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목)

현 지 정 보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제제

영란은행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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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 부도 스트레스테스트(Solvency
Stress Test) 결과와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 조정 계획을 발표
◇ (최근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상황) 영국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 부문과 기업 부
문의 부채취약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
ㅇ 이에 따라 FPC는 2020.3월 0%로 인하하였던 경기완충자본비율을 1%로
인상하여 2022.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ㅇ 한편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의 지속, 물가상승 압력, 새로운 변이바이
러스 출현에 따른 백신효과 저하,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이 단기
불안요인으로 존재
◇ (은행 부문의 복원력) 영국 주요 은행들의 2021.3분기 자기자본비율은 코로
나19 사태 직전(2019년 말 14.8%) 보다 높은 수준인 16.5%를 유지
ㅇ 2021년 중 실시한 은행 부도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 영국 주요 은행들은
현재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복원력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
업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 2014.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의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동 권고조치가 주택가격
상승 시 대출기준의 부적절한 완화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을 방지
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ㅇ 권고조치 중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소득대비 대출비율(loan to income
ratio; LTI) 비중제한 권고조치는 유지하는 한편,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된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폐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Ⅰ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상황

□ 영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부터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1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새로
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백신효과 저하 등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
□ 금융정책위원회(이하 FPC)는 영국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회복세 유지를 위해 기
업과 가계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
ㅇ 2021.3분기 말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CET1)은 16.5%로 최저기준(7.6%)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ㅇ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상황 개선 등에 따른 채무상환 증가, 대출수요 감소 등
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감소하는 추세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 추이

자료 : 영란은행 계산치

( 가계 부문의 부채 취약성 )
□ 가계 부문의 유동성 상황이 일자리보전대책 등 코로나 지원대책의 종료 이후
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21.2분기 말 현재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14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125%)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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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9월 NMG의 조사*에 따르면 고부채 가계**의 비중이 2021.3분기 중
소폭 증가(2분기 대비 +0.4%p)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7%)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1.4%)을 유지
* 영란은행의 의뢰로 NMG 컨설팅 그룹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 부문의 재정・경제 상황, 경
제에 대한 기대치 등에 대한 조사로 2004년부터 연 2회 실시
** 부채상환비율(debt-servicing ratio, DSR)이 4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부담한 가계

□ 주택시장의 경우 재택근무 환경에 적합한 주거에 대한 수요 증가(‘race for
space’), 저축률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1년간의 주택가격이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
* UK House Price Index 기준 주택가격이 2020.10월 ~ 2021.9월 중 약 11.8% 상승

ㅇ 하지만 2021.3분기 중 실행된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LTI가 4.5 이상인 고위험
대출의 비중(8.5%)이 직전 분기보다 감소(-2.1%p)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
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평가*
* 2021년 은행 부도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
더라도 영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

고부채 가계의 비중 변화

자료 :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Understanding Society (US), NMG
Consulting Survey, 영란은행 계산치

코로나 사태 전후 지역별 주택가격 변화

자료 : Land Registry, 영국통계청(ONS),
영란은행 계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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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문의 부채 취약성 )
□ 2020년 이후 기업 부문의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상장기업* 중 고금리
부담 기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전체 기업의 수익대비 부채비율도
하락하고 있어 기업 부문의 부채 취약성은 크게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영국의 기업 부문 총매출의 1/4을 차지하고 기업 부문 총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기업군
** 이자보상비율이 2.5% 미만인 기업

고금리 부담 기업의 비중 변화

자료 : S&P, 영란은행 계산치 등

ㅇ 팬더믹 기간(2020년 ~ 2021.2분기) 중 기업 부문의 총부채규모(증감액 기준)는
약 470억 파운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 중 약 200억 파운드가 순
상환되는 등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
ㅇ 2022.2분기 현재 기업의 수익대비 부채비율은 전 분기보다 하락(-12%p)한
321%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기업부도율도 지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유지
□ FPC는 기업들의 부채상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금융시스템 또한 기
업 부문의 부채취약성에 대해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란은행, ‘Financial Stability in Focus: The corporate sector and UK
financial stability’, 2021.10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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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부채 취약성 )
□ 현재 글로벌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부채 취약성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 상황
* 글로벌 생산 감소, 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2021.2분기 현재 2019년 말 대비 7%p 상승

ㅇ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중국 부동산 부문의
취약성*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1주택 이상 소유한 소유자의 비중이 2008년 30%에서 2018년 87%로 대폭 증가한 데 이어, 주택대
출 관련 규제의 강화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Evergrande Group 등)의 유동성 위기 상황 등이 발생

중국 주택수요자의 보유주택 수 별 비중

자료 : Rogoff and Yang (2021), ‘Has China’s Housing Production Peaked?’,
China and the World Economy 21 (1)

□ FPC는 은행 부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중국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가 현실
화*되더라도 영국 은행시스템 전체는 복원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
* 중국(홍콩)의 부동산 시장 붕괴 직후 중국(홍콩)의 분기 GDP가 10%(9.6%) 하락할 것으로 가정

(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 )
□ 최근의 시장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특정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도는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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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투자은행들은 전세계 레버리지론*의 50% 이상(약 2조 파운드 규모)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익스포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에 집중
* 부채가 많거나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어 투자등급외인 회사에 대한 대출

ㅇ 또한 2021년 하반기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가격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 중이며, 선진국의 회사채 스프레드도 이전과 비교하여 압
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저등급 신용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
* 2021년 중 영국의 고수익회사채 발행량이 2012~19년 중 연평균 발행량을 초과하였으며 미
국의 레버리지론 시장의 발행량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 반대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음
ㅇ 지난 11월 실시한 BOA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정상보다
높은(higher than normal)’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답변한 펀드매니
저들의 운용자산 잔액이 2021.3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Bank of America가 전세계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경기/물가 전망, 향후 자산운용 방향
등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 FPC는 향후 경제전망의 악화 등으로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시
장기반 금융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상황이 악화될 수 있
다는 인식하에 관련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
금융시장별 위험선호도 비교

자료 : Bloomberg, Refinitiv, Tradeweb, 영란은행 계산치 등

6/14

( 경기완충자본비율 인상 )
□ FPC는 최근 영국 경제의 취약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하에 현재 0%인 경기완충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 은행 등 적용 대상기관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비율 결정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경과 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3월에는 동 비율을 2%에서 0%로 인하
하면서 즉시 시행

ㅇ 우선 코로나 상황 악화 가능성, 이에 따른 경제회복 전망의 악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1%로 인상하고 2022.12월부터 적용
ㅇ 향후 영국 경제가 2021.11월 통화정책보고서의 전망치에 상응하게 회복될
경우 2022.2분기 중 동 비율을 2%로 인상하고 2023.2분기부터 적용할 계획
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오히려 동 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 명시
(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 )
□ 암호자산의 총 시장가치는 약 2.6조 달러(2021.11.24일 기준)로 글로벌 금융자
산의 1% 수준에 이르렀으며, 2020년 초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암호자산과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
ㅇ 하지만 대부분(약 95%)의 암호자산이 기초자산이 없는 ‘unbacked’자산
으로 내재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에 취약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FPC는 현재로서는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가 영국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암호자산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시스템
과의 연계성을 높일 경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
* 암호자산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져가 있는 은행은 재무・운영・평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
며, 암호자산 가격 폭락 시 이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자산을 팔면서 금융시스템
에 충격을 줄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적극 이용한 경우라면 그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FPC는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금융시
스템의 신뢰성 유지 등을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
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내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BCBS, IOSCO, CPMI 등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노력을 지지하면서 적절한
국내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영란은행・FCA・재무부의 암호자산 태스
크포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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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금융기관에게는 리스크 완화, 혁신 및 경쟁 지원 등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암호자산 도입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
□ 앞으로도 FPC는 암호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등에 대해
영국 금융시스템이 적절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 기타 리스크 요인 )
□ FPC는 2020년 초 현금선호 사태를 초래한 시장기반 금융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 규명,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FSB 주도로 이루어진 국제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FSB의 정책권고안*을 적극 지지
* FSB, Policy proposals to enhance money market fund resilience: Final Report, 2021.10.21

□ 이와 함께 적정 대체금리 준비 등 금년 말로 예정된 LIBOR 사용 중단에 철
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PC 스스로도 동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운영리스크 관리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Ⅱ

은행 부문의 복원력 평가

□ FPC는 영국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분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ㅇ 2021.3분기 말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CET1)은 16.5%로,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1.7%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레버리지비율도 5.7%를 유지
* (기말기준) 2008년 4.6% → 2009년 6.9% → … → 2019년 14.8% → 2020년 16.2% → 2021.1분기 16.1%

ㅇ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21.3분기 중 부실대출이 감소한 반면 우량대
출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IFRS9에 따라 신용불량(credit-impaired)을 분류되는 3단계 대출(‘Stage 3’ loans)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부도위험이 높아진 것(heightened risk of default)으로 분류되는 2단계 대출
(‘Stage 2’ loans)은 감소하고 우량 대출(performing loans)인 1단계 대출은 증가
** 2020년 중 약 220억 파운드 규모의 신용손실을 예상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였는데 거시경제 전망 개선, 기대 이상의 신용실적 등에 따라 2021년 중 36억 파운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 해제하여 현재는 약 314억 파운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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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의 고위험부채 비중 변화
(코로나 사태 전후)

자료 : PRA 자료, 영란은행 계산치 등

□ 또한 FPC는 영국 은행들이 현재의 자본 수준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2022.12월
부터 인상 적용되는 경기완충자본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021년 은행 부도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
□ 2021년 중 영란은행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주요 은행들의 자본 여력,
신용공급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 부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 Barclays, HSBC, Lloyds Banking Group, Nationwide, NatWest Group, Santander UK, Standard
Chartered 등 총 8개 은행이 참가

ㅇ 2020 ~ 22년 중 ① GDP 누적 감소분이 2019년 GDP의 37% 수준(8,000억 파운
드; 2022년 GDP는 전년대비 9% 하락)에 달하고 ② 실업률은 최대 11.9%까지 상
승하며 ③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33% 하락하는 등 MPC의 전망보
다 휠씬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가정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은행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
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가은행들이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신
용수요 충족을 위해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이 3.1% 증가한다고 가정
□ 테스트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영국 주요 은행들은 충분한 복원
력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란은행, ‘Stress testing the UK banking system: 2021 Solvency Stress
Test results’, 2021.12.13.일 참조
9/14

ㅇ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참가은행의 자기자본비율(CET1)은 최저기준(7.6%)을 크게
상회하는 10.5%를, Tier 1 레버리지 비율도 최저기준(3.7%)을 상회하는 4.8%
를 유지
ㅇ 참가은행 개별적으로도 자기자본비율(CET1)과 Tier 1 레버리지 비율이 최저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는 없었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비교

스트레스테스트 참가은행별 비교

자료 : 스트레스 테스트 참가은행의 자료,
영란은행의 추정・계산치 및 PRA 자료 등

자료 : 스트레스 테스트 참가은행의 자료,
영란은행의 추정・계산치

□ 한편 영란은행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실시하였던 ‘주기적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cyclical scenario stresss test)를 다시 실시하기로
하고 2022.1분기 중 동 테스트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발표할 예정

Ⅲ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에 대한 평가

□ FPC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에 대한 평가와
권고조치의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발표
(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의 도입 배경 )
□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최대 금융부채이자 대출기관의 익스포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기변동 시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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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들이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출을 크게 줄이거나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거나 대출기관의 손실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주택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와 고부채 가계의 수가 증가
ㅇ 19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두 차례의 주택시장 호황기가 있었는데 모두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하였으며, 호황기 이후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총부
채상환비율이 완만하게 상승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비교

자료 : FCA Product Sales Dat, 영란은행 계산치

□ FPC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위
험요인이라는 인식하에 LTI가 높은 신규대출의 비중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
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를 2014.6월부터 시행
* 신규대출 중 LTI가 4.5 이상인 경우를 15% 이내로 제한(LTI flow limit; LTI 비중제한 권고)하고, 중
도전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p 이상 상승할 경우 차입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
(Affordability Test; 상환능력테스트 권고)하도록 권고

ㅇ 동 조치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부채 규모와 고부채 가계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대출기준의 완화를 방지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비율을 줄여줌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임

11/14

( 주택담보대출 권고에 대한 평가 )
□ FPC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에 대해 평가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시 대출기준의 부적절한 완화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
가를 방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
ㅇ 특히 신규대출 중 LTI가 4.5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대체로 10%
수준을, LTV가 9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LTI 및 고LTV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

자료 : FCA Product Sales Dat, 영란은행 계산치

ㅇ 다만 FPC는 동 권고 시행 이후 지속된 장기금리의 구조적 하락으로 가계부
채와 관련된 위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금리
상황만을 고려하여 권고조치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 일반적인 경우 : 저금리 유지 ⇒ 가계의 부채상환 비용 감소 ⇒ 가계부채 위험 감소
▸ 현재의 상황 :
(1) 경제전망 약화로 인한 장기금리의 구조적 하락
⇒ 가계소득 증가율 감소 ⇒ 부채상환 여력 감소 ⇒ 가계부채 위험 증가
(2) 저금리 유지 ⇒ 충격 발생 시 금리인하 여력 부족 ⇒ 가계부채 위험 증가
(3) 경기침체 ⇒ 과다부채 가구의 소비지출 축소 ⇒ 경기침체 심화 ⇒ 가계부채 위험 증가

□ 한편 FPC는 LTI 비중제한 권고조치와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의 정책유효
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두 권고조치 중 LTI 비중제한 권고조치가
보다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ㅇ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는 대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테스트 결과가
달라지는 복잡성이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
고 대출전환 시 추가금리 수준에 변화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유효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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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모의테스트 결과도 LTI 비중제한 권고조치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가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란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1.12월) Technical annex: evidence
on the FPC’s mortgage market Recommendation, 2021.12.13.을 참고

ㅇ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
주택담보대출시장 권고조치별 효과 비교

\

자료 : FCA Product Sales Data, ONS, 영란은행 계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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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C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LTI 비중제한 권고조치만 시행
하는 것이 영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필
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향후 조치사항 )
□ 2022년 상반기 중 FPC는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 폐지 시 가장 큰 영향
을 받게 될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 폐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
* 상환능력테스트 권고조치가 폐지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은 FCA의 주택담보대출 지침
서(Mortgage Conduct of Business)에 따른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Affordability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함

□ 앞으로도 FPC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해당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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