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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점검

◆ (검토 배경) 유로지역은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하여 강도 높은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음
⇒ 심각한 실물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에서 경제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
질 가능성을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 점검
◆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재정 여건) 주요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재정 취약성)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유로
지역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
*

*

유로지역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8.0%p 하락(’19년 0.9% → ’20년 -7.1%)하고 정부부채
비율은 15.6%p 상승(86.4% → 102.0%)

▪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표준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주요국 기초재정수지 비율 변화

자료: EU집행위, 자체 추정

코로나19 충격 후(’20년) 기초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비율1)

주: 1) 유로지역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자료: EU집행위, 자체 추정

① 조달비용, ② 부도위험, ③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는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도 투자
등급 하한에 근접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ㅇ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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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비용: 아직은 재정위기 당시는 물론 과거 발행된 국채의 조달비용 수준
을 하회하지만 금리 차별화로 재정취약국의 조달비용이 크게 오를 경우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될 소지
재정위기 당시 국채금리 최고치,
기존 국채조달금리1), 최근 국채금리2)

위기1) 시 국채금리2) 차별화

주: 1) 이자지급액/총공공부채 2) 10년물, 5.6일
자료: EU집행위, Bloomberg

주: 1)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2)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② 부도위험: CDS 스프레드가 금년 들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
되었으나 아직은 유럽 재정위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하회
③ 시장접근성(국가신용등급):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한 이탈리아 , 포르투갈
등은 부정적인 등급전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
*

*

이탈리아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가 4월말∼5월초에 진행된 가운데 S&P와
Moody’s는 기존 등급을 유지한 반면 Fitch는 투기등급 바로 위 단계로 하향조정(BBB→BBB-)
주요국 CDS 스프레드1)

주: 1)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가신용등급1)

주: 1) S&P, Moody’s, Fitch 평균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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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금융 여건) 향후 유로지역 내 금융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을 ① 전이 가능성과 ② 복원력 측면에서 점검
ㅇ (최근 동향)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상황지수(FCI :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로지역 은행의 주가는 크게 하락
ㅇ (전이 가능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시 평가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주요국 은행들간 상호
익스포져가 커서 한 국가의 손실이 다른 나라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자국국채 보유 비중1)

주: 1) 총자산 대비
자료: ECB

이탈리아 은행·공공부문에 대한 국별 익스포져1)

주: 1) 2019.12월 기준
자료: BIS

주요국 은행의 기본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규제 수준을 충족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험 상황을 상회하는
충격이어서 손실에 대비한 자본확충 필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종합 평가) 향후 유로지역의 경제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을 재정 및 금융
여건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유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심화 여부는 재정 부문에
대한 보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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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Ⅰ

□ 유로지역은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
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하여 강도 높은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음

*

년 유로지역 주요국 실질GDP 성장률 전망(IMF, 2020.4월):
유로지역 -7.5%, 독일 -7.0%, 프랑스 -7.2%, 이탈리아 -9.1%, 스페인 -8.0%

* 2020

이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금융부문에서도 불안이 확산될 조짐
□ 유로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 재정위기를 경험
한 바 있는데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에 대해 우려
ㅇ 과거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역내 국가간 불균형, 일부 국가의 금융·재정
취약성,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
중 일부는 금번 사태에도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실물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 경제의
리스크를 재정 및 금융 측면에서 점검
ㅇ

이동제한지수(Effective Lockdown Index)1)

유로지역 PMI

주: 1) 옥스퍼드大 코로나 정책대응 엄격성 지수와
구글 Global Mobility Reports를 결합하여
Goldman Sachs에서 산출
자료: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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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HS Markit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재정 여건

Ⅱ

19

1. 코로나19 사태 전후 상황
◇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대폭 하락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상황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취약해질 것
으로 예상

□ 코로나 이전 상황 유로지역 국가들의 최근 3년간 기초재정수지(이자
비용 제외, GDP 대비)는 재정위기 당시에 비해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정부
부채 비율(GDP대비)은 국별로 호전 여부가 상이한 모습
ㅇ 재정위기 당시 취약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모두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
(

19

)

*

*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스(2010.4월), 아일랜드
(2010.11월), 포르투갈(2011.4월), 스페인(2012.6월), 키프로스(2012.6월)가 구제금
융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유럽 재정위기의 배경과 전개」 참조

―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정부부채 비율 하락 등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기조를 유지한 반면 프랑스는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했으며 벨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국가별 기초재정수지 비율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

자료: EU집행위

주: 1) 빈칸은 하락
자료: EU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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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상황 코로나19 충격 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 로 유로지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추정
(

19

*

)

**

참고 1>「코로나19가 유로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명목GDP와 세입·세출간 관계 등을 감안하여 추정
ㅇ 유로지역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8.0%p 하락(’19년 0.9% → ’20년 -7.1%)
하고 정부부채 비율은 15.6%p 상승(86.4% → 102.0%)
* <

― 특히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심각한 일부 남유럽 국가들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국 기초재정수지 비율 변화

정부부채 비율 변화

자료: EU집행위, 자체 추정

자료: EU집행위, 자체 추정

□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표준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ㅇ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
재정위기 초기(10년) 기초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비율1)

코로나19 충격 후(20년) 기초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비율1)

주: 1) 유로지역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자료: EU집행위,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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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코로나19가 유로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의 확산 후 이동제한, 휴업·휴교 등 각국의 대응은 경제활동 전반
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들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및 대인
기피증(social phobia) 확산으로 향후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
ㅇ 코로나19 감염피해가 심각한 국가들 중 상당수가 도소매, 항공운송, 음식·숙
박, 문화·예술 등 서비스업 산업 비중 및 취업자(자영업자와 근로자) 비중이
높아 경제적 충격이 전례 없이 클 전망
GDP대비 코로나19 충격 관련 서비스업 비중(2018년)

자료: EU통계청

ㅇ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18년)

자료: EU통계청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소비심리 회복과 실제 소비간 시차 가
있어 소비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년 이후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매판매 순환변동치의 시차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소비
자심리지수가 소매판매를 2~3개월 선행

* 2000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매판매 순환변동치1)

주: 1) 이중 HP filter로 순환변동치를 추출
자료: EU통계청, 자체 추정

GDP대비 소비 비중(2019년)

자료: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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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

연간 GDP 성장률이 2021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전제

◇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조달비용, 부도위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는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① 조달비용(국채금리), ② 부도위험(CDS 스프레드),
③ 시장접근성(국가신용등급)의 3가지 측면에서 점검
① 조달비용 (국채금리)

□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나 조달비용이 아직은 재정
위기 당시는 물론 과거 발행된 국채의 조달비용 수준을 하회
재정위기 당시 국채금리 최고치,
기존 국채조달금리1), 최근 국채금리2)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1)

주: 1)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주: 1) 이자지급액/총공공부채 2) 10년물, 5.6일
자료: EU집행위, Bloomberg

□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금년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차별화로 재정취약국의 조달비용이
크게 오를 경우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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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채금리가 잠재성장률을 장기간 상회할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
으로 상승 하게 되어 재정건전성 달성이 어려워짐
*

*

부채동학(debt dynamics, IMF, 2014.)
재정수지(pb)가 장기에 균형이라고 가정하면 명목금리(i)가 명목성장률(n)을 하
회해야 부채비율(d)이 하락

∆     


d : GDP

대비 부채비율, i : 명목금리, n : 명목성장률, pb :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위기1) 시 국채금리2) 차별화

국채 선도금리1) 및 명목 잠재성장률2)

주: 1)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2)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주: 1) 10년물(5.8일), Bloomberg 추정 기준
2) EU집행위 전망(2019.11월) 기준
자료: Bloomberg, EU집행위

② 부도위험 (CDS 스프레드)

□ CDS 스프레드는 금년 들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
ㅇ 이탈리아, 스페인의 CDS 스프레드(5년물)는 5.7일 현재 각각 237bp,
125bp로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인 1월말(각각 107bp, 38bp)에 비해
큰 폭 상승
― 반면 독일, 프랑스의 CDS 스프레드는 각각 24bp, 42bp로 낮은 수준을
유지
ㅇ 다만 역내 국가들의 CDS 스프레드는 최근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당시 최고치를 여전히 크게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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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CDS 스프레드1)

주: 1)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CDS 스프레드1) 재정위기 당시 최고치 및 현 수준

주: 1)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③ 시장접근성 (국가신용등급)

□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부정적인 등급전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
ㅇ 이탈리아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가 4월말∼ 5월초에 진행된
가운데 S&P와 Moody’s는 기존 등급을 유지한 반면 Fitch는 투기등급
바로 위 단계로 하향조정(BBB → BBB-)
― 투기등급 강등시 중앙은행, 대형 금융기관들은 국채를 매입할 수 없거나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급매가 발생할 가능성
주요국 국가신용등급1)

국가신용등급1) 현황2)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주: 1) S&P, Moody’s, Fitch 평균
자료: Bloomberg

S&P
AA+
AA
BBBAA+
AA
AAA
BBAABBB
AAA
BBB
AAA

Moody’s Fitch
DBRS
Aa1
AA+
AAA
Aa3
AA- AA high
Ba2
BBB- BBB low
Aa1
AA+ AA high
Aa2
AA
AAA
Aaa
AAA
AAA
B1
BB
BB low
A2
A+
A high
Baa3
BBB- BBB high
Aaa
AAA
AAA
Baa3
BBB BBB high
Baa1
A
A high
Baa1
AA

주: 1) 음영은 투기등급
2) 5.8일 기준
자료: S&P, Moody’s, Fitch, D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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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최하단으로 평가한 Moody‘s와
Fitch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단기에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음
― 또한 ECB가 4.7일 이후에 투자부적격으로 등급이 하락한 자산도 BB
등급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적격담보로 인정(4.22일)하기로 조치하면서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유로지역 주요국 신용등급 평가 일정1)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신용평가기관

현재 등급

Fitch
S&P
Moody’s
DBRS
Fitch
S&P
Moody’s
DBRS
Fitch
S&P
Moody’s
DBRS
Fitch
S&P
Moody’s
DBRS
Fitch
S&P
Moody’s
DBRS
Fitch
S&P
Moody’s
DBRS

AAA
AAA
Aaa
AAA
AA
AA
Aa2
AAA
BBBBBB
Baa3
BBB (high)
AA
Baa1
A
BBB
BBB
Baa3
BBB (high)
BB
BBB1
BB (low)

전망3)

☆
★
★
★

☆

☆

최근 평가 일정

다음 평가 일정

20.1.17일
20.4.3일
20.1.31일
19.12.6일
19.12.13일
20.4.3일
20.2.21일
20.4.17일
20.2.7일
20.4.24일
20.5.8일
20.5.8일
19.12.13일
20.3.20일
20.3.20일
20.3.6일
19.11.22일
20.3.13일
20.1.17일
20.3.20일
20.1.24일
20.4.24일
20.5.8일
20.4.24일

6.12일
10.2일
7.31일
6.5일
5.15일
10.2일
8.21일
10.16일
7.10일
10.23일
11.6일
10.30일
6.12일
9.18일
9.18일
9.4일
5.22일
9.11일
7.17일
9.18일
7.24일
10.23일
11.6일
10.23일

주: 1) 음영은 투기등급
2) 5.11일 기준
3) ☆: 긍정적 전망(Positive Outlook), ★: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
자료: S&P, Moody’s, Fitch, D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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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금융 여건
19

◇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시
평가손실 위험에 노출(sovereign-bank nexus)될 우려
ㅇ 아울러 주요국 은행들간 상호 익스포져가 큰 상황이어서 한 국가의 부실이
다른 나라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험 상황을 상회하는 충격이어서 손실에
대비한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1. 최근 동향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상황지수(FCI) 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유로지역 은행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
*

*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단기금리, 장단기금리차, 환율, 주가,
회사채 스프레드 등 다양한 금융변수를 활용하여 산출
유로지역 금융상황지수1)

유로지역 은행 주가1)

주: 1) 0을 상회하면 금융상황이 악화 또는 긴축적
자료: IMF GFSR(2020.4월)

주: 1) 독일 Deutsche Bank, 프랑스 BNP Paribas,
이탈리아 UniCredit, 스페인 BBVA
자료: Bloomberg

2. 전이 가능성과 복원력

□ 전이 경로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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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발행
국채의 만기도 길어짐에 따라 금리상승시 평가손실 (duration risk)에 더욱 민감
*

*

ㅇ

독일국채(10년물) 기준으로 금리 100bp 상승시 9.3%, 200bp 상승시 17.6%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ECB, ‘19.11월)

한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채
금리는 더욱 상승하면서 평가손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sovereign-bank nexus)
자국국채 보유 비중1)

유로지역 채권 만기, 듀레이션1), 액면이자율

주: 1) 총자산 대비
자료: ECB

주: 1) 금액가중 평균만기
자료: ECB(Financial Stability Review, 2019.11월)

□ 상호연계성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들은 은행채 및 국공채에 대한
상호 익스포져가 높고, 프랑스도 이탈리아·스페인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편이어서 한 국가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

)

이탈리아 은행·공공부문에 대한 국별 익스포져1)

스페인 은행·공공부문에 대한 국별 익스포져1)

주: 1) 2019.12월 기준
자료: BIS

□ 복원력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상당폭 악화
되어 손실에 대비한 자본확충 필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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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험 상황 을 상회하는 충격
이므로 향후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더욱 크게 악화될 가능성
*

가 은행 복원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스트레스 상황(tail event)에서는 연간
실질GDP 성장률 -1.7%, 실업률 10%, 국채금리(10년물) 130bp 상승 등으로 설정

* ECB

ㅇ

아울러 일부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 국채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무
수익여신 비율이 높아 대출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실 가능성이 큰 편
은행 무수익여신(NPL)1) 비율

ECB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료: ECB(Financial Stability Review, 2019.11월)

ㅇ

주: 1) 무수익여신/총여신
자료: IMF

다만 주요국 은행의 기본자본비율 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규제 수준을 충족
*

**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 ’19년 규제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은 8.5%
** 고유동성자산 /위기시 30일간 순현금유출예상액 . 규제비율은 100%
*

주요국 은행 기본자본비율

주요국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자료: IMF FSI, EBA(유럽은행감독청)

자료: EBA(유럽은행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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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 평가

□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는 상황
에서 유로지역 각국의 고강도 정책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등이 크게 훼손될 경우 과거 재정위기와 같은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 향후 유로지역의 경제적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을 재정(재정 취약성과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금융(전이 가능성과 복원력) 여건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ㅇ

ㅇ

일부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여건(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CDS 스프레드도 확대되어
향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경우 국채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이들 국가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은행들간의 상호 익스포져가 커서
한 나라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위험도 큰 상황

□ 유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심화 여부는 재정 부문
에 대한 보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
ㅇ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응 재원 조달을 재정
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별 국가는 물론 유로지역 전체의 재정
여력이 리스크 경감과 경제 회복에 관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 에 대해 유로
지역 전체 차원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
*

*

자세한 내용은 <참고 3>「유로지역 안전망 현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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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과 전개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실물경제, 재정, 금융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한 남유럽 국가들에 파급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
ㅇ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대출 부실화가 재정과 금융
부문을 약화시키고, 취약한 재정과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
ㅇ 한편 단일통화 사용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해
외자본 유입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된 것도
금융 부문 부실을 심화
□ 전개 재정여건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국채발행과 해외차입이 불가
능한 상황에 봉착
ㅇ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 추정치를 수정 발표(6.7% → 12.7%, ‘09.10월)하면
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이 불가능해진 그리스가 EU와 IMF
에 구제금융을 신청(’10.4월)
ㅇ EU는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설립(‘10.12월)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
으나 아일랜드(‘10.11월), 포르투갈(’11.4월), 스페인(‘12.6월), 키프로스(’12.6월)까지
연이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전이
ㅇ 이후 이탈리아조차 재정위기 가능성이 언급되자 ECB가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
(

)

(

)

유럽 재정위기 당시
구제금융 신청국의 GDP성장률

자료: EU통계청

유럽 재정위기 악순환 과정

자료: JP Morgan, Goldman Sachs에서 재구성

-16/20-

<

참고 3>
유로지역 안전망 현황

□ 유로지역 위기시 ESM(현 가용재원 4.1천억유로), ECB(11.1천억유로, 자산매입프로그램
기준), IMF(2.4천억유로)를 통해 지원 가능
ㅇ ESM 은 지원대상 국가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 경제정책 가이드라인 설정 등
의 엄격한 조건하에 GDP의 2% 수준까지 지원 가능한데 자연재해 등 예외적 상
황에서는 조건을 완화
*

**

은 EU조약과 자본금에 기반한 정부간조직
으로 유로지역 국가가 회원. 동 기구가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 최근 EU재무장관회의(4.9일)에서는 대출조건이 완화된 ECCL(특별조건신용라인)을
통해 ESM이 회원국에 대해 GDP의 최대 2%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 다만 동
자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방역 등으로 용도가 한정
*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는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에 더해 최근 전염병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도입하여 회원국 국채, 회사채 등을 매입
― 국가별 매입 규모는 통상 ECB 납입자본비율(capital key)과 유사하며 동
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매입 비중을 크게 높이는 데에는 한계
ㅇ IMF의 경우 다양한 지원형태가 있으나 유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
ㅇ ECB

*

대외포지션 및 시장접근성, 2) 재정정책, 3) 통화정책, 4)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감독체계,
통계의 투명성 등 5개 부분에서 IMF가 요구하는 기준을 적어도 3~4개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동 방식은 경제 기초여건 및 정책이 양호하나 일시적으로 대외지급 위기 가능성이 있
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

* 1)
5)

주요 구제금융 방안 비교
ESM

ECB

IMF

예상
지원 방식

발행시장/유통시장을
통한 국채매입

전염병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
(PEPP),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지원 규모

▪총 5천억유로
▪잔여 4.1천억유로
▪지원국 GDP의 2% 지원

▪총 1.11조 유로
▪납입자본비율에 대체로
비례

주: 1) Forward Commitment Capacity, 4.17일 기준
자료 : ESM, ECB, EU집행위,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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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가용재원(FCC1)) :
2,425억유로
▪2년간 쿼터의 1,000%

□ 한편 ECB의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를 우려한 독일 내
위헌소송 등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
ㅇ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독일헌재)는 ECB의 공공부문 매입프로그램 (PSPP)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림(‘20.5.5일)
*

월 도입)는 회원국 중앙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매입·보유중인 자산은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 Asset Purchase Programme) 전체 자산의 81.8%를 차지

* PSPP(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 ’15.3

― ECB는 3개월 내에 PSPP를 통한 통화정책 목표와 동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정책효과가 균형을 이루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독일연방은행은 PSPP에 참여할 수 없고 기매입
한 국채도 매각하여야 함
PSPP에 대한 독일 위헌소송 경과
일 시
15~16년

내 용
PSPP에 대해 독일 내 위헌소송(총 4건)이 제기

17.8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유럽연합조약에 따른 PSPP의 적법성 여부에 대
한 사전적 판단을 요청

18.2월

ECJ는 PSPP가 ① ECB의 책무 범위에 속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권한배분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재정의 화폐화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유럽연합조약 등 유럽법률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20.5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PSPP가 재정의 화폐화 금지를 위배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조약에 따
른 비례의 원칙은 위배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

ㅇ

또한 일부 언론과 투자은행이 ECB의 차기 정책수단으로 언급하는 OMT 도
이론상으로는 재원이 무제한이지만 재정의 화폐화를 우려한 독일의 반대로
실제 활용된 적은 없음
*

월 도입)는 ECB가 ESM의 先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잔존만기 년 미만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프로그램

*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2012.8
3

OMT에 대한 독일 위헌소송 경과
일 시

내 용

13.1월

OMT에 대한 독일 내 집단 위헌소송이 제기

14.1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 관련 사전적 판단절차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신청

15.6월

ECJ는 OMT가 EU의 통화정책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국채매입량, 기간제한 등 일정요건 준수
하에 집행가능하다고 결정

16.6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리고 위헌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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