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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지난해말부터대두된그리스의재정위기는남유럽국가뿐만아니라유로존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는 와 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강화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EU IMF

들을 내놓았지만 그 대책들의 실현가능성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은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하며 재정운용이 보다 세심한 제도적 장치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보고서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상황과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유럽 단일통화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남유럽 국가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초 여건을

검토하고 의무지출의 큰 비중 높은 지하경제 규모와 취약한 세입기반 경기부양을, , ,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정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용 지방재정의 책임성 결여 등을 재정, ,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출감축과.

세입확충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무지출 통제.

방안 마련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재정총량의 사전적 검토를 통한, ,

예산심의의 실효성 제고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

베이스 확대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 마련 재정통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와 재정정책

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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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ii

요 약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 안정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금융위

기에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큰 폭으로 훼손,

� 한국의 재정적자는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건전하며 재정 정책도 올바른 방

향으로 가고 있으나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한국사회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 및 의료비,

등 복지지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미래의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임

� 본 연구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현황 및 주요 원인 재정건전화 대책들,

을 검토하고 한국의 재정 상태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함

재정위기 현황재정위기 현황재정위기 현황재정위기 현황2.2.2.2.

� 지난해 말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 , ,

그리스 스페인 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PIIGS)

년 월 기준 개 회원국 중 개국이 의 재정건전성 기준을2010 6 27 EU 20 EU

준수하지 못해 과대재정적자 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를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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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년 재정적자는 대비 이며 국가채무는 대비2009 GDP 13.6% GDP

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115.1% EU

회원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로화의EU

달러 환율도 년 최고점 대비 하락하며 유로체제의 존속가능2009 6.5%對

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 그리스 재정위기는 년 월 이후 단계에 걸쳐 국내위기에서 남유럽 위2009 10 3

기 존 전체 위기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 EU

그리스 신정부가 년 재정적자 예상치 의 를 발표하고2009 (GDP 12.7%)

년 월 재정적자 감축목표 의 를 포함한 중기재정건(2009 10 ) (GDP 2.8%) ‘

전화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후 년 월 유로존이 와’ EU (2010 1 ), IMF

양자대출방식으로 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안 발표450

년 월(2010 3 )

가그리스S&P 포르투갈 스페인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 년 월 일(2010 4 27 )

함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로 확산되

었으며 년 월 유로존과 는 그리스에 년간 총 억 유로 규, 2010 5 IMF 3 1,100

모의 구제금융안 발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된 이후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급락하자 와 는 년 월, EU IMF 2010 5 10

일 그리스에 대한 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 발표7,500

�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차입의존도 등의 차이에 따라

재정위험도가 상이하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가장 취약한 상황,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이 유로존에서

가장 높아 재정규율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재정통계에 대한 의,

혹이 제기되는 등 시장의 신뢰 상실

포르투갈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낮은 저축률 높은 임금상,

승률 높은 대외채무 경상수지 적자 등의 구조적 요인도 그리스와 비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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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가계,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 대비GDP

로 유로존 최고수준300%

스페인은 총저축률이 높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국내에서

소화될 여력이 있으나 가계부채 규모가처분소득대비 와 기업부, ( 130%)

채 규모 대비 가 크며 실업률이 로 남유럽국가 중 가장(GDP 110%) 18%

높음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는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작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크지 않으며 경기부양 조치 규모가 국가G-20

중 가장 작아 재정여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기에 재정위험도가 낮은

편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재정위기의 주요 원인3.3.3.3.

� 단일 통화정책과 국가별 재정정책이 분절화 되어있는 체제의 본질적인EMU

문제점이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표면화

에서 단일 통화체제는 출범하였지만 재정통합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EU

아 개별 국가들의 재정운용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

안성성장협약 을 통해 재정규율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나(SGP) SGP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미약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지속되어옴

�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도입 이후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이는 대외부채 증가로 이어짐

유로화 도입과 경기상승기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국채수익률이 독일 수

준까지 하락하여 신용팽창과 과도한 소비증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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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향의 확대는 가계저축으로 이어지는 대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를 확대시켰고 저축과 투자간 불균형을 야기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고 임금상승

률이 생산성을 웃도는 상황이 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10

되고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발생

� 남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고 지하경제규모가 커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큰 폭으로 악화

고령화 등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공공부문 임금 비중이 높아 재정의 탄

력적 운용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 년을 기준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대2008 GDP

비 로 평균 을 상회20.2%, 18.8% OECD (15.2%)

－ 년 동안 스페인과 그리스의 공공부문 고용인원은 만 천2000~2008 13 7

명 만 천명이 증가했고 공공부문 보수는 인상 핀란드, 7 7 , 80.3%, 100% (

는 명 증가7,500 , 43% )

남유럽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인 를 훨씬 초과하OECD 13.6%

며그리스 소비효율성( 24.7%), 1)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그리스EU (

이탈리아 으로 세입기반이 취약0.52%, 0.53%)

이탈리아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산업의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

모 재정지출을 추진했으며 스페인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비, GDP 2.3%

지출

�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제도의 비효율적 운용 스페인의,

경우 지방재정의 책임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

1) 소비효율성은 민간소비 대비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 값으로

세율 당 세수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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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예산과정의 복잡 다기성 미흡한 성과관리제도 예산집행의, ,

투명성 부족 등으로 재정운용상 효율성이 저해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

약화

스페인 지방재정은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 간의 괴리로 인한 재정책

임성 결여 이전재원에의 의존으로 인한 예산제약의 연성화 과도한 지, ,

방재정적자 규모라는 문제점을 나타냄

년 동안 스페인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이루었지만2006~2007 ,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억 만 유로와 억 만 유로의 적자를3 8,200 23 4,600

기록

국가별 재정건전화 대책국가별 재정건전화 대책국가별 재정건전화 대책국가별 재정건전화 대책4.4.4.4.

�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적자 대비 미만 국가채무 대비 미EU ( GDP 3% , GDP 60%

만을 준수하기 위해 남유럽 각국은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 시행 중

세출측면 세입측면

그

리

스

공무원 보수 삭감12%

연금지출 억제를 위한 은퇴연령

연장

실업보조금 신청자 자산실사조사

강화

공공투자규모 축소

공기업 이전지출 축소

군비지출 규모 감축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뱃세 주류세, , ,

인상

사치세 및 도입Green Tax

로열티 및 면허세 인상gambling

과세행정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시

스템 통합

조세행정정보화를 위해 과세정보시

스템 도입(Taxnet)

포

르

투

갈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공공부문 고용 퇴직자 인당 신1

규고용을 인으로 제한하는 규칙1

을 강화

사회보장지출 수급자 적격성 관리

강화

과세표준 만 유로 이상에 개인소15

득세율 부과45%
고속도로 통행세 부과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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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의 이행은 실업률 상승 및 민간소비의 침체로 이

어져 경기회복을 늦추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 그리스 사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서 촉발되

긴 하였지만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향후 수년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

력해야 함을 시사

세출측면 세입측면

포

르

투

갈

조기퇴직에 따른 패널티 부과

지방정부 채무수준 제로 규칙

제정

공기업 민영화

주정부산하 비금융공기업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

운영경비의 축소를 위해

아웃소싱지출상한제 도입

무기구매비용 축소40%

스

페

인

공무원 임금 삭감 고위직은5% ,
최대 삭감15%

연금동결

출산장려금신생아 인당 유로( 1 2,500
세액감면제도 폐지)

의료보험 지출 축소

공공투자규모 축소

소비세 적용의 일관성 확보

면세물품에 대한 적격제한규정 마련

다운로드 시 부가가치세 경감e-book

기업 일시상각 기한 연장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자산 투자 및

부동산 투자일 경우 일시상각 연장

이

탈

리

아

공공부문 임금 삭감

경상지출 감축

지방정부 지출통제

재정회계법 제정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기본법 제정

년 유예된 소득세 분할납부조치2009

시행

부동산 자산가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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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과거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환율 외환유동성 등의 외부충격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우리경제의 특성상 재정의 역할은 중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와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

려운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보다도 오히려 재정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책마련에서도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무지출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

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전망‘ ’

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시 재원대책의무화, ‘

를 재정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Pay-Go)’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

한 지출준칙을 마련하여 단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 ’

회의 통제기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

다만 법적인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과 예산안편성지침 보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

회는 재정총량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심의의 실효성 제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국가재정운,

용계획이 실질적인 중기예산 운용의 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을 제도화할 필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근거를 의무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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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할 필요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불법적으로 소

득을축소신고하고세부담을경감또는탈세하는방법으로제도의순기능

이 상실되고 있어 개선 필요

비과세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운영과

정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

요하며 비과세, 감면제도의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 관련 정보공개도 확

대될 필요

�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포르투갈의 순‘

차입증가율상한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함’

포르투갈은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에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를 도

입하여 순차입증가율을 년 년 년 년2010 7%, 2011 6%, 2012 5%, 2013 4%

로 축소할 계획임

포르투갈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의 년간 연평균 순차입2002~2009

증가율은 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11%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금융성부채 순차입증가율은 년 동2005~2007

안 평균 였으나 년과 년에는 와 의 높은 순차입15% 2008 2009 33.1% 25.3%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

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포르투갈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의 순차입증가율 상한을 로 설정4%

한 것은 포르투갈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순차입증가, ‘

율상한제의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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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나 정확성

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 외에서 재정통계에 대한 견고

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위

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와 같이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다면 우

리의 국가신용도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

정통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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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1

Ⅰ. 서 론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 안정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금융위

기에 대응하였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당초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이 큰 폭으로 훼손되고 있다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과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은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건전하다 년의 재정운용 기조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 2010

추고 있어 재정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

러한 점이 한국의 재정상태가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수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한국사회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 및 의료비 등 복. ,

지지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미래의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비해 지방정부의 낭비적

인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미래 재정적자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현황 및 주요 원인 이들 국가들의 재,

정건전화 대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재정 상태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에. Ⅱ

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남유럽 국가들이 맞이한 재정위기 상황이 어

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현황을 살펴본다 제 장에. Ⅲ

서는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을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경제적,

기초 여건의 취약성 방만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남유럽, . Ⅳ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건전화 대책들을 세출측면

과 세입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 Ⅴ

기와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 재정정책 및 제도의 개선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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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위기 현황.

재정위기의 전개1.

지난해 말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 , ,

드 그리스 스페인 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 PIIGS) . 2010

년 월 기준 개 회원국 중 개국이 의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적자6 27 EU 20 EU (

대비 미만 국가채무 대비 미만을 준수하지 못해 과대재정GDP 3% , GDP 60% ) ‘

적자 시정조치 를 이행하고 있다 대부분의(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

국가가 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재정적자를 년까지 대비 이EU 2011~2014 GDP 3%

하로 낮추기로 한 상태이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European Economic Forecast-Spring,Feb 2010.

그림[ 1 개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년] EU 27 (2009 )

단위 대비( :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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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에 의한104§3

제재시점EDP

조치 결정일자(EDP )

조에 의한104§12

절차 철회시점EDP

재정건전화 목표시점( )

오스트리아 02-Dec-09 2013
벨기에 02-Dec-09 2012
체코 02-Dec-09 2013
독일 02-Dec-09 2013
이탈리아 02-Dec-09 2012
네덜란드 02-Dec-09 2013
포르투갈 02-Dec-09 2013
슬로베니아 02-Dec-09 2013
슬로바키아 02-Dec-09 2013
폴란드 07-Jul-09 2012
루마니아 07-Jul-09 2012
리투아니아 07-Jul-09 2012
말타 07-Jul-09 2011
프랑스 27-Apr-09 2013
라트비아 07-Jul-09 2012
아일랜드 27-Apr-09 2014
그리스 27-Apr-09 2014
스페인 27-Apr-09 2013
영국 08-Jul-08 financial year 2014/15
헝가리 05-Jul-04 2011

표[ 1 과대재정적자 시정조치 이행 현황] (EDP)

자료: European Commission.

특히 그리스의 년 재정적자는 대비 이며 국가채무는, 2009 GDP 13.6%

대비 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리스의 재정문제는 국가신용GDP 115.1% EU .

위기 로 연계되면서 재정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남유럽국가로(Sovereign Risk)

위기가 확대되었다 월 일 현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 6 7 (801.2bp), (272.0bp),

갈 이탈리아 의 년 만기 국채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353.0bp), (245.9bp) 5 CDS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면서. EU

유로화의 달러 환율도 년 최고점 년 월 일 기준 달러에2009 (2009 11 26 , 1.51 )對

비해 하락 년 월 일 기준 달러하여 유로체제의 존속가능성6.5% (2010 5 19 , 1.22 )

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 주가는 년 최고점 대비 하락. 2009 49.4%

하였고 독일 도 년 최고점 대비 가 하락하였다DAX 2009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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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로화 환율 및 그리스 주가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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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omson Reuters,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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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년 월 이후 단계에 걸쳐 국내위기에서 남유럽2009 10 3

위기 존 전체 위기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년 월 새로, EU . 2009 10

들어선 중도좌파 성향의 범헬레닉 사회당 신정부는 년의 재정적(PASOK) 2008

자를 대비 에서 로 상향조정하고 년 재정적자 폭이 과거 정GDP 5.0% 7.7% , 2009

부가 제출한 대비 보다 배 이상 높은 의 에 달할 것이라GDP 3.7% 3 GDP 12.7%

고 발표했다 재정적자 폭과 국가채무 폭이 이전 발표치보다 큰 폭으로 상향조.

정되자 유로통계국 은 그리스 재정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Eurostat)

고 과거 정부가 약속한 긴축재정을 위한 지출통제정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

다고 평가했다.

그리스 신정부는 년 월 유로존 국가들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2009 11

기 위해 재정적자 폭을 대비 로 감축하는 년도 예산안을 발표했GDP 9.1% 2010

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적자폭이 대비 에 이를 것이라 전망. GDP 12.2%

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그리스가 내놓은 적자감축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

서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월 말 그리스의 신용등급12

을 일제히 하향조정했고 재정위기는 가속화되었다.

구 분
년2009

재정적자

그리스

과거정부

년 예산안 년 월2009 (2008 12 ) 2.0

성장안정프로그램 제출시점 년 월(2009 1 ) 3.7

보고서 제출시점 년 월EDP (2009 4 ) 3.7

그리스

신정부

보고서 제출시점 년 월EDP (2009 10 ) 12.7

년 확정예산 년 월2010 (2009 12 ) 12.7

성장안정프로그램 제출시점 년 월(2010 1 ) 12.7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시점 년 월(2010 2 ) 12.9

보고서 제출시점 년 월EDP (2010 4 ) 13.6

표[ 2 그리스 정부의 년도 재정적자 추정치 수정발표 내역] 2009

단위 대비( : GDP %)

자료 그리스 재무부: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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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금융센터: .

년 월 일 그리스 정부는 년까지 재정적자폭을 안정성장협약2010 1 15 2012

의 재정건전성 기준에 수렴하는 수준으(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2.8%

로 낮추는 중기재정건전화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월 일에는 공‘ ’ EU . 2 2

무원 수당 삭감 및 고용 감축 방만한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

이고 주류세, 담뱃세 인상과 세금탈루 방지 등을 통한 세입확충방안을 발표했

다 월 일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을 승인하였다. 2 3 EU ‘ ’ .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공공부문의 임금을EU

삭감한 아일랜드보다도 긴축의 정도가 미약하고 공공노조의 반발로 인해13%

정책추진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감축조치를 요구했다.1) 이에 그리

1) LANDON THOMAS Jr, "Is Greece Debt Trashing the Euro", NYT,2. 10, 2010.

신용평가사 변경일자
신용등급

전망
변경 전 변경 후

그리스

Moody’s
2009.12.22 A1 A2 부정적
2010.04.22 A2 A3 부정적

S&P
2009.12.16 A－ BBB+ 부정적
2010.04.27 BBB+ BB+ 부정적

Fitch
2009.12.8 A－ BBB+ 부정적
2010.04.9 BBB+ BBB－ 부정적

포르투갈

Moody’s
1998.05.04 Aa3 Aa2 －
2009.10.29 － － 부정적

S&P
2009.01.21 AA－ A+ －
2010.04.27 A+ A－ 부정적

Fitch
1998.06.04 AA－ AA －
2010.03.24 AA AA－ 부정적

스페인

Moody’s
1997.03.07 － － 안정적
2001.12.13 Aa2 Aaa －

S&P
2009.12.09 － － 부정적
2010.04.28 AA+ AA 부정적

Fitch 2003.12.10 AA+ AAA 안정적

이탈리아

Moody’s
2002.05.15 Aaa Aa2
2006.10.19 － － 안정적

S&P 2006.10.19 AA－ A+ 안정적
Fitch 2006.10.19 AA AA－ 안정적

표[ 3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등급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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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부는 월 일 부가가치세율을 로 인상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3 5 21% 2%p ,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 보너스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억 규모, , 30% 48

의 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추가로 발표하였다(GDP 2%) .2)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방안 추가 발표 이후에 열린 정상회담벨기에 브EU (

리쉘 에서 유로존은 와의 공동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월, 2010. 3. 25) IMF . 4 12

일에 집행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 과 양자대출방식으로 억 유로를 그EU (IMF) 450

리스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상호계약에 따른 차.

관 형식으로 지원금의 분의 를 지급하고 나머지 분의 은(bilateral loans) 3 2 3 1

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로존 국가들 안에서는 유럽중앙은행 자본IMF . (ECB)

비율에 따라 차관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독일의 분담금이 가장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와 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EU IMF S&P

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단계 하향조정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스3 .

페인의 신용등급도 함께 하향조정 되면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남유럽국가의 재

정위기 국면으로 확산되었다 월 일에는 유로존과 가 그리스에 년간 총. 5 2 IMF 3

억 유로를 지원하는 구제금융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재1,100

정상태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었다.

유로화의 가치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월 이4

후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폭으로 급락하였다 와. EU

는 결국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IMF

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월 일 구제금융액 억 유7,500 (5 10 ). 7,500

로는 특수목적법인 을 통한 정부의 채무보증(SPV: Special Purpose Vehicle)

억 유로 년간 국제수지 균형기금 억 유로 증액 의 자금 제공(4,400 , 3 ), (600 ), IMF

최대 억 유로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월 일 발표된 억 유로( 2,500 ) . 2010 5 2 1,100

를 포함하면 그리스에 대한 총 구제금융 규모는 억 유로에 이른다 그 외8,600 .

에도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의 국채 직매입 유동성 지원ECB , ,

달러 스왑 재개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스 의회는 월 말 년까지 재정적자를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년간 억5 2014 3% 3 300

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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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지원

금액
주요내용 지원방식

EU

억4,400

유로

국가채무를 보증하는 를 설립하여SPV

회원국의 국채발행을 보증하는 기금 조성

유로 개 회원국이 조정그리스 제외15 ( )
향후 년간 회권국 상호간 차관 및3

국채지급보증에 사용

국채발행시

보증금융지원(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억600

유로

국제수지균형기금EU

지원대상을 비유로 지역

회원국에서유로지역 회원국으로 확대

기금한도도 억 유로에서 억500 600

유로를 증액하여 유로로 확대1,100

연 전후의5%

금리로 차관을

제공회원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억2,500

유로

크레디트 라인IMF

조정금액의 까지 지원EU 50%

개 국가들이186

출연한 기금에서

차관제공금융(

지원 조건을

수용할 경우)

ECB

최대

억6,000

유로

필요(

추정)

회원국 국채매입(Debt Monetisation)
국채 및 회사채 직매입 개월3 개월6

만기 기간제 대출 재시행

개월3 개월 공개시장 금리를 최저6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유동성 무제한 공급

국채매입

기간제 대출

국제

공조
달러스와프 라인 재가동

달러화 유동성

공급

표[ 4 구제금융안의 주요 내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에서 정리: (2010) .

그러나 구제금융패키지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자

금조성 계획이 부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역내 구제금융 금지.

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조과 과다한 분담금 금액으로 인해 구제금융의 신( 125 )

속한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지원의 선결조건인 강.

력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

대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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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국가의 재정현황2.

재정위기국으로 지칭되는 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재정‘PIIGS’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재정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차입의존. , ,

도 등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정위험도를 분석해 보면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이 재정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판단된다3).

그리스의 재정위험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대비 국가채무가 로 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GDP 13.6%, 115% EU

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미 재정적자폭이 대비. GDP 5.1%

로 유로존에서 가장 컸다 국가채무비율은 이탈리아 와 비슷한 수준인. (103.5%)

대비 로 재정규율 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GDP 95.7% (Fiscal Discipline) .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당시부터 재정분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년에2001

뒤늦게 가입승인을 얻어내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 두 차.

례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시정조치 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EDP)

야기했고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4) 특히

자국의 재정위기 자구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집행위원회의 과대 재정적자국에EU

대한 제재조치가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 내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3) 유로국가들의 대외차입에 대한 취약도재정건전성 국내저축의 가용성 외부차입의( , ,

필요성 및 대외경쟁력 등 를 평가한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이 가장) ,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Gros, Daniel and Thomos Mayer, “How to deal with

sovereign default in Europe,” 2010. 2).

국가들의 대외채무 취약성기초재정수지 순국가채무 성장률과 국채수익률간OECD ( , ,

의 갭 국채만기 을 평가한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가 고위험 국가, ) ,

로 지목되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이탈리아는 다른 남유.

럽 국가들에 비해 국가부도 위기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IU: Economist, 2010. 2).

4) 그리스는 년 월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여 년까지 재2004 7 2005

정건전성 기준에 수렴할 것을 요구받았다 년과 년 중 그리스 정부는 재정. 2005 2006

적자 감축을 위한 세입 및 세출관련 조치들을 실행하여 년에 재정적자 규모가2006

대비 로 재정건전성 기준에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년에 재정적자가GDP 2.7% . 2007

또다시 로 확대되어 년 월 일 집행위원회는 조치를 발동하고3.5% 2009 4 27 EU EDP

년까지 재정수지를 이내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조세연구원2014 3%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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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그리스가 유로 존에 가입하기 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재정통계 문제를. EU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 정부는 국채발행이자 지급분을 축소. ,

계상하여 재정적자를 축소보고 했다 둘째 공기업으로의 자본 확충은 자본이전. ,

지출이기 때문에 재정지출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로 기록함으

로서 재정적자를 축소계상 하였다 셋째 정부보증채무의 일부와 통화스왑을 국. ,

가채무로 산입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 회계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이전지출,

및 군비지출의 일부를 축소 계상하고 조세수입을 과대계상하고 로부터의 보EU

년 는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유로지역 경제의 안정성이1992 EU•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재정적자의 통제

방법으로써 과대재정적자 시정조치 를 도입(EDP)

• 건전성 기준 재정적자는 대비 미만 국가채무는 대비( GDP 3% , GDP 60%

미만 을 위반하게 되면 집행위원회의 제재절차가 시작되며 최종벌칙은) EU

의 수준의 벌금이나 실행에 옮긴 사례는 전무GDP 0.2~0.5%

• 지금까지 재정규율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제재를 모두 종결

년 월 정상회의는 를 강화하여 회원국의 재정운영에 대한1997 6 EU EDP•

감독과 규제를 구체화한 안정 및 성장협약 채택(SGP)

회원국들은 매년 중기재정운영계획과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화 계획•

을 집행위원회와 경제재무각료이사회(Stability Programme) EU

에(European Council of Economics and Finance Ministers, ECOFIN)

제출해야 함

• 안정화계획 에는 각 회원국의 중기적인 예산목표와 정부부채현황에 대한 분

석, 중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

표[ 5 재정규율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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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의료부문 지출을 축소하여 계상하였다 넷째 지방정. ,

부 재정통계가 집행위원회에EU 3 ~ 년 늦게 보고되어 통계의 적시성 문제를4

일으키고 있으며 그리스 통계당국의 독립성 문제 등도 지적받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0).

재정통계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는 재정통계 공표가 여타 국가보다IMF

늦어 적절한 정책시행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점 국가재정통계와 발생주의,

에 기반한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 및 자본형성이 연계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

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의 이행프로그램 및 과대재정적자 시정조치에. ‘ESA95’ ’

따라 수입 지출 재정적자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통계국은 금융통계를 함께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관성문제를 지적했다, IMF . IMF

는 그리스의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인 현금주의 재정통

계와 발생주의 재정통계간 오차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

적했다 재정통계에 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견고한 재정건전화의 전제조.

건이 될 것이며 재정과 관련한 회계시스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IMF, 2009).

그리스는 이처럼 재정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저축률이 낮아 정부채

권의 발행을 해외투자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스가 유로화 표시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만 화폐발행권이 없

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된 대외부채는 신흥국의 외화부채나 마찬가

지이다5).

그리스에 이어 가장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는 포르투갈의 년도2009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무려 가 증가한 대비 를 기6.8%p GDP 9.4%

록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보다는 낮은 대비 로 재정수지. GDP 76.8%

와 국가채무를 고려한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포르투갈은 재정여.

건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서도 그리스와 비슷하다.

5) 경제연구소 그리스 구제금융에도 꺼지지 않는 남유럽 위기의 불씨LG , ,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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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재정건전성

세입/GDP 38.7 44.9 36.8 46.2 32.8

세출/GDP 51.3 51.6 46.3 51.7 45.0

재정수지/GDP 13.6－ 9.4－ 11.2－ 5.3－ 14.3－

국가채무/GDP 115.1 76.8 53.2 115.8 64.0

이자지급/GDP 4.5 2.8 1.1 4.9 0.5

거시경제

경제성장률 2.0－ 2.7－ 3.6－ 5.0－ 7.1－

물가상승률 1.3 0.9－ 0.3－ 0.8 1.7－

총고정자본형성 13.1－ 11.1－ 15.3－ 12.1－ 29.7－

총저축률 5.0 8.5 19.7 15.8 11.1

가계저축률 － 8.8 18.8 8.4 9.3

노동시장

고용 1.2－ 2.5－ 6.7－ 2.7－ 8.2－

임금상승률 5.5 4.3 3.7 2.2 1.6－

실업률 9.5 9.6 18.0 7.8 11.9

금융시장
프리미엄CDS 801.2 353.0 272.0 243.0 226.3

국채금리 8.21 5.10 4.50 4.03 5.15

차입의존도
경상수지/GDP 13.1－ 10.5－ 4.7－ 3.2－ 2.9－

공공부문대외채무/ 53.2 25.7 16.9 43.9 4.7

표[ 6 남유럽 국가들의 주요 경제지표 년] (2009 )

단위 대비 전년대비 증감율( : GDP %, )

주 스페인 총저축률은 년 기준: 1) 2008 .

2) 년 만기 국채 프리미엄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기5 CDS : , 2010. 6. 8, 2010. 6. 11

준, 나머지 국가는 기준2010. 6. 7 .

3) 년 만기 국채금리 포르투갈 일 기준 나머지 국가는 기준10 : 2010. 6. 11 , 2010. 6. 7 .

자료: OECD, Eurostat, Worldbank.

포르투갈의 구조적 문제점은 첫째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낮은,

국내저축률로 인해 정부부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포르투갈의 경제규모.

는 유로존 전체에서 미만으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비율을 보이2%

고 있어 해외투자자들은 포르투갈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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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포르투갈의 낮은 대외경쟁력이다 포르투갈은. , . 2006 ~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임금상승률은 이상을2009 1% 3%

유지했다 더욱이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정부가 외국인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

대비 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다 셋째 유로존 가입 이후 평균 이GDP 300% . , 10%

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특히 은행권의 대.

외채무 가운데 스페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30%

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포르투갈 금융권의 국가별 해외채무 비중 년 월말 기준] (2009 5 )

단위( : %)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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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국의 가계] EU 기업 정부부문 부채규모 년(2008 )

단위 대비( : GDP %)

주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년 기준임: , 2007 .

자료: Eurostat.

스페인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 가 포르투갈 보다는 크지만 국가(11.2%) (9.4%)

채무 수준은 대비 로 재정여건이 그리스보다는 다소 낫다 스페인은GDP 53.2% .

국내 총저축률 이 높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국내에서 대부(19.7%)

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반면 가계부채 수준이 가처분소득대비 에. 130%

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면서 기업부채의 규모

도 대비 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고비용이 높아 비정규직 비율이GDP 110% . EU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15%) 30% .

년 말 부동산버블의 붕괴는 저축은행의 부실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직2007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6) 건설업은 스페인 경제의 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17% ,

업 부문에서만 약 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년 스페인의 실업률은100 . 2009

로 국가 중 단연 높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년 동안18% PIIGS . 2006~2009 GDP

대비 평균 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다‘ 9%’ .

6) 년 월 당시 미분양 신규주택은 만 채에 달했으며 건설 중인 주택은2008 12 61 4,000 , EU

신축주택의 에 해당하는 만 채에 달했다30% 62 7,000 (IMF,Staff Consultation I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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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대비 국가채무 규모가 대비 로 그리스와 비슷GDP GDP 115.8%

한 수준이지만 재정적자규모 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탈리아는 국내저축률(5.3%) .

이 높아 국채의 국내소화여력이 높고 가계부채 수준도 존에서 가장 낮다 이, EU .

탈리아는 다른 남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버블에 노출이 덜 되어있고,

중앙은행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강하고 소매업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상대적

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조.

치의 규모가 국가 중 가장 작아 재정여력이 크게 저하되지도 않았다 그러G-20 .

나 국가부채 수준이 높고 이에 따른 대외 이자지급 규모가 그리스보다 높은,

의 에 달한다는 점이 국내소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GDP 4.9% .

아일랜드는 재정적자 규모가 남유럽 국가 중 가장 큰 대비 이지GDP 14.3%

만 국가채무 규모는 그리스의 절반 수준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대비. GDP

로 대외부채 부담이 그리스나 스페인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국내저축3% .

률이 높아 채권발행의 해외의존도도 낮다 또한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공무원 임금 삭감 등 세출구조조정 중심의 중기재정건전화대책을 강도 높게 시

행하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한 존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도. EU

높은 편이다 반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대비 에 달해 향후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GDP 200%

없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여건과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와 포르투,

갈의 재정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채무상환 능력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긴축프로그램의 시행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취약한 대외경쟁력의 개선 문제는.

남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대외경쟁력의 개선은 사회적 합.

의에 바탕을 둔 내핍정책의 이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

공부문의 임금상승률 억제와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

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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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점1.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들 수준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럽 단일통화체제 의(EMU)

본질적인 문제점이 표면화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7)

년 유로존 형성 이후 회원국의 경제성장세가 확대된 것은 사실1999 (EMU)

이다 하지만 단일환율 적용으로 인해 회원국 간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심화. EU

되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대외채무가 확대되었다 물가수준이.

높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반면 물가.

가 안정되어 있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실,

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했다.8) 더욱이 그리스를 비

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부담이 줄

어드는 메리트를 향유했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이 해외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

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했으며 저축과 투자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7) 체제의 문제점은 유로존 형성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EMU ,

시기에는 표면화되지 않다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들의 재정위기 상황을 계기로 체제의 유지가능성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EMU .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을 체제 수준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한국은행 한EMU (2010),

국은행 경제연구원 을 참조할 수 있다(2009), LG (2010) .

8)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적자국의 상품수지 적자액 가운데 역내에서 발생한, EU

부분이 이상이다 한국은행90%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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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87, May 2010.

그림[ 6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U

주 실질실효환율은 디플레이터로 수출가격이 대상 국가는 개국임: , 36 .

자료 한국은행 에서 재인용: (2010) .

1992~1998 1999~2007 2008 2009

경상수지

흑자국

오스트리아 1.8－ 1.3 3.3 2.3

프랑스 1.3 0.8 2.3－ 2.2－

독일 0.9－ 2.7 6.7 5.0

네덜란드 4.6 5.4 4.8 5.4

스웨덴 1.7 5.8 9.3 7.2

벨기에 5.3 3.4 2.9－ 0.5

경상수지

적자국

그리스 3.0－ 8.1－ 14.6－ 11.2－

아일랜드 2.3 1.6－ 5.2－ 2.9－

이탈리아 1.4 1.1－ 3.5－ 3.1－

포르투갈 2.8－ 8.7－ 12.0－ 10.3－

스페인 1.1－ 5.5－ 9.7－ 5.4－

표[ 7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EU

단위 대비( :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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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체제는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재정정책이EMU

분절화 되어있다 즉 유로존은 통화정책의 단일화는 이루었으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재정통합 은 이루지 못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유(fiscal union) .

로존 차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조합될 필요가 있지만, EMU

체제는 회원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는 안정성장협약 을 통해 회원국들EU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에게 재정규율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제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SGPⅡ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운

용을 방만하게 유지해 왔다.

이처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절화라는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유럽EMU

국가들의 취약한 경제 여건 및 방만한 재정운용과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경제 기초여건의 취약성2.

그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유럽 국가에서는 유로화 도입과 경기상승기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국채수익률이 독일 수준까지 하락하여 신용팽창과 과도한 소

비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소비성향의 확대는 가계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

설투자와 설비투자를 확대시켰고 이는 저축과 투자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

년 동안 그리스의 설비투자 평균증가율은 유로지역 평균2002~2006 (2.5%)

을 크게 상회하는 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8.9% .

설투자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유로지역 평균 을 크게 상회하는(1.6%)

와 의 건설투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국내 총저축6.0% 8.5% .

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비 평균 를 기록하면, GDP 10.7%

서 유로지역 평균 을 하회하고 있다(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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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1997~2001 평균2002~2006

설비투자

그리스 10.9 8.9

스페인 9.1 5.0

포르투갈 9.1 -0.2

아일랜드 8.8 6.1

유로지역 평균 6.9 2.5

건설투자

그리스 6.6 3.2

스페인 6.6 6.0

포르투갈 6.5 -4.7

아일랜드 10.2 8.5

유로지역 평균 2.2 1.6

총저축률

그리스 11.4 10.7

스페인 22.3 22.4

포르투갈 18.4 14.9

아일랜드 23.6 22.9

유로지역 평균 20.2 20.4

표[ 8 남유럽국가 투자 및 총저축률]

단위 전년대비 대비( : %, GDP %)

자료: 1. European Commission,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2009, Oct

2009.

2. OECD, Economic Outlook 87, May 2010.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자 대외경쟁력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저임금 아시아 국가에 수출시장을 내주는 곤란에 직면했‘ ’

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을 웃도는 상황이 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외경쟁. 10

력은 약화되었고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그리스의 경우 경상수지 적.

자의 확대문제는 실질실효환율의 절상9)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산

업구조의 취약성 및저부가가치 위주의 상품수출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9) 명목환율이 유로화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실질실효

환율이 절상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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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의 흑자 폭 축소 이전소득 및 순투자 소득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10) 더욱이 그리스는 제조업 비중이 전산업 대비.

로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인 반면 관광10.3% OECD , 해상운수 등 서비스업의 비

중은 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75.9%

다 또한 인. 허가 등 각종 행정 사법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제조업 서비스업 국가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스 10.3 75.9 미국 13.3 76.9
스페인 15.2 67.4 일본 20.6 70.1
포르투갈 14.3 73.0 독일 23.9 68.7
이탈리아 19.0 21.7 영국 12.7 76.3
아일랜드 10.1 70.5 스웨덴 20.0 70.3
헝가리 22.1 66.3 핀란드 64.2 63.7

표[ 9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OECD

단위( : %)

자료: OECD, OECD in Figures 2009, 2010.

그리스는 투자와 저축 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 경상수지 적자를 외부로

부터의 자본이동에 의해 보전해왔다 주로 역내 금융기관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

를 보전하였으며 이는 유로화 도입 이후 환리스크의 소멸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

영역의 확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스 정부채의 메리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스의 유로지역 국가로부터의 차입비중이 년대 였으나 년 유1990 53.8% 2001

로지역 가입 이후 로 상승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67.0% .11)

10) 그리스는 금융위기 전까지 관광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서비스수지가 상품수지의 완

충역할을 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을 좁혀왔으나 위기 이후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

서 서비스수지 흑자폭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년 이후로 로부터 지급. 2007 EU

되던 이전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민자들의 송금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이,

전소득 및 자본 소득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09).

11) 한국은행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 2009. 12. 23.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21

1992 ~ 2000 2001 ~ 2006

유로지역 18,038(53.8) 62,918(67.0)

전세계 33,533(100.0) 93,964(100.0)

표[ 10 그리스의 유로지역 차입비중]

단위 백만 달러( : )

주 는 비중임: ( ) .

자료 한국은행 에서 재인용: (2009) .

방만한 재정운용3.

가 재정운용의 경직성.

고령화 보건 실업보조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지출과 공공

부문 임금지출의 과다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12)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재

정의 탄력적 운용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의무지.

출 규모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년을 기준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대비2008 GDP

와 로 평균 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공20.2% 18.8% OECD (15.2%) .

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이 각각 대비, , GDP 9.0%,

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정부부처 운영비 및8.6%, 7.0% .

인력관리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공무원급여를 지.

12) 재정지출은 지출의 법적 근거 내용 특성에 따라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 ,

분할 수 있다 의무지출 은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를 결정하. (mandatory Expenditure)

는 물량대상 단가 등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지출규모의 결정( ),

에 있어서 재정당국 국회 행정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 ) .

의무지출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므로 직접지출‘ (Direct Spending)

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재량지출 은 지출여부 혹은 지. (Discretionary Spending)

출규모를 결정하는 물량 대상 단가 등이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

않거나 지출근거가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규모를 재정당국국회 행정부이( , )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 2010a).



22 ◆ 경제현안분석 제 호53

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보조 및 사립학교 교육비 보조 등 사회복지혜택이 여타

유로 존 국가들보다 큰 그리스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보

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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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출의 기능별 분류 년] (2008 )

단위 대비( : GDP %)

자료: Eurostat.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고령화 관련 지

출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 , ,

양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대비 고. , , GDP

령화 관련 지출 비중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은 아일랜( 11.0%, 8.4%, 8.2%)

드 대비 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이들 세 국가의 고령화 관련 지출 비(GDP 3.2%) .

중은 사회보장 총지출 중 절반 가량 을 차지하고 있다(49.9%, 42.0%, 41.6%) .

특히 회원국 중 일본 세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수명이 길고 노년부, OECD (82.6 )

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13)가 높은 이탈리아 세의 연금지출은(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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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2050 GDP 24.6%

있다.14) 그리스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에 달하여 유로국가 중 최고95.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금산정의 기준도 퇴직 전 년 소득을 기준으로. ‘5 ’

산정하고 연금의 수급연령도 세로 낮으며 각종 조기은퇴옵션을 갖고 있어 사61

회보장지출의 과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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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회보장지출의 기능별 분류 년] (2008 )

단위 대비( : GDP %)

자료: Eurostat.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의 실업보조 관련 지출은 각각 대비, GDP 1.9%,

로 영국 의 지출비중을 세 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포르투갈의1.0%, 1.0% (0.3%) .

평균 실업보조 소득대체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를 기록하고 있으며EU 40% ,

스페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일이다720 (IMF, 2010).

총지출 중 사회보장지출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보수

13) 노년부양비 는 세부터 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명에(Old age Dependency Ratio) 15 65 100

대하여 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의미한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노년부양비는 각각65 .

명과 명이다35.1 31.3 .

14) EU Commiss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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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르투갈 그리스. , ,

이탈리아 스페인의 공공부문 보수는 대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DP 10% .

2000 ~ 년 동안 스페인과 그리스의 공공부문 고용인원은 각각 만 천명2008 13 7 ,

만 천명이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핀란드도 같은 기간 동안7 7 . 7,500

명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공공부문의 보수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의 공공부문 보수는 유로 존 가입 이후 년까지 연평균 에 달하는 높2004 10.4%

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스페인도 년 동안 에 이르는 높은 증, 2005~2008 8.6%

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년 동안 그리스와 스페인의 공공부문 보수. 2000~2008

는 각각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핀란드의 보수증가율은 단지100%, 80.3% .

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은 공무원의 평균보수가 민간부문 평균보43% . ,

수의 배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높은 보수수준과 증가율은 노동비용1.48 .

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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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출의 성질별 분류 년] (2008 )

단위 대비( : GDP %)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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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OECD National Accoun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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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OECD National Accou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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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한 세입기반.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적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을 왜,

곡하고 형평성을 악화시키며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15)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하경제 규모는, , ,

평균인 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재정시스템의 낙OECD 13.6% . ,

후 세무공무원들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회피 등으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를 기록하고 있다24.7% .16) 그리스의 높은 지하경제

규모는 인구의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소득을 이상 낮게 신고하30% 10%

는 점 세법의 잦은 개정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유자녀 가정에 특별히 높게 적, , ,

용되는 세율구조 복잡한 세제에 기인한다, (Katsios, 2006).

그림[ 12 주요국의 지하경제규모] OECD

단위 대비( : GDP %)

자료: Schneider, F.,The size of shadow economy in 21 OECD countries using the

MIMIC and currency demand approach, 2009.

15) 는 지하경제를 장물Schneider(2009) “ 마약 밀수 등 불법 행동에서 파생된 소득을 포함하

여 합법적으로 생산 및 거래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 보고된 소득을 포함한다 라( ) .”未

고 정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 납부의 회피 사회보장기여금 납. , ,

부의 회피 법정노동시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최저임금 최대근로시간 안전기준, ( , ,

등 통계질문지나 행정서식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정절차 불이행을 들고 있다), .

16) 그리스 감사원은 년에 징수되지 않은 세수가 억 유로 의 에 달2007 310 (GDP 13.6%)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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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년 이후2004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년 였던 법인세율은 매년. 2004 35% 3 ~ 씩 대폭4%

인하되어 년에는 로 떨어졌으며 년부터 년까지 매년 씩2007 25% , 2010 2014 1%

인하되어 에서 로 낮춰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25% 20% . ,

부세 공제한도 확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이 추진되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2007 .

년 동안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06~2009 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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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리스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단위 대비( : GDP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86, Nov 2009.

소비효율성 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과세기반(C-Efficiency)

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효율성은EU .

민간소비 대비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 값으로 세율 당‘ 1%

세수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지출과’ .

부가가치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소비효율성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EU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를 기록하고 있다0.52%,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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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세율VAT
세수VAT

민간소비 비중( )

소비효율성

(C-Efficiency)
오스트리아 20.00 14.18 0.71

벨기에 21.00 13.84 0.66

핀란드 22.00 16.78 0.76

프랑스 19.60 12.71 0.65

독일 16.00 10.88 0.68

그리스 19.00 9.93 0.52

아일랜드 21.00 17.04 0.81

이탈리아 20.00 10.58 0.53

룩셈부르크 15.00 16.84 1.12

네덜란드 19.00 15.29 0.80

포루투갈 21.00 13.56 0.65

슬로바키아 19.00 10.62 0.56

스페인 16.00 11.11 0.69

평균 19.12 13.34 0.70

표[ 11 주요 국가별 효율성 년] EU VAT (2008 )

단위( : %)

주 세수는 민간소비에서 가 차지하는 비중임: 1) VAT VAT .

소비효율성 은 부가가치세수민간소비 부가가치세율 임2) (C-Efficiency) ( / )/ .

자료: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2008; OECD Tax Revenue database, 2009.

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결여.

스페인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 간의 괴리로 인한 재

정책임성 결여 이전재원에의 의존으로 인한 예산제약의 연성화 과도한 지방재, ,

정적자 규모이다 스페인은 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1978 17 ,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제 조( 148 ).17)

17) 스페인은 단일국가이지만 헌법 제 조에서 국가의 지방분권체제2 (Sub-national

로서 지역자치권 을 인정한 층 체제로 구성된다 즉 지역중심의Governments) “ ” 3 . ,

자치공공체로의 개 자치지역정부 개17 (Comunidad, Autonomous Communities), 50

의 도 중간자치정부 개의 자치시(Provincias, Provinces), 2 (Ciudades Autonomas),

그리고 개의 기초정부 가 있다8109 (Municip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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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도록 하

였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국가업무의 두. (22.4%)

배가 넘는 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책49.2%

임은 만 배분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의 배분 수준은 높지34.4% .

만 재원조달책임이 낮아 양자 간에 괴리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2010.

일반정부 지출 비중 년: 2006

중앙정부
지방전체

사회보장기금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스 53.7 6.3 0.0 6.3 39.9
스페인스페인스페인스페인 22.4 49.2 35.8 13.4 28.5
포르투갈 54.1 12.9 0.0 12.9 33.0
이탈리아 33.5 31.5 0.0 31.5 35.0
핀란드 29.9 39.2 0.0 39.2 30.9
독일 19.1 37.1 21.9 15.2 44.0
영국 71.6 28.4 0.0 28.4 0.0
미국 56.3 44.9 44.9 0.0 0.0
한국 40.4 45.5 0.0 45.5 14.2
OECD27 43.9 32.5 8.2 24.4 23.6

일반정부 수입 비중 년: 2006

중앙정부
지방전체

사회보장기금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스 66.4 3.9 0.0 3.9 32.0
스페인스페인스페인스페인 37.7 34.4 23.5 10.9 29.7
포르투갈 61.0 11.5 0.0 11.5 29.8
이탈리아 53.2 20.3 0.0 20.3 28.1
핀란드 48.4 26.5 0.0 26.5 26.0
독일 28.2 35.9 23.7 12.2 37.5
영국 91.1 10.7 0.0 10.7 0.0
미국 63.6 37.7 37.7 0.0 0.0
한국 59.6 22.0 0.0 22.0 22.5
OECD27 58.1 22.6 6.5 16.1 20.7

표[ 12 일반정부 지출 및 수입 비중 년] (2006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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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지방정부는 지방수입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재정.

지출을 이전재원의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은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초래

하고 있다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때 지방정. ,

부는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새롭게 부과하기보다는 중앙정부

로부터 이전재원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표 은 스페인 지방정부간 세. [ 13]

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정부의 세입은 주로 교부금 으로 구성되어. (67%)

있는 반면 도정부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 이다 지역정부의 수입 중 지방세(58%) .

수입은 정도이다 기초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세 교부금 지방채 등 기타수20% . , ,

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

의 과도한 교부금수입은 지방정부의 지방세수 기반확충과 과세자주권 제고 노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료 한국지방행정: Martinez-Vazquez and Sanz-Sanz(2007), Fiscal Reform in Spain,

연구원 에서 재인용(2009) .

2006 ~ 년 동안 스페인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이루었지만 지2007 ,

방정부의 재정수지는 억 만 유로와 억 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3 8,200 23 4,600

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부동산세. (Impuesto Sobre Bienes Inmuebles: IBI)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

다 그림 는 주요국별로 정부간 재정적자의 누적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 14] .

년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영국이 억 유로로 회원국 중2009 1,564 EU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스페인이

억 유로로 가장 크다212 .

기초정부 도정부 지역정부

지방세수입 32 58 20

교부금수입 36 28 67

지방채등기타수입 32 14 13

표[ 13 스페인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년] (2006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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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유로( : )

자료: Eurostat.

라 경기진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지출의 확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실시는 재,

정위기 국가의 재정부실을 더욱 심화시켰다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금. EU

융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조하였다 회원국은 년과 년. EU 2009 2010

에 대비 와 규모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지출확대 세금 감면 등GDP 1.1% 0.7% ( , )

을 추진하였다 스페인의 경기부양 지출규모는 대비 로 회원국 중. GDP 2.3% EU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공투자지출과 사회보장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침.

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사회보장 지출 중 실업급여의 지출규모를 큰 폭으로 확

대시킨 결과 년 스페인의 실업급여 지출규모는 억 유로를 기록하였다2009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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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합계 지출 수입
가계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공공
투자

합계

오스트리아 1.8 0.4 1.4 1.1 0.2 0.3 0.2 1.8

벨기에 0.4 0.2 0.2 0.1 0.1 0.0 0.2 0.4

불가리아 0.0 0.0 0.0 0.0 0.0 0.0 0.0 0.0

사이프러스 0.1 0.1 0.0 0.0 0.0 0.0 0.0 0.0

체코 1.0 0.5 0.5 0.0 0.5 0.1 0.4 0.5

독일 1.4 0.6 0.8 0.9 0.1 0.0 0.4 1.9

덴마크 0.4 0.3 0.1 0.0 0.0 0.1 0.3 0.8

에스토니아 0.2 0.2 0.0 0.0 0.2 0.0 0.0 0.3

그리스 0.0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2.3 1.0 1.3 0.3 0.0 1.1 0.9 0.6

핀란드 1.7 0.6 1.1 0.9 0.2 0.2 0.3 1.7

프랑스 1.0 0.7 0.3 0.2 0.1 0.4 0.3 0.1

헝가리 0.0 0.0 0.0 0.0 0.0 0.0 0.0 0.0

아일랜드 0.5 0.3 0.2 0.5 0.0 0.0 0.0 0.5

이탈리아 0.0 0.2 -0.2 0.2 0.0 -0.2 0.0 0.0

리투아니아 0.0 0.0 0.0 0.0 0.0 0.0 0.0 0.0

라트비아 0.0 0.0 0.0 0.0 0.0 0.0 0.0 0.0

룩셈부르크 1.2 0.1 1.2 1.2 0.0 0.0 0.0 1.4

말타 1.6 1.3 0.3 0.3 0.0 0.1 1.3 1.6

네덜란드 0.9 0.4 0.5 0.3 0.1 0.1 0.4 1.0

폴란드 1.0 0.3 0.7 0.6 0.0 0.1 0.3 1.5

포르투갈 0.9 0.9 0.0 0.1 0.2 0.3 0.4 0.1

루마니아 0.0 0.0 0.0 0.0 0.0 0.0 0.0 0.0

스웨덴 1.4 0.6 0.8 0.6 0.5 0.0 0.3 1.6

슬로베니아 0.6 0.5 0.1 0.0 0.1 0.3 0.2 0.5

슬로바키아 0.1 0.1 0.0 0.0 0.0 0.1 0.0 0.0

우크라이나 1.4 0.4 1.0 1.2 0.0 0.0 0.2 0.0

EU-27 1.1 0.5 0.6 0.5 0.1 0.2 0.3 0.7

EA-16 1.1 0.5 0.5 0.4 0.1 0.2 0.3 0.8

표[ 14 주요국별 경기부양지출 규모] EU

단위 대비( : GDP %)

자료: EU Commission,Public Finance in EMU 2009, O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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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를 제외한 회원국 각국은 은행산업의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모EU

재정지출을 추진했으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 , ,

보증 등의 구제금융 실시는 정부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본 확충 자산매입 및 대부 채무 보증

그리스 2.1 3.3 6.2

아일랜드 5.9 0 198.1

이탈리아 0.6 0 0

포르투갈 2.4 0 12

스페인 0.8 3.9 15.8

표[ 15 남유럽 국가의 금융부문 구제금융 규모]

단위 년 대비( : 2008 GDP %)

주 년 월 기준임: 2009 8 .

자료: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Nov 2009.

마 비효율적인 재정제도의 운용.

예산과정의 복잡 다기성 미흡한 성과관리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등, ,

은 정부의 재정운용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

적인 재정운용은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는 이탈리아. , IMF

의 재정제도상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IMF, 2008).



34 ◆ 경제현안분석 제 호53

재정소요 법률의 제정 시 예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소비적임

예산안 수립 시 성과보고서에 대한 환류 없이 전년대비 증가율로 지출

규모를 산정

의회에서 예산승인 시 미세한 수정사항이 과다함

년 예산 개 개정조항(2007 , 12,000 )

재정지출의 상당부문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의무지출(Mandatory

임Expenditure)

년 기준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재량지출의 규모는 대비(2009 GDP 30%)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국내안정성협약 에(Domestic Stability Pact)

근거하여 재정준칙의 적용을 받으나 구속력이 미약하고 총량목표가 자주

변경됨 더욱이 지방정부의 보건지출은 국내안정성협약의 제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표[ 16 이탈리아 재정제도의 취약점]

자료: IMF, ITALY: Staff Report for the 2008 Article IV Consultation, J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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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재정건전화 대책

구제금융패키지 지원의 선결조건이 긴축재정인 만큼 남유럽 국가들은 강력

한 긴축재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국들은 과대재정적.

자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중기재정건전화계획(EDP) ‘ (2010 ~ 을 집행2013)’ EU

위원회에 제출하였다.18) 중기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그리스는 년까지‘ ’ 2013

재정적자를 이상 감축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감축10%p , 8.4%p, 6.6%p

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남유럽 지역의 재정위기로.

확대되고 유로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은 당초 계획보다 더욱 강력한 재정

적자 추가긴축계획안을 발표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09

차이종전 수정 종전 수정

그리스 12.7 8.7 ― 6.6 ― 2.8 2.5 10.2

스페인 11.4 9.8 (9.3) 7.5 (6.0) 5.3 3.0 8.4

포르투갈 9.4 8.3 (7.3) 6.6 (4.6) 4.6 2.8 6.6

이탈리아 5.3 5.0 ― 3.9 ― 2.7 ― 2.6

표[ 17 중기재정건전화계획 재정수지] :

단위 대비( : GDP %)

주 는 중기재정건전화계획 제출 이후 추가로 발표된 재정적자 목표수치를 의미함: ( )

자료 각국 재무부: ,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2010.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들은 의 재정건전화 목표치 달성을 위해EU

세출감축과 세입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공.

공부문의 임금삭감을 비롯하여 연금제도 개혁 및 사회복지 수급자 자격관리 등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 공기업 개혁 및 부채관리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

18) 그리스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2009 ~ 스페인2013’(2010.1), ‘Stability

Programme 2009 ~ 포르투갈2013’(2010.1)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2010 ~ 이탈리아2013’(2010.3), ‘Stability Programme 2010 ~ 201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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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입측면에서는 간접세율 및 직접세율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을 수. ,

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의. ,

실현가능성 즉 내핍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

세출측면 세입측면

그

리

스

공무원 보수 삭감12%
연금지출 억제를 위한 은퇴연령 연장

실업보조금 신청자 자산실사조사 강화

공공투자규모 축소

공기업 이전지출 축소

군비지출 규모 감축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뱃세 주류세 인상, , ,
사치세 및 도입Green Tax

로열티 및 면허세 인상gambling
과세행정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시스템

통합

조세행정정보화를 위해

과세정보시스템 도입(Taxnet)

포

르

투

갈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공공부문 고용 퇴직자 인당1
신규고용을 인으로 제한하는 규칙 을1
강화

사회보장지출 수급자 적격성 관리 강화

조기퇴직에 따른 패널티 부과

지방정부 채무수준 제로 규칙 제정

공기업 민영화

주정부산하 비금융공기업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

운영경비의 축소를 위해 아웃소싱지

출상한제 도입

무기구매비용 축소40%

과세표준 만 유로 이상에 개인소득세율15
부과45%

고속도로 통행세 부과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상, ,

스

페

인

공무원 임금 삭감 고위직은 최대5% ,
삭감15%

연금동결

출산장려금신생아 인당 유로( 1 2,500
세액감면제도 폐지)
의료보험 지출 축소

공공투자규모 축소

소비세 적용의 일관성 확보

면세물품에 대한 적격제한규정 마련

다운로드 시 부가가치세 경감e-book
기업 일시상각 기한 연장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자산 투자 및 부동산

투자일 경우 일시상각 연장

이

탈

리

아

공공부문 임금 삭감

경상지출 감축

지방정부 지출통제

재정회계법 제정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기본법 제정

년 유예된 소득세 분할납부조치 시행2009
부동산 자산가치 재평가

표[ 18 남유럽 국가의 재정건전화 대책]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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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1.

그리스의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은 주로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년 동안 재정적자의 총 감축 규모는 대비 이며 이 중 세출2010~2013 GDP 11% ,

구조조정 조치에 따른 감축규모가 의 를 차지하고 있다 세출구조조정GDP 6.1% .

조치 중에서는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관련 조치가 각각 대비 로GDP 1.2%, 1.1%

가장 큰 재정적자 감축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년 이후 인상된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할 예2000 100% 12%

정이며 연금지출의 억제를 위해 평균 은퇴연령을 세에서 세남성로 연장하61 65 ( )

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투자 감소 공기업 이전지출 축소 실업. (0.6%), (0.4%),

보조금신청자 자산실사조사 도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의(0.2%) . GDP

를 차지 평균인4.25% (EU 1.75 ~ 하고 있는 군비지출 규모 감축을 위해 군사2%)

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터키와 관계개선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스는 적극적인 세출축소 정책과 더불어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

세나 담뱃세 주류세 등의 소비과세를 인상하고 조세회피 및 탈루 방지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조세수입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할 의지.

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2000 ~ 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 전환 실적이 국가들보2008 OECD

다 높지만 주정부 산하 공기업의 숫자는 년 기준 개이며 전체규모는, 2010 74

억 유로에 달한다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주정부 산하 공기업은 낮은 생440 .

산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왔고 이는 곧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는 조속한 민영화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주정부 산하 공기업. OECD

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것을 그리스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OECD, 2010).

이에 그리스 정부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세부방안을 추후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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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The Economic Adjustment Program For Greece, May 2010.

2010 2011 2012 2013

수입측면 0.5 수입측면 2.9 수입측면 0.7 수입측면 -0.3

부가가치세 인상 0.3 부가가치세 인상 0.4 무알코올음료과세 0.1 추정세 0.0

유류세 인상 0.1 유류세 인상 0.1 로열티gambling 0.1 면허세gambling -0.3

담뱃세 인상 0.1 담뱃세 인상 0.1 면허세gambling 0.2

주류세 인상 0.0 주류세 인상 0.0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확대 0.1

비인가기구 과세 0.4 추정세 0.0

사치세 도입 0.0 부동산 실질가치 증가 0.1

소득의 book specification 0.0

로열티gambling 0.1

면허세gambling 0.2

기업특별과세 0.3

불법빌딩과세 0.2
부가세 인상 및

과세베이스 확대
0.4

Green tax 0.1

추정세 0.2

부동산 실질가치 증가 0.2

차량소유 소득과세 0.1

지출측면 1.9 지출측면 1.2 지출측면 1.7 지출측면 2.3
임금삭감 부활절 여름( , ,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당)
0.5

임금삭감부활절 여름 크리스마스( , ,

보너스 수당)
0.2 공공투자감소 0.2 공공부문 고용 축소 0.2

중간재 소비 0.3 중간재 소비 0.1 공공부문 고용 축소 0.3 연금동결조치 0.1

연금삭감 고소득연금수급자( ) 0.1 공공부문 임금 통일 0.0 보조금신청자 자산조사 0.2 Kalikrate saving 0.2

노조수당 삭감 0.2 연금동결조치 0.0 연금동결조치 0.1 기타조치 1.8

연금삭감 부활절 여름( , ,
크리스마스)

0.6 연금삭감 월 연금분(13,14 ) 0.2 Kalikrate saving 0.2

공공투자 감소 0.2 Kalikrate saving 0.2 공기업 이전지출 삭감 0.4

연금삭감고소득연금수급자( ) 0.1 운영비용 축소 0.4

공공투자 감소 0.2

합계 2.5 4.1 2.4 2.0

표[ 19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대책 규모 년 년] (2010 ~2013 )

단위 대비( :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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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무부는 월 초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급 세제조치에 이어 월3 3

말에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담은 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월 일에 승4 21

인받았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나 담뱃세 주류세 등의 소비과. ,

세를 인상하고 조세회피 방지나 탈루 방지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저소득층에게는 감세나 공제혜택을 부여하.

는 한편 고소득층에게는 세부담을 확대하고 특혜제도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

는 등의 변화가 주요한 특징이다 그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등.

세원투명화와 세제효율화 조치를 담고 있다.19)

개인소득과세 부가가치세 소비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세제개혁방안은 다음

과 같다 개인소득과세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세율이 구간으로 확대. 8 (18% ~

되었고 연간소득이 만 유로를 초과할 때 최고세율 를 적용받45%) 100,000 48%

는다 현행과 같이 소득 유로까지는 면세대상이이며 납세자의 생활비영수. 12,000

증이 필요하다 부양가족공제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보너스나 상. ,

여금 등을 특별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율이 기존의 에서4.5%, 9%, 19%, 5%, 10%, 21%

로 인상20)된다 그리스 정부는. 2010 ~ 년 동안 의 규모의 재정수2013 GDP 1.2%

입 충당을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폐지되었고 병.

원이나 의료진단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면세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로 이상의 회사 간 회사공공부문간2011 1 1 3,000 , -

거래 시 모든 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유통되고 발행되도록 조정하였다.

유류세 담뱃세 주류세 등과 같은 소비과세는 대폭 강화되었다 그리스 정.

부는 유류세가솔린 유로 디젤 유로로 인상 담뱃세( 0.08 , 0.03 ), (63%→ 주65%),

류세율 인상에 따라(20%) 2010 ~ 년 기간 동안 의 의 재정수입2013 GDP 0.4%

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의 경우는 기존의 부동산세 가 폐지되었고 실질부동산의(ETAK)

총가치에 대해 연간세율이 개인의 경우 최대 만 유로까지는 면세되며400,000

19) 그리스의 세제개혁 조치는 조세연구원 해외재정동향 자료를 정리하였다“ ” .

20) 월 일 추가 긴축계획안에서 부가가치세율을 로 재인상하였다5 2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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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0.1% ~ 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2% .

우는 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과세의 개편효과는 의 규0.6% . GDP 0.3%

모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실질가치가 유로까지는 현행 에서. 20,000 9% 8%

로 인하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에서 로 인하된다11% 10% .

세제개혁방안 이외에도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위해 과세행정시스템과 사회보

장급여 시스템을 통일하여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조세행정의.

정보화 및 지하경제규모 감축을 위해서 과세정보시스템 을 도입하고 상(Taxnet)

인과 자영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했다 부패한 세무공무원을 고발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 지역 세금센터를 줄여 세금신고를,

인터넷이나 우편 콜 센터로 대체하는 방안 개인과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계약을,

줄이는 방안 등 세정 선진화 방안도 발표되었다.

스페인2.

스페인은 년까지 재정건전화 목표치재정적자 대비 를 달성하2013 ( GDP 3%)

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세출구조조정 정책 및 세입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스페인 정부의 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훼손된 재정건전성의 조기회2010

복을 목표로 재정운용상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년 월 통과. 2009 6

된 경기부양조치의 점진적 철회를 포함하는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이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기인하여 스페인 경제가. 2013

년까지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낙관적인 중기.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는 년에 재정적자가 대비 까지 축2013 GDP 3%

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입측면에서는 개인당 유로 세액공제제도의 폐지400

및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16%→ 년 월부터 실시 담뱃세 및18%, 2010 7 ),

유류세 인상 년 월부터 실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2009 6 ) .

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에서 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25% 20%

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혁조치로 년 의 에 달하는 추. 2010 GDP 1.4%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41

가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지출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

을 삭감하고 연금지출증가율을 소폭으로 유지전년대비 하는 세출구조조정( 1%)

조치 대비 를 취함으로써 수준의 재정지출증가율을 목표로 하였(GDP 0.3%) 4%

다 그러나 올 초 경제전망기관들은 스페인 경제의 조기회복과 재정건전화 대.

책의 성실한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

으며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

한 재정긴축프로그램을 년 월 중순에 추가로 발표하였다20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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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부가가치세 인상 소비세 인상 400유로 소득세액공제 폐지

저축과세 확대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인하 경상지출 삭감

특별회계

그림[ 15 스페인의 재정건전화 대책 규모 년 예산안] (2010 )

단위 대비( : GDP %)

자료 스페인 재무부: ,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 2013,Jan 2010.

스페인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재정적자의 감축 규모는 년과 년에2010 2011

각각 억 및 억 유로총 억 유로 규모이다 재정적자 추가감축안은 공무50 100 ( 150 ) .

원 임금삭감 연금동결 출산 장려금 폐지 의료보험 지출 축소 정부 지출 축소, , , ,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년에 전체 공무원 임금은 평균 삭감될 예. 2010 5%

정이며 고위직은 최대 정도의 임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1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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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공무원 임금은 동결될 예정이며 다만 직급별 임금 삭감 비율은 추후 구체,

적 기준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공공투자 역시 억 유로 규모의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물60 .

가수준과 연동하여 인상되어 온 연금을 동결시키는 한편, 61 ~ 세 사이에 허65

용된 조기정년퇴직제도를 폐지하여 연금 지출을 축소키로 하였다 다만 최소 연.

금 수령자 또는 저소득 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다 저출산 대.

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신생아 인당 유로의 세액 감면제도를 년1 2,500 2011

월 일부터 폐지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켜온 약값을 재산정하는 한편1 1 , ,

과다 처방 및 치료 등을 규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개혁 조치는 월 중순 법령을 통해 공포되었으며 세율4

의 인상보다는 세제 전반적인 조정과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세의 경.

우 소비세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면세물품에 대한 적격한 제한규정도 마

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의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시 경감. e-book

세율을 적용해 주는 세원투명성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일시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거래는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자산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시상각이 각각 년과 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2011 2012 .

이전가격내역 의 제출이 면제된다 이전가격내역은(Transfer Pricing Document) .

거래가격 유로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이 면제되고 조세회피 지역100,000

에서의 거래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수도 가스의 개보수와 주거목적의,

주택개조에 대한 임시소득공제가 년 월 일까지 연장되었다 대중10% 2012 12 31 .

교통 이용자에게는 최고 유로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1,500 .

부가가치세 분야는 사용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하거나 최저경감세율을e-book

를 적용하는 등의 과세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외에 의 확대와 정착을4% . e-book

위해 년 월 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세율 도 의 현행수준으로 과2010 7 1 (18%) 16%

세할 예정이다.21)

21) 스페인의 세제개혁에 관한 내용은 조세연구원 해외재정동향 을 정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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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3.

포르투갈의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

과 조세지출의 효율화 세입확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 주정부, , ,

산하 공기업의 부채관리 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중기재정건전화계획에 따. ‘ ’

르면 재정적자 감축의 요인별 기여도는 세출 삭감이 세수 증대가49%, 15%,

경기회복과 자동안정화장치 작동 요인이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6% .

포르투갈의 세출구조조정안은 공공분야 임금인상 억제 및 고용 축소 공공투,

자 축소 실업수당 및 보건 관련 복지지출 삭감 정부자산 매각 공기업 효율화, , ,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은 퇴직자 인당 신규고용 인. “ 2 1

규정 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년까지 대비 연간 억 유로를 축소” 2013 GDP 10%( 1 )

할 예정이다 주정부에 의해서 대부분 집행되는 사회보장 지출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는 수급자의 적격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정부로부터 이전재원 규모.

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서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책임성도 확대할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공공부문 임금 퇴직자 인당 신규고용 인 으로 제한하는 규칙강화2 1

사회보장 지출

비기여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격성 관리를 위해

자산조사 의무적 시행“ ”

비기여제 사회보장급여의 동결

사회보장 급여지출의 축소

주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상한선 도입- :

년 억 유로 년 억 유로 년 억 유로(2011 71 , 2012 70 , 2013 69 )

실업급여제도 변경

실업급여와 평균근로소득간의 연계 강화-

임금상한선의 축소-

에 기반 보건지출의 관리National Health Plan(2011-2016)

조기퇴직에 따른 패널티를 포함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표[ 20 포르투갈의 재정건전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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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세입확대 방안은 소득세의 경우 유로 이상 과세표준의 최고소득세150,000

율을 현행 에서 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42% 45% .

자본이득이 연간 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이득세세율 를 부과하였다 사500 ( 20%) .

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한 세부

조치도 마련되었다 조세지출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나 조세혜택 금액.

을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였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정책분담금과 관련한 공,

제혜택을 폐지하였다 고속도로의 통행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

재정적자 수지 개선과 국가채무의 축소를 위한 세외수입 확보방안으로 공기

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년 동안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규모. 2010~2013

는 대비 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민영화 대상기업은 에너GDP 3.4%, 60 .

지 선박 국방 항공 철도 통신 제지분야 등 다양하다.

구분 주요 내용

중간소비지출

운영경비의 축소

아웃소싱지출상한제 도입-

무기구매 비용 축소- 40%

국가조달시스템 효율성 강화-

공공투자 지방정부 채무 제로 규칙 제정

세액공제 규모 및

혜택 축소

자본이득세 부과20%

개인소득공제혜택 산정 시 연간과세소득과 연계

연금소득이 연간 유로 초과자에게 특별개인소득22,500

공제혜택 축소

복지혜택에 대한 과세 강화

세수 확보를 위한

기타조치

과세표준 유로 이상에 개인소득세율 부과150,000 45%

년까지(2013 )

사회보장기여금 징수 감독 강화

고속도로 통행세 부과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 선박 국방 항공 철도 통신 제지분야 민영화, , , , , ,

주정부 산하 기업
주정부 산하 비금융기업의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

년 년 년 년(2010 7%, 2011 6%, 2012 5%, 2013 4%)

재정제도 개혁 지출상한제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같은 재정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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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GDP % 백만 유로

년2010 0.73 1,200

년2011 1.09 1,870

년2012 0.89 1,580

년2013 0.73 1,350

표[ 21 포르투갈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 규모 전망 년 년] (2010 ~2013 )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또한 2002 ~ 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이 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2009 11%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위해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를 도입하였다 공기업들.

은 순차입증가율을 년 년 년 년 로 축소해2010 7%, 2011 6%, 2012 5%, 2013 4%

야 한다 기존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기준선 전망결과와.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금융공기업의 부채지수의 차이는 년2010

에 에서 년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 2013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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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포르투갈 주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 부채 전망 년 년] (2009 ~2013 )

년(2002 =100)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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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4.

이탈리아의 중기재정건전화 조치는 재정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재정제도 개

선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 ,

독권 강화조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초 이탈리아의 년 재정법 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조속한 경2010

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목표로 하였다 본격적인 재정부문의 출구전.

략은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년 재정법 에 따른 경기부양조치의2011 . 2010

규모는 2010 ~ 년 동안 총 억 유로 의 이다 이탈리아는 경2012 110 , GDP 0.67% .

상지출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출 계획의 이상이55%

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도록 편성하였다2010 .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주요 재원은 년에 유예 조치된 소득세 분할납2009

부조치의 시행 부동산 자산가치의 재평가 따른 세입증가 등을 통해 조달할 예,

정이었다 그러나 년부터 제기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재정상황이 취약한. 2009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우려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긴축방

안을 발표하게 된다 년 월 일 발표된 재정긴축방안은 공공부문 임금삭. 2010 5 25

감과 지방정부 지출통제 강화를 골자로 2011 ~ 년까지 재정적자를 까2012 1.6%

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정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재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재정회계법 과 재정연방주(The Accounting and Public Finance Law 2009)

의에 관한 기본법 의 제정을 통해 재정의 지(Law on Fiscal Federalism 2009)

속가능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년 월 일부터 시행되는 재정회계법 은 기. 2010 1 1

존의 회계법 을 대체하게 된다 본 법은 중앙정부의(Accounting Law 1978)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 및 감독권한 강화 정부회계처리 기준 변경 예, ,

산일정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재정지출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30%

정부와 동일한 재정정책 목표와 회계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탈리아의 중앙정.

부는 의 안정성장협약 에 따른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지방EU (S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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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느슨한 제약을 받아 왔다 엄격한 재정준칙의 부재는 지방정부.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권 강화조항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 2011 2012

세수증대조치세수증대조치세수증대조치세수증대조치 0.29 0.03 0.02
년 연기된 소득세 분할납부 재게2009 0.24

세수감소조치세수감소조치세수감소조치세수감소조치 0.10 0.03 0.03
운송캐리어 보조 0.02
생산성 향상 관련 세경감조치 연장 0.05 0.02
건물개보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 공제제도 연장
0.02

순 수입조치 0.20 0.00 0.01－

지출증대조치지출증대조치지출증대조치지출증대조치 0.29 0.07 0.16
경상지출 0.26 0.06 0.07
사회정책펀드 0.04
공공보건서비스 재원증대 0.04 0.03

연장5per mille 0.03
노동시장정책 0.02
신규지출법의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 0.05 0.00 0.04
자본지출 0.03 0.02 0.09
연구개발세액공제 0.01 0.01
신규지출법률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 0.03
인프라건설 0.00 0.00 0.02

지출감소조치지출감소조치지출감소조치지출감소조치 0.10 0.07 0.17
경상지출 0.07 0.05 0.17
Trento and Bolzano 0.03 0.03 0.03
구조경제정책기금 0.01 0.12
자본지출 0.04 0.02 0.00
부동산매각 0.02 0.02
FAS 0.01 0.00 0.00

순지출조치순지출조치순지출조치순지출조치 0.19 0.00 －0.01
순경기부양효과순경기부양효과순경기부양효과순경기부양효과 0.00 0.00 0.00
총효과수입감소 지출증대총효과수입감소 지출증대총효과수입감소 지출증대총효과수입감소 지출증대( + ) 0.39 0.10 0.18

표[ 22 이탈리아 년 재정법] 2010

단위 대비( : GDP %)

자료 이탈리아 재무부: , Italy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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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중기경제 및 전망보고서를 월에 제출하고 수정‘ ’ 6 ‘

전망 및 계획보고서를 월에 제출해왔다 본 법은 두 보고서를 통합한 재정결’ 9 . ‘

의서 를 월 일까지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Public Finance Decision)’ 9 15

록 하였다 또한 정부회계처리기준을 기존의 발생주의 방식에서 현금주의 방식.

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

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년 말까지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고안하여 재정지, 2010

출의 효율성을 계량화할 것이다 성과보고서의 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환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년 월 제정된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기본법 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2009 5

권 강화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율조정 권한의 강화 공제제도의 조,

정 국세의 지방으로의 일부 이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운용의 책임성, .

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로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운용을

감독하는 기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지방정부간 재정자립도의.

격차해소를 위해 균등화보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과다하게 의

존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향후 개월. 24

이내에 시행령 제정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개월 이내에 지. 12

방정부간 회계처리 방식의 통일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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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1.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상황과 원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

정건전화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 EU

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금리 국가였던 남유럽 국가들은 유.

로화 가입 이후 저금리의 메리트를 향유하였으나 이러한 자금이 생산 활동에,

유입되기보다는 비생산 분야부동산 복지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집중 유입되( , , )

었다 또한 경제 기초여건의 취약성은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졌다.

둘째 유로화 가입으로 인해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대해 독자적인 통,

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통한 대응이 현실적으

로 가능한 대책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운용이.

느슨하고 국가 채무가 누적되는 등 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금융위.

기 대응 과정에서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금융산업 안정화 정책과 정부, ,

의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운용은 경.

직적이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도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성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셋째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들은 의 재정건전화 목표치 달성을, EU

위해 세출감축과 세입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

는 공공부문의 임금삭감을 비롯하여 연금제도 개혁 및 사회복지 수급자 자격관

리 등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 공기업 개혁 및 부채관리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

고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간접세율 및 직접세율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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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

들의 실현가능성 즉 내핍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시사점2.

년 출범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에 이어 제 의 기축통화로 통용되었고1999 2 ,

유럽통화동맹 체제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일종의 금융(EMU) ‘

안전판을 제공하였다 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융’ . 2008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국가신용위기 로 확대되고 독일(sovereign risk) , 프랑스 등 회원EU

국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협의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로,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양상은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달성하기 쉽

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한다 는 이미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EU

및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준칙

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는 이러한 재정준칙의 준수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국가신용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스는 와 의 구제금융을. EU IMF

받기 위해 더 강화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다른 회원국들EU

에게 그 대책들의 실현가능성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 내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들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환율. 외환

유동성 등의 외부충격에 민감하며 이러한 충격에 대한 대응에서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과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추

정하기 어려운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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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이 보다 세심한 제도적 장치들로 보완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의무지출 통제 방안 마련.

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대비 비중은 년OECD GDP 1990

에서 년 로 연평균 가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사회복지지출2.9% 2008 8.3% 16.5% .

이 연평균 로 단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년16.5% 6

후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대비 수준에 이른다 최근 보육GDP 20% . 보건 취약

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는 복지지출 확대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소요는 재정운용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제

도의 성숙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의 범위가 넓어 재정운용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의 비중이 남유. ‘ ’

럽 국가 수준까지 높아져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지출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의무지출의 비중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

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복지지출을 비롯한 향후 의무지출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새로

운 자격급여 도입 여부 및 기존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국회에(Entitlement)

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에 대해 기준선전망에 기초하여 중. ‘ ’

장기적 재정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재원대책의무화 를 재정여‘ (Pay-go)’

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여건이 악.

화되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으로 작용하는 복지지출 규(Safety-Net)

모가 축소되는 점은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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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의 강화. (Fiscal Discipline)

재정준칙 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등 총량적인 재정(Fiscal Rules) , ,

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규정하여 재정정책

당국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재정운용체계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양한데 년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수지, 1970

적자가 누적되는 등 거시경제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거나, 1980

년대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도

입되었다 최근에는 고령화 등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2009

여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90 .

재정준칙은 법적 토대 총량적 재정목표 설정 제재조치 등의 세 가지 요소

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헌, .

법 법률 규제 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가 다르고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등 통제하고자 하는 총량적 재정목표도 상이하며 제,

재조치도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총량적 재.

정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지출이 주요 목표변수로 채,

택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재정지출의 범주에 따라 목표변수가 달

리 선택되기도 한다 가령 년대 미국은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의. , 1990 ‘

무화 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상한원칙(Pay-Go)’ ‘ ’(Spending Cap)

을 도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는 경상잠재성장률(2010a) 의 재정준칙을 도입할2%p ‘ ’－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년에 조원의 흑자를 나타내게 되며 관리대상수지, 2014 23 ,

는 년에 조원 적자 년에 조원 적자로 나타나 년경에는 흑2013 15.9 , 2014 9.9 2016

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전망치.

와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년을 기준으로 조원 개2014 47

선되고 국가채무는 조원 감소하여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수준인110 GDP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5% .22)

22) 재정준칙의도입과관련하여국회예산정책처 박형수‘ ’ (2010a), 류덕현 을참조할수있다(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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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인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에서 재정준칙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재정수지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 ,

성하기 위한 지출준칙을 마련하여 단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 ’

로써 국회의 통제기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 .

다 재정총량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총량에 대한 국회의 사전검토와 이를 통

한 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중기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정

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연도 예산편성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기적 재정,

운용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 하에 단연도 투자재원 배분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 , ,

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재정규모증가율 등이 수록된다 하지만 현행, .

국가재정법 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정부가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

정되어 있을 뿐 국회와의 협의나 국회의 심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 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시한을 예산안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개시 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제출 전에 소관‘ 90 ’ ,

상임위원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방향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

획이 실질적인 중기예산 운용의 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 「

정법 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을 제도화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정」

부에 이송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안편성지침.

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통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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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

안편성지침을 보고받을 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하지는 못

하고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근거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현행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근거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3)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

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정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회의 예

산심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라 지하경제의 양성화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베이스 확대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서 재정적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을 왜

곡하고 형평성을 악화시키며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는 세OECD

원을 양성화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과세정보시스템 도입 과세(Taxnet) ,

행정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통합과 같은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4 ~ 년 기간 중 로 그리스2005 27.6% (26.3%)

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24)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현재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지만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순기능이

23)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등과 관련된 내용의 국가재정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년 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010 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인 발의- ( 14 )

발의일자 년 월 일- : 2010 6 8

관련내용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일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10

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4) Schneider(2007),“Shadow Economic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Mimeo,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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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고 있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5)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비과세.

감면제도가 늘어나면서 세원이 축소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과세. 2009 감면제도에 의한 조세지출규

모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는 총 조 억원 총 국세대비( ) 28 3,968 ,

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감면 항목 수는 총 개에 달한다 비과세 감면14.7% . 180 .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운영과정에서 조세감면 항목

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조세지출보고서 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2011 )

항목의 포괄범위와 항목별 감면범위의 추계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지출보고서는 비과세. 감면 항목별로 연간 조세감면

금액을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있어 조세감면 수혜현황 등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26)

마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공기업 부채 관리.

스페인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방재정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을 이전재원의 증가를 통하여 해

결하려는 예산제약의 연성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전재원의 비중과 역.

할이 강화될수록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도덕적 해이 와 지대추구(moral harzard)

등의 행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rent-seeking) .

될 가능성이 높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도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25) 간이과세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방안은 김주택 을 참조할 수 있다(2006) .

26)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관련된 정책방안은 정지은 을 참조할 수 있다(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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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가 커지는데 반해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 간의 괴리로 재정책임성 결여,

이전재원에의 의존으로 인한 예산제약의 연성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지방정.

부의 지출책임의 배분 수준은 높지만 재원조달책임의 배분 수준이 낮아 양자 간

에 괴리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 ,

정운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은 지방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에 순차입증가율상한제를 도입했다 포르투‘ ’ .

갈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의 2002 ~ 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은2009

에 이르며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순차입증가11% , ‘

율을 년 년 년 년 로 축소할 계획이다’ 2010 7%, 2011 6%, 2012 5%, 2013 4% .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금융성부채27) 순차입증가율은 2005 ~ 년 동2007

안 평균 였으나 년과 년에는 각각 의 높은 수준을15% 2008 2009 33.1%, 25.3%

보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 , 2010b).

도록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르투갈 정부.

가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의 순차입증가율 상한을 로 설정한 것은 포르4%

투갈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순차입증가율상한제의 구체적인, ‘ ’

제도설계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바 재정통계의 투명성 확보.

그리스의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유로 존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고 재정위기가 국가신용위기로 확대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제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리스는 국채발행이자를 축소 계상하고. ,Ⅱ

공기업으로의 자본확충을 재정지출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재정통계 작성 상 분식

회계 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리스의 사례는 국가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

27) 금융성 부채는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수반하는 장( ) 단기 차입금 금융리스 부채 사채,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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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위

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와 같이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다면 우리의 국가

신용도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통계.

의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통계나 국가채무 통계 공기업 부채규,

모의 국가부채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확한 국제기.

준의 해석과 이에 부합하는 국가 재정통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재,

정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

으로써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나 정확성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 외에서 재정통계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28)

본 연구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상황과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정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무지출의 통제방안.

마련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의 강화 재정총량의 사전적 검토를 통한, ,

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베이스 확대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공기업 부채 관리 재정통계의 투, ,

명성 확보는 국내 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향후 제도 도입.

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8) 재정통계의 투명성 확보방안 과 관련해서는 심혜정 을 참조할 수 있다‘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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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날 짜 내 용

년2009

월 일12 23
국회 정부 적자 목표를 대비 로 하는 년 예산안 채택, GDP 9.1% 2010

년2010

월 일1 15

그리스 정부 년까지 재정적자를 대비 에 로, 2012 GDP 12.7% 2.8%

감축하는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EU

월 일2 1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2 347bp, 10 270bp

월 일2 2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임금 동결과 세금인상안 발표,

월 일2 3 집행위원회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계획 승인EU ,

월 일2 11

정상회의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할EU ,

경우 유로존 국가들은 확고한 공조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구체적 지원방안은 결여

월 일2 16

재무장관회의 그리스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EU ,

월 중순까지 년 예산관련 목표이행 조치를 위한 시간계획표와3 2010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의 개요를EU

밝힐 것을 요구

월 일3 3

그리스 정부 유럽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억 유로 규모 의 의, 48 (GDP 2%)

추가 긴축안 확정

추가 긴축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무원 부활절(19% 21%) ,△ → △

성탄절 휴가철 보너스 삭감 년 연금 동결 유류세, 30% 2010 8%△ △

추가 인상 담뱃세 주류세 추가 인상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 폭,△ △

확대 등을 골자로 함(10% 12%)→

월 일3 8 그리스 의 이행과 재정적자 추가감축 진행보고서 집행위 제출, SGP EU

월 일3 25

유로존 개국 정상들이 개입과 회원국간의 차관 제공을16 IMF

약속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방안에 합의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합의안 초안을 원안 그대로 채택 국가들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차관으로 지원금의 분의 를 지급하며 나머지3 2 ,

분의 은 의 도움을 받기로 함3 1 IMF

표 재정위기의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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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The Economic Adjustment Program For Greece, May 2010.

날 짜 내 용

월 일4 8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2 652bp, 10 430bp

월 일4 12

그리스를 제외한 개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위기에 놓인15

그리스에 올해 최대 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300

에서는 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총 억 유로 지원IMF 150 450

월 일4 23
그리스 유로 회원국과 에 재정지원 요청, IMF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로 강등Moody's, A2 A3→

월 일4 27

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 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2 1,552bp, 10 755bp

그리스 신용등급 단계 낮춰 정크본드 등급인 로 강등S&P, 3 ‘BB+’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에서 로 두 단계 하향 조정‘A+’ ‘A-’

스페인의 신용등급 로 한 단계 강등‘AA’

월 일5 2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앞으로 년간 총 천 억3 1 100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

개 유로존 회원국은 양자 협정을 통해 연 안팎의 금리15 5%

조건으로 총 억 유로를 나머지 억 유로는 가 각각800 , 300 IMF

지원할 예정

그리스는 년까지 재정적자를 억 유로를 삭감하는2012 300

긴축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월 일5 6
그리스 국회 경제 및 재정정책 프로그램 승인 임금 및 연금 삭감, , ,

와 소비세의 인상 조치 승인VAT

월 일5 7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 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2 1,739bp, 10 1,287bp

월 일5 18

유로존 회원국 개국 중 개국이 그리스에 지원하기로 한 억(16 10 ) 800

유로 중 차 지원금 억 유로가 그리스로 전달1 145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 , , , , ,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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