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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런던사무소

제 목 영국 하원, No-Deal 방지법안 가결 및 조기총선 의안 부결
◆ 전일 표결*을 통해 의사일정을 확보한 영국 하원은 9.4일 No-Deal
Brexit 방지법안을 28표 차(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한 반면 조기총선
실시 의안은 의결정족수(434표 이상)에 미달하여 부결
* 영국 하원은 9.3일 동 법안 상정을 위해 긴급토론을 열고 의회가 의사일정을 장악하는
의안을 가결(찬성 328표, 반대 301표)

◆ 시장참가자들은 금일 표결결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
야당의 내각 불신임 추진 시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No-Deal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Ⅰ

영국 하원 투표 결과

□ 영국 하원은 9.4일 EU탈퇴 시한 연장을 통해 No-Deal Brexit을 방지하는
법안(European
가결

을 28표 차(찬성

Union (Withdrawal) (No. 6) Bill)

표, 반대

327

표)로

299

*

*

찬성(327) : 노동당 236, 스코틀랜드국민당 35, 보수당 출신 21, 자유민주당
반대(299) : 보수당 285, 북아일랜드연합당 10, 웨일즈당 3, 노동당 1

15,

기타 정당

20

ㅇ Benn 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자유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Hammond 보수당 의원 등 3명의 여당 의원들도 참여
ㅇ 동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10.19일까지 EU탈퇴 합의안의 재협상에
실패하거나 No-Deal Brexit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
측에 탈퇴시한(당초 10.31일)을 2020.1.31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 EU측이 시한 연장에 동의할 경우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하며
EU측이 다른 연장시한을 제시할 경우 2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
□ 한편 동 법안 표결 직후 Johnson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 실시(10.15일)
의안은 의결정족수(제적의원 2/3 이상)에 미달하는 298표 찬성에 그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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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권 및 시장참가자 반응

□ 금일 표결결과에 대해
노동당 등 야당은
ㅇ

총리는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였고

Johnson

No-Deal Brexit

을 우선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총리는 이번 법안 가결이

Johnson

Brexit

결정의 주도권을

EU에

양보

하는 것이며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조기총선 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난
ㅇ

노동당 대표는

Corbyn

총리가

Johnson

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Brexit

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일 가결된 법안이 상원

No-Deal

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ㅇ

Swinson
Johnson

자민당 대표는 Brexit을 막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총리가 보수당의 이익보다 국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B rexit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

□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늘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

,

시기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야당의 내각 불신임 추진

No-Deal Brexit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
ㅇ

시한 연기에 대한 EU의 동의 여부, 노동당의 내각 불신임 및 조
기총선 추진 가능성, 총선이 실시될 경우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등
Brexit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No-Deal

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Commerzbank)

ㅇ 의회의 조기총선 의안 부결은 금일 가결된 법안의 상원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야당 의원들이 예상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

(Nomura)

ㅇ 이번 결정으로 노동당은 내각 불신임안 통과에 확신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보수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조기총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조기총선은 실시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평가
□ 한편 영국 하원의

No-Deal

Brexit

드화(U$/￡)가 상당폭 상승(9.3일
ㅇ 영국 금리(국채
대비

10

(Barclays)

방지법안 가결에 대한 기대 등으로 파운

1.2081

→ 9.4일

시 현재

21

년물 기준)도 큰 폭 상승(9.3일

+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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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

0.406%

→

전일대비
일

9.4

+1.19%)

0.493%,

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