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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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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국 명 : 독일 연방 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Ø 수 도 : 베를린(인구 약 356만명)

Ø 인 구 : 약 8,220만명(’15)

Ø 면 적 : 357.12㎢ (한반도의 1.6배 규모)

Ø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대통령 : 요하킴 가욱, 총리 : 앙겔라 메르켈)

Ø 의 회 : 양원제(하원 631석, 상원 69석)

Ø 민 족 : 게르만족(91.5%), 터키계(2.4%)



2. 독일 경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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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국민 총생산 : 3조 4,949억 달러(’15, 세계 4위)
(2015년 1.7% 성장)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11위)

Ø 1인당 국민소득 : 42,326 USD(’15, 세계 18위, IMF)
* 한국:  27,513 USD(‘15, 세계 28위)

Ø 고 용 :  43,057 천명(‘15)

Ø 실업률 : 6.9%(‘14)→6.7%(‘14)→6.4%(‘15) 

Ø 소비자 물가 : 0.2%

Ø 무역 규모(‘15, 세계 3위) : 수출 1조1,96억 유로, 수입 9,490억 유로, 
수지 2,480억 유로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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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경제 현황(한국-독일 무역 현황)

Ø 한독 무역규모는 271억달러로 우리 수출은 62억불, 
무역수지는 147억불 적자(우리의 18위 수출국, 4대 수입국)

Ø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수입품은 승용차, 차부품, 화학원료, 의약품 등



3. 독일 경제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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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독일 민간 경제 연구소는 독일 경제가 당분간
안정적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Ø 금년 1.9%, ’17년 1.4%(조업일수 영향) 성장과 역대 최저 수준인
6.1%의 실업율 시현 전망

(전년대비 증감률 %)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1.7 1.9 1.4 1.6

소비자물가 0.2 0.4 1.4 1.5

취업인구(천명) 43,057 43,581 44,012 44,453

실업인구(천명) 2,795 2,692 2,696 2,724 

실업률(%) 6.4 6.1 6.1 6.1

정부재정흑자(유로화) 226억 201억 137억 160억

시간당 단위노동비용 1.5 1.5 2.0 1.9



3. 독일 경제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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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수출은 ’16년 2%(1조 2,200억 유로), ’17년 1.5%(1조 2,500억 유로) 성장

Ø 수입은 ’16년 0.5%(9,530억 유로), ’17년 1.5%(9,670억 유로) 성장 전망



3. 독일 경제 향후 전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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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임금인상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 민간소비는 2∼3%수준의 임금상승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로
인해 향후 2%내외의 지속 성장 전망

- 실업률은 6.1% 수준을 유지하고, 연간 40~50만개 일자리 창출

② 난민을 위한 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투자도 지속적 확대

③ 저유가, 유로화 평가 절하 등도 구매력 증가에 기여

④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메이드인 저머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자신감

⑤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금융위기 가능성, 난민 문제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



3. 독일 경제 향후 전망(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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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민간 경제 연구소는 독일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

⇒ 유입 난민의 사회통합,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

⇒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공공투자 확대

⇒ 민간기업의 고용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용 친화적 세제 시행하고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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