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5-5호

BOK 경제리뷰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정 연 수·강 수 연·나 성 오
2015. 10

Discussion Paper Series
BOKDP No. 2015-5

BOK 경제리뷰

2015.10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최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1
정연수·강수연·나성오2

『BOK 경제리뷰』는 경제현상과 관련된 이론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제주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
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
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주제어: 경기대응완충자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통화정책
경제학 문헌목록(JEL) 주제 분류: E52, E61, G21, G28

1. 논고 작성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원종석 금융시스템분석부장, 박양수 금융안정연구부장, 김훈 금융규제팀장께 감사드립니다.
2. 한
 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전화: 02-750-6867, e-mail: yonsoo.jung@bok.or.kr), 강수연 조사역(전화: 02-7506857, e-mail: soo.youn.kang@bok.or.kr), 강원본부 나성오 과장(전화: 033-258-2310, e-mail: nasungo@bok.or.kr)

차례

Ⅰ. 머리말……………………………………………………………………

1

Ⅱ.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 ……………………………………

3

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개요… ……………………………………

3

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 ………………………………

4

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 11
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11
나.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미치는 영향… ……… 13
다.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양상……………… 15

Ⅳ.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 21

Ⅴ. 맺음말…………………………………………………………………… 25

<부록 1>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체계 및 현황… ………… 27
<부록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절차(예시)……………………… 32
<부록 3>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문………………………………… 33

<요 약>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향후 손실발
생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호황기에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 신용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지닌 이
같은 특징은 통화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기
대응완충자본 규제수준의 변경은 신용경로를 통해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화정책도 위험추구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은 상황에 따라 상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대
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은 은행부문의 손실흡수력 강화 및 신용과잉 억제를 위해 규제수준을 강
화하고자 할 것이나 동 규제 강화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경기위축 및 인플레
이션 하방 위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협력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될 경우 정책효
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사례를 보더라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 과정에서 정책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다수 국가들이 정부,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간 협력
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① 정책 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②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전문성 활용 ③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
황 고려 ④ 중앙은행의 위기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⑤ 정책수행의 오
류 가능성 최소화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참여 논거, 국제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부터 시행될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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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
기로 도입을 결정한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동 수단의 도입으로 정책당국은 금
융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1)에 대응하여 은행부문에 대한 자본규
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2) 이는 과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된 호황
기 동안 누적된 시스템리스크가 금융 스트레스 상황3)에서 급속히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
음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뒤따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
행들이 손실을 적절히 흡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규제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존의 최저자기자본규제4)와 달리
정책당국의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리스크 누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부과
여부(상향 또는 하향 조정)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상 특성과 사용경험
이 충분치 않은 새로운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수단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한 과제들5)이 많은 것
이 사실이다.

3. 특히 정책당국이 경기 및 신용 상황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수준을 조정하므로 통
화정책, 재정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충 또는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
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정책도 위험추구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의 정책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거
 시건전성정책이 억제하고자 하는 시스템리스크의 두 가지 양상 중 하나로서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경기상황에 따라 과도한 신용 공급 및
위축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2) BCBS(2010a)
3) 금융자산의 가치나 투자자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정보비대칭 심화, 안전자산 및 고유동성 자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4) 최저자기자본규제는 대출, 유가증권 등 개별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위험성(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기반으로 한다.
5) 이는 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및 상·하향 조정 시점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적정 규제수준과 시스템리스크 완화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 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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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협의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될 경우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원활히 운용
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신용 상황에 대한 정교한 분석 및 판단과 더불어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
을 감안한 효과적인 운용체계의 마련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본고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들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양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체계
를 제시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를 설명하였다. Ⅲ장은 기존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어 Ⅳ장에
서는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안하였고, V장은 이상의 논의를 바
탕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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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
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개요
6.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기본 목적은 신용순환 국면에 따라 누적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비
하여 은행시스템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것이다.6) 이 과정에서 은행의 한계자금조달비용
(marginal cost of bank funding)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
여 신용순환의 변동 폭을 축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누증되는
시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수준을 높이고, 동 리스크가 감소하거나 현실화된 경우에는 동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용하게 된다.(아래 <그림1> 「신용주기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 예
시」 참조)

<그림1> 신용주기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 예시

신용주기

규제수준

CCyB

CCyB

0~2.5%
2.5%

자본보전완충자본

8.0%

최저자기자본

호황기

과도한 신용팽창

CCyB과 부과

자본비율 상승

불황기

실물경제 지원

신용공급 지속

CCyB 사용

6) B
 CBS(2010a).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의 경기하락은 은행부문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 손실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고 실물경
제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실물경제 위축은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가 현저히 증가
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자본 적립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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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또는 조정) 시점 및 규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
젤위원회가 제안한 신용/GDP 갭7)과 더불어 다양한 지표(자산가격, 자금조달 및 대출 스프레
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도매자금조달비중, 경상수지/GDP, 금융시장변동성지표, 신용상
황조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정책당국
은 바젤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지침」8)에 따라 신용/GDP갭 수준과 적정 경기대응완충
자본비율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버퍼가이드9)(buffer guide)를 산출하여 규제수준 결정 시 이
를 참고하게 된다.

8.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 부과 또는 상향 조정되면 은행들
은 효력발생시점부터 최저자기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10) 경기대응완
충자본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은행들이 동 비율을 준수해야하는 시점까지는 최대 12개월의 준비기
간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즉시 발
생한다.

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
9.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준에 관한 결정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뿐 아니라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과 신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는 자원배분경로(allocation channel)와
신호경로(signalling channel)로 파악해 볼 수 있다.11)

7) 경
 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와 관련하여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공통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이다. 신용/GDP 비율도 민간부문의 부채 수
준을 경제 전체의 소득(GDP)과 비교하여 금융 및 실물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나 금융심화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바젤위원회는 동 비율이 장기 추세치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GDP 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8) (BCBS, 2010b)
9) 버
 퍼가이드는 신용/GDP갭과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수준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나타낸 것(mechanical indicator)이다. 신용/GDP갭이 하한 임
계치인 0.02에 도달할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상한임계치인 0.1에 이르면 최대 규제수준인 2.5%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은행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으로 충족해야 한다.
11) Julia Giese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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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배분경로

10. 자원배분경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조정이 은행의 자산 및 부채 구성에 제약요건으로 작
용하면서 은행의 자원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기대응완충
자본이 부과 또는 상향 조정되면 자원배분경로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력이 강화되면서 전체 금
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제고된다.12) 이 과정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의 신용공급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의 강화는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3)

11. 은행은 규제자본 부담이 높아지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ⅰ) 배당 축소를 통한 이익금의 내부
유보, (ⅱ) 신주 발행, (ⅲ) 위험가중자산 규모의 축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가능한 선택
들 간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제 상황과 금융부문의 구조도 동 결정 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14)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은행의 결정이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수반하
게 될 경우 은행은 동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에게 전가하며 이는 신용공급의 억제
로 연결된다. 은행은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규
대출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신규 신용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들도 규제자본비율이 강화되면 은행 대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 이와 대칭적으로 경기하강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이 하향 조정
되면 자원배분경로를 통해 은행부문의 신용공급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신호경로

1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호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

12) 이
 는 은행이 기존에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여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본(voluntary buffer)의 조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대응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13) 이
 는 기업가치가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Miller Theorem)가 금융마찰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금융마찰과 자본비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예
 를 들어, 수익성이 부진하여 이익유보가 쉽지 않거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주식발행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조
정하게 될 것이다.
15) 자세한 내용은 <참고2> 「규제자본비율 강화가 대출 금리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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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정에서 금
융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평가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은행의 대출 및 자금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16) 또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신호경로는 통상적으로 정책결정문, 정책회의 의사록 또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해 작동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 관련한 신호경로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3. 첫 번째 유형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 상황에 관한 신호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문 등
을 통해 공표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평가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 등 시장참가자
들은 동 정보를 통해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투자활동을 파악하
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동 신호는 시장참가자들이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금융불균형 발생
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여타
은행도 시장에 대해 자신들도 다른 은행과 같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산 규모를 확
대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때 정책당국이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누적을 적
절히 경고한다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용공급을 축소하는 것이 자신
들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두 번째는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반응함수와 관련된다. 정책
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의 바탕이 되는 금융경제상황 지표 등을 공표할 경우 정책운용 방
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시장참가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 정책효과
를 제고할 수 있다. 금융경제상황 지표들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보낼 경
우 정책당국은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되며, 신호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을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운용과정이 확립되면 정책수행에 대한 시
장참가자의 기대가 형성되어 과도한 신용팽창 등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을 사용하
지 않더라도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17)

16) 이는 대체 투자활동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의 제공을 의미한다.
17) 동
 신호경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책수행과정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정책당국도 적절한 정책수단의 사용권한을 보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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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 번째는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낙인효과
(negative signalling effect)를 우려하여 배당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
다. 이 경우 정책당국이 모든 은행에 대해 배당금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게 되면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16.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파급경로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효과의 파급경로
자원배분경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은행 자본비율

① 이익금 내부유보
② 신주발행
③ 위험가중자산
규모 조정

금융시스템
복원력

자금조달비용

신용활동
신호경로

거시경제·금융상황
평가 공개

자료: Julia Giese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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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금융마찰과 자본비용
금융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 and Miller
theorem)에 따라 기업의 자본구조(즉, 부채비율)는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기업이 주식 대신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D ,E↓) 레버리지 확대에 따라
증가된 리스크가 주식 발행 시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RS↑) 하면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WACC). 이를 은행에 적용하
면 자본규제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체적인 자본조달비용 및 신용공급 규모에 아무런 영
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WACC =

E
D
×RE +
×RD
E+D
E+D

단, WACC :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D : 부채 시장가치,

RE :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E : 자기자본 시장가치,

RD : 부채비용(cost of debt)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금융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딜리아니-밀러 정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규제의 강화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부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세제도(policy bias favouring
debt)가 주식보다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은행이 부
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금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는 부채를 통한 은행
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정부가 구제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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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규제자본비율 강화가 대출 금리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비율이 강화되면 자금조달비용을 높아지면서 차입자에 대한 대
출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자본규제강화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단
기간에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비용 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
영향은 신규 대출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규제자본비율의 강화는 대체로 은행 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yar et al.(2012)은 미시자본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의 성장세
가 축소된다는 것을 밝혔다. 바젤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 MAG)도 규제자본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15.3 bps(basis points)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GDP가 0.1%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18)

규제자본비율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대상

대출 금리 상승
1)

대출 규모 축소
1)

GDP 영향

BCBS-MAG

글로벌 은행

15.3 bps

1.9%

-0.16%2)

OECD3)

미국, 일본,
유로지역

14.4 bps

n/a

-0.23%

IMF4)

글로벌 은행

16.7 bps

1.3%

n/a

IIF5)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유로지역

364 bps

4.8%

-3.2%

Chun et al.

글로벌 은행

9.08 bps

n/a

n/a

주: 1) 자본비율을 1%p 상향 조정(이행기간: 4년)할 경우 18분기 후 추정치
2) 상향 조정 18분기 후 추정치는 0.16%, 8년 후 추정치 0.10% 하락
3) 자본비율을 1%p 상향 조정(이행기간:3년)할 경우 5년 후 추정치
4) 자본비율을 1.3%p 상향 조정할 경우 8년 후 추정치
5) 바젤Ⅲ 자본규제강화 내용(자본의 양과 질 제고,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완충자본, 전염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5년 후 추정치

18) 한
 편, 바젤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강화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frequency of
crisis)이 낮아지고 위기의 심각성(severity of crisris)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동 규제강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
향(economic benefit)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CBS-LEI W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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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들이 자본규제 강화에 반응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 De-Ramon et al.(2012)은 영국 은행들이 규제자본비율 상승분의
약 절반은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자본 확충을 통해 충족함을 밝혔
다.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이 강화된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diz
et al.(1998)은 영국 은행들이 자산의 조정보다는 자본의 확충을 통해 대응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은 미시자본규제의 영구적 변화에 따른 은행
의 반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잠재
적 영향을 예상하는 데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9)

19) Julia Giese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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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17.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 및 금융 안정은 중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양 정책
은 모두 단기 및 중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책당국이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유의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 간 상호작용은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독립, 보완 또는 상충적 양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상호작용을 감안한 정책수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20) 본장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의 수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타 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8.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
용경로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활동 및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강화하면 중앙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인 총수요를 억제(경기위축)하거나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규제비율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비
용의 상승이 가계, 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신용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21)

19.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이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
플레이션 전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
응완충자본의 운용이 통화정책의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20) 영
 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와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모두 설치하고 일
부 위원들이 양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제도(cross-membership)를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21) 한
 편, 자본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은행들의 경우 당국의 자본규제강화로 인해 시장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이 상쇄되는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Bank of England,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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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화정책기조를 적절히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22)

20.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영향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운용 필요성은 동 규제가 경제성장 및 인플
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가 금
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총수요 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
단될 경우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의 강화가 전반적인 신용공급 활동의 억제를 초래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도 클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은 이를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23)

<그림 3>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영향

은행자산
(위험가중자산 규모조정)

경기대응 완충자본

은행자본
(이익유보, 신주발행)

시장 기대

자금조달비용

신용시장

단기수요 및
공급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자료: Bank of England(2013b)

22) Bank of England(2014)
23) 결
 국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운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정책수단의 고유 특성과 규제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파급경로를 통한 예상효과뿐 아니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사용에 따른 영
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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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미치는 영향
21.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은 통화정책의 운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
성정책의 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시에도 통화정책기조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경로는 수요경로(demand
channel)와 금융부문경로(financial sector channel)로 나누어 볼 수 있다.24)

22. 수요경로는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금리 변화가 총수요에 대한 영향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연
쇄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기조는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키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총수요의 확대를 유
발하게 되고 총수요 확대가 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 신용팽창의 원인이 된다. 이 같은 신용
팽창이 실물경기와 괴리되어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게 될 경우 미래 금리상승기에
차주들의 부도확률이 높아지면서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5)

23. 금융부문경로는 통화정책이 은행의 영업행태, 자산가격 및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영향
을 통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 경로는 은행자본경로(bank capital
channel), 금융기관 유동성경로(balance sheet liquidity channel) 및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은행자본경로는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 순이자마진 증
가, 부도율 하락,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도 시 회수금액 증가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이자수익)는 수신금리
(이자비용)보다 경직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시장금리 인하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으
로 은행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26) 또한 금리 인하는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 부담을 완화하
여 부실 여신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담보대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금리 인하

24) Bank of England(2013c)
25) 한
 편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은 환율에 대한 영향을 통해 수출입의 불균형 및 해외자본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 유입된 해외자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
약성이 높은 단기외채의 형태일 경우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증폭된다.
26) 정
 책금리가 매우 낮아 수신금리가 은행이 설정한 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신금리 수준은 유지되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의 이익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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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자산(담보) 가격이 높아지면 은행이 담보를 매각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게 된
다. 그러나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 및 이에 따른 은행 수익 증가는 금융 여건에 따라 시장참가자
의 리스크 평가와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 및 확신을 유발하여 통해 금융불안의 요인
이 될 수 있다.27)

24. 금융기관 유동성경로 효과는 금리 인하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도 상승하여 동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추구성향이 강화되고 자산 가격의 상승 및 신용리스크
에 대한 낙관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신용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예상치 못하게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면 신용공급 및 경제활동이 위축
되고 대출의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부문의 복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5. 통화정책기조는 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위험추구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의 위험
추구경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행태, 고수익 추구성향, 자산 및 부채 구조 등에 대한 영향을 통
해 작동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목표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서 고
위험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27) 여
 기에 은행들이 차입자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연체에 따른 조치를 유예(forbearance)하게 될 경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잘
못된 확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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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화정책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대한 영향

수요경로
(국내/해외 수요)

통화정책

시장금리

신용시장

자산가격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부문경로
(은행자본,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추구)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료: Bank of England(2013c)

다.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양상
26. 지금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이 여타 정책의 운용 및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양 정책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 정책
간 상호작용 양상은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상충, 보완 또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28)(아래 <표1> 참조)

<표 1> 금융경제상황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양상
인플레이션
목표수준 상회

인플레이션
목표범위 내

인플레이션
목표수준 하회

금융과열(boom)

보완

독립

상충

금융불균형 미발생

독립

독립

독립

금융수축(bust)

상충

독립

보완

자료: Beau, D. et al.(2012)

28) Beau, D.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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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충 관계

27. 양 정책 간 상충관계 발생의 전형적인 예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높은 가운데 신용과열
로 인한 금융불균형(예: 자산시장의 거품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9) 동 상황에서 경기대응완
충자본 운용당국은 신용 및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 수준을 강화
하게 되나 이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총수요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책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완화적 정책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30)

28.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한 가운데 시스템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한 금융불안 및 신용
수축이 발생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적 정책기조를 취하는 반
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자 할 것이다. 이 역시 양 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각 정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29.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충관계는 실물 및 금융 사이클31)등 거시경제변수 순환
의 동조화 여부와 당국별 정책초점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은 실물사이클 변동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사이클 변동에 대응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32) 또한 최근에는 금융사이클을 고유의 내생
적 동인을 가진 별도의 거시경제순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항상 동
조화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괴리현상(금융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33)

29) 금
 융시스템 및 실물경제 양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으로 <표1>의 오른쪽 상단(인플레이션 목표수준 하회, 신용/GDP 갭 확대)
에 해당한다.
30) B
 eau, D. et al.(2012).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위험추구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1) 실
 물사이클은 GDP 등으로 대표되는 실물 부문의 변동 추세를 의미하며 금융사이클은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동 또는 실물부문과의 불균
형을 의미한다.
32)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3a)
33) 김용민·이정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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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상이(각각 확장기와 수축기 또는 수축
기와 확장기)할 경우 양 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실행되면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양 사
이클의 국면이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도 정책의 강도가 각 당국이 당초에 예상했던 수
준보다 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② 보완 관계

31.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경우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정책당국 간 원활한 의사소통 또는 협력관계의 구축
을 전제로 한다. 먼저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모두 호황 국면인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중앙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상 폭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관계는 양 사이클이 모두 하강 국면
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기회복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적절히 운용되면
신용팽창에 대한 우려가 경감됨에 따라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
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서 통화정책은 환율경로 등 여타 경로를 통해 경기회복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34)

③ 독립 관계

32.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의 정책목표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정책의 운용이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양 정책 중 하나의 정책목표만 달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타 정책의 운용이 이미 달성된 정책목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각 정책당국은 여타 당국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여타 정책의 운용방향 또는 정책기조 변경이 자신의 정책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4) Ingves, 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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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양상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1)
<경기 및 물가 안정>

긴축

<금융안정>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보완

상충

통화정책

완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

신용팽창

상충

보완

신용위축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사용

주: 1) 단, 양 정책이 보완관계를 이루는 경우에도 정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정책강도 조절 등이 필요하며, 당국 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
루어질 경우 상충관계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 또는 방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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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거시경제상황에 따른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유형
거시경제상황
실물

금융

통화정책1)

거시건전성
정책1),2)

상호관계3)

호황기(인플레이션 상방위험)

수축기(금융불안)

↑

↓

상충

불황기(인플레이션 하방위험)

팽창기(신용팽창, 대출기준
악화, 레버리지 확대)

↓

↑

상충

호황기(인플레이션 상방위험)

팽창기(신용팽창, 대출기준
악화, 레버리지 확대)

↑

↑

보완

불황기(인플레이션 하방위험)

수축기(금융불안)

↓

↓

보완

경기회복기
(인플레이션 하방위험, 위험
추구행위 확대)

자산가격 상승

(↓)4)

↑S

보완

호황기
(인플레이션 상방위험, 내외
금리차 발생)

팽창기(해외자본유입)

(↑)

↑

보완

주: 1) ↑은 긴축적 정책(정책금리 인상, 자본규제 강화)을, ↓은 완화적 정책(정책금리 인하, 자본규제 완화)을 의미
2) ↑S는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및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규제, 부문별 자본규제 등 특정 부문
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의미
3) 상충관계는 정책당국 간 협력체계가 미비한 경우 발생. 협력체계가 갖춰진 경우 통화정책 또는 거시건전성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
절 가능
4) ( ) 내는 기존 정책기조의 유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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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경기대응적 자본규제와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근 연구
경기대응적 자본규제와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은행 부문을 포함
한 동태적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ized Equilibrium) 모형
을 구축하고 통화정책과 경기대응적 자본규제의 종합적 효과가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들에 따르면 경기대응적 자본규제 도입은 대체로 거
시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안정화 효과는 거시경제 충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부문의 신용경색과 같은 금융충격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자본유입
이 발생했을 때 경기대응 자본규제가 거시경제변수를 안정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

주요 내용

N’Diaye
(2009)

경기대응적 자본규제가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므로 중앙은행은 보다
작은 폭의 금리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 목표 달성이 가능

Nakornthab (2011)

경기대응적 자본규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항상 일정한 규제수준이 적용되는 최저자기자본규제보다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가 우월

Christensen et al.
(2011)

경기대응적 자본규제는 금융충격 발생 시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데 효과
적이며 은행대출 증가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가 클수록, 중앙은행이 인플
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안정화 효과는 증대

Agenor et al. (2012)

해외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입이 신용규모 및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상
황에서 경기대응적 자본규제는 실물 및 금융변수의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

Resende et al.
(2013)

금융충격 발생 이후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는 경기대응적 자본규제
가 효과적인 반면 실물충격에는 통화정책이 보다 효과적

아울러 경기대응적 자본규제를 담당하는 거시건전성정책 당국과 통화정책 당국 간 협
력 여부가 두 정책의 종합적인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
과도 제시되고 있다. Angelini et al. (2011)에 따르면 양 정책 당국 간 협력 하에 각 정
책이 운용되면 공급충격, 금융충격 및 주택시장 충격 모두에 대해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
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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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
34. 제3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교차하고 정책 간 상호작용이 발
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정책 간 상호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 상호작용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정책당국이 물가안정 또는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관련 당국의 정책결정 내용 및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상충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이 거시경제안정의 위험요인을 파악했으나 여타 기관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여타 기관의 정책결정 이유,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적기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35)

3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변동성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정책과의 관계를 감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요국은 경기대응완
충자본 운용 시 관련 당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
본 운용체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국의 사례, 국제기구, 학계의 논의 등에 비추어볼
때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체계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36)

36. 첫 번째 유형은 영국, 뉴질랜드, 홍콩 등의 사례와 같이 통화정책은 물론 경기대응완충자
본 운용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단일 기관인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당국 간 협력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복수의 관련 당국이 참여하는 협의
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운용을 담당하
는 것이다. 유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당국 간 의
사소통 부재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는 미시건
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각각 수행하되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35) Bank of England(2014)
36) Jean-Pierre Danthin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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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교환 절차와 함께 기관별
권한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37.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이미 도입한 주요국 사례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다수 국가가 관련
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동 제도 운용
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영국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통화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용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캐
나다, 독일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감독기구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도 중앙은행이 금융경제상황 분석, 적정 규제수준 제안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과 협의 또는 중앙은행 앞 의견조회 의무가 법률 또는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
며, 일부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등)는 정책결정문 발표 시 중앙은행의 의견을 별도로 명기하거
나 정책결정문에 당국 간 의견조율 절차를 거쳤음을 명시(핀란드)하고 있다.37)

38.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중앙은행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정책 간 상충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3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이 경기 및 신용 상황에 대
한 공통된 인식 없이 각각의 정책을 상반된 방향으로 운용하면 정책 간 상충이 발생하여 정책효
과가 희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이 각각의 정책결정문38) 등을 통해 금융경제상황에
대해 상이한 평가내용을 발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37)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에 관한 주요국 사례는 <부록1>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체계 및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바
 젤위원회는 정책효과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결정 시 활용한 정보, 결정 근거 등에 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CBS,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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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은행의 전문성 활용

40.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필요한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을 위해서
는 경기 및 신용 상황에 대한 양적 지표 외에도 전반적인 거시경제금융 여건에 대한 이해 등 정
성적 판단39)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판단
역량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40) 정책당국의 판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사용 결정을 하는 경우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시스
템리스크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예측하지 못한 양상으로 급속히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불균형 정도
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금융경제지표에 반영된 불균형 정도에 따라 적정 규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③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사용 효과가 불충분할 가능성 고려

41.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만으로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 정치적 영향 등에 기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위
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 잠재리스크가 매
우 커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arney(2009),
Yellen(2010), IMF(2013a), Shakir et al.(2014) 등은 이를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41)

39) 거
 시건전성 운용체계는 신용순환에 대한 이해 부족, 지표의 신뢰도 문제, 민간의 금융혁신을 이용한 규제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준칙에만 의존할 수
없고 재량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동 수단의 적시성과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결국 통화정책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Carney 2009, Yellen 2010)
40) 금
 융안정 또는 불안정은 관련 지표의 움직임에만 의존하여 평가될 수 없으며, 지표가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은
행이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단순히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인플레이션 변화의 원인에 바탕을 두는 것과 유사하다.(Ingves, S., 2013)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Yellen,
2010)
41) 중앙은행은 금융불균형 발생 여부는 물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만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 충분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Caren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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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바젤위원회의 권고

42.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을 결정한 바젤위원회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
화정책 등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의 정보교
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2)

⑤ 위기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선결요건

43.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도 위기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위기 예방을 위한 경
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43)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
융시스템은 통화정책 신호가 경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한 선결요건이므로 중앙은행
도 은행시스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재정위기 과정
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음에도 실물부문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행시스템의 부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⑥ 정책수행의 오류 가능성 최소화

44.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당국이 단독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용할 경우 정책수행의 오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통화정책과 달리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운용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

42) B
 CBS(2010b). “It is important that whichever authority is chosen, the choice of buffer requirement is taken after an
assessment of as much of the relevant prevailing supervisory and macroeconomic information as possible, bearing in
mind that the operation of the buffer requires information from both of these sources and that it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conduct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s well as banking supervision. The timely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these
authorities is therefo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ctions of all parties are fully informed and consistent with each other”.
43) 아
 울러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행이 경우에 따라 경제왜곡현상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중앙은행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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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개별 당국의 고립된 판단에
근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마련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45.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향후 손실
발생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조
달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호황기에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 신용위축을 완화
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지닌 이 같은 특
징은 통화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기대응완충자
본 규제수준의 변경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6.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상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양 정책의 파급경로가 교차하는 데서 기
인하며 각 정책의 운용과정에서 여타 정책의 반응함수 및 효과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7.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또는 상충관계의 발생 가능성은 효과적인 경기
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 수립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는 바젤위원회는 물론 경기대응완충자
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동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절차 및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국 간 원활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정책효과
의 제고는 물론 양 정책의 목표달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
용체계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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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의 공급자 역할
도 담당할 수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의도한 정책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의 반응함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사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9.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급경로의 이론적 작동과 통화정책 간 상호
작용 양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
전성 정책수단의 사용경험이 아직 충분치 않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금융마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앙은행의 참여를 통한 정교한 정책분석체계를 갖춰
야 하는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참여 논거, 국제기구
권고 및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부터 시행될 경기대
응완충자본 운용체계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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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체계 및 현황
바젤위원회의 일부 회원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이행시점인 2016년에 앞서 이미 동 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참고지표)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GDP 갭을 기본지표로 사용하며 이외에 기타 신용지표, 은
행 건전성 지표, 금융시장 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추가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운용기관)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보유한 국가(영국, 홍콩, 뉴질랜드 등)는 중앙은행이 단독으
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용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
우와 같이 정부 또는 감독기구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과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금융경제상황 분석, 적정 규제수준 제안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결정문 발표)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수준, 판단근거 등을 정책결정문
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정책결정문 발표 시 중앙은행의 의견을 명기
하며 핀란드는 정책결정문에 당국 간 의견조율 절차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시기) 스위스(2013.2월), 노르웨이(2013.12월), 영국(2014.6월), 스웨덴(2014.9
월), 덴마크(2014.12월), 홍콩(2015.1월), 핀란드(2015.3월) 등은 바젤위원회의 이행시점
(2016년)에 앞서 조기 시행하고 있다.44)

◆(정책결정 주기) 대부분의 국가가 분기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스
위스, 프랑스 등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결정 절차
를 개시한다.45)

44) 최초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비율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45) 스위스 및 프랑스의 경우 중앙은행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책결정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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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근거)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 또는 시행령(정부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운용근거를 마
련하였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유렵연합 차원에서 제정한 자본규제지침(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CRD IV)46)을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체계에 관한 국가별 내용은 <별첨 1> 「주요국 경기대응완충자본 운
용체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46) 유
 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제정한 법규로 정식명칭은 「Directive 2013/36/EU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access of the activity of credit institutions and the prudent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CRD IV를 자국 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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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
도입 시기2)

결정주기

법적근거3)

(중앙은행) 제안서 공개
(감독기구) 보도자료
(정부) 정책결정문

2013.2.13일

필요시
(연간 최소 1회)

연방정부령

(중앙은행)
·제안서 공개
·통화정책보고서
(감독기구) 보도자료
(정부) 정책결정문

2013.12.12일

분기

법률

·은행부문지표(자본비율
등 8개)
·비은행부문지표(신용/
·중앙은행: 단독 결정
GDP 갭 등 5개)
·금융시장지표(장기금리
등 5개)

(중앙은행)
·정책결정문
·금융안정보고서

2014.6.26일

분기

규정
(의회승인)

스웨덴

·신용/GDP 갭
·주택가격/가처분소득
·경상수지/GDP
·공공부문 금융자산/
GDP
·기본자본비율
·가계소득 대비 이자상
환비율
·실질주가지수

(중앙은행)
·제안서 공개
·통화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감독기구) 정책결정문

2014.9.10일

분기

법률

덴마크

·신용/GDP 갭
·중앙은행: 금융안정협
·주택가격/가처분소득
의체5) 논의 참여
·채무상환비율
·감독기구: 금융안정협
·레버리지비율
의체 논의 참여
·신규대출금리 스프레드 ·정부: 최종 결정

(금융안정협의체)
· 보도자료
· 제안서 공개
(정부) 정책결정문

2014.12.19일

분기

법률

국가

스위스

참고지표

·주택담보대출 규모
·부동산가격

정책당국별 권한
·중앙은행:
① 참고지표 평가작업
② CCyB 비율 제안
·감독기구:
① 이행 감독
② 자체 의견 공개
·연방정부: 최종 결정

·중앙은행:
·신용/GDP 갭
① 참고지표 평가작업
·주택가격/가처분소득
② CCyB 비율 제안
노르웨이 ·상업용 부동산가격
·감독기구:
·은행부문 도매자금조달
① 이행 감독
비율
② 자체 의견 공개
·정부: 최종 결정

영국

·중앙은행: 금융안정협
의체4) 논의 참여
·감독기구: 최종 결정
·정부: 금융안정협의체
논의 참여

정책결정 공표1)

주: 1) ( ) 내는 발표주체
2) CCyB 비율 관련 최초 정책결정문 발표시기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및 효력발생일자 등은 <별첨2>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현황」 참조
3) ( ) 내는 관련 법규 제정 주체
4) 중앙은행(1명), 감독기구(1명), 금융시장부(1명), 예금보험공사(1명)로 구성
5) 중앙은행(2명), 감독기구(2명), 재무부(1명), 경제성장부(1명), 경제협력부(1명), 외부전문가(1명)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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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홍콩

핀란드

참고지표

도입 시기

결정주기

법적근거

2015.1.27일

분기

규정
(통화청)

2015.3.16일

분기

법률

-

-

(미정)

중앙은행·재
무부간 양해각
서 (MOU)6)

(부과)
·중앙은행:
·신용/GDP 갭
① 참고지표 평가작업
·신용증가율
② CCyB 비율 제안
·채무상환비율
③ 금융안정협의체7)
·부동산가격/소득
논의 참여
(사용)
·금융안정협의체: 최종
·금융시장 스트레스지수
결정

-

-

분기

법률

(미정)

·중앙은행: 금융안정협
의체8) 논의 참여
·감독기구: 최종 결정
·정부: 금융안정협의체
논의 참여

-

분기

법률

(미정)

·중앙은행:
① 참고지표 평가작업
② 금융안정협의체9) 논
의 참여
·감독기구: 최종 결정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금융 소비자원: 금융안
정협의체 논의 참여

-

분기

-

(부과)
·신용/GDP 갭
·부동산가격/임대료
(사용)
·은행간시장 스프레드
·자산건전성지표

정책당국별 권한

·중앙은행: 단독 결정

(중앙은행)
·정책결정문
·금융안정보고서

·중앙은행:
·신용/GDP 갭
① 참고지표 평가작업
·신용증가율
② CCyB 비율 제안
·부동산가격
(중앙은행) 제안서 공개
·감독기구:
·가계부채
(감독기구) 정책결정문
① 최종 결정
(정부) 제안서 공개
·경상수지
② 중앙은행·정부 의
·대출 및 증권시장의 리
견 조회 의무
스크
· 정부: CCyB 비율 제안

·신용지표(가계부채 등
4개)
·은행부문지표(자본적정
뉴질랜드
·중앙은행: 최종 결정
성 등 4개)
·시장지표(부동산가격
등 4개)

프랑스

정책결정 공표

독일

캐나다

주: 6)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사용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
7) 중앙은행(1명), 감독기구(1명), 재무부(1명), 금융시장청(1명), 회계기준청(1명) 및 외부전문가(3명)으로 구성
8) 중앙은행(3명), 감독기구(3명), 재무부(3명), 금융시장안정청: 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FMSA)으로 구성
9) 중앙은행, 감독기구, 재무부, 금융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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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현황
국가

CCyB 비율

정책결정 발표일

효력발생일

스위스1)

(1차) 1%
(2차) 2%

(1차) 2013.2.13일
(2차) 2014.1.23일

(1차) 2013.9.30일
(2차) 2014.6.30일

노르웨이

(1차) 1%
(2차) 1%
(3차) 1%
(4차) 1%
(5차) 1%
(6차) 1%
(7차) 1.5%

(1차) 2013.12.12일
(2차) 2014.4.4일
(3차) 2014.6.27일
(4차) 2014.9.26일
(5차) 2014.12.19일
(6차) 2015.3.27일
(7차) 2015.6.18일

(1차) 2015.7.1일
(2차) 2015.6.30일
(3차)
(4차)
(5차)
(6차)
(7차) 2016.6.30일

0%

(1차) 2014.6.26일
(2차) 2014.12.16일
(3차) 2015.3.1일
(4차) 2015.7.1일

-

(1차) 1%
(2차) 1%
(3차) 1%
(4차) 1.5%

(1차) 2014.9.10일
(2차) 2014.12.10일
(3차) 2015.3.16일
(4차) 2015.5.26일

(1차) 2015.9.13일
(2차)
(3차)
(4차) 2016.6.27일

덴마크

0%

(1차) 2014.12.19일
(2차) 2015.3.30일
(3차) 2015.6.30일
(4차) 2015.9.30일

-

홍콩

0.625%

2015.1.27일

2016.1.1일

핀란드

0%

(1차) 2015.3.16일
(2차) 2015.6.30일

-

영국

스웨덴

주: 1)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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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절차(예시)
경기대응완충자본 결정절차 개시1)

거시금융상황 분석
·신용/GDP갭 등 참고지표 분석 및 산출
·기타 정성적 정보 분석
·금융불균형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누적 여부 판단
·통화정책 등 여타 정책의 결정내용(정책 기조 및 근거) 고려

YES

경기대응완충자본
조정(상향, 하향) 필요 여부 판단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조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유지

정책결정문 작성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
·은행부문의 건전성 평가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및 효력발생일 등

대외 공표

이행 감독

주: 1) 통상 매분기(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제안 시) 결정절차를 개시

32

한국은행

NO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부록 3>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용 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바젤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지침」
에 따라 규제수준, 효력발생시점,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 평가내용 등을 정책결정문을 통해 공표
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정책결정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요국1)의 정책결정문 구성
영국
1. 국내외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현황
2. 버퍼가이드 수준(%)
3. 정성적 판단
4. 은행의 자본규모 및 자금조달 행태
5.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6. 종합 평가 및 CCyB 부과수준(%)
7. 상호적용(reciprocity) 원칙 및 적용국가

홍콩
1. CCyB 부과수준(%) 및 효력발생일
2. 지표분석 및 정성적 판단
3. 주요 지표 선정에 대한 설명
4. 버퍼가이드 수준(%) 및 판단근거
- 대출규모, 부동산 가격 등
5. 여타 참고지표 분석결과
6. 종합 평가

노르웨이
1. CCyB 부과수준(%)
2. 중앙은행의 정부 앞 의견서 내용 요약
-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추이
- CCyB 부과수준(%) 제안
3. 중앙은행의 역할 및 법적근거
4. 상호적용(reciprocity) 원칙 및 적용국가

핀란드
1. CCyB 부과 관련 법적근거
2. CCyB 부과수준(%)
3. 정책당국 간 협의 사실
4. 주요 지표 등 평가근거
5. 버퍼가이드 수준(%)
6. 신용시장에 대한 평가
7. 종합 평가

주: 1) 경기대응완충자본 결정기관: (중앙은행) 영국, 홍콩 (정부) 노르웨이 (감독기구)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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