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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ㅇ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이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ㅇ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추가
□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팀장 홍 철(☎ 750-6635), 과장 김용구(☎ 750-6617)
결제운영팀 팀장 박진순(☎ 750-6644), 과장 박재성(☎ 750-6621)
공보관 : Tel : 02-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Ⅰ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주요

내용)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
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
(70% 50%)하기로 하였음

→

*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
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0.3.30
일 현재 35.5조원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
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
종적인 자금 결제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
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
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에서

2024년 8월로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

연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
현행

2020.4월

2020.8.1

2021.8.1

2022.8.1

2023.8.1

2024.8.1

변경 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 후

⇒

50%

50%

70%

80%

90%

100%

□

(기대효과)

□

(시행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
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
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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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행

Ⅱ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
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

)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
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ㅇ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
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기관(은행)의 결제불이행 시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를 한국은행의 대출담보로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산업금융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산업금융
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
공사

(추가)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ㅇ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
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
대한 바 있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확대 조치 내용
추가 적격담보

시행일
확대조치 배경
2016.1.1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2015.11월 규정 개정)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제약 완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
2019.8.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50%→
채권, 수출입금융채권
(2018.11월 규정 개정) 70%)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조달 부담 완화

□

(시행일)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유효기간 : 2020.5월중
2021.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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