paper를 8.2일 발표
o 10.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1월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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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은행 자본규제 강화 논의
1. ICB 및 PCBS의 금융개혁방안
□ ICB는 금융산업 개혁방안으로 중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ring-fencing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loss absorbency) 제고라는 이원적 접근법을 제시하
고 영국 정부는 이를 금융개혁법에 반영
① (Ring-fencing)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중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금융시스템의 충격으로부터 분리
―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주로 소매금융업무)를 도매금융과
구조적으로 분리(ring-fencing)하고 ring-fencing된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부문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 중요 금융서비스 업무를 금융그룹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
크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전염(contagion)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금융
그룹의 일부 부문이 파산할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정리
― Ring-fencing 대상기관 및 동 기관의 영업활동범위 등은 재무장관이
결정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예금수취, 결제계좌 및 관련 당좌대월
등은 ring-fencing 대상에 포함
▪ 대기업 및 거액자산가는 ring-fencing된 은행에 예금할 수 없으며,
투자거래활동 및 파생상품 등은 ring-fencing 대상에서 제외
② (예금자 우선보호) 채권보유자보다 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
여 은행 파산시 금융소비자보상기금(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보호된 예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하여 예금지급 불능 리
스크를 축소
③ (손실흡수능력(PLAC; Primary Loss Absorbing Capacity) 강화) Ring-fencing된
대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ring-fence buffer(3%)를 포함하여 바젤 Ⅲ
(7%)보다 높은 10%까지 상향조정하고 Ring-fencing된 은행은 위험가중
자산의 최대 17%를 PLAC*로 보유토록 의무화
* PLAC는 자기자본, 잔존만기가 최소 12개월 이상인 후순위 및 상위 무담보채무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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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은행에 대한 자본 기준

자료 : ICB, Final Report(2011.9월)

□ ICB가 은행의 자본요건 강화 및 ring-fencing 등 구조적 규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PCBS는 은행산업의 조직문화 혁신 및 경쟁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은행산업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2013.6월 정부에 권고
o 고위임원별 핵심책임(key responsibilities)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new Senior Persons Regime)하고, 은행 및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적격 자격제도 도입(Licensing Regime)
o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한 불법행위(reckless misconduct)에 대해 형사
처벌(criminal sanction)을 강화하며, 은행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경영자는 책임한계 내에서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
(reversing burden of proof)

o 고위직원의 보너스 지급을 최대 10년까지 이연할 수 있고, 공적자금
투입시 지급된 보너스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
o 은행내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시스템적 취약성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PRA)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감독당국
에 시장효율성 및 고객만족 등을 위한 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목표를
부여
o 지급결제위원회의 운영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9월부터 실시
되는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의 원활화(9일 이내) 보장
* 고객이 예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동 계좌에 연계된 자동 입출금 서
비스 등도 자동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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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는 이와 같은 PCBS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여 의회에서 심의
중인 금융개혁법(The Banking Reform Bill,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에 반영할 계
획
o 그러나 영란은행 앞 레버리지비율 설정권한의 즉각적인 위임 및
UKFI*(U.K. Financial Investment Ltd)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
명하였고, RBS의 break-up 매각(good bank 및 bad bank로 분리) 등에 대
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
*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은행에 대한 지분 관리 등을 위해 설립

2. 영란은행 FPC의 은행 자본규제 강화
□ 2012.11월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는 신용경색 발생시 은행들의
손실 흡수와 신용가용성 유지를 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을 제기
o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공급을 축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영업활동 및 대차대조표의 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감독당국에 요구
o 아울러 FPC는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 예상손실 과소평가 가능성*, 상
품판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된 배상에 대한 충당금 과소적립**, 위험가
중치 적용에 따른 자본포지션 과다계상***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자본
이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주요 은행의 실제 완충
자본은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
* 유로지역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은
행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증권거래포지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
** LIBOR 조작,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및 금리스왑 판매 등과 관련하
여 장래에 배상해야 될 금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은행의 내부평가기반모델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치를 결정함에 따라 필요자본금
액 규모가 은행별로 현저히 다르게 산정됨

□ 2013.3월 FPC는 이처럼 과다계상된 자본비율을 수정할 경우 은행들의
자본부족 규모가 2012년말 기준으로 250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평
가하고, PRA에 대해 주요 은행 및 주택조합(building society)들이 2013년
말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을 최소 7% 보유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PRA는 8개 주요 은행 및 주택조합의 자본부족 규모를 조사
하여 6.12일에는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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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lays, Co-operative Bank, HSBC, Lloyds Banking Group, Nationwide,
Royal Bank of Scotland, Santander UK, Standard Chartered

o 2012년말 기준 자본부족규모는 5개 은행*, 총 271억파운드이며, 자본부
족은행의 자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4년 상반기까지 동 은행들의 위
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7%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Barclays, Co-operative Bank, Lloyds, Nationwide, Royal Bank of Scotland

o 다만, Barclays 및 Nationwide의 경우 동 비율이 7%를 넘어서더라도
레버리지비율이 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추
가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가급적 조기(시장에서는 2013년말로 추정)에 개선
토록 조치할 예정
* Barclays 및 Nationwide의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2.2%, 2.1%로 금년말까지 3%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 및 모기지대출 등의 자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

4. 주요 쟁점
1. 자본확충과 은행 대출확대
□ 영란은행은 자본이 취약한 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기 어렵
기 때문에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최근의 대출부진도 은행들이 손실흡수자본을 과소보유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평가
o 현재 영국은행들은 잠재적 손실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본규모가 적정
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충자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2012.11월, Mervyn King 총재)

o 자본확충은 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자본확충을
위해 내부유보를 사용하거나 상여금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신규 주식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2013.5월, Andrew Bailey 부총재)
□ 반면 정부 및 금융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대규모 자본
확충을 시급히 강요할 경우 대출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o 영란은행이 은행들에게 지나친 자본확충을 강요함에 따라 중소기업대
출이 위축되고 경제회복을 저해(2013.7.24일, Vince Cable 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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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시장에서는 추정 자본부족규모의 대부분이 RBS 및 Lloyds 은행에
국한된 것인데 모든 은행들에게 자본확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대출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많은 은행들은 단기간의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신규 자본을 조달하
기보다 기존 자산 및 대출축소로 대응할 가능성
□ 한편 Martin Wolf(FT 부편집자)는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
이 경제회복에 필요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본확충이 대
출확대를 위해 긴요함을 강조(FT 6.12일, 2013)
o 많은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대출간에 직접적인 관계(즉 통
화승수)가 있다고 보고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지준은 향후 대출 및
통화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o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지급능력이 있는 은행은 필요준비금을 중
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준수준이 대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은행 및 고객의 지급능력임
□ Anat Admati & Martin Hellwig는 자기자본 확충이 대출을 억제할 것이
라는 은행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을 20∼30%까
지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The Bankers’ New Cloth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2. 은행자산 규모와 레버리지 규제
□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은행의 규모확대 및 집중현상이
크게 심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BIS를 중심으로 국제사
회는 “too big to fail”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
* Jerome H. Powell, “Ending ‘Too big to Fail’”,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2013 Washington Conference, Washington D.C.(Mar 4, 2013) 참고

o 대규모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Basel Ⅲ의 자본 및 유동
성 규제 강화, 미국 Dodd-Frank 법안의 건전성 기준 강화 및 파생금
융상품의 CCP 청산 등이 추진되고 금융기관에 대해 stress test 등을
실시
o 이러한 금융개혁 외에도 업무영역 제한(activity limits), 은행규모 제한(size
limits) 및 금융기관 분리(break-up) 등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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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지역 국가들은 GDP 대비 은행자산
규모가 일본 및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의
은행들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으로 평가
주요국의 GDP 대비 은행자산 규모 비율(2010년말 기준)

자료 : TheCityUK, ⌜Banking⌟(May 2012)

□ 한편, 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바젤 Ⅲ의
자본규제방식은 필요 이상 복잡하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에 따라 자기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은행 B/S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 John Plender, “The world is still being held hostage by its rotten banks”, (FT
2013.6.21일)

o 영국 ICB의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레버리지 비율을 4%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영란은행의 Mervyn King 전임 총재 및 Andy Haldane
집행이사도 국제기준보다 높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
장*(2013.6.25일)
* 미국 Brown-Vitter 법안의 경우 대규모 은행에 대해 레버리지 비율을 최소 15%
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FDIC의 Tom Hoenig 부의장은 10%, Paul
Volcker 및 Sheila Bair(전 FDIC 의장) 등은 8%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o 그러나 영국정부는 레버리지 비율을 국제기준보다 높게, 또 조기적용
할 경우 경제회복 저해 및 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
고 레버리지 비율 설정권한의 영란은행 앞 부여 여부도 향후 국제적
논의전개과정을 지켜본 후 2017년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대출확대보다는 디레버리징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실물경
제에 대한 충격효과(knock-on effect)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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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월 영란은행 FPC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경기대응 완충
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및 부문별 자본규제(sectoral capital
requirements)만을 승인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제외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18일 PRA는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7%를 초과하더라도 레버리지 비율이 3%에 미달할 것
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Barclays 및 Nationwide)에 대해 가급적 조기에 이
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발표
o 이로 인해 감독당국에 대한 정․재계의 로비 및 압력이 본격화되었고,
당시 Mervyn King 총재 및 Paul Tucker 부총재 등이 이에 강력히 반
발하였으나 지난 7월 PRA는 레버리지비율 개선시한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Nationwide는 2015년말, Barclays는 2014년말로 결정)
□ 현지 언론들은 영국정부가 이와 같이 감독당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FT, 7.24일)
o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당
국을 설립해 놓고는 다시 감독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스스로 설정한
감독체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임
― 특히 PRA의 위상은 설립초기단계에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는데 정
부가 금융감독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
해악을 끼칠 우려
o 한편 PCBS는 7월 보고서에서 정부가 레버리지 비율을 통제하려는 생
각을 버리고 레버리지 설정권한을 영란은행의 FPC에 지체 없이 부여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영란은행 Andy Haldane 집행이사도 의회
재무위 증언(6.12일)에서 레버리지비율 설정권한이 FPC 앞으로 부여되
어야 한다고 주장
3. 경제성장 지원과 금융안정
□ 영국정부가 경제운용전략을 통화확대,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급측면 개
혁(monetary activism with fiscal responsibility and supply side reform)으로 설정함
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수단인 재정, 통화 및 금융(거시건전성)정책간 상
충 및 중첩*(conflicts and overlaps)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 MPC는 통화정책을, FPC는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하며, FLS(Funding for Lending
Scheme)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영란은행 집행부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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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Osborne
재무장관은 통화 및 금융정책이 대출확대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
하길 기대
o 특히 자본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책이 경제성
장에 유의하여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Osborne 재무장관은 당초 영란은행 FPC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보호 및 제고”라는 단일 목표를 책무로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입법과
정에서 “당초 목표를 충족하는 전제하에서(subject to that) 정부의 성장
및 고용 목표 등 경제정책 지원”을 제2차 목표로 추가(2012.6월)
o 영란은행의 MPC와 FPC는 모두 고유의 목표(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 지원이라는 제2차 목표가 부여되어 있음*
* MPC : to maintain price stability subject to that, to support the economic policy
of Her Majesty’s Government including its objectives for growth and
employment(영란은행법 11조)
FPC :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by the Bank of the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 and subject to that, supporting the economic policy of Her
Majesty’s Government, including its objectives for growth and employment(영
란은행법 9조)

□ 2012.10월 Andrew Bailey 당시 영란은행 집행이사(현 부총재 및 PRA 청장)
는 FPC의 경우에도 MPC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이라는 제
2차 목표가 부여되겠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융정책이 통화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o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
치로 표시되지 않아 감독당국이 평가하는 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체제 전환기에 중앙은행과 시장의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
o 금융시스템의 복원력과 경제성장간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상
호 작용(interact)하는 관계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경우 금융시스
템도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역도 성립
o 금융정책은 미래 시점의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에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며, 목표의 우선순위(hierarchy)도 미래지
향적으로 평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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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3.3월 FPC는 영국은행들에 대해 2013년말까지 대규모 자본확
충 조치를 취할 것을 PRA에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4.30일 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영란은행 FPC 앞 정례책무(annual
remit) 부여 서신을 통해 현 시점에서 FPC가 금융안정보다 단기적인 경
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음
* 현재,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대규모 자본확
충을 경기부진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영국은행연합회)

o FPC의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간에는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
을 수 있지만 현 경기순환단계에서 FPC는 금융정책이 경제회복에 미
치는 단기적인 영향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
□ 또한 7.23일 Vince Cable 산업부장관은 영란은행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규제체계를 통해 영국의 경제회복을 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데 이
어 George Osborne 재무장관도 Mark Carney 신임 영란은행총재가 은
행 자본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
o 영란은행이 모기지대출회사인 Nationwide에 대해 레버리지 비율을 3%
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
는 Osborne 장관도 불만을 제기
□ 이와 같이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가시화되자
영국하원 재무위원회는 6.10일 정부의 영란은행 주요 정책위원 임명과
정 및 FPC의 독립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o 하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Andrew Tyrie는 이러한 의회의 조치에 대해
FPC의 독립성은 초기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관행화하여
야 하며,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서로 타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 FT 등 현지 언론은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신용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은행자본의 건전성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은
행의 건전한 토대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규제완화는 이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o 한편 런던금융시장에서는 Mark Carney 총재가 전임총재보다는 금융안
정과 경제성장 지원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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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융산업 의존도로 인
한 폐해를 크게 받아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
원에서 국제기준보다 규제강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감
독당국의 독립성 및 권한도 강화하였음
o 지난 4월 FPC 및 PRA 등 신금융감독체제가 공식출범하였고,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관련 법령 등의 입법을 완료할 계획
□ 그러나 감독당국이 실제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은행산업이 반발하고 있
고 감독당국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추진하던 정부도 경제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부진한 상황에서는 금융안
정보다 경제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o 반면, 언론 및 일부 정치권(의회 재무위원장 Andrew Tyrie 등)에서는 영란은
행 FPC 및 PRA의 독립성이 초기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관행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한편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의 경우 Mervyn King 전임총재*에 비
해 정부와의 정책협력 및 은행산업 규제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
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FPC 및 PRA의 감독규제가 다소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존
* 바젤 Ⅲ는 2019년부터 3%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Mervyn King
전임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의 경우 조기실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
려짐

□ 그동안 영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처럼 감독당국이 은행자본 규제를 시
행하는 초기단계부터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입법 및 시행과정에
서의 변화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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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포워드 가이던스의 특징 및 평가*
양석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ECB는 주요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
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공표(7.4일)함으로써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
이션 수단으로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도입하였음
◆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경제상황에 대한 조건부 성격을 강조하면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 전망관련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구체적인 실업률 및 인플레
이션을 기준치(threshold)로 제시한 미 연준 및 영란은행에 비해 상대적
으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추가적인 완화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o 그러나 향후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에는 ECB가
미 연준 및 영란은행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ECB 포워드 가이던스의 개요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
□ 유럽중앙은행(ECB)은 7.4일 개최된 정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정책
금리*가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expect the key ECB interest rates to remain at present or lower level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이라고 공표
* 기준금리(고정입찰금리) 0.5%, 한계대출금리(은행에 대한 익일물 대출금리) 1.0%,
초단기수신금리(은행으로부터의 익일물 예금금리) 0.0%
** 종료시점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탄력적 기간(flexible horizon)

□ 이는 ECB의 이원적 분석체계(two-pillar analytical framework)인 경제분석
(economic analysis) 및 통화분석(monetary analysis)에 의한 다음 3가지의 평
가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
①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 저조(the overall subdued outlook for inflation
extending into the medium term)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6호(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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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물경기의 전반적 취약(the broad-based weakness in the real economy)
③ 통화량 및 신용 증가세 부진(subdued monetary dynamics) : 경제분석 결과
고용 및 설비가동이 미흡한 가운데 총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통화분석 결과도 기조적
통화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여 이를 뒷받침(cross-check)
⇒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
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orientation)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
이던스(Forward Guidance)”의 도입을 의미
* Draghi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도입을 중앙은행 정책반응함수의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단지 통화정책에 관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수단의 변화라고 강조(7.4일)

2. 포워드 가이던스의 도입 배경
□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이 지난 5월 ECB의 정책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로지역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평가
o 유로지역의 시장금리 상승은 미국의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가능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
o ECB는 특히 단기시장금리 상승이 ECB의 경제상황 평가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ECB는 단기시장금리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ECB의 평가와 부합하지 않다고
(unwarranted) 언급하였으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시장불안에 대해
서는 직접적 언급을 회피

유로지역 장단기 시장금리

자료 : Bloomberg

OIS금리에 반영된 선도기준금리

자료 :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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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일 ECB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 공표 직전일(7.3)
까지 OIS(Overnight Index Swap)금리에 반영된 선도 기준금리가 20∼
30bp 상승하였으며 특히 6월 하순 상승폭이 크게 확대
□ 이에 대해 ECB는 유로지역 시장금리의 과도한 상승 억제 및 시장심리
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clarify) 하고 통화정
책 전략(strategy)을 더욱 자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시장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정책금리* 결정이 기조적 경
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물가전망에 대한 평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
*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에 대한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에 따르
면 장기 시장금리는 현행 단기(정책)금리, 미래예상 단기(정책)금리, 기간 프리미
엄 등에 따라 결정

o 이에 따라 ECB는 경제여건 및 통화여건 분석 결과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낮다고(overall subdued)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
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정책금리가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공표

2. 중앙은행 포워드 가이던스 형태와 ECB 포워드 가이던스의 특징
< 중앙은행 포워드 가이던스 형태 >
□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는 ①오디세우스(Odyssean) 또는 델포이(Delphic),
②기간조건부(Time-contingent 또는 Open-ended) 또는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③정량적(Quantitative) 또는 정성적(Qualitative)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
1 오디세우스(odysesean) 또는 델포이(Delphic) 분류*
□

* "Macroeconomic Effects of Federal Reserve Forward Guidance”(Campbel et al,
2012)에서 소개된 분류방법

□ 포워드 가이던스의 내용이 특정 임계치(threshold)에 대한 구속력(binding)
의 정도 또는 지표 등의 특정화(specific) 정도가 강할수록 “오디세우스”
방식*으로, 상황에 따른 조건부(conditionality) 성격이 강할 경우 “델포이”
방식**으로 분류
*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로마신화의 율리시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자기 몸을 배의 돛대에 묶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
**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델포이 신전(Delphic Oracle)에서 신탁을 받아 미래를 통
찰하고 예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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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우스(Odyssean) 방식
o 중앙은행이 향후 어떠한 행태(behavior)를 보일 것을 미리 약속(commitment)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정책반응함수(reaction function)의 파라미터나
목표(goal)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통화정책 전략을 수행
o 최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 중앙은행이 정책반응함수에 의한 통상
적 전략(usual strategy)에서 벗어나 상당기간동안 현 수준 이하에서의 정
책금리 유지를 약속*함으로써 추가 금리인하 없이도 신용여건 완화 및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
* 중앙은행이 책무(mandate) 및 법규(statute)에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
(strategy)을 고수(anchor)하고 구체적 조치(action)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델포이(Delphic) 방식
o 중앙은행이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전망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중
앙은행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디세우스 방식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 오디세우스 방식과 달리 중앙은행 조치에 대한 약속(commitment)은
아니며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의 전망이 실현되는 것을 조건
부(conditional)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경로(policy expectation
path)가 형성되도록 유도
― 이에 더하여 중앙은행이 향후의 정책금리 경로를 직접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확률분포, 신뢰구간 등을 같이 공표함으로써 새
로운 정보가 추가될 경우 경제전망 및 이에 따른 정책금리 경로가
수정(update)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 일본은행, 미 연준, 영
란은행 등은 기준치(threshold)에 대한 구속력(binding)의 정도와 지표 등의
특정화(specific)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오디세우스 방식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
o 일본은행은 1999.4월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제로금리정책
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3.7월에는 인플레이션율
2%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양적완화(QE)를 지속할 것
임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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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8월 한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중단되었으며, 2010.10월에는 델포이방
식의 포워드 가이던스(on condition that no problem will be identified in
examining risk factors)도 실시한 바 있음

o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2008.12월 재도입* 이후 델포이방식에서
점차 오디세우스 방식으로 변화
* 2003.8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처음 도입(In these circumstances, the Committee
believes that policy accommodation can be maintained for a considerable period)
한 이후 2005년말 중단되었다가 2008.12월 재도입
- 2008.12

- 2009.3

- 2011.8

- 2012.1

- 2012.9

- 2012.12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weak economic conditions
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of the federal
funds rate for some time.”
“The Committee...anticipates that economic conditions 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of the federal
funds rate for an extended period.”
“The Committee currently anticipates that economic
conditions...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least through mid-2013.”
“...the Committee...currently anticipates that economic
conditions...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least through late 2014.”
“...the Committee...currently anticipates that economic
conditions...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least through mid 2015.”
“...the Committee...currently anticipates that this exceptionally
low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at
least as long as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above
6-1/2 percent, inflation between one and two years ahead is
projected to be no more that a half percentage point above
the Committee’s 2 percent longer-run goal,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continue to be well
anchored.”

o 영란은행은 2013.8월 실업률을 지표로 사용하고 Knock-out 기준*을 설
정하는 등 미 연준과 유사**한 형태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
* ①향후 18∼24개월 기간중 인플레이션율이 2.5%를 상회할 경우, ②중기적 인플레
이션 기대가 안정(well-anchored)되지 않을 경우, ③통화정책 스탠스가 금융안정
을 위협한다고 금융정책위원회(FPC)가 판단할 경우
** 일부에서는 비록 형태면에서는 미 연준과 유사하나 취지상으로는 금융시장의 통
화정책방향에 대한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가깝고 장기간 저금리 유지를 통한 경기부양
에 초점을 둔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구분된다고 주장(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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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조건부(Time-contingent 또는 Open-ended) 또는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

* 영란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검토 보고서(Monetary policy trade-offs and
forward guidance, 2013.8)에서 분류한 방법

기간조건부(Time-contingent 또는 Open-ended)
o 기간이 특정된 경우(Time-contingent)는 향후 통화정책 변경시기가 제시
되어 있으므로 단순명료한 것이 장점이나, 당초 전망과 달리 기조적인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기존에 언급했던 시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소지
o 한편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Open-ended)는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가 용이하나,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비해
추가되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명확하지 못한 문구로 인해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o 향후 통화정책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방향을 이해하기 쉽고 정책금
리 경로에 대한 근거 없는(unwarranted) 기대 형성을 방지
― 다만 일반인들이 경제상황의 변화 추이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잘 알
고 있어야 하고 통화정책방향이 특정 경제지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자칫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정책금리 변경기대를 초
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통화정책의 융통성(flexibility) 정도에 따라 특정 경제지표가 사전에 공표한 수준
에 도달하는 것을 threshold, knockout, trigger로 구분 가능

주요국별 forward guidance 분류
분 류
기한부
(Time-contingent)
기간불특정
(Open-ended)
상황조건부
(State-contingent)

중앙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스웨덴중앙은행
미 연준
일본은행
미 연준
ECB
미 연준
영란은행

자료 : 영란은행

- 472 -

도입시기
2009.4
2009.4
2011.8 / 2012.1 / 2012.9
1999.4 / 2013.4
2003.8 / 2008.12 / 2009.3
2013.7
2012.12
2013.8

3 정량적(quantitative) 또는 정성적(qualitative) 분류*
□

* "Central Bank Communication and Monetary Policy(Blinde et al.,2008)에서 분류한
방법

정량적(Quantitative)
o 향후 정책금리 전망을 구체적 수치 또는 경로로 공표하는 것으로 뉴
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또는 단기시장금리
에 대한 전망치를 공표*하고 있으며 미 연준도 2012.1월부터 FOMC 회
의 참석자**들의 적정 정책금리 목표수준 전망치를 공개함으로써 정량
적 형태를 일부 사용
*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전망치 신뢰구간도 제공
** 연준 이사 7인 및 지역연준 총재 12인 등 총 19인(투표권이 있는 12인뿐만 아니
라 투표권이 없는 지역연준 총재 7인도 전망치를 제시)

국가별 금리전망 Forward Guidance 개요
도입시기
전망시계
공표방식
대상금리1)

뉴질랜드
1997.6월
2.5~3년
단일 실선
bank bill(90일) rate

노르웨이
2005.11월
3년 이상
fan-chart
deposit rate

스웨덴
2007.2월
3년
fan-chart
repo rate

주 : 1)

노르웨이, 스웨덴은 정책금리이며, 뉴질랜드의 경우 정책금리는 official
cash rate이나 금리경로 공표는 90일 만기 시장금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안성근 등(2012)

정성적(Qualitative)
o 의결문, 의사록, 기자간담회 등에 특정 용어* 등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의 의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중
* “considerable period”, “measured pace”, “strong vigilance” 등

― ECB의 경우 2005.12∼07.8월중 금리결정 배경 설명문 내에 특정 의미
가 함축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음 달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던스
를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한 바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
개념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현행 포워드 가이던스와는 구분됨
*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strong vigilance" 언급시 다음달 정책금리 인
상,“close monitoring” 언급시 다음달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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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Forward Guidance의 특징 >
□ ECB 포워드 가이던스는 경제상황에 대한 조건부 성격이 강조된다는 점
에서 델포이(Delphic) 방식,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Openended 방식, 구체적인 전망관련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성
적 방식으로 분류 가능
o ECB의 향후 정책기조가 ECB의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평가
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ECB의 동 평가에 좌우되는 조건부(conditional)임
o 독일연방은행은 조건부라는 의미를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경우 금
리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함(독일연방은행 월보, 2013.8.19)
―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도 “ECB는 오디세우스처럼 단순히
자기 몸을 돛에 묶고 있지 않다”고 비유하면서 “Guidance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conditional)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경
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Bavarian
Association of Cooperatives 주최 컨퍼런스, 2013.7.11.)

o 반면 Praet ECB 집행이사는 ECB의 기존 통화정책 전략의 재확인*이라
는 관점에서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오디세우스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Praet 2013)
* Forward Guidance가 ECB의 기존 통화정책 목표(물가를 2%보다 낮게 그러나 가까
이로 유지하는 것)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3. 평가
□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
하기 어려운 상황(Zero Lower Bound 도달 또는 근접)에서 추가적인 완화조
치로 취해진 것으로 평가
o 특히 ECB의 경우 시장금리가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등 기초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의해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
□ 다만 정책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0∼0.5%)에서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부작용이 증대될 것이므로 주요국 중앙은행
들은 동 기간을 적당한 방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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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을 기준치(threshold)로 제시
o ECB는 구체적인 기준치 대신 실물경기 및 통화상황에 비추어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경우 정책금리 변경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기준치로 제시한 것과 유사
o 다만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대적으로 오디세우
스방식, 상황조건부 방식임에 비해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상대적
으로 델포이 방식, 기간미정 방식임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예
측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 이와 같은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미 연준
및 영란은행에 비해 완화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미
연준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제기
* 미 연준은 당초 기간불특정(Open-ended) 방식에서 기한부(Time-contingent) 방식
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명확한 방식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
고 언급하였으며(2011.8월 의사록), 이후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방식으로 변
경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준치 제시를 통해 경제상황에
맞게 장기시장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2012.12월 의사록)

o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신용경로 측면
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기대
o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포워드 가이던
스만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미
흡*할 것으로 평가
* 캐나다의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가 주로 1년 이하의 금리에만 영향을 미친 가운데
장기금리는 주로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으며, 미국도 포워드 가
이던스 실시 이후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곡선이 급한 경사를 보이는 경향

□ 그러나 미 연준의 경우 완전고용(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중책무(dual
mandate)로 하는 데 반해 ECB는 물가안정만을 책무로 하므로 상대적으
로 융통성(flexibility)이 적다는 점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상당기간(extended period)”이라는 표현이 다소 구체화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 제기(commerz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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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들어 유로지역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보
다 완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미 연준이나 영란은
행과 같이 상황조건부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ECB 자체 경제전망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inconsistency)*으로 인
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 2009.4월 캐나다중앙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2010.2분기말까지 정책금리를 유
지한다고 공표하였으나 1개월 빠른 6월초에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

o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크게 높아져 포워드 가이
던스로 인해 형성된 금융시장의 저금리 지속 기대에 반해 정책금리의
조기인상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
o 이와 관련하여 현행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면에서 볼 때 ECB는 향
후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구체적인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을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는 미 연준 및 영란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려는 의도로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오류 가능성은 상존
o 추가적인 완화조치로 취해진 포워드 가이던스의 도입 자체를 경기침
체 우려 시그널로 받아들일 경우 소비를 앞당기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는 역효과 초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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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2 불균형 완화로 본 유로지역 경제상황 평가*
홍경식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 2011∼2012년중 유로지역 위기 확산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었던 유로지
역내 TARGET2 불균형 현상*이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발표(2012.9) 이후 상당폭 완화
* 유로지역내 국가간 결제시스템인 TARGET2 상에 나타난 중심국(독일 등)과 주
변국(재정위기국) 중앙은행의 對ECB 채권･채무 잔액 급증

◆ 이러한 TARGET2 불균형 완화는 유로지역내 경제불균형의 상징이었던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증권투자자금을 중심으
로 국외자금이 주변국으로 재유입된 데 주로 기인
o 특히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TARGET2 채무잔
액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두 국가의 경상수지 큰 폭 개선과 금융
시장 불안 완화에 따른 민간자본 유입 재개에 의해 뒷받침
o 그러나 그리스･포르투갈의 경우 TARGET2 채무잔액 축소가 국외 민간
자본의 재유입보다는 주로 구제금융자금의 유입에 기인한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1 . 검토 배경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그리스 재정위기
심화, 재정위기의 남유럽(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로의 확산 과정을 거치면
서 유로지역내 TARGET2 불균형이 급격히 확대
o 유로지역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2.8월말에는 중심국*과 주변국**
의 TARGET2 채권･채무 잔액이 각각 1조 556억유로 및 9,997억유로로
최고치를 기록
* 위기발생 이후 TARGET2 채권이 발생한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
** 재정위기국가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

□ 그러나 ECB 총재의 유로화 수호의지 표명(2012.7.26), 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 발표(2012.9.6) 이후 유로지역 위기 상황이 점차 진정
되면서 TARGET2 불균형도 다소 완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0호(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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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심국과 주변국의 TARGET2 채권･채무 잔액은 2013.6월말 현재 7,769
억유로 및 6,872억유로로 2012.8월말 대비 각각 26.4% 및 31.3% 감소
유로지역 중심국1) 및 주변국2)의 TARGET2 잔액 추이
(억유로)

주 : 1)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2)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snabrück University(www.eurocrisismonitor.com)

⇒ 유로지역 위기의 전개상황과 TARGET2 불균형의 정도가 동일한 패턴
으로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여 2012.8월 이후 TARGET2 불균형 축소의
부문별 요인 등을 점검함으로써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최근의 상
황에 대해 평가*
* <참고 1> ｢유로지역 위기상황 지표로서 TARGET2 잔액의 의의｣ 참조

2. 주요 국가별 TARGET2 잔액 추이
□ 전체 TARGET2 채권 잔액(2013.6월말 현재)의 74.1%(5,755억유로)가 독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서 룩셈부르크(13.3%), 네덜란드(9.6%), 핀란드(3.5%)
순
o TARGET2 채무 잔액의 경우 스페인(34.6%), 이탈리아(27.3%), 포르투갈
(7.7%), 아일랜드(7.3%), 그리스(7.3%) 등 재정위기국이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중심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프랑스(8.1%, 665억유로), 오스트리아(5.0%,
412억유로), 벨기에(1.5%, 122억유로)는 예상과 달리 TARGET2 채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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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TARGET2 채권(+)･채무(-) 잔액
(조유로)

(억유로)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snabrück University

□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08년 중반부터 TARGET2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아일
랜드는 2011년초, 그리스는 2012년말부터 점진적으로 축소*
* 포르투갈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채무잔액 수준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 지속

o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2007.11월 및 2011.7월부터 TARGET2 채권
에서 채무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채무잔액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2.9월부터는 양국 모두 TARGET2 채무 잔액이 감소
주변국의 TARGET2 잔액 추이
(억유로)

(억유로)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snabrüc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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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RGET2 불균형 완화 배경
1.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 )
□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 축소되어
왔으며, 2013.1/4분기에는 모든 주변국에서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에 근
접한 것으로 추정
주변국 전체의 경상수지(분기별)
(억유로)

주변국별 경상수지(분기별)
(억유로, 4분기 MA)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특히 그 동안 주변국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 주요 부문(아일랜드 제외)
이었던 상품수지가 역내 및 역외에서 모두 크게 개선
— 이탈리아의 경우 역외 상품수지가 2012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
되었으며, 스페인은 2012년 하반기 이후 TARGET2 잔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내 상품수지가 플러스로 전환(TARGET2 채무 잔액 감
소 요인)

□ 한편 중심국인 독일의 경상수지는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유로화 실
질실효환율 평가절하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흑자를 지속
o 반면 對유로지역 경상수지는 주변국의 수입수요 감소 및 단위노동비
용 하락에 따른 실질실효환율 절하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
* 독일 경상수지의 유로지역 비중은 2005∼2009년 평균 61.6%에서 2010∼13.3월에는
41.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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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 유로지역 역내 및 역외 상품수지
(역 내)
(억유로, 12개월MA)

자료 : Eurostat 재구성

독일의 권역별 경상수지

(역 외)
(억유로, 12개월MA)

(억유로, 분기)

자료 : Eurostat 재구성

자료 : 독일연방은행

( 주변국 경상수지 적자 축소의 주요 요인 )
□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유로지역 위기 발생 이후 경기침체 지
속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상품 수입이 큰 폭 감소하고 서비스 수입도
크게 둔화된 데 기인
o ECB는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경우 기업투자(주로 건설부문) 및 민간소비
위축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 조정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
주변국별 GDP
(2000년=100, 실질기준)

자료 : Eurostat

주변국 상품 수출･수입
(억유로, 분기)

자료 : Eurostat

주변국 서비스 수출･수입
(억유로, 분기)

자료 : Eurostat

□ 이와 함께 주변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위기 발생 이후 실질실효
환율 절하 등으로 대외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데 힘입어 2010년 이후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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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절하된 가운데 특히 주변국의 경우 재정긴
축, 구조개혁 등 경제조정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임금 하락 및 생산성
제고의 영향으로 단위노동비용*으로 평가한 실질실효환율이 큰 폭 평
가절하
* 그리스는 주로 명목임금 삭감으로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반면, 아일랜드･스페
인･포르투갈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의 고용인력 감축(labour shedding)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평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단위노동비용이 하락. 이탈리아는 단위
노동비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

유로화 실질실효환율1)
(CPI 기준)
(2001년=100)

주변국의 실질질효환율1) 주변국의 對유로지역 실질실효환율1)
(단위노동비용 기준)
(2001.1Q=100)

주 : 1) 41개 교역대상국 기준 주 : 1) 38개 교역대상국 기준
자료 : ECB
자료 : ECB

(단위노동비용 기준)
(2001.1Q=100)

주 : 1) 16개 유로지역 교역국
기준
자료 : ECB

o 아울러 2008년 이후 주변국의 수출품목은 저기술 제품에서 점차 중저
기술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출 확대 및 경상수
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ECB, 2013b)

2. 주변국의 자금유출입 상황 걔선
( 금융시장 불안 완화 )
□ 2012년 상반기중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재정위기의 이탈리아･스페인
으로의 확산 등에 따른 유로화체제 붕괴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
되었으나, EU차원의 정책대응 진전* 등으로 2012년 하반기 들어 금융시
장 불안이 크게 완화
* ECB Draghi 총재의 유로화 수호의지 표명(2012.7) 및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발표(2012.9), ESM 공식 출범(2012.10), 단일
금융감독기구 합의(2012.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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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변국 국채스프레드가 2012.8월 이후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유로지역
시스템스트레스 종합지수*도 위기발생 이전수준으로 하락
* Composit Indicator of Systemic Stress로 자금시장･채권시장･주식시장･외환시장･
금융기관 등 5개 부문의 변동성을 동일 가중치로 표준화

주변국 국채스프레드1)
(%p)

(%p)

유로지역 Systemic Stress 지수1)

부문별Systemic Stress 지수

(0≤index≤1)

주 : 1) 10년물 독일국채 대비 주 : 1) 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
자료 : Thomson Reuters, ECB, ESRB
자료 : Bloomberg

o 아울러 주변국의 구조개혁 노력 등으로 대외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도 금융시장 불안심리 완화에 기여(Cour-Thimann, 2013)
— OECD에 따르면 주변국의 구조개혁 실행 강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
데 경상수지 적자의 큰 폭 축소로 대외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완화
OECD 구조개혁 추진 지표 주요국별 경상수지 비율
(0≤ index ≤1)

자료 : OECD(2013)

(명목GDP대비, %)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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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대외채무 비율1)
(명목GDP대비, %)

주 : 1) 일반정부 및 통화당
국(2013.1/4)
자료 : World Bank, IMF

(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 2012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시장 접
근성(access)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향상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조달1) 여건
(diffusion index)

은행채 발행 금리1)
(%)

주변국 은행예금 잔액1)
(조유로)

주 : 1) 중장기 debt securities 주 : 1) 이탈리아 은행 1년 주 : 1) 금융기관간 예금 제외
기준
만기 신규발행 기준 자료 : ECB
자료 : ECB Bank Lending 자료 : Banca d'Italia
Survey

o 주변국의 은행채 발행 금리의 큰 폭 하락과 함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은행예금도 증가
세로 반전
* ECB(2013a) p.32 및 ECB(2013d) pp.30∼31 참조. 다만 디레버리징 지속으로 전체
은행채 발행잔액은 계속 축소

( 국외 민간 및 공적 자금의 주변국 유입 )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계속 감소하던 주변국에 대한 외국은행의
자금유입잔액이 2012년 하반기 이후부터 감소세를 멈춘 가운데 특히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는 증가로 전환*
o 한편 2012.3/4∼13.1/4분기 중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의 경우 국외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자금이 1,159억유로 유입*
* (억유로) 이탈리아 +745, 스페인 +389, 포르투갈 +25, 그리스 –272, 아일랜드 –103

□ 아울러 그리스(2010.5), 아일랜드(2010.11), 포르투갈(2011.5), 스페인(2012.12)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주변국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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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자금의 주변국 유입 잔액 증권투자자금의 주변국별 유입 주변국 금융계정 주요 항목 추이1)
(조유로, 2000년 이후 누적)

(조달러)

자료 : BIS 재구성

(조유로, 2000년 이후 누적)

자료 : Eurostat (각국 금융 주 : 1) 자본수지, 파생상품,
계정)
준비자산 제외
2) 구제금융 및 TARGET2
채무 제외
자료 : Eurostat, 각국 중앙은행
재구성

( 은행의 ECB 자금 상환 )
□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은행들이
2011.12∼12.3월중 ECB로부터 공급받았던 3년물 LTRO를 2013.1월부터
대거 상환*
* 2013.9.4일 현재 3년물 LTRO 총 공급액(1조 187억유로) 중 31.1%인 3,171억유로를
상환 (<참고 2> ｢유로지역 은행들의 3년물 LTRO 조기 상환 배경｣ 참조)
ECB의 유형별 유동성 공급
(조유로, 잔액)

자료 : ECB 재구성

⇒ 금융면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증권투자자금 및 구제금융자
금의 주변국 유입, 은행의 ECB 3년물 LTRO 자금 상환 등이 주변국의
TARGET2 채무잔액 감소 배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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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평가
□ TARGET2 불균형이 2012.9월 이후 완화*된 것은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
자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증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국외자금이 주변국으로 재유입된 데 주로 기인
* 2012년 상반기중 TARGET2 불균형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것은 유로화 체제 붕괴
우려 확산에 따라 주변국(주로 이탈리아･스페인) 은행들이 ECB로부터 공급받은 대
규모 유동성(3년물 LTRO)을 독일 등 중심국으로 대거 유출하였던 데 주로 기인
(Cecchetti, McCauley and McGuire, 2012)

o 유로지역내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TARGET2 채무잔액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두 국가의 경상수지 큰
폭 개선과 민간자본 유입 재개에 의해 뒷받침
* 유로지역 국가별 실질GDP비중(2012년 기준, %) : 독일 28.8, 프랑스 21.1, 이탈리
아 16.2, 스페인 11.0, 아일랜드 2.0, 그리스 2.0, 포르투갈 1.8

o 그러나 그리스･포르투갈의 경우 TARGET2 채무잔액 축소가 국외 민간
자본의 재유입보다는 주로 구제금융자금의 유입에 기인한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주변국별 국외자금 유입(금융계정) 추이1)
(조유로, 2000년 이후 누적)

(조유로, 2000년 이후 누적)

(조유로, 2000년 이후 누적)

주 : 1) 금융계정 중 규모가 미미하고 변동성이 낮은 자본수지, 파생상품, 준비자산 제외
2) 기타투자는 구제금융 및 TARGET2채무 제외
자료 : Eurostat, 각국 중앙은행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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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유로지역 위기상황 지표로서 TARGET2 잔액의 의의
□ 유로지역 위기가 주로 주변국의 ‘재정위기’로 표현되고 있으나 다른 시
각에서는 ‘국제수지 위기’로 평가
o 경상수지와 자본유출입 등 유로지역내 국가간 국제수지(경상수지 + 자
본계정, 구분류 기준) 상황이 TARGET2 채권･채무에 상당부분 반영
(ECB(2011) pp.38∼39)

□ (주변국의 국제수지 위기) 주변국의 경우 유로화체제 출범(1999.1월)
이후 중심국 민간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의한 고성장과 함께 물가･단
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대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o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사용되던 중심국의
민간자본이 대거 유출됨에 따라 주변국에 국제수지 위기(대외결제자금
부족)가 발생
― 이에 대응하여 ECB가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주변국은 동
자금을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자본이탈 수요에 사용함으로써 대외
채무 불이행과 경제 혼란(disorderly adjustment of economy)을 방지
국가별 은행자금의
주변국 유입
(조달러, 잔액)

자료 : BIS 재구성

주변국1) 경상수지･
민간자본 순유입
(억유로)

ECB의 국가별
유동성 공급 비중
(잔액기준, 구성비 %)

자료 : Eurostat, IFS
ECB 재구성

자료 : ifo 재인용

□ (국제수지와 TARGET2 채권․채무) 유로지역 국가간 경상거래 및 자본

거래에 따르는 대부분의 지급결제가 TARGET2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로지역내 국가간 국제수지의 결과가 TARGET2 채권･
채무 잔액에 누적되어 반영 (홍경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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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적으로 ‘단일국가･단일통화 체제’에서 국제수지(경상수지 + 자
본계정)의 흑자 또는 적자는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의 증감으로 반영
―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 발생시 대외결제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게 되면 대외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됨(미국 등 국제결
제통화 보유국 예외)

o 반면 유로지역과 같은 ‘다국가･단일통화 체제’에서는 개별국가
의 對유로지역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가 주로 TARGET2 채
권･채무의 증감으로 나타남
― 이는 유로지역내 국가간 지급결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각국 중앙은행간 채권･채무를 준비자산(외환보유액)으로 결제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ECB에 대한 채권․채무(TARGET2 채권･
채무)로 계리(미결제 잔액)하고 있는 데 기인(TARGET2 채권･채무의 상
한 제한도 없음)

유로지역내 국가간 국제수지 결과에 따른 TARGET2 채권․채무 변화1)
경상수지
흑자(+)
적자(—)
흑자(+)
흑자(+)
적자(—)
적자(—)
적자(—)
흑자(+)
주 : 1)

+
+
+
+
+
+
+
+
+
(

자본계정 = 국제수지
유출초(—) = 0 균형(0)
유입초(+) = 0 균형(0)
유입초(+) > 0 흑자(+)
유출초(—) > 0 흑자(+)
유입초(+) > 0 흑자(+)
유출초(—) < 0 적자(—)
유입초(+) < 0 적자(—)
유출초(—) < 0 적자(—)
)내는 자금흐름

→ TARGET2 계정
비 고
→
0
위기이전 중심국
→
0
위기이전 주변국
→
채권
위기이후 중심국
→
채권
→
채권
→
채무
위기이후 주변국
→
채무
→
채무

― 따라서 對유로지역 국제수지 적자 발생시 대외결제에 필요한 자
금은 외환보유액이 아닌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으로 충당이
가능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본원통화를 TARGET2시스템을 통
해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이체함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국(흑자국) 중앙은행
의 TARGET2 채무(채권) 잔액은 증가세를 지속

□ (대외 자금조달 여건과 TARGET2 채권･채무) TARGET2 채권･채무
잔액 확대는 대외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ECB가 주변국 금
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본원통화를 공급한 결과인 만큼 금융시장의
대외 자금조달 여건을 간접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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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10월부터 ECB가 자금공급방식(refinancing operation)을 ‘고정금
리 전액낙찰제’(fixed rate full allotment of all bids)로 변경함에 따라
은행은 적격담보 범위*내에서 원하는 양만큼 본원통화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적격담보요건도 대폭 완화

ECB의 주변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1) 잔액

주변국의 TARGET2 채무 잔액

(억유로)

(억유로)

주 :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대출) 기준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snabrück University

⇒ TARGET2 채권･채무 잔액은 주변국의 경상수지,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 및 이에 따른 ECB의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반영하므
로 유로지역 위기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평가

< 참고 2 >

유로지역 은행들의 3년물 LTRO 조기 상환 배경
□ (3년물 LTRO 자금공급) ECB는 2011.12.8일 3년물 장기자금공급
(LTRO) 시행을 발표하고 2011.12.22일 및 2012.3.1일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공급
o 입찰방식은 2008.10월부터 시행된 ‘고정금리 전액낙찰제’(fixed
rate full allotment of all bids)가적용됨에 따라 은행은 ECB의 기준금리
수준(당시 연 0.75%)으로 적격담보 범위내에서 원하는 양만큼 자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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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위해 3년물 LTRO를 제공받은 은행이 1년 후
일부 또는 전액을 매주 ECB에 상환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조기
상환은 2013.1.30일부터 시행)

o 당시 은행간 자금시장의 경색, LTRO의 유리한 금리조건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1차 3년물 LTRO에 523개 은행
이 4,892억 유로를 응찰하였으며, 2차 3년물 LTRO에서는 800개 은
행이 5,295억 유로를 응찰
□ (조기상환 현황) 1차 3년물 LTRO는 2013.1.30.일부터, 2차는 2.27일
부터 조기상환을 시작하여 9.4일 현재 전체 공급액 1조 187억 유로
중 31.1%인 3,171억 유로가 상환 완료
ECB 유동성 공급
(조유로, 잔액)

3년물 LRTO 상환
(억유로, 잔액)

자료 : Eurostat 재구성

자료 : Eurostat 재구성

□ (조기상환 요인) 유로지역 은행들은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2012년 중반 이후 크게 개선된 점을 3년물 LTRO 조기상환의 가장
큰 요인으로 답변 (ECB(2013a) pp.31∼33 및 ECB(2013d) pp.30∼31)
o 2011년 하반기부터 확산되었던 자금조달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3년물 LTRO에 대한 예비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하
반기부터 동 불확실성이 빠르게 축소되어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시
장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유 유동성 보유 유인이 축소
— 조기 상환을 하지 않은 은행들은 3년물 LTRO의 금리조건 또는
여유 유동성 보유의 필요성을 동 이유로 응답
o 은행들의 조기 상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도 배경으로 작용
▖자금조달의 보수화 경향으로 자본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예금에 대한 의
존도 증대
▖유로지역 은행들은 여전히 대차대조표 축소 조정 중이어서 자금조달 필요성
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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