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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호주 중앙은행 방문 및 면담
◦ 호주 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 시드니 본부
◦ 호주 정부의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고용안정 효과에 대하여 논의
◦ 면담자 : Ivailo Arsov(Head of Overseas Economies Section Evonomic

Group)

❑ 호주 국회예산처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방문 및 면담
◦ 호주 국회는 NABO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를 설치하여 국회의원들의 예산관련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표하고 있음
－ 양원제의 호주 국회에서 PBO의 역할은 주로 하원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 면담자 : Kathryn Smith(Director, Budget Analysis Division) 외 2인

❑ Kotra 시드니 사무소 방문 및 무역관장 면담
◦ 시드니 소재 KOTRA 무역관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현황

참관 및 한호 기업간 무역 현황에 관한 자료수집
◦ 면담자 : 서강석(시드니 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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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단

❑ 단원
◦ 신동진(산업고용분석과 예산정책연구관)
◦ 황종률(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 김미애(산업고용분석과 경제분석관)
◦ 오현희(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보)

3

출장 일정
일자
12. 4(수)
~ 12. 5(목)

주요내용

◦ 인천공항 출발 (인천 → 시드니)

12. 6(금)

◦ 호주 중앙은행(RBA) 방문 및 면담

12. 7(토)

◦ 시드니 → 캔버라 이동

~ 12 .9(월)

◦ 호주 국회예산처 예산분석국 방문 및 면담(캔버라)

12. 10(화)

◦ KOTRA 호주 시드니사무소 방문 및 면담

12. 11(수)

◦ 인천공항 도착(시드니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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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호주의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호주의 거시경제정책 이해,
국내 정책과의 차이점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토론
◦ 글로벌한 저물가(disinflation rate) 및 저성장(low growth rate) 상태에
서의 고용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한국의 통화정책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

 우리나라와 호주의 교역동향, 우리기업의 호주 진출 현황과 호주 시드
니 무역관의 역할 제고 방안 논의
◦ 무역관을 통해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현황, 주요 교역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신산업에서의 활발한 진출에 따른 한국 정부차원의 역
할 제고가 필요함을 논의

 최근 고용이슈 및 인플레이션 현황등에 대해 이해하고, 국회차원에서의
경제정책 검토 및 예산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절차 등이 NABO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견을 교환
◦ 호주 국회는 NABO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국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를 설치하여 국회의원들의 예산관련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 다만 양원제 국가의 특성 상 하원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제안을 위한 자료 수집이 주목적이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견제기능
을 수행하는 NABO와 같이 정부예산전반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PBO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NABO의 예산분석 및 경제분
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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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가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방문 및 면담

면담자

◦ Ivailo Arsov(Head of Overseas Economies Section Economic Group) : 호
주 중앙은행 대외경제 분석 팀장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호주 정부의 통화정책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침체기에 있어 통화정책의 성과 및 경
제안정화에 대한 기여 평가

(2) 면담 내용
❑ 호주 정부 및 국책은행의 통화정책의 가장 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률
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정책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호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률 조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물가조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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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이외에도 고용안정과 국가재정 전
반에 대한 전략 중 하나이며, 이러한 내용은 RBA의 설립취지 및 목적
에 명시되어 있음
Reserve Bank Board objectives in the Reserve Bank Act 1959:
Ÿ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of Australia;

Ÿ

the maintenance of full employment in Australia; and

Ÿ

the economic prosperity and welfare of the people of Australia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호주중앙은행은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조항도 한국은행처럼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하였음
－ 호주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사이의 긴
밀한 관계가 나타나 호주금융감독청과 함께 금융기관들의 거시건전성을 함께
모니터링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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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가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세계
주요국에 대한 경제상황이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호주 경제성장률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 호주 경제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 이래 최저치 기록하였음
－ OECD는 2019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2.28%로 예측하였으며 호주준비은행
(Reserve Bank Australia, RBA) 역시 연평균 2%를 전망하고 있음
－ 다만, RBA는 지난해 하반기 2019년 경제성장을 2.75%로 전망한 바 있으
나 올해 5월, 이를 정정해 0.75% 하락한 2%로 발표한 바 있음

6  호주 시드니·캔버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호주통계청(ABS)도 호주 경제가 지난 27년 동안 연속 성장을 달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19년 2분기 1.4%의 경제성장률에 머무르며, 세계금융위기
(Global Finance Crisis)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특히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2019년 호주 경제성장이 2018년 4/4분기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성장정체기 또는
성장완성기에 올 수 있는 성장률 저하현상으로 판단하고 위기대처전략
이 아닌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자 함
－ 실질적으로 호주의 장기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는 전략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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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 광업,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
고 농수산임업, 건설, 제조업 등 주요 분야의 부진으로, 전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RBA는 호주 수출 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가 국내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하지만 최근에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인
플레이션을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이해에 다소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RBA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
다기 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장완성기에서 오는 성장률 저하현
상과, 실업율 악화 및 낮은 물가인상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장기적
인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것임

❑ 한국의 주요 대외경제 분석 리포트에서는 호주 경제상황에 대하여, 다
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RBA는 2019년 6월 5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19년 7월 1%, 10
월에는 사상 최저인 0.75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는데, 이는 호주중앙은행
(RBA)이 설립된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로 파악됩니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나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으로 마련된
방안은 아직 아니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Ÿ

금리추이 : 2.50%(’14.1)→ 2.50%(’15.1)→ 2.25%(’15.2)→
2.00%(’16.1)→1.75%(’16.5)→ 1.50%(’16.8)→ 1.50%(’17.1)→
1.50%(’18.1)→ 1.50%(’19.1)→ 1.25%(’19.6)→ 1.0%(’19.7)→
0.7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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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호주 정부의 금리인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상승률 저조 및 최근 2개월
연속 국내 실업률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임

－ 주요 수출시장 경제둔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지속, 세계 경기 침체
로 인해 20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실시, 2016년 7
월 금리를 1.75%로 인하한데 이어 2016년 8월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
2019년 6월, 7월 그리고 10월 추가로 0.25% 씩 인하를 감행하면서 2019
년 10월 현재 0.75%의 역대 최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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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양적완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양적완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나요?
◦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9년에도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금리가 또다시 인하 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어 양적완화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호주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약세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1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
Ÿ

미화대비 호주달러화 추이

60%(2004)→ 110%(2012-13)→ 90%(2014)→ 70%(2015-20)
Ÿ

2013년 1.02~1.04 미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던 호주달러는 0.7선이
붕괴되는 등 큰 약세를 보였음.

Ÿ

2016년 1월 0.69 미달러까지 하락한 호주달러는 2017년 1월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초 0.79 미달러까지 올라섰으나, 2019년 10월
현재 다시 하락하여 0.68 미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Ÿ

호주 1$ 대비 US$ 가치 : 0.8912(‘14.1)→ 0.8127(‘15.1)→
0.7223(‘16.1)→0.7579(‘17.1)→ 0.7916(‘18.1)→ 0.7199(‘19.1)→ 0.6838(‘19.10)

❑ 한편, 호주 실업률 2020년까지 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화정
책으로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제어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제조업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 초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하였
지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로 2017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5% 대를 유지하고 있음
◦ RBA에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2020년까지 호주
실업률이 5%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정책 등을 통해 2021
년까지 4.75%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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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Loan To Value) 등 규제를 통해 부동산가
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추이와 가계부채상
환능력 등은 어떠한지요.
◦ 최근 수년간 호주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호주국민
은 충분히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부동산가격상승은 중국인 이주 수요와 유동자산의 투자처 상실 등이 큰 이
유였으나, 장기적으로 호주의 내수시장과 무역규모는 안정적이며, 모기지론
의 안정성 또한 높다고 평가됨
－ 이러한 배경으로 판단할 때, 호주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
요하다는 것에 매우 신중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으며, 작
년과 올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지표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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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중앙은행(RBA) 관계자 면담

◦ Ivailo Arsov : 호주 중앙은행
대외경제 분석 팀장

△ 호주 중앙은행(RBA) 면담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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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호주 국회예산처(Parliament Budget Office) 방문 및 면담

면담자

◦ 면담자 : Kathryn Smith(Director, Budget Analysis Division) 외 2인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호주 의회의 예산분석관련 업무 주요 내용

❑ 최근 PBO에서 발행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예산구조의 변화 관련 보고
서 내용 설명 및 의견, 정책적 시사점 논의

(2) 면담 내용
❑ 한국은 대통령제로 국정이 운영되므로 호주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쉽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원제 하에서 호
주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합니다.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
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
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
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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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
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

◦ 연방정부 시스템의 양원제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
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
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국민연합당이 151석
중 76석의 과반의석을 확보, 3번째 재집권 성공
－ 현 자유국민연합당의 당수는 스콧 모리슨 총리로 2018년 8월 24일 당권 경
쟁서 승리하여 30대 호주연방총리로 선출된 바 있음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
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않고 다수당
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주 별로 의회위원회 구성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요?
◦ 주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합동조사위원회(12개), 선택위원회(상원: 7개,
하원: 2개), 내국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음
－ 합동조사위원회는 의회위원회법(2003년)에 의거해 구성되며, 합동위원회 외
의 위원회는 각 양원의 운영관련 법에 의해 구성됨
－ 합동조사위원회는 양원에서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된 반면 선택위원회는 상 ․
하원 중 한 곳에서 운영됨
－ 내국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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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마다 의회를 보좌하는 조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입법
국민회의부 입법의회부, 의회서비스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국민회의부(하원, LA)는 하원의 행정업무 및 연구보조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의회부(상원, LC)는 상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의회서비스부는 의원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 양원 조직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

◦ 상원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중 일부는 정부의 각 포트폴리오 예산서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
－ 상원 본회의는 예산안 연설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로 예산안을 회부하고
상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estimates)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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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
합동조사위원회 (Joint Investigatory Committees)
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Drugs and Crime Prevention)
경제개발 및 인프라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교육 및 훈련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정치문제위원회(Electoral Matters)
환경 및 천연자원위원회(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가족 및 커뮤니티 개발위원회(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법 개혁위원회(Law Reform)
교외 및 개발위원회(Outer Suburban/Interface Services and Development)
공공계정 및 추정위원회(Public Accounts and Estimates)
도로안전위원회(Road Safety)
시외 및 지방위원회(Rural and Regional)
법 검토 및 규제위원회(Scrutiny of Acts and Regulations)
상원: 입법의회 (the Legislative Council)
경제 및 인프라 상임위원회(Economy and Infrastructure Standing Committee)
환경 및 계획 상임위원회(Environment and Planning Standing Committee)
입법 및 사회문제 상임위원회(Legal and Social Issues Standing Committee)
선택위원회(Select Committees)
특권위원회(Privileges Committee)
절차위원회(Procedure Committee)
과거 위원회(Former Committees)
하원: 입법국민회의 (Legislative Assembly)
특권위원회(Privileges)
정위원회(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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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주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발생할
경기변동요인이나 기타 리스크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안에 첨부하
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를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심의하는지 설
명해 주십시오.
◦ 호주 주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첨부문서로 각종 거시경제요인이 일정 %
변할 때 수입, 지출, 수지 변동분을 함께 추계하여 주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 편성에 활용했던 거시경제 전
망치에 대한 과거 예측오차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함

◦ 호주 주정부는 예산안을 12월에 제출하며, 예산안의 첨부문서로 민감
도분석보고서(sensitive analysis)를 함께 제출
－ 민감도 분석보고서에는 GDP성장률, 고용, 소비자물가, 임금, 이자율, 부동산가격,
기업의 계약상황 등이 일정 %p 변동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이 추계되어 제시됨
－ 주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감도 분석보고서를 예산안 심의 시 참고로 활용
하고 있으며, 동 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재정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음

◦ 호주 주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기존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었던 거시
경제전망치 및 실적치와 이에 대한 예측오차를 주의회에 보고
－ 경제전망의 예측치와 실적치의 의회보고를 통해 주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책임성 있는 경제전망을 수행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

❑ 다음해의 세입 증액과 지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확정하는 일정은 어
떻게 됩니까? 한국은 보통 9월 이전 다음해 예산안을 기획하여 연말에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임. 정부
부처들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활동과 지난해에 부처에서 지출한
결산보고서에 기초하여 예산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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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일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에서 심의되어질 수 있도록
5월 1일로 되어있음

◦ 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 재정보고업무이며, 의회와 국민들에게 하는 정부정책보고 업무임
－ 재무장관의 예산보고, 정부 자금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주요 지출승인 안, 예산안
설명에서 발표된 재정사업안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그리고 정부의 재정과 관
련된 업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관련 문서들을 포함함

◦ 하원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특별한 절차가 없음
－ 다시 말하면, 예산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주요 지출승인안
의 통과에 의하여 결정됨

❑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호주 국회의 예산 결정체계는 한국의 것과 매
우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산 분류 체계나 정부의 포트폴
리오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있습니까?
◦ 호주의 예산 분류체계는 포트폴리오(portfolio)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
며, 포트폴리오는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별 분류를 의미
－ 현재 호주의 포트폴리오는 22개인데, 의회와 법원의 포트폴리오를 제외하면
정부의 포트폴리오는 20개
－ 정부의 포트폴리오는 20개이며, 부처(department) 역시 동일한 20개이나
서로 1:1로 대응되지 않음
－ 예를 들어, 국방 포트폴리오(portfolio-defense)에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포함되어 있
으며,

호주정부위원회

포트폴리오(portfolio-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는 청 단위 행정기관만 있고 부처가 없음

◦ 지출승인 안이 법률로 의결되기 전에 3건의 주요 지출승인 안은 다른
의안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원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원의
원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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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승인 안은 상원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원에 먼저 제출되
어 심사를 마쳐야 함

◦ 상원에서 재무장관 대리 등의 의무를 지는 상원재무장관(senate minister)은 상원에서 예산안 설명을 함. 그는 또한 지출승인 안에 포함된
비용의 세부내역 등 모든 관련 문서들을 상정함
－ 상원은 지출승인안의 세부사항을 즉시 청문회 평가를 위해 지출승인 안을
상원 위원회에 회부함(청문회 동안에 상원의원들은 제안된 비용지출에 관하
여 각 부처 대표들에게 질의할 수 있음)
－ 상원에서의 동의를 위해 제출된 실제 지출승인 안은 비교적 신속히 심의됨.
－ 제안된 지출승인 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평가 과정에서 이미 마쳐졌기 때문임

◦ 호주는 예산안의 의회 보고 시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예산관련 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 예산관련 문서에는 단년도 예산 및 재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중
장기 재정현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 포함
－ 특히 빅토리아 주정부는 예산안의 의회제출시 첨부서류로 민감도 분석이 포
함됨으로서 예산심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요인 등 리스크 요
인을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거시경제전망에 대한 과거 전망치와 실적치에 대한
예측오차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거시경제전망의 책임성을 갖
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투명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호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양호한 재정상황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
고 풍부한 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편으
로는 건실한 재정운용체계 및 효율적 예산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호주는 ｢재정책임법(Charter of Budget Honesty, 1998)｣에 따라 건전재
정운영 원칙(Principles of sound fiscal management)을 법제화한 것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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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PBO에서 발행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예산에의 영향을 논한 보고
서를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산의 변
화를 예측한 것인데, 최근 호주에서도 인구 노령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가요?
◦ 다음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최근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그 속도가 다소 빠
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세계 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인구의 고령화이슈는 헬스
케어 정책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0년 일반 의료비지출 규모가 8,180억 AUD로 추산되었으
며 2022년~2023년에는 8,950억 AU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일반 의료비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의 확대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의료지원제도(Medicare program)
개선방안에서도 이러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고 있음

호주 시드니·캔버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3

－ 예를 들어, Home Care Package Program(고령의 환자가 집에서 출장 의료서
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제도)을 확대개편하면서 2017~2018년 대비 4만 호
(戶)의 추가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2억8,240만 AUD규모의 예산을 추가편성
－ 기존의 Medicare에서 지원하기 어려웠던 진단금 지원프로그램, 건강검진비용 지
원, MRI 등의 고가의 진단 및 진료(Diagnostic imaging items)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1억9,900만 AUD를 투자하는 등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증가
하는 예산구조상의 변화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보고서를 준비하였음

－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에서 나타나 있듯이, 호주 인구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최근에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는데 따
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2010년에서 2030년 사이 최고조를 거친 후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는 있으나 장기적인 재
정위험요소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다음의 차트를 보면, 인구고령화가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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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Age Pension spending is the largest component of the cost of ageing on total spending,
this impact is likely to peak between 2010 and 2030, driven by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during this period. Once the entire baby boomer cohort has
reached the qualifying age for the Age Pension (which will happen in the early 2030s) the impact
of ageing on Age Pension spending will moderate. Growing expectations around the quality of
aged care provided, some of which are being considered by the 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also have the potential to motivate further reforms which could increase
funding pressures in the future.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의 결론부분을 발췌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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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회예산처(Parliament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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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ryn Smith
호주 국회 예산처 예산분석국장

△ 호주 국회예산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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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가

주 호주 시드니 KOTRA 무역사무소 방문 및 면담

면담자

◦ 서강석(시드니 무역관장)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우리나라와 호주의 교역동향, 호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산업 및 사업 전략 등에 대한 이해
❑ 향후 호주 산업에서의 국내 기업 진출 전략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
호주 무역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논의

(2) 면담 내용
❑ 대통령제의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양원제 국가로 서로 다른 정치적
특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주의 정치체계는 한국
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는 상당히 다른 점도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주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며, 주 의회는 주정부 대표자(the Crown),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의회(the Legislative Council, 이하 LC), 하원에
해당하는 입법국민회의(Legislative Assembly, 이하 LA)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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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정부’는 연방, 주, 지방정부의 세 단계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빅토리아 의회는 주 의회이며, 빅토리아 주 법률을 제․ 개정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 주정부 대표자(the Crown)는 주지사를 의미하며, 주지사는 주정부 총리 및
내각임명권 뿐만 아니라 의회개회권, 의회해산권,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
한 재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상원의원(Legislative Council)은 40인, 하원의원(Legislative Assembly)
은 88인임

❑ 최근 한국은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요? 한국과 같이 무역위주의 경제 산업구조로 인
해 글로벌 경제동향과 동조성을 보이는지요?
◦ 호주 경제의 특징은 제조업 기반 취약하나 서비스업과 1차 산업 위주
로 높은 성장성을 보인다는 것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7%를 차지하고 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
험, 전문 과학기술, 의료 등 발달.
－ 특히 호주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 인방문객 수 매해 증가하면서 관광수지가
GDP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참고: 호주의 산업별 GDP비중>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
으로 나타내면 2.6% 6.4% 6.3% 8.1% 76.6%로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
히 높음

◦ GDP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광업 또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써, 최
근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광물자원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당분간
관련 제품 수출입이 활발하여 GDP기여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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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7.0%)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8.0%), 생산량 세계 1위(37.0%)
․ 매장량 세계 1위 : 금(18%), 우라늄(29%), 아연(29%), 니켈(26.0%) 등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은(매장량 2위)

❑ 한국에서도 서비스업의 성장 두드러지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고용시장 현황은 어떠한가요? 서비스업에서
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호주 정부발표에 의하면 최근 실업률이 다소 높은 상황으로서,
2020년까지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 초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하
였지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로 2017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5% 대를 유지한다고 발표되었음
－ 2019년 2분기 기준, 4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 시간은 예년대비 줄어들었으며, 10월 현재 호주의 실업률은 5.3%에
머물러 있음
－ 한편, RBA는 2020년까지 호주 실업률이 5%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4.75%로 달성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주요 언론들은 국내 총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일 수 있으나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이는 풀타임고용은 줄어들고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종인 우버(Uber), 에어타스커(Airtasker), 딜리버루(Deliveroo) 등 수요에
따라 건건이 이루어지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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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이 대외교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
와 주요 대상국, 주요 수출입물품 등 교역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 호주 교역 규모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지속 감소하였지만, ‘17년 기
점으로 회복 추세를 보임
－ 2018년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4,841억 미 달러로 ‘17년 대비 6.98% 증가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
역국 달성
－ 2019년 1~8월 호주 교역 규모 전년 동일분기 대비 0.7% 가량 증가

◦ 수출입 동향
－ 호주의 수출은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호주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22% 가량 증가한 2,571억 미달러를 달성하였음
－ 수입은 2012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7
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호주 총 수입은 전년대비
2.55% 가량 늘어난 2,270억 미 달러임

◦ 주요 수출 품목
－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호주 주요 농지에 닥친 극심한 가뭄 현상으
로 주요 작물인 밀(Wheat) 생산이 전년대비 23% 감소함. 때문에 호주 정
부는 최근 12년 만에 밀수입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향으로
호주의 곡물 수출이 25% 이상 크게 감소하였음
－ 지속되는 세계적 원자재 가격의 회복으로 2019년에도 호주의 광물 및 광물
성연료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7%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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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47%를 차지하며 이 중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전체의 24%이상을 점유
－ 한국은 2017년 對호주 4위 수출국이었으나 2018년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
면서 6위로 밀려남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17년 대 호주 LNG 해양플랜트(FRELUDE 북서부 해안) 및 선박
수출로 수출액 급증 한편, 2018년에는 전년대비 51.5% 감소로 전환
－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일부 석유제품 및 중장비 수출 증
가, 승용차, 경유, 휘발유 등은 감소
－ (수입)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니켈괴 및 스크랩, 동괴 및 스크랩 등 스크랩
전반 수입 감소
－ 호주 3대 LNG 사업이 2018년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
함에 따라 생산 및 공급량 증가, 한국의 對호주 수입 증가에 영향

❑ 호주는 한국과 유사하게 small open economy 체제이기 때문에 FDA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은 어떠한가요?
◦ 지난 5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투자 유치
금액 9,675억 호주달러(직접투자)로 전년대비9.5%(837억 호주달러) 증가
－ 가장 최근 발표된(2019년 5월)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직접 투자유치 금액은
미국이 2,143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음
－ 일부 원자재 가격 회복세에 따른 광산 분야 투자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이 호주 최대 투자 유치 분야
－ 호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은 3차 산업으로 지속된 불안정한 광산시
장 경기로 서비스산업이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 그 뒤를 광산업, 제조업
이, 금융 및 보험업이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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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42건(188백만 미달러) 기
록하였고,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투자금액 기준 금융 및 보험업 5천5백만 달러, 광업 5천3백만 달러, 전문
과학 및 기술 부문 3천2백만 달러, 부동산업 2천2백만 달러, 제조업 1천 4
백만 달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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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의 외국진출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해외진출의 양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
주의 대 한국 투자양상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 기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호주가 주요 투자대상
국은 아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호주의 서비스업 성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 등에서 관심이 증가
◦ 2018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총 33건으로 신고기준 20억 미달러 기
록, 신고금액 전년 대비 1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
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
－ 2018년 對한국 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전무했던 운송용 기계 부
문에 對한국 투자가 17억 미 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 역시 전
년대비 268배가량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정보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018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3%), 영국(16.1%), 뉴질랜드(3.7%)
등 영어사용국에 48%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0.9%
가량임

◦ 호주의 대한(對韓)투자 누계(‘62-’19,Q3)는 신고기준으로 643건, 4,754
백만 미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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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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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시드니 사무소 방문

서강석
KOTRA 호주 시드니 무역관장

△ 호주 시드니 무역관 관계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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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개요 및 참고자료(RBA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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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호주 PBO의 고령화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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