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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019년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국제회의(영국 런던)
참석
◦ 주제: 자본시장과 결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토의
◦ 참석 대상: 각국 정부관료, 정치인, 투자전문가, 교수 등

❑ OECD Public Governance국 방문 및 면담
◦ 주제: 1.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운용의 방향과 독립재정기구(IFI)의
역할
2. OECD의 NABO에 대한 기관 리뷰 계획 및 NABO의
최근 조직개편 및 업무혁신 소개
◦ 면담: 예산 및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연구원

❑ 코트라 파리무역관 방문 및 면담
◦ 주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유럽의 무역정책의 변화 등 경제현안 및
국내 기업의 프랑스 및 유럽의 해외투자 지원 현황
◦ 면담: 파리무역관 관장 및 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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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단

❑ 단장: 정문종(추계세제분석실장)
❑ 단원: 이진우(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윤주철(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정훈(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보)

3

방문 기관

❑ 2019년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국제회의(영국 런던)
❑ OECD Public Governance국 예산 및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프랑스 파리)
❑ 코트라 파리무역관(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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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일정

❑ 기간 : 2019. 9. 19(목) ~ 9. 25(수) (5박 7일)

일 자

주요 내용

9. 19.(목)

인천 → 런던

9. 20.(금)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국제회의
(영국 런던) 참석

코트라 파리무역관 방문 및 면담
9. 23.(월)
OECD Public Governance국 방문 및 면담

9. 24.(화)
~ 9. 25.(수)

파리 → 런던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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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결과

 최근 디지털화폐 동향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파악
◦ 디지털화폐 시장 확대 시 과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디
지털화폐 동향과 자산시장 및 중앙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 파악
◦ 중국 등 신흥국의 자국 디지털화폐 활성화 배경 및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 증진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의 방향과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
◦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적 맥락
(economic context)에 따른 상황적 접근의 중요성 확인
◦ 독립재정기구의 장기전망의 중요성 확인 및 재정준칙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고려

 OECD와의 교류 강화 및 NABO의 대외적 위상 제고
◦ OECD의 경제분석 및 전망방법에 대한 자료 공유
◦ OECD의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서 NABO의 위상과
역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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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및 벤치마크 사례 논의
◦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등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부정적 영향
파악
◦ 보수정권(마크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및 창업지원이나 해외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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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2019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국제회의 참석

△ Blockchain Economic Forum 2019 세션 참가(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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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일시 : 2019년 9월 20일(월) 13:00~18:00
❑ 장소 : 런던 뱅크사이드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
❑ 주제 : 자본시장과 결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토의
※ 2019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프로그램(별첨1)

❑ 참가대상 : 각국 정부관료, 정치인, 투자전문가, 교수 등

LATOKEN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 암호화 경제의 핵심 주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을 촉진할
목적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포럼
◦ LATOKEN: LA를 주요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암호화화폐 거래 플랫
폼으로, 2019년 3월 현재 암호화화폐 시가총액(Coinmarketcap) 상위 20위권
에 진입하여 일일 매출 3억 달러 이상, 거래참여자 30만명 이상 등의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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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자본시장과 화폐의 미래

❑ 주제: The future of capital markets and money
◦ 일시: 9월 20일 13:30~14:00
◦ 발표: Matthew Le Merle(Managing Partner at Blockchain
Coinvestors)

❑ 개요
◦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자본시장의 한계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화
폐 도입에 따른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도입은
달러화가 금을 대체한 것과 같은 혁명적 현상이며 세계 각국도 현행
자국화폐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화폐의 성과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이 오
르면 투자자들도 이익을 얻음. 마찬가지로 주식 대신 디지털 화폐로
자금을 모집하고 기업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화폐를 발행한 기업
의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를 구입한 투자자들도 차익을 얻게 됨
◦ 지난 25년간 미국 기업 중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초기단계 벤쳐캐
피탈 투자에 대한 연간 이익은 3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제민간투자 데이터(Cambridge Associates Data)에 따르면 동 연간
이익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간 수익이 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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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고정수익이나 상장기업 투자와 같은 다른 자산군과는 매
우 다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화폐
◦ 정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창출하지 않는, 일반적인 글로벌 통화
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님. 즉, 1970년까지만 해도 금이 글로벌
통화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미국 달러화가 금을 대체하였고, 현재는
글로벌 통화인 달러의 시대를 다시 금의 시대로 돌릴 수 없음
◦ 수천 년의 인간 문명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0년은 기존의 관념을 깨
버린 시대였음

❑ 디지털 화폐의 미래
◦ 세계 디지털 화폐, 특히 Libra의 미래는 포럼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이
집중됨. Libra 출범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으로서 비유하면서, 중
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필연적으로 그들만의 디지털 통화를 만
들게 될 것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국가별 디지털 통
화가 만연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
◦ 가까운 미래에 세계는 새로운 통화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보
게 될 것임. 일반적인 화폐와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디지털 통화 이
외에 새로운 지불방법과 자산유형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 이는 대기
업이나 기업연합의 디지털화폐(예를 들어, Libra)와 국가소유 디지털
화폐(디지털 달러화 또는 디지털 위안화)를 의미
◦ 더구나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초인플레이션이나 평
가절하 등의 문제 때문에 자국의 통화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이런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이나 Libra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적극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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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화폐를 통한 시장의 확대에는 Libra, 텔레그램의 Gram, 월마
트 코인(월마트는 디지털화폐의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짐)과 같
은 민간 디지털화폐의 역할과 필요성이 큼

Libra
◦ 미국의 IT기업인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 예정인 자체 개발 가상화폐
◦ 2019년 6월18일 Libra의 발행계획을 공식 발표. 페이스북은 2019년 5월
Libra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독립 기관인 ‘Libra 협회’를 스위스에 세우고,
Libra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협회의 주축이 될 것으
로 전해짐
◦ Libra는 기존 일부 가상화폐들의 약점인 과도한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 화폐) 형태로 운영

Gram
◦ 텔레그램은 2018년 1월 텔레그램오픈네트워크(TON)라는 블록체인 플랫
폼과 자체 암호화폐인 ‘GRAM’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
◦ 블록체인 플랫폼 TON이 개발되면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메신저에서 암호
화폐 그램을 이용해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게 됨.

(2) 2025년 화폐: 민간은행, 중앙은행 또는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 주제: Money 2025 - Private banks, Central banks or
Blockchain Digital Currencies?
◦ 일시: 9월 20일 14:00~15:00
◦ 토론: Oleg Jelezko(Managing Partner of Da Vinci Capital),
10  영국 ․ 프랑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Stephen Kelso(Head of Galaxy Digital Europe),
Jin W Jeong(Managing Director of Apis Partners),
Matthew Le Merle(Managing Partner at Blockchain
Coinvestors),
Marc Pilkington(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Burgundy)

❑ 개요
◦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와 민간은행
에 미치는 영향, 중국 등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나라의 동향 등에 대한 토론

❑ 블록체인 디지털화폐와 중앙은행
◦ 현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민간은행의 거래와 우리의 일상생활
에 쓰이는 돈과 세계무역에 사용하거나 통화정책에 사용하는 중앙은
행 관점의 통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현금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
한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화폐도 최근
활발해 지고 있음. 만약 중앙정부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면 기존 중앙은행의 모든 영향력을 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의 민간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짐.
즉,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중앙은행이 맡게 되면서 돈에 관한 모든
권력이 중앙은행에 집중됨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실시되는데,
Libra와 같은 디지털화폐는 이러한 지급준비율 조정의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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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고 통화지표 구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통화지표의 유용성
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이에 Libra와 같은 암호화화폐 활성화에 있어 국가별로 입장이 극명
하게 구분됨. 예를 들어, Libra에 대해서는 독일은 물론 프랑스도 매
우 부정적임. 영국의 경우 규제기관(FCA)의 입장은 암호화화폐를 직
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미 비트코
인을 재산으로 인정

❑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도입 추진
◦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과 동시
에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의 관심 증대로 정부 소유의 디지털 통화
시대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3년 이상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
하면서 71개나 되는 특허를 출원했고 디지털 수표나 디지털 청구플
랫폼도 개발하고 있음. 이는 중국 내부 시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아
프리카·유럽·중남미·아시아와의 무역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거래와 결제에 적용하기 위함
◦ 만약 중국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디지털화된
통화정책, 안정적이고 글로벌한 화폐의 입지를 굳히게 되어 달러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임
◦ 각국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화폐를 출범시키기 위해 연합할 수 있으
며, 지금 세계는 각국 중앙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행하는 일
종의 초국가 화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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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벤쳐캐피털: 토큰화(가상화폐화)를 통한 유동성

❑ 주제: Venture Capital 2025 – Liquidity via Tokenization?
◦ 일시: 9월 20일 17:00~18:00
◦ 토론: Bundeep Singh Rangar(Limited Partner),
Magda Posluszny(Venture Capital Investor),
Dermot O'Riordan(Managing Partner of The Reserve Ventures)

❑ 개요
◦ 자산의 토큰화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
며 이는 전체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음. 최근 시장에서 기존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인 암호화화폐 발행(ICO)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방식인 증권형 토큰발행(STO)의 현황
과 미래에 대하여 토론

❑ 유동성 확보 및 시장확대 기회를 위한 토큰화
◦ 자산과 자원을 토큰화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과 주식의 전통적인 거래·매수방식에 대
한 대안으로 대두됨. 최근에 도입된 규칙과 규정은 고객이 투자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며, 토큰화된 증권을 혁신적이고 안전한 자산
교환 및 거래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자산 토큰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유동성 증가 때문인데, 유동성은
구매·판매·교환 등의 측면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완성하기 쉬운 편리
함을 보장함. 주식과 채권은 증권회사나 은행과 같은 중개업자를 통
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의 완전한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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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 즉,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산 유동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가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유동적이지 않은 자산에 매우 유익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즉, 토큰화된 부동
산은 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소규모 투자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유동성을 높여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음

❑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인 STO에 대한 각국 입장
◦ 기존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인 암호화화폐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을 대체하여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인 증권형 토큰발행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활발해지고 있음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암호화화폐의 규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법
적인 접근 측면에 있어 가장 진일보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두 나
라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암호화화폐 규정
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함
◦ 중국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화폐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디지
털 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암호화화폐의 거래와 ICO에 엄격한 제한을 가함.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반면, 여전히 거래소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고
ICO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유럽에서 독일은 이미 두 개의 STO를 승인했는데, 독일 규제 기관
인 BaFin의 입장은 ICO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ICO 참여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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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발행(STO)

◦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
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STO는 기존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인 암호화화폐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임
암호호화폐 발행(ICO)

◦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
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임
◦ 2014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통해 1,800만 달러 유치를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IC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말 ICO 참여 수
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가격도 동반 상승
◦ 그러나 ICO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도박
성) 투자를 이어갔고,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도 점점 많아짐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증권형 토큰발행임.

(4) 기 타

❑ 주제 : 시스템 제공서비스(비트미닛과 유튜브코인), 블록체인
자금모집
◦ 일시: 9월 20일 15:00~17:00
◦ 토론: 시스템 제공서비스(Tom Meredith-BitMintes CEO, Joe
Walsh-COO of Asteroid Ltd, Eiji Miyakawa-Founder of
Digital Wallet Corp., Joseph Lee-CEO of URCC U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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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펀드레이징(Valentin Preobrazhenskiy-Founder of
LATOKEN , Ismail Malik-Founder of Blockchain Lab,
Richard Verkley-Karuschain CEO), Jorge Mesquita(Founder of
Universe Coin)

❑ 개요
◦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비트미닛(BitMinutes)과 유튜브코인 USNS에
대한 현황과 미래, LATOKEN의 130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자금모집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 등을 공유하고 토론
◦ 비트미닛은 현행 비트코인보다 유동성 및 안정성에 있어 매우 높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임. 정부 통화가 불안정하여 글로벌 은행 서비스
를 제공받지 못하는 나라에 암호화화폐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플랫폼이자 토큰으로서 선불 충전방식과 신분증명 방식을 도입
◦ USNS는 투기성의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 자산형인 시크리트방식
의 코인으로서 투자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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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파리무역관 방문 및 면담

△ KOTRA 파리무역관 방문 및 면담(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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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10:30~12:00
❑ 장소 : 프랑스 파리무역관(19 Avenue de l'Opéra, 75001 Paris,
France)
❑ 주제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유럽의 무역정책의 변화 등 경제
현안 및 국내 기업의 프랑스 및 유럽의 해외투자 지원
현황
❑ 면담: 김명희(파리무역관 관장)
이경미(파리무역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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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요 약
◦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 국가는 역내 무역 비중이 높아 미중 무역분
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음. 다만, 글로벌 공
급망에 악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제조업 생산 하락이나 소비 위축
의 문제가 일부 있음
◦ 보수정권(마크롱 정부)의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창업지원(Station F)이나 해
외취업지원(V.I.E)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질문) 미중 무역분쟁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하, 답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유럽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
는 것이 사실임. 글로벌 복합 불황 유발로 인한 여파가 있음. 예를
들어, 보호무역주의 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 타격이 있음
◦ 이러한 영향은 결국 공급충격으로 인한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과 소
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미국 49.1, 중국 49.5 (경기 수축)
◦ 신용평가사 피치, 중국 경제성장률 2019년 6.2% → 6.1%, 2020년 6.0%
→ 5.7% 하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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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의
회복세는 타격이 불가피함.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지
속적으로 낮추고 있음. 2019년 1.2% → 1.1%, 2020년 1.4% → 1.2%
하향 전망
◦ 유로존(19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은 GDP의 27% (2018년 기
준 미국 20.53%, 중국 10.62%)
◦ 제조업 비중, 독일 25.8%, 프랑스 17.4%, 이탈리아 21.4%, 스페인 21.6%,
영국 18.6%
◦ 수출 비중, 독일 47%, 프랑스 31.3%, 영국 29.9%
◦ 스톡스유럽 6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매
출은 전체의 24% 차지

❑ 브렉시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의 대응
◦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있음. 노딜브렉시트 가능성(브렉시트 결행일 10월 31일)에 대한 불안
감 고조로 유로 경제권의 소비자 및 기업심리 악화 → 소비 및 투자
위축
◦ 유로존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도 무시하지
못함. 유럽중앙은행, 예금금리 –0.4% → –0.5%로 0.1%P 내림(기준금
리는 0% 유지), 올해 들어 유로화 가치 3.5% 하락
◦ 프랑스는 포스트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제2의 금융허브로 조성하려고 노력함. 프랑스에 자리 잡는 외국계기
업 직원에 대해 8년 동안 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하고, 영어권 자녀
들을 위해 2020년까지 파리에 국제학교 세 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
임. 영어로 금융 분쟁 다루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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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및 친기업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임

❑ 최근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 문제
◦ 유럽 내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국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됨
◦ 2018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으나,
EU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을 확정하지는 못함. 이에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결정함.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
(Apple)의 이니셜을 따서 GAFA법으로 부름
◦ 프랑스는 2019년 1월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함(아직
미시행).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이상, 프랑스 내 2500만 유로 이상
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총 연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 적용 시 2019
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
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 예상

❑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유럽의 시각
◦ 양국 무역수지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함. 한국은 주력산업인 전자·가전(삼성, LG, 하이닉스 등)
산업 등에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이 갈등이 또한 일본
경제에도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연간 한
국관광객 7.5% 감소, 일본맥주 수입 45% 급감, 일제 완성차 수입
30% 감소 등)

영국 ․ 프랑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1

❑ 마크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마크롱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향함. 주요 정책으로는 경영상
어려움 있을시 해고 가능, 부당 해고시 배상금 및 제소기간 단축, 실
업보험 개편, 노조 결정권 약화, 종신고용 혜택 폐지 등이 있음. 그리
고 친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부유세(보유자산 130만
유로가 넘는 개인에게 부과해 온 세금) 폐지, 고용자 사회보험료 감
액, 일요일 영업 확산, 법인세 인하, 규제 감소, 소기업 창업지원 활
성화 등
◦ 공공부문 지출을 축소하고 있음. 국영철도공사(SNCF)를 합자회사로
전환 추진, 공무원 감축, 연금제도 개혁, 공기업(공항, 전기가스) 민영
화 추진 등. 특히,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2019년 1분기 실업률이 8.8%로 지난 10년 중
최저수치이며,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2019년 1분기 새롭게 창출
된 일자리 수가 92,800개고 함(자료원: IHS)
◦ 2008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된 1인 창업지원 정책 및 마크롱 정부
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급화의 효과라는 의견
이 있음.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노조 약화,
기업의 해고조건 완화, 정규직 전환의 탄력적 허용 등이 대표적임.
프랑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
의 1인 창업자를 내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Business France의 해외시장개척 인턴(V.I.E; Volontariat
International en Entreprise) 운영사업은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음.
V.I.E 프로그램은 자국민 해외취업 지원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28
세 이하 청년을 해외시장개척 인턴으로 파견하고, 수출기업의 마케팅
을 지원함(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1년후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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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된 청년인턴은 Business France 사무실과 해
외 소재 유관 프랑스 기업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인턴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 한국과 프랑스의 상호 무역 ․ 투자 현황 및 KOTRA의 역할
◦ 한국의 대 프랑스 교역 현황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전년 대비
증가함. 그러나 프랑스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7월 현재 0.53%로 전체 수입국 중 30위 수준임
◦ 한국의 대 프랑스 투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정보통신업(8
건, 2억3,400만 달러), 제조업(18건, 1,400만 달러), 도소매(65건, 1,800
만 달러), 부동산업(4건, 5,000만 달러) 등 총 101건임
◦ 주요 진출기업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
타이어,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SPC그룹 등이며, 공기
업도 상당수 있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관광공사, 한국
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코레일,
KOTRA)
◦ KOTRA는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현지 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프랑스에서의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19년 현재 30개사에 대해 이러한 지사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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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Public Governance국 방문 및 면담

△ OECD 방문 및 면담(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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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14:00~16:00
❑ 장소 : OECD 본부 내 예산 및 공공지출과(2, rue André Pascal
75775 Paris Cedex 16)
❑ 주제 : 1.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운용의 방향과 독립재정기구
(IFI)의 역할
2. OECD의 NABO에 대한 기관 리뷰 계획 및 NABO의
최근 조직개편 및 업무혁신 소개
❑ 면담자: Lisa von Trap(OECD 예산 및 공공지출과 연구원)
Scherie Nicol(OECD 예산 및 공공지출과 연구원)
※ 배석: 박정민 과장(기획재정부, OECD 파견),
면담 후 Edwin Lau 예산 및 공공지출과장(Hea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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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요 약
◦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적 맥락
(economic context)에 따른 상황적 접근의 중요성 확인
◦ 독립재정기구의 장기전망의 중요성 확인 및 재정준칙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고려
◦ OECD의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서 NABO의 위상과
역할 확인

(2) 면담 내용

❑ (질문)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운용의 방향
◦ (이하, 답변) 현재 한국이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재정정책의
방향과 운용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임.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의 재정
규율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함. 일부 노르딕
국가(스웨덴)와 독일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규율 준수를 완화
한 사례가 있음
◦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기축통화국으로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이런 케이스를 한국이 고려하기는 어려움.
다시 말해,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의 방향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맥락
(economic context)을 고려하여 상황적 접근을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OECD가 5년마다 수행하는 서베이에 근거하여 최근
발간한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가 도움이 될 것임. 이 보고서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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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주요 재정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담고 있음.
특히, OECD가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원칙(The ten principles of
good budgetary governance, 별첨2)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결
정 및 집행과정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특히, 재정시스템과
관련하여 중기계획(MTEF)과 재정준칙(fiscal rule)의 유무 ․ 준수 여부
는 중요한 이슈임

Type of fiscal rules
1. Budget balance (i.e. deficit or surplus) rules: directly target the budget
balance (i.e. the gap between government spending and revenues), e.g. a
requirement to run a balanced position; not to exceed a defined deficit
limit; or a requirement to attain a defined surplus at minimum. Such rules
can be expressed in nominal or cyclically-adjusted terms, usually by
reference to a percentage of GDP.
2. Debt rules: limit the amount of government debt that can be accumulated
and can be expressed in nominal terms, as a debt-to-GDP ratio, or as an
explicit reduction of the debt-to-GDP ratio.
3. Expenditure rules: limit the amount of government spending, or the rate
of growth in government spending, and can be expressed in nominal or
real terms or as an expenditure-to-GDP ratio.
4. Revenue rules: impose constraints on the tax-to-GDP ratio and place
restrictions on government revenues raised in excess of projecte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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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cal policy plans: Swe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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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cal policy plans: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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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최근 지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함. 출장단이 설명
한 바와 같이 세수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판단과 정책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지출 증가, 중산층 증가 등을 겪고 있어 재정
지출에 대하여 칠레 및 동유럽국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특히, 이 주제에 대해 NABO가 주축이 되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두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이고, 두 번째는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임. 많은 국가와 독립재정기구에서 관심
을 가질 것으로 보임

❑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의 중요성
◦ NABO는 다른 독립재정기구와 마찬가지로 중기(10년) 전망을 하면
서도 최근에 30년 이상의 장기전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치시스템과 정치인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립재정기구의 장기전망은 매우 중요한 업무임.
특히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은 복지지출과 관련이 높으
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
◦ OECD의 독립재정기구 연구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시경
제 ․ 재정에 대한 장기전망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CPB)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
음(별첨3).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는 정치시스템이 다름. 의원내각제
국가의 많은 독립재정기구가 사실상 정부와 함께 재정전망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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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 CBO나 한국의 NABO처럼 대통령제
국가의 독립재정기구가 정부와 다른 경제 ․ 재정전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OECD 경제분석국은 저성장에 관한 전망보고서(WARNING:
LOW GROWTH AHEAD, 2019)를 최근에 발표하였는데, 세계경제
에 대한 전망은 어둡고,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등의 영향에 초점을 맞
춘 전망이나, 재정 측면에서도 정부의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Global growth continues to slow >

◦ 장기 경제전망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THE LONG VIEW:
SCENARIOS FOR THE WORLD ECONOMY TO 2060 보고서
를 참고할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 생산함수의 각 부문별 함수와 가
정, 정책변수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음. 그리고 정부개혁과 같은 시
나리오에 따라 경제전망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다양
한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전망 결과를 제시하였음. 예를 들어, 무역장
벽이 해소될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가 확대될 경우,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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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날 경우,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등 시나리오별로 기
준선 대비 1인당 실질GDP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를 분석함
◦ 무엇보다 이번 전망에서는 정부재정에 대한 장기전망도 포함하고 있
음. 저금리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영향,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특히
의료, 연금, 노동 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정부개혁이 국가채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함.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국가마다 지출구조와 국가채무 정도가 다르므로 상이함
< GDP in fiscal pressure relative to bas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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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기관 리뷰의 특성
◦ OECD는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PBO-IFIs)를 구축하고 있음. 독립재
정기구는 재정정책의 건전성(soundness)과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에 대해 OECD는 지속적으로 리뷰
를 수행하고 있음
◦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2016)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주요 독립재정기구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특성에 대해 리뷰를 한 바 있음. 국가별로 특성이 다양한
독립재정기구에 대해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업무, 인적 ․ 물적 자원,
의회와의 관계, 정보접근성, 투명성, 의사소통, 외부평가 등을 기준으
로 비교하는 연구와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별첨)
◦ 최근에는 호주,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독립재정기구에 대해 별도의 기관 리뷰 보고서를 작성
하여 공개했음. 한국의 NABO에 대한 기관 리뷰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음(현재 미확정)
◦ 최근 발간한 호주의 경우 The Victor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e(PBO)는 2018년 4월 설립되었는데, 신설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리뷰가 이루어졌음. 포르투갈의 경우 The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CFP)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
준칙 준수 확인 등의 업무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됨. 스페인의 독립
재정기구(AIReF; The Autoridad Independiente de Responsabilidad
Fiscal)도 2013년에 신설된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정안정성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 리투아니아는 EU 통화권에 합류하면서 따라야
할 EU의 재정규칙 준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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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D(The Lithuanian Budget Policy Monitoring Department)라는
독립재정기구를 설치하였음
◦ NABO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재정기구(PARLIAMENTARY
OFFICE OF STATE BUDGET, 2018)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한 것
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OECD는 한국의 케이스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임

❑ OECD PBO-IFIs에 대한 기관 리뷰 대상(후보)으로 NABO 선
정 사유
◦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OECD는 독립재정기구 기관 리뷰
의 대상으로 한국의 NABO를 염두에 두고 있음(자체 평가기준이 있
음, 별첨4). NABO는 미국 CBO 다음으로 기관 규모가 크고 인적․물
적 자원이 많으며,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신설예정인 다른 국가(특히
개도국)에 모범이 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업무혁신을 통해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작년(2018년)에는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를 개최하여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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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s grouped by general scale of resources >

◦ (이하, NABO 보충설명)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성과 제고를 위
해 조직개편(reorganization)을 하였음. 예산분석 기능과 사업평가 기
능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였고, 국세외수입(사회보장기
여금, 지방세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 기능을 강화하였음
◦ 또한, 법안에 대한 의회의 비용추계 업무를 NABO가 전담함(2015.3.)
에 따라 조직과 인원을 확대함. 최근 비용추계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
는데, 2014년 비용추계 건은 557건이었으나 2015년 1,994건, 2016년
3,020건, 2017년 3,407건, 2018년 3,179건으로 늘어남. 그리고 법안
제출 당시의 비용추계 결과와 실제 법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재정
소요를 비교하는 전망과 예산의 연계분석을 통해 재정전망에 대한
자체 사후검증을 강화하였음
◦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
지, 국가채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강화하였고, 8대 사회보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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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과 전망 업무도 확대하였음
◦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와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 NABO는 미국 CBO처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나
위원회가 요청한 비용추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음. 의원이나
위원회의 모든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중립적인 추계액을 제
시하고자 노력함. 물론 한국 의회의 법안 발의 특성상 비용추계의 대
상이 되는 모든 법안이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
며, 소폭 개정(amendment)하는 점증적인 방식이 많음. 따라서 비용
추계 업무는 건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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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9 Blockchain Economic Forum(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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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13:00 - 13:30

주 제

Registration and welcome coffee
Opening Keynote
The future of capital markets and money

13:30 - 14:00

- Why is a digital future inevitable?
- Why are digital monies and assets so important?
- What are the big investment themes?
- How can you play?
Round Table Money 2025:
Private banks, Central banks or Blockchain Digital
Currencies?
- Digital Currencies: Central banks vs Blockchain

14:00 - 15:00

- The monetary policy and governance for Libra and
L
- New classes of digital assets vs. bitcoin dominance:
TON vs. Libra vs. Bitcoin vs. tokens
- Investing trends in 2020: will venture funds
consider STO as an exit strategy?
Panel discussion Use-cases 2025

15:00 - 16:00

- BitMinutes, Better Than Bitcoin for Billions
- User case: USNS, Next Fintech Ubiquitous Social
Network
Round Table Fundraising on blockchain / IEOs
- Best fundraising practices from 130 IEOs on

16:00  17:00

LATOKEN
- How LATOKEN connects investors and
entrepreneurs to build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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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 제

- How to build a team and prototype with a
unicorn potential?
- How to launch Landing templates which sell?
- How to attract 1m target audience and convert
into contributions?
Round Table Venture Capital 2025: Liquidity via
Tokenization?
17:00 - 18:00

- A million of angel investors worldwide
- VCs selling portfolio via transborder IEOs
- VC Funds' NAV Real-time Market to Market
- Do LPs need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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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The ten principles of good budgetary governance

Source: OECD

1. Manage budgets within clear, credible and predictable limits for
fiscal policy
2. Closely align budgets with the medium-term strategic priorities of
government
3. Design the capital budgeting framework in order to meet national
development needs in a cost-effective and coherent manner
4. Ensure that budget documents and data are open, transparent and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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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vide for an inclusive, participative and realistic debate on
budgetary choices
6. Present a comprehensive, accurate and reliable account of the
public finances
7. Actively plan, manage and monitor budget execution
8. Ensure that performance, evaluation & value for money are integral
to the budget process
9. Identify, assess and manage prudently longer-term sustainability and
other fiscal risks
10. Promote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budgetary forecasts, fiscal
plans and budgetary implementation through rigorous quality
assurance including independent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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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Mandate and functions of OECD IFIs
Functions

OECD country

Institution name

Analysis of longterm fiscal
1
sustainability

Role in
macroeconomic or
2
fiscal forecasts

US

˜
™
Commonwealth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Victor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Fiscal Advisory Council (FISK)
˜
™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High Council of Finance (HRF/CSF)
˜
£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FAO-ON)
˜
¢
Czech Fiscal Council (CFC)
˜
£
Danish Economic Council
™
™
Fiscal Council of Estonia
˜ Audit Office of Finland
¢
Independ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Fiscal Policy Function - National
˜
¢
Finnish Economic Policy Council (EPC)
™
¢
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 (HCFP)
™
¢
Independent Advisory Board to the Stability Council
™
¢
Parliamentary Budget Office
º
¢
Hellenic Fiscal Council
™
¢
Fiscal Council (established 2011)
™
™
Icelandic Fiscal Council
™
¢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IFAC)
™
™
Oireachtas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º
¢
Fiscal Discipline Council
˜ (BPMD)
¢
Budget Policy Monitoring Department – National Audit Office of Lithuania
˜
¢
National Council of Public Finances (CNFP)
™
£
Center for Public Finance Studies (CEFP)
˜
˜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
¢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CFP)
˜
™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CBR)
™
™
Slovenian Fiscal Council
˜
¢
Independent Authority of Fiscal Responsibility (AIReF)
˜
¢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FPC)
˜
˜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
˜
Scottish Fiscal Commission (SFC)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
£

EU

European Fiscal Board (EFB)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UK

Total institutions (no.)
˜ = Yes
™ = No
º = Other
¢ = Assess forecasts only
o = Prepare alternative forecasts
Total institutions (%)
˜ = Yes
™ = No
º = Other
¢ = Assess forecasts only
o = Prepare alternative forecasts

Sourc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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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21
13
2
n.a.
n.a.
100%
58%
36%
6%
n.a.
n.a.

36
3
10
n.a.
17
6
100%
8%
28%
n.a.
47%
17%

[별첨 4]
Standard Terms of Reference(TOR)
OEC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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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프랑스의 주요 경제지표 및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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