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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사무소

□

이사는 국내 이송 비용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
며 보관비용(BOE앞 연간 55만유로 지급)에 대해서도 지난(‘12.10.25) 기자회견*
당시 비용보다는 외환보유액으로서의 사용가능성
이 주된 고려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음

Thiele

(usability)

제 목
□

독일연방은행의 국외보유금 일부 회수결정 및 반응

일(현지시간) 독일연방은행은 2020년까지 전체보유금(3,391톤, 2012년말
현재)의 절반을 독일내에 보유한다는 계획으로 뉴욕 연준 및 프랑스중
앙은행으로부터 각각 300톤, 374톤을 회수해 나가기로 함

*

http://www.bundesbank.de/Redaktion/EN/Interviews/2012_10_25_thiele_dpa.html

1.16

이는 독일연방감사원의 권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 로서 독일연방은행
은 국내외 금보유는 대내적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필요시 해외 금시
장에서의 외화환전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
*

o

**

*

당 사무소 현지정보 2건(“독일연방은행의 국외보유금 실물확인 요구 논란”:2012.
독일연방은행 국외보유금 내역 공개”:2012.10.25.) 참조

10.23., “

□ 한편 독일내 정치권 및 학계 등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Handelsblatt)
o

기민당(K-P Willsch)는 위험분산차원에서 단일통화권인 프랑스에서 회수한
만큼 런던, 뉴욕과 함께 아시아지역에도 금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
면 자민당(F. Schaeffler)은 모든 금을 실재여부 파악이 가능하도록 본국으
로 회수할 것을 주장
연구소 소장은 금번 조치는 지난번 금 실재여부 논란에 대한
연방은행의 양보적 조치일 뿐이며 나아가 금 보유는 금본위제로 돌아가지
않는 한 효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금을 매
각해서 이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

o G. Horn IMK
**

Deutsche Bundesbank’s new storage plan for Germany’s gold reserves(http:
//www.bundesbank.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BBK/2013/2013_01_16_
storage_plan_gold_reserve.html)

프랑스에 보관중인 금을 전량 회수하기로 한 데 대해 유로화 사용국
가이므로 독일입장에서는 Paris를 유사시 외화환전이 용이한 국제금
융 중심지로서 볼 수 없다고 설명

o

― 프랑스와 독일의 양 중앙은행총재간에 이미 논의된 것으로 어떠한
외교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독일연방은행이사 Thiele)
*

Bill

Gross(PIMCO

CEO),

“

― 이에 대해 T. Polleit Frankfurt School of Finance 명예교수는 금 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법정화폐의 문제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험적 성격,
금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

중앙은행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가” 라고

냉소적 언급(1.15 트위터)
o

이로써 향후 독일 국외보유금(50%)은 뉴욕(37%)과 런던(13%)에만 보관
독일 금보유 지역 현황

작성자

:

2012년말

2020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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