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 지역 재정 상태

•

2020년 5월 26일

• 유럽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
주요 경제 영역
프랑스 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지역:
•프
 랑스 GDP의 30% 이상 담당
•유
 럽 28개국의 GDP의 약 5 % 담당
유럽에서 인구 당 가장 높은 수준의
GDP (55 200€)
지역 내 관할
•의
 장: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 2015년 12월, 직접 보통 선거를 통해
구성된 209명의 지역 협의회,
6년의 임기 기간.
넓은 역량
• 교통,
•경
 제 개발, 연구,
• 중등 교육 (고등학교),
•환
 경, 국토 정비,
•직
 업 교육, 일자리,
•연
 대, 주거, 문화, 스포츠.

8개의 관할지역
1295개의 지자체

• 투자를 위한 2020년의 예산 •
총비용 (49억9천만€)
29%

총수익(49억9천만€)
30% → 15억8백만€
기타 세금 수입(에너지
제품에 대한 내부 소비세 외)
22% → 10억7천4백4십만€
TICPE

14억3천만€ 교통 및 이동 수단

17% 8억4천만€ 고등학교
16% 7억8천2백만€ 경제, 일자리 및 교육

12%

21% → 10억3천8백2십만€
직접 과세

5억7천5백만€ 채무

13% → 6억4천1백5십만€
대출

11% 5억5천5백만€ 지역 행정
10% 5억2천4백만€ 환경 및 생활 환경

11% → 5억6천9백7십만€
기타 징수

4% 2억1천2백만€ 사회 및 영토 균등
1% 7천5백만€ 세계/유럽

3% → 1억6천2백7십만€
정부 보조금

• 2015년 이후 +21억5천만€의 추가 투자
• 2019년, 처음으로 예산보다 큰 투자 금액
• 2015년 이후 15억€ 이상의 누적 절감액
• 2018년 이후 최소 77%의 자체 투자 자금 조달(2015년 57.7%와 비교)
• 2018년부터 최소 28%의 총저축률(2015년 20.5 %와 비교)

• 환경과 책임을 생각하는 재정 •

2019년 말 발행 채무 잔고: 5조3천8백4십억€
부채 평균만기: 5.97년
평균 이자율: 2.16%

환경과 책임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필수
채권 대출을 기반으로하는 중장기 자금
조달

EMTN 프로그램(2001년 프랑스 공동체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따르는 채권 발행은 다
음과 같습니다.
• 총액 47억5천만€,
• 2012~2018년에 발행한 지속 가능한 그
린본드인 32억€ 포함(약 60%의 총 발행
채무),

•유
 럽 투자 은행(BEI)과의 장기 제휴로
2019년 7월 지속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에
유동 가능한 2억€의 채무 발행과 함께 자
금 조달 및 2020년 및 향후의 새로운 방
침을 위한 협상 진행 중,
•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위한 예금 공탁소
(CDC) 대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유동성10억€(2002년)
단기 프로그램 NEU-CP과 5억8천7백만€의
리볼빙 차입 방침으로서
자금 운용 및
부채 유통에 사용 가능함

대출 유형별 미결제 채무 분배
78.9% → 공모채 발행
8.6% → 사모채권
7.4% →유럽 투자 은행 대출

수상 경력이 빛나는 전략
• 2019 트로페 도르 공공 분야 재무 리더,
재무 지도자 회의 (2019년 4월 11일, 파리),
• 2019 프리 몽디알 지역 공공 부문 환경 및
책임을 생각하는 발행, Environmental
Finance에서 수여(2019년 봄),
• «가장 인상적인 지역 국정 녹색/SRI
채권 발행처 » 수상, 2018년 Sustainable
and Responsible Capital Markets Forum에서 수여
(유로머니/글로벌 캐피탈, 2018년 9월, 암스테르담).

4.2% → 예금 공탁소 대출
0.9% → 채무증서대출

• 경쟁력있는 재무 및 재정적 평가 •
Moody’s: « Aa2 » 긍정적 전망
• « 좋은 운영 성과 »,
• « 견고한 지역 관할 근본 및 튼튼한 실무적
부채 운영 »,
• « 확실한 금융 시장 접근 »,
• « 위험성 적은 건강한 환금 프로필 ».

Vigeo Eiris: 2018년, 기구의 29개의 유럽
공동체 중 패널 1위 지역 선정. « 63/100 »
(2018년 12월). 환경, 사회 분야 성과 및 일
드프랑스 지역 내 관할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Advanced» 으로 평가받았습니다.

Fitch Ratings: « AA » 부정적 전망
• « 견고한 재정 실적 »,
• 자본 지출의 « 강력한 자체 자금 조달 능
력 »,
• « 신중한 부채 및 현금 관리 정책 »,
• « 엄격한 예산 예측, 실행 및 부채 관리가
특징인 고품질의 지역 내 관할 »,
• « 만족스러운 부채 청산 능력 ».

• 확실하고 투명한 근간을 위한 선구자로 활동하는 지역 •
일드프랑스 지역은 2012년부터 녹색 채권
시장에 자주 참여하는 정기적인 발행기관입
니다. 본 지역은 8개의 자금조달 활동을 이
행했으며, 그 중 6개의 공공 벤치마크 발행
을 포함합니다. 본 지역이 이행한 친환경적
이고 책임있는 운영은 지속가능채권 가이
드라인 에 부합하며, 또한 녹색 채권 원칙
공공 발행

민영 투자

2012

• 2017년 보고 시점에서 유엔 지속 가능 발
전 목표(ODD) 관점에서 투자한 프로젝트
심의
• 프로젝트의 목적과 책임 경영에 관한 9가
지 자격 기준

(Green Bond Principles)과 사회 채권 원
칙(Social Bond Principles)를 형성합니다.
거래 기념일에 발행된 보고서:
• 발행 전 정의된 프로젝트의 7가지 카테고리
의 부분 혹은 전체를 위한 자금 할당 기여
• 영향 지표 및 사용된 계산 방법론 소개

추가

2014

2016

2015

2017

2018

2천5백만€
(2015 › 2024)

5억€
(2015 › 2027)

3억5천만€
(2012-2024)

다음에 부합 여부:

네

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 약속

선택 기준에 대한 두
번째 의견

외부 기관의 독립적 인증

녹색 채권 원칙이
활동 후 만들어졌음

기념일에 발행됨

6억€

(2014-2026)

1억€
(2015 › 2021)

6억2천5백만€

6억5천만€

5억€

(2016-2025)

(2017-2029)

5억€

(2018-2033)

네

네

네

네

네

기념일에 발행됨

기념일에 발행됨

기념일에 발행됨

기념일에 발행됨

기념일에 발행됨

2016년 의견 유지

2016년 의견 유지

아니오, 2014년 의견 유지

• 환경을 위한 책임감있는 채권 발행에
대한 향후의 안전한 할당 •
2012~2018년의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투자(ISR, 산업
분야별 분류)

1. 지역의 각 부처는 다음에 따라 유지할 프
로젝트를 확인합니다.
• 예상 지출 총액,
• 자격 기준 충족.

15억2천백만€ • 47% → 대중 교통 및 지속 가능한
이동
5억7천2백만€ • 18 % → 사회 주거
4억4천6백만€ • 14% → 교육 및 여가를 위한 건축 및
장비

2. 가장 모범적인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의해
선정됩니다.
• 지역의

환경적 및 사회적인 분야에 대한
활발한 참여,
• 16억€ 규모 투자에 대한 선정(CA 2018),
•교
 통 및 에코건설 분야의 거대 프로젝트는
매년 갱신 가능.

2억6천만€ • 8% → 사회 연대 경제 개발
2억1천6백만€ • 7% → 생물 다양성
1억3천5백만€ • 4% → 취약 계층 사회 보장 활동
7천5백만€ • 2% →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3. 재무 부처는
• 제시된 프로젝트의 기초에 대한 각 카테고리간의 분배를 인가합니다,
• 각 부처에 통지된 정보를 강화합니다.

• 2018년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대출은 투자자들의 성장하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
2018년 6월에 시작된 6번째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지역 공공 채권 발행은 5억€의
규모로서, 2018년 회계년도에 대한 대출의 83.3%를
충족시켰습니다.

주문서는 투자자의 이익과 신용 및 지역의 선호도를
예증하며 10억€ 이상의 규모로 서명됐습니다.

투자자 유형에 따른 분포(%)
지역 부채 총액 내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대출의 공헌

53% → 자산운용사
65%
34% → 보험/연기금

57%

9% → 중
 앙 은행 및 공공기관

49 %

4% → 은행/재무부

40 %

29%

지리학적 분포(%)
19 %

8%

7%

2012

2013

59% → 프랑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6% → 독일/오스트리아
11%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관세 동맹)
6% → 북유럽 국가
8%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