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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계저축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감염 우려, 이동제한조치 등에 따른 강제
저축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가계저축률은 크게 상승
◆ 시장참가자들은 대면서비스업의 높은 비중, 영국 가계의 유동성 자산과
소비와의 역의 관계 등으로 저축이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감염 우려, 이동제한조치 등에 따른 강제저축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가계저축률은
크게 상승
ㅇ 2016~19년 중 평균 6.5% 수준에서 2020년 중 25.1%까지 상승하였으며 20.3
분기 중 이동제한조치 완화로 일시 하락하였으나 20.4분기 이후 다시 상승
ㅇ 21.3월말 현재 영국 가계의 초과저축 규모는 1,600~1,700억 파운드(GDP의
8%) 수준으로 추정(Morgan Stanley, Deutsche Bank)

□

*

*

코로나 사태 이전 저축의 평균을 상회하는 금액
유럽 주요국의 저축률

영국의 초과저축 규모
(백만 파운드)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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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저축이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비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면서비스업의 높은 비중,
영국 가계의 유동성 자산과 소비와의 역의 관계 등을 근거로 제시

□

ㅇ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저조하였
으나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 대면서비스업은 총 소비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행, 여가,
외식 등에 대한 소비 증가로 초과저축의 소비전환비율은 영란은행
추정치(5%)보다 높은 11%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Deutsche Bank)
*

의 설문조사 결과 우발적 소득에 대한 평균적인
로 나타났음

* IFS(Institute of Fiscal Studies)
11%

한계소비성향이

ㅇ

또한 코로나 확산 기간 중 영국 가계의 고유동성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것으로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소비로 전환 될 가능성
*

*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 유동성 금융자산은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Barclays)

영국의 소비활동별 초과 수요

영국의 고유동성 저축자산
주중 저축 순유입
(십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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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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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 서비스

패키지 여행

음식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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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입출금
Non-ISA 입출금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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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은행은 초과저축의 고소득층 집중, 일자리보전 대책 종료 등이
영국 가계의 높은 저축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3)

한계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중상위 소득계층, 고령층 등에 초과저축이
집중되어 있어 급격한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영국은 정부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지원
제도가 종료되면 실업이 증가할 우려 가 있어 가계의 소비 회복은 점진
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Barclays)

ㅇ

*

*

코로나 확산 기간 중 영국의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며(3.8% → 5%) 향후 일시
적으로 6.5%까지 상승한 이후 5.5%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

영국의 소득분위별 초과저축 비중

영국의 실업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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