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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영란은행의 코로나19 대응관련 지원현황 및 향후 전망

영란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금리 인하, 추가 양적완화와
함께 중소기업대출지원 제도 도입, 정부와 공동으로 기업금융지원 제도 운
영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완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
ㅇ 6.10일 현재 중소기업대출지원 제도를 통해 약 120억 파운드, 기업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200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자산매
입규모도 5,985억 파운드 규모로 확대
◇ 향후 영란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 축소 ,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산매입규모 증액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마
이너스 정책금리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 주요 조치 사항

영란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금리 인하
및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
ㅇ 정책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1%까지 인하 하는 한편 2009.1월 도입한
자산매입제도에 따른 국채 등의 매입규모를 큰 폭(4,450억 파운드 → 6,450
억 파운드)으로 증액 (3.19일)

□

*

*

□

정책금리 추이(%)

월

월

월

월

:‘07.6
5.50 →‘07.7
5.75 →‘16.8
0.25 →‘17.11
→‘18.8 0.75 →‘20.3.11 0.25 →‘20.3.19 0.10

월

일

일

0.50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여력 확충과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하거나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
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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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시장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에 대한 은행의 대출여력 확충을 위해 일반대출제도 내에 중소기업대출을
특별 지원하는 중소기업대출지원 제도 (이하 TFSME)를 추가로 도입(3.11일)
*

**

* Term Funding Scheme, ** Term Funding Scheme with additional incentives for SMEs

ㅇ

이와 함께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
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지원 제도 (이하 CCFF)를 시행(3.23일)
*

* Covid-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ㅇ

이밖에도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제
도 (이하, CTRF)를 실시(3.26일)하는 등 공개시장 운영 수단을 활용한 지원방
안도 시행
*

* Contingent Term Repo Facility

2. 지원 현황
▪ 영란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별 지원현황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이중 CCFF의 경우 6.4일부터 매주 지원 대상 및 대상별 지
원규모 등의 상세자료가 공개(Results and usage data, Bank of England)

자산매입제도(APF) 실적

자산매입제도(이하 APF)에 따라 보유중인 채권규모는 6.10일 현재 총 5,984.9
억 파운드로, 국채 5,834.9억 파운드와 비금융회사채 150억 파운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매입한도(6,450억 파운드) 대비 약 92.8% 수준

□

*

* Asset Purchase Facility

ㅇ

비금융회사채의 경우 부문별로 전기・가스・에너지(29%), 소비(29%), 통신
(12%) 등의 순서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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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의 자산매입 실적

주: 잔액 기준

자료: 영란은행

중소기업대출지원 제도(TFSME) 실적

일 현재 25개 TFSME 지원대상 은행 및 저축기관에 119.8억 파운드를
지원
ㅇ 한편 TFSME를 제외한 일반대출제도(Term Funding Scheme, TFS)을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규대출 대신 기존 대출의 대환
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

□ 6.10

*

신규대출) 119.8억 파운드를 포함한 TFS 전체 대출잔액은 1,176.3억 파운드 수준

* TFSME(

TFSME 지원실적

TFSME와 TFS 비교

(억￡)

주 : 누적 기준

자료: 영란은행 주: TFSME는 첫 5주간 대출기준 자료: 영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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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 제도(CCFF) 실적

영란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6.10일까지 총 165개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00억 파운드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기준으로 자금을
상환한 110개 기업 을 제외한 55개 기업이 발행한 163억 파운드 규모의 기
업어음을 보유 중

□

*

*

동 자료가 처음 공개(6.4일)되기 이전에 총 99개 기업이 자금을 조기상환하였는데, 시
장에서는 영란은행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될 경우 기업자금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표 직전 다수의 기업이 자금을 상환
했을 것으로 분석(Financial Times, 6.5일)

매입대상에는 영국기업 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 영업을 수행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EU(독일, 스페
인 등), 일본 등 외국계 기업 이 발행한 기업어음도 포함

ㅇ

*

*

독일 BASF 10억 파운드, 스페인 Telefónica 2억 파운드, 일본 닛산 6억 파운드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항공업계(easyJet 6억 파운드, Ryanair 6억
파운드 등), 유통업계(John Lewis 3억 파운드, M&S 2.6억 파운드 등), 스포츠업계
(Tottenham 1.8억 파운드, Bourne Leisure 3억 파운드 등)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
한편 6.10일 현재 지원 승인된 기업이 발행한 매입대상 기업어음의 총
규모가 약 714억 파운드로, 필요 시 대상 기업은 CCFF를 통해 추가 자
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ㅇ

CCFF 지원가능 규모 및 실적

투자적격 어음 발행 실적

주 : 6월 자료는 미반영
자료: 영란은행

자료: 영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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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 운영 실적

영란은행은 CTRF를 이용하여 3.26일(111.3억 파운드), 4.2일(2.5억 파운드), 4.9일
(5백만 파운드) 총 3차례에 걸쳐 약 114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을 매입

□

*

*

제도 도입 당시 3.26일과 4.2일 3개월 만기를 조건으로 무제한 규모로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4.9일 3차 매입 이후 6.10일 현재까지 추가
실적은 없음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일상적인 유동성 공급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ILTR(Indexed
Long-Term Repo)를 통해서도 3.1일 ~ 6.19일중 약 243억 파운드를 공급

□

3. 평가 및 향후 전망

영란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
제상황 악화의 불안감이 커지던 3월 중순에 시작되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조치가 시행중이었던 4 ~ 5월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ㅇ 이를 통해 자금시장 경색이 크게 완화되고 기업의 자금흐름이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되며, 특히 CCFF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투자적격
기업어음의 발행을 대폭 확대 시켜 기업어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

□

*

**

년 중 평균 발행규모 대비 3배 이상

* 2016~2019

쪽 참조

** Andrew Hauser, Seven Moments in Spring, Bank of England, 2020.6.4., 10
(www.bankofengland.co.uk/news/speeches)

주요 정책지원 현황 종합
(단위: 억 ￡)

잔액
(6.10일 기준)

대출지원
(Funding Schemes)

자산매입
(Asset Purchases)

공개시장 운영
(Liquidity Facilities)
주 : 1) 신규 도입 제도
3) TFSME 제외분
자료 : 영란은행

CCFF1)
TFSME1)
TFS2)3)
국채
비금융회사채
CTRF4)
ILTR

163
120
1,057
5,835
150
64
278

변동분

최대지원 규모

(3.1일 이후)

(3.1일 이후)

+163
+120
+1,485
+52
+64
+196

205
120
5,835
150
114
278

2) 기존에도 운영하던 제도로 기존대출의 대환만 허용
4) 6.3일 기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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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조치들로 인해 영란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동 기간 중 약 1/3정도 확
대되어 금년 중반 경 영국 GDP의 40% 수준(약 7,900억 파운드)으로 그 규
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영란은행 대차대조표 규모

각 정책수단별 실행 횟수

(GDP 대비)

주 : 점선은 2020년중 APF 매입규모를 추정한 부분
자료 : 영란은행

자료: 영란은행

정부의 코로나19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
능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영란은행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3.11일 임시 통화정책회의 이후 영란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
가적인 정책수단을 실행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
ㅇ 또한 5월 정례 통화정책회의(5.7일)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산매입규모의 확
대를 주장 하였으며, 시장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

일 임시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규모를 증액(4,450억 파운드 → 6,450억 파운
드 하였는데 동 규모에 대해 5.7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중 중 2명
이 1,000억 파운드 증액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3.19
)
,
(Haskel, Saunders)

ㅇ

최근 일각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란은행이
동 방안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알려짐에 따라 금리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영란은행 총재는 취임(3.17일) 당시 의회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
격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정책금리도 활용 가능한 수단인지를 살펴보고 있다(the
policy was now under “active review”)고 인정(Financial Times 5.21일)

* Andrew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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