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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런던사무소

제 목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지시권) 운용방향
□ 1.14일(월) 영란은행 FPC는「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에 의거
향후 금융감독기관(미시건전성 감독담당 PRA, 영업행위/시장감독담당 FCA)에 지
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운용방향을 발표
* 영국 금융감독체제 개편 법률로 작년말 입법 완료되어 금년 4.1일부터 시행 예정

( 발표 경위 )
□「금융서비스법」에서는 영란은행 FPC에게 PRA 및 FCA에 대한 지시권
(powers of direction)과 권고권(powers of recommendation)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시권으로 사용할 정책 수단의 경우* 시행령 제정시 FPC 의견수렴, 운
영방안 사전공개, 의회 사전승인 등을 의무화
* 권고권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법적 제약이 없으며, 감독기관이 권고를 따를 수
없는 경우 공개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영국 재무부는 영란은행 FPC의 추천을 받아 ①경기대응 완
충자본(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및 ②부문별 자본규제(sectoral capital
requirements)를 지시권 정책수단*으로 정한 시행령을 입안하였으며, FPC
는 동 운영방향을 발표
* 당초 영란은행은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도 지시권으로 추천하였으나 정부는 동 수단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전개과정을 지켜본 후 이의 지시권 포함여부를 2017년에 재검토할 예정

o 아울러 영란은행은 1.15(화) 의회 앞 「금융안정보고서」 청문회를 통해
이를 설명
( 주요 내용 )
□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나친 신용공급 또는 경색을
완화하고, 부문별 자본규제를 통해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집중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력 제고를 도모
작성자

:

최철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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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대상 금융기관 : 은행, 주택건설조합 및 대형투자회사 등
o 부문별 자본규제 적용 대상 : 크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금융부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LTV 또는
LTI가 높은 주택자금대출 등 세분화된 부문에 대해서도 적용
□ 지시권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지표*로는 금융기관 B/S의 확장
(balance sheet stretch) 정도 및 시장의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 변화 등
을 사용하고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의 축적을 통해 판단기준을 개선해 나
갈 계획
* http://www.bankofengland.co.uk/financialstability/Documents/fpc/policystatement130114.pdf
Table C 및 D 참조

o 다만 특정지표에 의존하기보다 감독기관 및 시장의 정보, 금융시장 지
표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 광범위한 정보의 모니터링을 병행
□ 이들 지시권 사용을 통해 영국경제의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
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의 급격한 혼란 발생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지시권 사용의 적정성 여부는 매 6개월마다 공개되는 금융안정보고서
에서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평가 가능
o 거시건전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나 중기적으로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 및 심도를 낮춤으로써 GDP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재무위 청문회의 주요 질의응답)
□ 영란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등은 작년 9월
재무부의 consultation paper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현지 언
론 등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원 재무위 청문회에서는 다
음과 같은 질의 응답이 관심을 끌었음
o 영국의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M. King 영란은행 총재는 이러한 체제가
다소 실험적일 수 있고 효율성에 대해 자신할 수 없지만 충분히 시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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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시권 사용을 위한 판단기준에 대해 FPC 위원들은 시장지표 뿐만 아니
라 대출조건 등 다양한 정보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답변
― 다만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은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
o 부문별 자본규제에 대해 M. King 총재는 FPC가 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경우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신속히 특정 부문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이게
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o 한편, FPC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규모금융
기관 대표 등을 FPC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Andy Haldane 집행이사는 금융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이 될 경
우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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