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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nalysis 

남유럽 일부국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1 
 

  

                                                           
1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주요 기관 책임자와의 현지 면담 내용 포함 * : 우희성, 최호상, 이상원 

 

 (남유럽 위기 현황) 그리스 해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등

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까지 전염 우려가 확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재정관련 시장 지표가 급등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지표도 상승세 시현 

 (남유럽 위기 추가 악화 가능성 점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예전보다 증가

했으며 이 경우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산될 우려 상존 

 그리스 구제책에 민간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면 신평사

들이 이에 대해 선택적 부도(Selective Default)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 

 민간의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 재정의 지불능력 

개선이 단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디폴트 가능성은 예전보다 증가 

 그리스가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받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 전염 우려가 

가중될 경우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글로벌 시장 영향) 디폴트 발생으로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은행 리스크도 증가 

 (금융시장 불안 심화) 주변국 금리 급등, 글로벌 주가 하락, 유로화 약세, 달러

화/스위스 프랑화 등 안전자산 통화 강세 예상 

 (은행 리스크 증가) 은행권의 보유채권 및 CDS 거래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신용경색, 자본확충 수요 증가 등 연쇄적 파급 효과 발생 

- 현재 CDS(5년) 프리미엄에 내재된 그리스, 포르투갈 국채 부도시 채권회수

율(57%와 83%)을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1,200억 유로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RBS, Bloomberg) 

- ECB가 „디폴트‟ 등급을 부여 받은 국채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국가 은행들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시사점) 일부국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디폴트 발생 가능

성과 유럽 전체 불안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시기로 판단 

 유로존의 유동성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고유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데다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도 맞물려 위기 진화가 어려워지고 있음 

 현재까지는 남유럽 사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

으나 1~2개 국가의 디폴트 발생으로 불안감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Summary 

20 Jul. 2011 김위대, 김윤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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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nalysis 

1.남유럽 위기 현황<붙임 참조>
2 

 

 (그리스 해법 난항) 5월 말부터 논의되던 그리스 제 2차 구제금융의 세부  

내역이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 

 한동안 프랑스가 주창한 해법(30년물로의 차환)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여러 방안들이 확대 논의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우려가 표출되고 투자 심리가 지속 악화 

 (신용등급 큰 폭 하향)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연이어 하향 조정 

 6월 초 이후 그리스의 경우 3대 신평사가 모두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무디스가 등급을 하향 조정 

-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Caa1(Moody‟s), CCC(S&P, Fitch)로 선택적 부도(SD) 단계에  

근접해 있는 상황 

 무디스는 이탈리아(Aa2)에 대해서도 향후 2~3개월 내 등급 하향이 예상되는 “부정

적 관찰 대상”에 등재 

 (전염 우려 증가) 그리스 해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등

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까지 전염 우려가 확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재정관련 시장 지표가 급등세를 지속하는 가운

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지표도 상승세 시현 

- 이탈리아의 10yr 국채금리는 주초 사상 최고치인 6%까지 치솟았고 5yr CDS  

프리미엄도 300bp를 상회 
  

<그림 1, PIIGS 10yr 국채금리, %>               <그림 2, PIIGS 5yr CDS,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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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2
 남유럽 위기의 원인과 현지 금융당국 및 은행권, 경제연구기관, 신평사 등과의 면담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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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유럽 위기 추가 악화 가능성 점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평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음 방안 중 민간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면 신평사들이 선택적 부도(Selective Default)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 

 제 2차 구제금융에는 기존 구제금융과 유사한 방안부터 부분적인 민간 채권자의 

손실 분담 가능성이 포함된 여러 방안이 제기 

① 제 1차 구제금융과 유사한 자금 지원 및 대출 금리 인하, 상환 기한 연장 

→ 유동성 지원 효과, 디폴트는 아님 

② 만기도래 물량의 일부를 30년 국채와 차환 → 기존 채권대비 신규 채권의  

순현재가치(NPV) 및 현금 흐름 축소 등으로 선택적 부도  

③ EFSF 자금을 이용한 국채 환매: EFSF가 대출한 자금으로 그리스가 국채   

환매를 하는 경우와 EFSF가 직접 그리스 국채를 매수하는 경우 → 액면가 

매입은 디폴트 아님. 시장가인 경우 신평사 평가 필요 

④ 장기 국채와의 스왑(Debt Swap): 범유럽 기관 등이 발행한 장기 우량채권을 기

존 그리스 채권과 교환하는 경우 → 만기 연장으로 선택적 디폴트 선언 예상 

⑤ 부채 감축: 그리스 국채에 대한 Hair cut과 이자지급액 축소 등을 단행하는  

경우 → 강력한 채무조정으로 디폴트  

⑥ 상기 방안 중 1~2개를 혼용 

 민간의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 재정의 지불능력   

개선이 단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디폴트 가능성은 예전보다 증가 

- „11년에도 재정 및 경상적자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산업경쟁

력 및 국내자본 축적(국가총저축)도 유로존 최저 수준 

- 그리스와 경제 펀더멘털이 유사한 포르투갈도 장기적으로 보아 우려 대상 
 

<표 1 국가별 위기 지표 및 극복 능력 종합 비교,%ofGDP> 

 재정수지 정부부채 경상수지 국가저축 경쟁력(RCA) 위험순위 

그리스 -9.8 154.0 -9.0 3.4 0.6 1 

포르투갈 -6.1 107.4 -8.0 10.3 0.8 2 

아일랜드 -10.5 108.5 +1.0 11.5 1.4 3 

스페인 -6.6 76.0 -4.5 18.2 1.2 4 

이탈리아 -4.0 119.4 -3.4 17.0 1.1 4 

주: 2011 기준, 재정·경상수지 -5% 이상, 정부부채 100% 이상, 국가저축 15% 이하, 

중고기술 경쟁력(RCA)지수 1 이하 음영 처리   자료 : Deutsche bank,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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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가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받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 전염 우려가  

가중될 경우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그리스 디폴트시 일차적으로 그리스 익스포져를 가진 주요국의 부실 우려 전파 

- 유럽 은행권의 그리스 익스포져 총액 1,018억 유로 중 프랑스는 424억 유로, 

독일 254억 유로, 영국 105억 유로(„10년말 기준, 이하 동일) 

 그리스 디폴트로 인해 여타 남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동반 발생 

-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리스 보다 양호한 펀더멘털을 갖고는 있으나, 채권   

보유자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설 가능성 

·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우려 레벨로 인식되는 7%에 다가가

고 있는 상황 

· 그리스 국채금리(10년)는 7% 상회한지 16일만에 구제금융 신청, 포르투갈

은 60일, 아일랜드는 한 달이 채 안 걸림 

-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도래하는 채권이 각각 1,657억 

유로, 831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은 큰 부담 

 이탈리아, 스페인에 대한 불안 확대 경우 유로존 중심국 은행들에 대한 부실 우려

도 확대될 전망 

- 이탈리아(유로존 GDP 비중 16.9%)와 스페인(11.6%)은 여타 유럽으로부터 각각 

4,722억 유로, 5,855억 유로의 자금을 차입한 상황  

- 프랑스의 對 이탈리아, 스페인 익스포져가 총 3,983억 유로에 달하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2,571억 유로 및 1,297억 유로에 달함 

 

<표 2, 주요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억 유로> 

구분 
채무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합계 

채권국 

그리스 - 1 2 4 7 

포르투갈  76 - 194 21 291 

스페인 7 632 - 233 873 

이탈리아 31 30 222 - 282 

프랑스 424 201 1,050 2,933 4,608 

독일 254 272 1,359 1,212 3,097 

영국 105 182 800 496 1,583 

유럽합계 1,018 1,454 4,722 5,855 13,050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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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 등 디폴트 및 유럽 전체 불안 시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금융시장 불안 심화) 주변국 금리 급등, 글로벌 주가 하락, 유로화 약세, 달러

화/스위스 프랑화 등 안전자산 통화 강세 예상 

 금리: 해당국 국채 금리와 더불어 여타 남유럽 국가 국채의 스프레드도 확대 

-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상회할 경우 동 국가들도 여타 구제  

금융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 

 주가: 남유럽은 물론 글로벌 주가 하락 및 변동성 지수(VIX) 급등 예상 

- 러시아(‟98.8/17일) 디폴트 시 주가는 약 4개월 전(4/24일)부터 2개월 후(10/5일)까

지 약 77% 급락. 아르헨티나(‟01.12/4일)의 경우 연초부터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해 선언 직전까지 51% 하락 

 환율: 유로화 약세 및 美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강세 재현 전망  

-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당시 유로화는 1.19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화 및 프랑화는 당시 급등세 시현 
 

<그림 3 주변국 가산 금리, %p>            <그림 4 VIX 및 유리보 추이> 

 

자료: Bloomberg 

 (은행 리스크 증가) 은행권의 보유채권 및 CDS 거래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디폴트’ 정부채가 ECB 담보로 부적합해짐에 따라 신용경색,   

자본확충 수요 증가 등 연쇄적 파급 효과 발생 

 1차적 국채 투자 손실: 현재 CDS(5년) 프리미엄에 내재된 그리스, 포르투갈 국채 

부도시 채권회수율(57%와 83%)을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최소 1,200억 유로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RBS, Bloomberg) 

- 그리스 및 포르투갈 국채 잔액은 각각 3,400억 유로, 1,580억 유로이며 이 중  

금융회사 보유분이 약 7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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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국채는 상업은행 €900억(27%), 자산운용사 및 중앙은행 등 €1,510

억(44%), ECB €470억(14%), EU/IMF €530억(16%) 보유 

· 포르투갈 국채는 상업은행 €420억(27%), 자산운용사 및 중앙은행 등 €770

억(48%), ECB €210억(13%), EU/IMF €180억(12%) 보유  
 

<그림 5금융기관 별 그리스 국채 보유>     <그림 6 주요국별 그리스 국채 보유> 

 

자료: RBC Capital 

 CDS 손실: CDS trigger 시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CDS 잔액(Net Notional)이 현재 각각 

47억 달러와 61억 달러에 불과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부 기관에 집중되었

을 경우 연쇄 파산 등의 가능성도 존재 

 금융기관간 신용경색: ECB가 „디폴트‟ 등급을 부여 받은 국채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국가 은행들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 현재 ECB는 그리스 금융회사들에게 그리스 국채 1,440억 유로를 담보로 910억 

유로를 대출해 주고 있으며 포르투갈 금융회사들에도 약 600억 유로를 대출 

- 더불어 ECB도 그리스 국채 470억 유로, 포르투갈 국채 210억 유로를 보유하

고 있어 헤어컷 발생 시 상당한 손실이 추정되므로 추가 지원 여력 부족
(Open Europe, EU산하연구소) 

- 이 경우 투자자 위험회피가 증가하고 금융회사간 유동성 공급 기능도 약화 

- 이에 따라 은행간 자금거래가 초단기 거래(O/N, overnight)로만 집중되면서 자금

의 단기 부동화가 심화 

· 리만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1개월물 이상 기간물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 거래가 사실상 동결된 바 있음 

· 기간물 신용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TED spread, Libor와 OIS(Overnight 

Index Swap) 금리간 스프레드도 급등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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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확충 수요: 디폴트 국가는 물론 디폴트 국가 금융기관에 대출 익스포져가   

있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요 증가. 이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 확충 수요가 늘었던 08~09년 중 유럽은행들은 약 

4,000억 유로의 자본금을 확충한 바 있음 

· 그리스 은행의 핵심자본(Core Tier 1) 비율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조달이 안되면 현재 19개인 

은행이 5개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KEPE) 

- 이외에도 은행들은 인원/조직 등의 구조조정과 자산 축소에 나설 가능성 
 

<표 3: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행들의 손실 및 자본확충, 억 유로>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Q 합계 

손   실 724 2,650 1,231 406 70 5,801 

자본확충 317 2,267 1,747 283 46 4,660 

자료: Bloomberg 

 

4. 시사점  

 일부국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스 등의 디폴트와 

유럽 전체의 불안 확대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시기로 판단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경제 펀더멘털과 극복 능력 모두 미약한 상태이며, 아일

랜드는 은행 부실 처리 문제,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폭풍 등 고

유한 난관에 봉착 

-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선진국 자본 유입 가능성도 

낮아 구조적 악순환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특히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유로 단일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 

- 유로화 출범 이후 단일 통화제도의 장점이 부각되었으나 현재는 국가별 위

기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단일 통화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 

 

 현재까지는 남유럽 사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

으나 1~2개 국가의 디폴트 발생으로 불안감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경우 상

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디폴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PIIGS 국가 간의 상호 익스포져를 

고려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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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권의 對PIIGS 익스포져는 26.3억 달러에 불과(11.3월말, 전체의 4.4%) 

- PIIGS의 국내증권 투자규모는 15.9조 원(11.6월말, 전체의 3.6%)이고, PIIGS로부터

의 은행차입금은 8.2억 달러 정도(11.5월말, 전체의 0.7%) 

 그러나 디폴트 발생으로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상당할 전망 

- 국내 금융권의 對 유럽 익스포져는 141.6억 달러에 달함(전체의 23.5%) 

- 유럽의 국내증권 투자규모는 147.8조 원(전체의 33.7%)이고, 유럽으로부터의 은

행차입금은 418억 달러(전체의 35.6%, 금감원 통계) 

 다만 리만 사태 당시와의 차이점은 사태 악화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 이

에 따라 각 경제 주체의 사전적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일 것임 

 

 국내 주가나 환율은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향후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일본 등을 거쳐 그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

으므로 여타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재정 지표 악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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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원인과 주요 관계자 면담 결과 정리 

<그리스> 

 (원인) 성장 방식의 한계 및 세수기반 취약, 2000 년대 중반 감세정책 및 공

공서비스 확대, 공공인력 과다, 09 년 이후 경기 침체 등이 재정을 악화 

 성장 방식의 한계: 저축, 투자, 수출 증대의 생산적 경제성장이 아닌 소비 및 

수입 중심으로 성장. 이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취약 

- 유로존 가입 이후의 저금리 활용 기회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가 

아닌 단순 소비 확대에 활용(Bank of Greece 관계자) 

- 서비스업 비중(75.9%)이 크고 제조업 비중(10.3%)은 매우 낮음 

 세수기반 취약 및 감세정책: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4.7%로 OECD 평균

치(13.6%)를 크게 초과. 재정위기 전 감세 정책도 추진 

- 그리스에 부자가 많지만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지금껏 있어온 

세제개혁(Tax Reform)들의 효과가 반감(IOBE) 

- 그리스 정부는 2004 년 이후 법인세 인하 및 일부 부동산 상속세 폐지 등

을 시행. 2004~07 년 동안 매년 3%p 내외 법인세 인하 

<지하경제 규모,%ofGDP>  

그리스 24.7 독일 14.4 영국 10.5 

이탈리 21.7 덴마크 14.1 일본 9.2 

스페인 19.1 아일랜 12.7 오스트 8.3 

포르투 19.1 캐나다 12.3 미국 7.3 

벨기에 17.7 프랑스 11.4 OECD 13.6 

자료: OECD 

 공공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력 과다: 80~90 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

정에서 팽창한 공공부문은 공공인력 과다 문제를 야기 

- 확대된 공공 인력은 강성 노조를 형성하고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 

상승률을 요구. 한 때 정부지출의 25% 가량이 인건비 관련 지출로 형성 

- 공공부문의 부패(ex 파켈라키: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를 의미)도 정상적 국세 행

정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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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한 연금제도: 국고지원 비중이 높은 연금제도와 만연한 조기퇴직 풍토가 

재정부실의 또 다른 원인 

- 현재 연금 기여율 구조는 근로자 16% 고용주 28% 정부 56%로 정부부담률

이 절반을 상회. 연간 120 억 유로 이상이 연금공단 적자 보전용으로 사용  

- 공식 은퇴연령은 남자 65세(여자 60세)이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연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 조기퇴직이 만연(평균 은퇴연령 61 세) 
 

<재정의 공적연금 지원 규모,%ofGDP> 

 

주: 2005 기준, 자료: Pensions at Glance 2009, OECD 에서 발췌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자의 해고와 복지 지원 규정이 엄격하여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한 

- 20~50 인 규모 사업장은 연간 5 명 이내, 50 인 이상 사업장은 연간 총 종업원

의 3% 이내에서만 해고가 가능하며 기타 퇴직위로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도 

법률로 규정  

- 외국기업의 그리스 현지 법인에게도 정규직 그리스인을 4 명 이상 채용하

는 의무고용제가 적용  

<포르투갈> 

 (원인) 영세한 산업구조 및 낮은 노동생산성, 경상적자 지속, 금융위기 후 재

정확대 정책 등이 재정을 악화 

 영세한 산업구조: 과거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공업은 저임금 우위가 사라진 상

황이고 중·저급 이하 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2/3 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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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유럽시장에 대한 섬유제품 판매 실적이 좋았으나 현재 유럽은 

중국 등 저임금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포르투갈 국영 CGD 은행 임원) 

-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74.5%로 매우 높고 제조업 비중(23%)이 낮음 

· EU 가입 이후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서비스, 은행, 통신 등 비교역재에 

주로 투자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포르투갈 증권감독위원회(CMVM) 회장) 

·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줄 착각했고, 자금의 

건전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소홀(Bank of Portugal) 

 낮은 노동생산성: 2000 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기타 노

동의 질 저하 및 임금의 하방 경직성 등도 문제 

- 2000~2007 년 사이 포르투갈의 단위노동시간당 제조업 생산량 증가율

(manufacturing output per working hour)은 약 6% 증가에 그침(S&P) 

- 교육 시스템이 취약한 가운데 노동력의 수준, IT 확산 정도가 여타 EU 회원

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5~64세 인구 중 28%만이 고등학교를 졸업. 이는 독일(85%), 체코(9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며 중퇴율도 OECD 국가 중 세번째 

 경상적자 지속 및 대외 차입 증가: 포르투갈은 198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시현. 이에 따라 대외 차입도 증가 

- `10 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9.9%로 그리스(-10.5%)와 함께 유

로존 국가들 중 최대치를 기록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반면 에너지수입 의존율 및 소비성향 등은 높아 상

품수지 적자비율이 10%를 넘고 있는 상태 

-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를 대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대외 부채 

규모도 급증. „10 년 GDP 대비 223.8% 

 금융위기 후 경기부양책: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 폭이 더욱 확대 

- `08.11 월~`09.4 월 정부는 포르투갈 은행 지급보증펀드 조성, 자동차업계 수

출보조금 지원, 실업자 대상 주택융자금 상환 지원 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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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원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 및 높은 실업률, 산업 경쟁력 

약화, 지방정부 재정문제 등 

 부동산 버블: 정부의 자가주택 소유 장려 정책 및 각종 세제혜택, 장기 주택

자금대출 등으로 부동산 버블 심화. 버블 붕괴 후 조세 수입 급감 

- „09 년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건설산업 위축 및 건설 노동자의 해

고 확대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조세 수입 감소 

 주택건설업의 GDP 비중(07년 13%)이 유로존 평균(6%)을 상회하고, 주택건

설업 관련 노동자 비중도 전체 노동자의 13%로 역시 유로지역 평균(7%)

을 상회. 부동산 경기 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여타국보다 크게 받음 

- 대부분의 시장 관계자들은 고점대비 약 20% 이상 하락한 주택가격이 당분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지역별로 차이가 크나 25~30% 가량 하락했으며 향후 1~2년간 10~15% 

가량 추가 하락할 것(HSBC, BBVA, S&P) 

 주택의 적절한 재고 수준은 3~5십만 채 정도이나 현재 초과 공급된 주택 

수는 약 백만 가구로 추산(BBVA) 

 저축은행 문제: 스페인의 은행시스템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구조화상품투

자 규제 등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주택 버블 붕괴 이

후 저축은행(Cajas)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급증 

- 저축은행은 주택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2004 년부터 급성장. 은행산업의 50% 

비중 차지 

 일반은행의 총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 정도이

나 저축은행의 경우 38.5% 수준 

 „11년 3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까지 상승 

- `11.2 월 통과된 정부의 제 2 차 구조개혁안에 따라 금년 9 월까지 핵심자본

비율(Tier 1)을 8%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 국유화가 진행될 

예정 

 유로존 최고 수준의 실업률: 스페인의 실업률은 `11 년 1 분기 21%까지 치솟앗

고, 청년실업률은 45%에 육박 

- 고용 흡수가 많은 부동산 분야의 축소(downsizing)로 `10 년 4 분기 동 분야의 

고용은 `07 년 3 분기 최고점 대비 43%나 감소(BB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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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 자에게 배

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당 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40 혹은 wdkim@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 

-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장 전망 등으로 실업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실제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가족, 친척 단위의 잡셰

어링이 지적. 예를 들어, 한 대의 택시를 갖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온종

일 영업. 실제 통계상 고용은 1명이나 실제로는 3~4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

태(HSBC) 

<표 2: 남유럽 주요국 실업률>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유로존 평균 

21.3% 14.1% 15.9% 12.4% 9.9% 

자료) Bloomberg, 유로존 평균은 5 월, 개별 국가는 3 월 기준 

 산업 경쟁력 약화: 2000 년대 들어 신흥국 부상에 따라 섬유·의복·가죽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업종이 사양화되고 건설업, 관광업 등 서비스부문에 주로 

의존하여 성장 

- 또한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에 필요한 소비재, 건설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지방정부 재정 문제: 의료, 교육 등 주요 재정지출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

는 지방정부의 재정감축 수준이 지지부진한 상태 

- 17 개 지역 중 9 개가 `10 년 재정목표 달성에 실패.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정부는 `10 년 후반기부터 약 100 억 유로의 단기지방채권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