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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모색 

김홍범ㆍ배준석

“어떤 것이든 가능한 한 단순화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정도보다 더 단순화되면 안 된다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simpler)” 

- 아인슈타인(A. Einstein; 정운찬ㆍ김홍범 2012, p.540에서 재인용) - 

I.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즈의 붕괴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명확한 결

론이 확립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학계와 정책계에서 이론의 여

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안정에는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

안정도 중요하고 금융안정에는 미시건전성정책은 물론 거시건전성정책도 중요하다

는 새로운 인식을 근거로 한다(Weidmann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BIS 경제학자들은 신환경론(new environment view)을 

제기하며 거시건전성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Crockett 2000; Borio, et al. 2003 등).

이들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상호보완과 함께 중앙은행(통화정책

기구)과 감독기구 간 정책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위기 이후에는 주

로 IMF 경제학자들이 거시건전성정책의 실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건전성감독 수단을 사용하여 시스템 전반의 금융리스크

를 제한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금융서비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BISㆍFSBㆍIMF 2011, p.2). 이와 같은 표준

적 정의에 따르면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위기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체계로 국한

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일단 발생한 위기의 사후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와는 명확히 구분하기로 한다. 한편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시스

템리스크의 측정과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등 3대 핵

심요소로 구성된다(한국은행 2015a).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

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당국과 여타 정책당국 간 목표 또는 수단의 중첩이 불가피

하다.　또한 정책효과의 파급경로도 여타 정책과 중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시건

전성정책은 여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

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타 정책당국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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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7년 사이에 미국ㆍ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기관구

조와 운영방식은 각기 상이하다. 이는 한 국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가용성”, “기

존 기관구조(existing institutional structures)의 역사”, “법률적 전통”, 정책결정 위

임의사와 견제균형 선호도와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 “기존 통화정책 리짐”, “금융

시스템의 규모 및 복잡성”과 같은 “각국 고유의 제약(country-specific constraints)”

이 그 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의 구체적 설계 및 운영

에 작용하기 때문이다(Nier, et al. 2011, pp.35~36).

선진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의 도입에 대한 이렇다 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3대 핵심요소 중 특히 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

라의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우선 II장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ㆍ금융안정ㆍ거

시경제안정의 각 목적과 중앙은행 독립성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중앙은행이 경

제(금융ㆍ실물)의 어떤 범위까지 정책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개별 중앙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은 무엇인지 검토한 후, 이를 우리나라 한국은

행의 경우에 적용해서 생각해본다. III장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유형과 특징 

등이 서로 비교되는 세 나라―호주ㆍ영국ㆍ스웨덴―를 선정하여, 이들이 현행 거시

건전성정책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기까지 각국의 자국 내 검토 과정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II장 및 III장의 논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감안하

여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제안하기로 한다.

II. 중앙은행의 책무 확대 가능성 검토1)

지난 2015년 8월,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책무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대표발의: 정희수 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

다. 이는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유지에 노력”할 책무

를 한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학계에서도 한국은행 책무의 

“한 축으로 고용의 안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김정훈ㆍ이명훈 

2014, p.50) 나와 있으며, “[책무로] 뭘 추가하든 한국은행이 일하게 만들어야”2) 한

다는 주장도 있다(류혜진 2015; [ ] 안은 저자 첨기). 반대로, 고용안정이나 경제성

장을 중앙은행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강력히 제기된다. 금융안정 

책무까지는 “쉽진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manageable, though challenging)”과제로 

1) 이 장은 김홍범(2015)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2) 이는 류혜진(2015)에 인용된 전성인의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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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 및 경제성장 책무는 “훨씬 더 힘겨운(much more

daunting)”과제라는 설명이다(Jácome and Mancini-Griffoli 2014, p.49).

중앙은행 책무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여러 목적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통화정책의 최종 목적에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실물안

정, 그리고 거시경제안정 등이 있다(정운찬ㆍ김홍범 2012). 이 중 실물안정은 완전고

용(고용증대)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경상수지 개선 등을 의미하고, 거시경제안정은 

물가안정, 금융안정 및 실물안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여러 목적 가운데 최우

선 목적이 물가안정인 경우 정부는 최적 정책의 시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 독립성을 부여한다(Barro and Gordon 1983;

Kydland and Prescott 1977). 이 경우 목적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중앙은행은 수단의 독립성을 누리게 된다(Fischer 1995).3) 이 때 선출되지 않은 권

력(unelected authority)인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책임성(투명성ㆍ무결성 포함)을 부담시킨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만을 법적 책무(또는 최우선 목적)로 하는 중앙은행에게 수단독립성을 부여

하고 책임성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은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여기에는 몇몇 요인이 촉매로 작용했다(김홍범 2009; Jácome and Mancini-Griffoli

2014). 예를 들어, 물가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수단(정책금리)과 최종 목

표(물가안정)가 각기 단일 변수로서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어서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은행에 의한 정책금리 조정 등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체계적인 재

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런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모두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단일 목적으로 둘 때와는 중앙은행 독립성 및 책임성의 상황이 크게 달

라진다. 특히, 금융안정 책무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제

한되어야 하는 측면이 공존한다(김홍범 2015). 최적정책의 시간불일치 심화로 독립

성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조치는 개별 금

융기관이나 시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소득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3년 초 런던정경대 포럼에

서 블랑샤르(O. Blanchard)가 “중앙은행 독립성은 요즘 중앙은행에게 요구되는 유

형의 업무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말한 것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업무 수행

에는 “정치과정에 의한 감시(supervision from the political process)”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Wessel 2013). 또한, 금융안정 책무의 경우 물가안정은 물가안정목표 등 

정책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용이한 반면 금융안정은 이를 위한 목표를 단일 

3) Fischer(1995)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 스스로 정책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목적독
립성(goal independence)과 중앙은행 스스로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독립성(instrument

independ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수단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목적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특정되므로 중앙은행에게 선택의 여지가 적은 반면 정책
수단은 대체로 중앙은행이 자유로이 선택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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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나타내기 곤란하고 정책수단도 다양하고 불투명하다(Jácome and

Mancini-Griffoli 2014). 따라서 금융안정에 관한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사이에 단기적 트

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 책무가 갖는 여러 측면은 중

앙은행의 정책신뢰성 유지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 독립성 훼손에 기여하게 된다

(김홍범 2015; Jácome and Mancini-Griffoli 2014).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넘어 고용ㆍ성장 등 실물의 안정

까지 최우선 목적에 포함시키는 경우 적어도 실물안정의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여

타 정책당국과 독립적일 이유는 크게 줄어든다(김홍범 2015). 실물안정 책무의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통해 고용 또는 성장에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 알기 어렵

고 여타 정책당국의 기여분과 구분이 곤란한 점(Jácome and Mancini-Griffoli 2014),

물가안정ㆍ금융안정ㆍ실물안정 사이의 단기적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모든 최종목적의 최우선화로 중앙은행의 주의분산(distraction)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최근 Jácome(2015, p.24)도 남미의 여러 중앙은행

들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 실물안정을 직접 관장했던 시기―제2차 대전 종전 후 약 

50년 동안의 시기―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크게 번성하고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점

을 상기하면서 “[남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다 해봤던 일(Been There, Done That)”

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제, 한국은행의 책무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19년 전, 제6차 한은

법 개정(1997.12)을 통해 한국은행의 법률적 독립성은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었다. 하

지만,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법률적 독립성(de jure independence)을 넘어 실제

적 독립성(de facto independence)을 향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김홍범 2015). 또한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연 2회 국회에 보

고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표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임

성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도 있다(전성인 2015).4) 앞서 살펴본 전반적 중앙은행업

(central banking as a whole)의 맥락에서 현재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책임성 여건

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책무의 추가적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수행에서 

한국은행이 자신의 독립성과 정책신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최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5)

이미 논의한대로, 한국은행이 실물안정의 법적 책무까지 맡는 경우 동 분야에서 

한국은행이 다른 경제정책당국들과 달리 독립적이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으므로 한

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대내외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6) 고용안정과 한국은행의 여

4) 전성인(2015)은 "3년 평균은 고사하고, 지난 30개월 중 한 번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안에 들어
갔던 적이 없건만, 금융통화위원 이하 한국은행 고위 임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5) Jácome(2015, p.27)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남미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
한다: “남미 여러 나라의 과제는,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융안정을 보존해주는 제도 
및 정책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6)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한국은행에게 허용되는 독립성의 수준이 각기 달라진다면 현실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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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목적간 상충과 주의분산 가능성으로 인한 정책신뢰 훼손 위험 등도 독립성을 훼

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와 같이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로 포함하자는 제안에 중요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제안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제도적 역량에 비추어 시기상조가 분명하”다(김홍

범 2015, p.18).

금융안정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한국은행에게는 이미 5년 전인 2011년, 제8차 개

정 「한국은행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법적 책무가 이미 부과되었다(제1조 제②항). 역사적으로 금융안정은 독점적 발권력

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 기능이다.7) 중앙은행법에 금융안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을 일부 또는 전부 관장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국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기능 등을 통해 금융불안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적극적

으로 기여해 온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경기판단능력, 금융시장과

의 밀접한 관계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에서도 중앙은행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대로 금융안정 책무의 수행에서는 물가안정 책무의 수행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정책신뢰 및 독립성이 훼손되기 쉽다는 사실을 결

코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영

국 등 여러 선진국의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자신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근본 과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중앙은행 본연의 금융안

정 업무를 수행할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 한국은행으로서는, 일국의 거시건전성정

책체계가 “어렵게 확립된 다른 분야의 정책적 자율성(policy autonomy)을 훼손시키

는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Viňals(2011)의 경고

를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작동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동 체계의 작동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동 

체계에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를 자신의 지배구조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학습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다.

III. 주요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사례 연구

은행 내ㆍ외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제도의 합리적 운용 역량이 뛰어난 영국에서조차 그럴 
것이다. 최근까지 영란은행 총재였던 킹(M. King)의 다음 언급이 이를 잘 말해준다(King 2013, p.5):

“같은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서는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금융안정에서는 다소 독립적이면서, 조
세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서는 전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7) 이러한 의미에서 Padoa-Schioppa(2002, p.6)는 “ ... 금융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유전정보의 
일부(part of their genetic code)”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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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체계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 국가로 호주, 영국 및 스웨덴의 3국을 선정한다. 이들 3국은 각기 거시건전

성정책체계와 이를 둘러싼 감독체계(감독의 기관구조) 등 관련 제도적 여건 측면에

서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호주와 영국은 둘 다 쌍봉

감독국으로서 위원회 유형의 거시건전성감독자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

지만, 호주의 거시건전성감독자(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CFR)는 중앙은행 

외부에 위치하고 영국의 거시건전성감독자(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는 중

앙은행 내부에 소재하는 점에서는 각기 차이가 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

터 쌍봉감독국이던 호주는 위기 이후에도 감독 기관구조의 변경 없이 기존 다기구

협의체(multi-agency council)인 CFR이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래 통합감독국이던 영국은 위기 이후 쌍봉감독체계로 이행했고 그와 동시에 거시

건전성감독자로 별도의 위원회인 FPC를 신설했다는 점에서도 각기 차이가 난다. 한

편, 스웨덴은 위기 이전부터 통합감독국이었으며, 위기 이후에도 감독 기관구조의 

변경 없이 단일 통합감독기구(미시건전성감독자 및 시장행위감독자인 

Finansinspektionen)가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제 이들 3국이 각기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까지의 배경 논의를 상세히 검토하기

로 한다.

1. 호주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훨씬 전인 1990년대 후반 현행 쌍봉감독체계로 이행했으

며,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ㆍ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ㆍ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와 연방재무부로 구성되는 금융감독기구협의회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CFR)가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8)

호주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최근 진행한 머레이위원회

(Murray Inquiry; 2013.12~2014.11)에 따르면, RBA는 「1959년 준비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을 근거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묵시적 책무” 아래,

“시스템의 상시 감시 및 분석”과 “리스크가 생성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 

소통”을 수행한다(FSI 2014a, p.3-7).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호주 금융시스템

의 안정을 촉진”할 책무를 보유(2006년 개정 APRA Act 1998)하고 있으며, “시스템 

전반의 이슈를 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접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FSI 2014a,

p.3-22). 한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안정 책무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8) 호주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위기관리체계와는 구분된다. 이 절에서 다루는 평상시 거시건전성감
독자로서의 CFR 기능과는 별도로, 호주의 위기관리체계는 CFR 회원기관 사이에 지난 2008년 9월 공
식 체결된 “금융위기관리에 대한 금융감독기구협의회 양해각서(Council of Finanacial Regulator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Financial Distress Management)”에 의해 정의된다(CFR 2015).



- 7 -

는 않”지만, “그림자금융 부문에서 생성 중인 시스템리스크의 식별에 기여”하는 등 

“건전성감독의 영향권 바깥에 위치한 광의의 금융기관을 감시”한다”(FSI 2014a,

p.3-7).

이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informal and decentralised)” 기관구조 하에서 

“호주[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이라 부를 수 있는 접근을 [RBA와 APRA 등이] 금

융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채택해”오는(FSI 2014b, p.233) 가운데, CFR이 

“회원기관[RBAㆍAPRAㆍASICㆍ재무부] 간 협력을 위한 고위포럼(high-level

forum)”으로(CFR 2015) 순조롭게 작동해왔다는 것이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보는 

정책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CFR은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여”하고 “호

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RBA(의장기구; 사무국 제공)ㆍAPRAㆍ

ASICㆍ재무부의 4개 기구에서 각 기구마다 2인―수장 1인과 고위 임원 1인―이 참

석하는 총 8인의 다기구 협의체이다. CFR은 자신의 공식 규제ㆍ감독권을 갖지 않

는 비공식 기구로, 그 주요 기능에는 “주요 금융감독기구 간 조정을 위한 신축적 

저비용 접근의 제공”, “정보와 시각의 공유”, “감독개혁에 대한 논의 또는 [감독기

구 사이에] 책임이 중첩되는 이슈에 대한 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

에 대한 대응방안 조정”, 그리고 “호주 금융시스템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대정부 조

언” 등이 포함된다(CFR 2015). 또한, CFR은 “각 기구의 현행 책무 범위를 넘어서는 

대정부 권고”도 제시한다(Ellis 2013, p.7).9)

요컨대, 호주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강조되는 거시건전성 시

각이 자신들에게 이미 체화되어 있어서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고 본다. 또한, 호주

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CFR을 중심으로 하

는 기존 상호협조체계로 충분하다고 본다. 호주가 거시건전성 시각의 접목을 위해 

기존의 감독체계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RBA의 엘리스(L. Ellis)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Ellis 2012, p.7):

“호주에서는 협력ㆍ대화ㆍ상호존중의 문화가 제도장치의 공식화보다 더 중요하

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두 기구 간 쌍무적 관계와 함께, CFR은 여러 기구

들 사이의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비용의 신축적 방식인 것으로 판명되었

다. 전체를 보는 마음상태를 갖춘 우리들은 금융안정 촉진에 필요한 근본 요소

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를 알아차리는 지혜

와 그에 기꺼이 대처하려는 의지이다. 어떤 정교한 제도적 장치와 규정도 이 

9) 호주는 다기구협의체인 CFR을 통한 다기구간 상호협조체계 외에도, 다양한 조합(combinations)의 2

개 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한 상호협조체계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는 APRA/ASIC

MOU(2010.5.18), APRA/Treasury MOU(undated), RBA/APRA MOU(1998.10.12), RBA/ASIC

MOU(2002.3.20) 등이 포함된다(CFR 2015, 괄호 안은 현행 버전 MOU 체결일자). 또한, APRA 위원 1

명이 RBA 지급시스템위원회(PSB)에 참여하고 재무장관이 RBA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감독기구 간 의
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중첩도 호주 금융안정정책체계의 특징이다(CFR 2015). 이밖에, APRA/RBA 고위
직 간 공식 회의(6주마다 개최), 특정 주제에 관한 작업을 위한 CFR 참여기구 스탭의 실무회의 등과 
같이 회의ㆍ교차근무ㆍ공동세미나 운영 등도 기구 간 협력 사례에 포함된다(Ell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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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거시건전성정책체계에 관한 호주 정책당국의 이와 같은 입장은, 거시건전성정책

에 접근하는 이들 정책당국의 신중한 관점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FSI(2014a)는 거시건전성 수단의 실제 운용(operationalization)을 사실상 어렵게 만

드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p.3-26).10) 우선, 자산가격 및 신용 버블의 

사전적 식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1980년대의 규제완화 이전 시기에 호주에

서 사용된 정량규제(quantitative restrictions)”가 그랬듯이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소위 '범위의 문제(boundary problem)'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단일 거시건전성감독기구가 시스템리스크의 가능한 모든 원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모두] 보유하려면 동 기구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필

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거시건전성기구를 둘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의 가

능성도 지적된다. 넷째, “통화정책의 경우에 비해 거시건전성정책의 표적지표

(targets)는 여럿이고 명확히 정의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사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추가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레이위원회는 기존 감독체계의 변경 없이 앞으로도 CFR이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최종 결론에 다음과 같이 도달했다(FSI

2014b, pp.233~234):11)

“[머레이]위원회는 호주가 금융안정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관 장

치를 변경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했다. ...... 그러나 이 분야에서 변경이 있어야 

할 강력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시각이다. ...... 현행 체계가 아닌 다른 

10) 본 문단의 인용문은 모두 FSI(2014a, p.3-26)에서 따왔다. 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는 호주 정책
당국의 시각은 FSI(2014a) 이전에도 Ellis(2012ㆍ2013)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다. 특히 
Ellis(201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분야로 구
분하려는 전 세계적 접근이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거시건전성정책 외에, 조세시스템, 소비자보호리짐, 시장행위감독, 환율리짐 등 ”제도 및 정책 
환경(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의 다른 여러 측면“도 결과적으로 금융안정에 함의를 가지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은 광범위한 금융안정정책체계 내부에 포함“되는 한 측면일 뿐이다(Ellis 2013,

p.2). 둘째, 금융안정정책은 통화정책 이외의 다른 공공정책들―”보건정책, 교육정책, 국방정책 또는 공
공 안전정책“―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단을 사용하여 특정 목표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틴버겐의 ”수단-목표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p.3). 셋째, ”온전한 건전성감독에는 [미시적 시각과 함께]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므로(p.4; [ ] 안은 저자 첨기) 건전성감독자의 ”사고방식(modes of thinking)“

변화와(p.7) 그에 따른 ”새로운 분석방식의 개발과 기존 감독과정으로의 통합“이(p.6) 중요한 것이지,

건전성감독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분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넷째, 금융안정에는 여러 기구가 관련
되므로 이들 기구 간 관계와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다섯째, ”[금융안정]분석을 위한 접근은 절충적이어
야 한다“(p.10). 여섯째, ”제안된 여러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회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p.11). 이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상관관계를 기초로 수단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리스크 억제
보다는 분석의 편리성이나 측정가능성을 기준으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 의사결정조직이 아닌 비공식 협의체로서의 CFR에게 거시건전성감독자로서의 조정 역할을 맡기되 
기존 감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머레이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대해, 호주 정부는 어떤 후속 
이견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결론을 공식 수용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Australian

Government(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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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기관 체계에 의한 접근이 갖는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에다, 다

수의 거시건전성수단도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금융안정정책을 위한 현행 기관장치에 대해 어떤 근본적 변경도 권고

하지 않는다. 다만, ...... [거시건전성정책체계에] 변경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금

융감독기구협의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이다.”

2. 영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통합감독자인 금융감독원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를 해체하고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 산하 기구인 

미시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과 영란은행과는 별도의 

시장행위감독자인 시장행위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각각 신설

함으로써 2013년 4월 쌍봉감독체계로 이행했다.

영국의 거시건전성감독자는 영란은행 내부의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이다(Tucker, et al. 2013; Shakir and Tong 2014).12) 「2012년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은 FPC의 주목적과 부수목적을 구분하여 규

정한다. 그 주목적은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의 수

행”이며(Section 9C(1)(a)), 부수목적은 “주목적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성장 및 고

용 목표를 포함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수행”이다(Section

9C(1)(b)). 이러한 주목적과 부수목적에 따라, “위원회[FPC]의 책임은 주로, 영국 금

융시스템의 복원력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식별ㆍ감시하며 시스템리

스크를 제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다(Section 9C(2)).

FPC는 영란은행의 전반적 금융안정 전략에 관해 이사회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

FPC는 영란은행 이사회(Court of Directors)의 독립적 하부 위원회로 분기에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영란은행의 총재(1명; 의장)와 금융안정ㆍ통화정책ㆍ건전성규제 담당 

부총재(3명) 및 금융안정 전략 및 리스크 담당 부총재보(1명), 금융행위감독원(FCA)

수장(1명), 외부 위원(재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위원 4명), 그리고 재무부 대표(표결권 

없는 1명)로 구성된다(총 10명).

FPC는 금융안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한 후, 이를 권고권과 지시권을 통해 집행한

다(Murphy and Senior 2013; Tucker, et al. 2013). 권고권은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

업 대의기구(industry representative bodies), FCA, PRA 등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13) 예를 들면, 규제범위의 확대나 지시권 확충이 필요한 경우 FPC는 이를 검

토하도록 재무부에 권고할 수 있다. 특히 FCA와 PRA에게는, FPC의 권고를 원칙적

12) 이 절에서 다루는 영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위기관리체계와 구분된다. 영국에서는 위기관리체
계가 Financial Services Act 2012(Section 65)를 근거로 재무부와 영란은행(PRA 포함) 사이에 2012년 체
결된 “금융위기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Financial Crisis

Management)”에 의해 별도로 정의된다.

13) 하지만, FPC가 “특정의 개별 피감기관”에 관련된 권고를 할 수는 없다(Tucker, et al. 2013,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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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PC와 MPC의 책무 중첩 내용

자료 : Shakir and Tong(2014), p.397, Figure 1을 재인용.

으로 준수하되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공개적

으로 제시할 의무(comply-or-explain obligation)가 부과된다. 또한 FPC는 PRA 또는 

FCA에게 특정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수단

은 재무부 시행령(Treasury order)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 PRAㆍFCA에 대한 FPC

의 지시권이 적용되는 수단에는 현재, 부문별 자본금의무(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s), 경기대응 완충자본(CCB: 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 자가주택 

담보대출 관련 LTV 상한 및 DTI 상한, 레버리지비율(다만, 동 수단은 PRA에만 적

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BoE 2015).

한편, 영란은행 내부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에는 FPC 이외에도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가 있다. FPC와 MPC는 서로 별개의 위원회이

지만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각 위원회의 정책 결정 시 상대방 위원회의 정책 

조치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도록(Shakir and

Tong 2014, p.396)―설계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우선, <그림 1>은 두 위원회가 각기 차별화된 고유의 주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일

한 부수목적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때, 두 위원회를 통

합하지 않고 주목적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 것은 각 위원회의 책임성 확립은 물론,

전문성 확립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른 주목적이 부과된 각 위원회에

게는 서로 다른 “초점ㆍ시계ㆍ분석유형”이 요구될 텐데, 이는 곧 각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사뭇 차별화된 논의와 전문성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Shakir and Tong 2014, p.398). 별개의 두 위원회는 서로 다른 각자의 주목적에 가

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각기 운용하되, 그 주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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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 결정의 전달경로 중첩

위원회 정책수단 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한 전달과정 정책목표

(a) 경기대응완충자본, 부문별 의무자본과 레버리지 의무비율을 포함.

(b) DTI/LTV 상한을 포함, 증거금 의무비율 변경과 같은 조치를 포함 가능
자료: Shakir and Tong(2014), p.399, Figure 3.

공통의 부수목적도 각기 추구한다. 이와 같은 부수목적의 중첩을 연결고리로, “때로

는 한 위원회의 조치가 다른 위원회의 주목적에 [보완적 또는 상충적]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p.398). 바로 이 점에서, 두 위원회 간 일부 책무의 중첩은 각 위원회

에게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의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한다.14) FPC와 MPC가 둘 

다 단일 기관(영란은행)에 소재하도록 설계된 데에도, 실은 “위원회 간 높은 수준의 

소통 및 상호작용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p.406).15)

두 위원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유인은 위원 구성의 중첩이다. 일부 

위원이 두 위원회 모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정보 교환”에 유리하고 상대방 위원

회의 정책적 판단 및 대응에 대한 각 위원회의 “이해 공유(shared understanding)”

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Shakir and Tong 2014, p.398).16) 영란은행 총재와 부총

14) Shakir and Tong(2014)에 따르면, FPC와 MPC 사이에는 정보흐름이 자유롭고 두 위원회 모두 영
란은행 스탭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위원회 간 정보공유 및 상
호교류의 토대는 투명성과 개방성이다. 이러한 점은 평소 두 위원회가 “활발한 대화”를(p.398) 진행해
오고 있는 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각 위원회의 브리핑 회의에 상대방 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거나 두 위원회가 합동 브리핑 세션을 운영하는 일이 자주 있다.

15) FPC와 MPC를 둘 다 영란은행 내부에 위치시켜 이들 각 위원회에게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국회 책임성을 부과한 점도 두 위원회 공통의 중요한 지배구조적 특징임은 물론이다(Shakir

and Tong 2014).

16) PRA이사회에도 FPC의 일부 위원과 MPC의 일부 위원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FPC 및 MPC의 
중첩 위원인 영란은행 총재,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및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의 3인은 PRA이사회에도 
참여하며, MPC 위원인 시장 및 은행업 담당 부총재와 FPC 위원인 건전성감독 담당 부총재 및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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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명은 FPC 및 MPC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동일인(영란은행 총재)이 이들 두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는 두 

위원회에 공식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이며, MPC의 당연직 위원인 시장 및 은행업 

담당 부총재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FPC 회의에 실제로 참석한다.

목적(책무)과 위원 구성의 일부 중첩이 두 위원회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유인이라면, 각 위원회의 정책이 파급되는 과정의 기본 속성은 

두 위원회의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내재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한 위원회

의 정책 결정은 “전달경로의 중첩(overlapping channels of transmission)”으로

(Shakir and Tong 2014, p.396) 인해 다른 위원회의 정책이 파급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결국 “각 위원회의 정책 결정 시 상대방 위원회의 

정책 조치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p.396) 의미에서 두 위원회 사이에 상호작용이 필요해진다.17) 실제로 “MPC는 

자신의 경제 예측에서 FPC 조치의 영향을 감안”하고 “FPC는 리스크 평가에서 

MPC의 경제전망을 고려”한다(Shakir and Tong 2014, p.405, Figure 4).

3. 스웨덴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스웨덴의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지난 2013년 8월 스웨덴 정부에 의해 확정 

되었다. 그 내용은, 기존 통합감독자인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

FI)이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되 재무부ㆍ스웨덴릭스은행ㆍ금융감독청ㆍ스

웨덴국가채무청 간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인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 FSC)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FI는 스웨덴의 금융시스템을 감독

하는 “전반적 책임”을 보유하며, FSC는 의사결정권 없이 거시건전성정책을 협의하

는 기관 간 “대화창구(talking shop)”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Central Banking

Newsdesk 2013). FSC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금융시장 담당 각료

(Minister for Financial Markets)를 의장으로, 스웨덴릭스은행(Swedish Riksbank,

SR) 총재,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 FI) 청장, 스웨덴국가채무청(Swedish

National Debt Office, SNDO) 청장으로 구성되며, 금융안정 이슈와 금융불균형 해

소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Central Banking Newsdesk 2013; Sveriges

Riksbank 2015aㆍ2015b). 한편, SR은 스웨덴 정부로부터 아무런 명시적 역할도 배

정받지 못했으나 시스템리스크 분석 역량을 갖춘 중앙은행으로서 FSC 참여를 통해 

수장도 PRA이사회에 참여한다(Shakir and Tong 2014).

17) 두 위원회 간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점 이외에도, 전달경로의 중첩에는 정책적 함의가 두 가지 
더 있다. 우선, “표적이 구체적이라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성격(targeted nature of macroprudential

tools)”을 감안할 때 전달경로 중첩은 “복원력을 구축하려는 FPC의 조치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
크에 대처하는 자연스런 제1방어선 역할을 한다”는(Shakir and Tong 2014, p.396) 것을 의미한다. 둘
째, 전달경로의 중첩은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제2 방어선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는 
“... 때때로 FPC의 수단이 너무 협소하거나 주어진 위협의 규모를 다루기엔 잠재적으로 불충분하다면,

통화정책이 이들 리스크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p.396)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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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정책 협의에 기여한다.18)

2013년 8월 스웨덴 정부의 결정으로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확립되기까지,

스웨덴에서는 2011년부터 수년 동안 학계와 정책계를 중심으로 정책적 검토가 공개

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Goodhart and Rochet(2011), Fiscal Policy

Council(2011), IMF(2011), Bernttson and Molin(2012), Financial Crisis

Committee(2013) 등의 정책연구가 포함된다. <표 1>은 이들 각 연구가 제안한 모형

(안)의 주요 특징과 장ㆍ단점을 개관한 내용이다.

우선, Goodhart and Rochet(2011)는 BIS(2011)가 제시한 거시건전성감독자의 4개 

모형(안)을 스웨덴의 구체적 맥락 속에 각기 대입하여 그 특징과 장ㆍ단점을 평가한 

후, 스웨덴에 적합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로 모형1(시스템리스크협의회의 정책 권고

와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의 분산)과 모형3(거시건전성정책은 SR이, 미시건전성정책은 

FI가 각각 관장)을 권고했다.

둘째, Fiscal Policy Council(2011)은 모형1(SR의 금융안정 책임을 강화하고 그 수

단을 보강)과 모형2(금융안정협의회의 정책 권고와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의 분산)을 

제시ㆍ권고했다(Goodhart and Rochet 2011).19) Fiscal Policy Council의 모형1/모형

2는 각기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3/모형1과 유사한 내용이다.

셋째, IMF(2011)은 FSAP 평가를 통해, 스웨덴에서는 금융안정 책무가 여러 기구

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각 기구의 운영상 독립성이 보장된 가운데 “기구간 

금융부문 정책 및 조치의 조정을 담당할 중심기구(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할 협의

체(consultative body)로서의 시스템금융안정협의회 신설을 권고했다(p.18). IMF의 

이러한 권고는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1 또는 Fiscal Policy

Council(2011)의 모형2와 유사한 내용이다.

넷째, Berntsson and Molin(2012)은 스웨덴의 현행 금융감독 기관구조를 여건으로 

여기에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접목하기 위한 모두 5개의 가능한 방식에 관한 모형

(안)을 제시한 후, 이들 가운데 모형1(SR위원ㆍFI위원ㆍ독립위원이 참여하는 스웨덴 

의회 산하 의사결정기구)과 모형4(거시건전성정책은 SR이, 미시건전성정책은 FI가 

각각 관장)의 2개 모형(안)을 권고했다. Berntsson and Molin의 모형1은, 선행 3개 

정책연구가 각기 제안했던 ‘권고를 위한 다기구 협의체(권고체)’ 유형과는 두 가지 

점―권고체가 아니라 의사결정체(decision-making body)를 제안한 점과, 독립위원을 

논외로 하면 SR과 FI만 참여하는 2기구 협의체를 제안한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난다. 특히 후자의 차이는 “릭스은행[SR]과 금융감독청[FI] 둘 다 거시건전성정책에

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Berntsson and Molin(2012)의 관점―거시건전성

정책은 비상시의 위기관리가 아닌 “평상시의 예방적 업무”이므로 MoF 및 SNDO가 

18) 스웨덴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위기관리체계와 구분된다. 스웨덴의 위기관리체계는 2009년 5월 
체결된 “금융안정 및 위기관리 부문의 협력에 관한 재무부ㆍ스웨덴국립은행ㆍ금융감독기구ㆍ국가채무
청 간 양해각서”에 의해 별도로 정의된다.

19) 본 저자가 Fiscal Policy Council의 2011년 정책연구 자료 자체를 직접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문단은 Fiscal Policy Council의 2개 모형(안)에 대한 Berntsson and Molin(2011) 논의의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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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각 모형(안)의 특징 및 장ㆍ단점 등 비고

Goodhart
and

Rochet
(2011)

- 모형1: 시스템리스크협의회 (Systemic Risk Council) 신설
§ 특징: SRㆍFIㆍSNDOㆍMoF가 참여하는 권고기구; SR 등 각 참여
기구는 “자신의 수단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보유(p.40)
§ 장점: 각 기구의 정책결정 및 활동이 여타 기구의 결정 및 활동과 
명확히 분리됨 ⇒ “평판리스크와 법률리스크에서 SR을 보호”(p.40)
§ 단점: “기구간 충돌의 관리”가 쉽지 않음(p.40)

권고
(안)

- 모형2: 거시건전성정책기구 신설 ⇒ “비합리적”(p.40)
§ 단점: 비용부담 가중; 감독체계 복잡성에 기인하는 비효율 초래
- 모형3: SR이 거시건전성감독을 관장 (FI는 미시건전성감독을 관장)
§ 장점: 물적ㆍ인적 자원 절약; SR의 ESRB 내 영향력 증대
§ 단점: ‘민주적 통제’ 문제; 거시건전성정책ㆍ통화정책ㆍ미시건전성
정책 간 상충 위험 ⇒ SR 내 다기구협의체 설치를 통해 상충개선 
가능

권고
(안)

- 모형4: SR이 거시건전성 및 미시건전성 정책을 모두 관장
§ 장점: “규모ㆍ범위 경제”(p.43); 중앙은행 위상ㆍ권한ㆍ독립성 강화
§ 단점: 권한 집중 ⇒ “스웨덴의 동 모형 수용은 곤란할 듯”(p.43)

Fiscal
Policy

Council
(2011)*

- 모형1: SR의 금융안정 책임을 강화하고 수단을 보강 ⇒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3과 유사(Berntsson and Molin 2012)

권고
(안)

- 모형2: 시스템리스크 분석 및 정책수단 권고를 위한 금융안정협의
회(Fiscal Stability Council, FSC) 신설 ⇒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1과 유사하나, 다음의 차별적 특징이 있음
§ 차별적 특징: “시스템리스크에 명확한 초점을 둔 청장”이 “적극적 
경고의 목소리”를 내도록 FSC 사무국에 청장직(Director General) 신
설을 제안(Berntsson and Molin 2012, p.60)
§ 단점: 협의회 사무국의 시스템리스크 분석은 협의회 참여기구의 
업무와 중복; FSC 등장으로 SR이 금융안정 책무에 소홀해질 우려;
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협의회의 권한이 결여

권고
(안)

IMF(2011)

- 모형: 시스템금융안정협의회(Systemic Financial Stability Council,
SFSC) 신설 ⇒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1과 유사
§ 취지: 스웨덴에서는 금융안정 책무가 SRㆍFIㆍSNDOㆍMoF에 분
산되어 있어서 정책의 조정(coordination)을 담당할 중심기구(focal
point)가 필요
§ 특징: SRㆍFIㆍSNDOㆍMoF의 각 수장과 독립위원이 참여; “각 참
여기구가 고유 책무 수행에서 가져야 하는 법적 독립성”을 위해 
SFSC는 협의체일 필요; “협의체 위원들의 논의ㆍ포지션ㆍ약정에 대
한 대국회 보고를 포함하는 공개적 책임성”을 SFSC에 부과할 필요  

권고
(안)

Berntsson
and

Molin
(2012)

- 모형1: “의회(Riksdag) 산하의 별도 의사결정기구” 신설(p.76)
§ 특징: SR위원, FI위원과 독립위원 참여; 동 결정기구는 자신이 가
진 “거시건전성 ”본연의(pure)“ 수단 사용에 관한 결정권”과, FI에게
는 그 수단의 사용에 관한 ‘원칙준수/예외설명 의무가 딸린 권고권’
을 보유(p.76); 동 결정기구는 거시건전성수단을, FI는 미시건전성수
단을 각각 갖지만, SR의 거시건전성수단은 없음
§ 장점: 동 결정기구의 별도 신설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의 책임성 
명확화; SR과 FI 각 기구의 차별화된 전문성 활용; 두 기구 간 견제
균형 유지; 각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 필요시 의회 승인을 거
쳐 동 결정기구 본연의 수단 확충이 가능 

권고
(안)

- 모형2: “의회(Riksdag) 산하의 별도 권고기구” 신설(p.77)
§ 특징: SR위원, FI위원과 독립위원 참여; 타 기구 소유의 수단 사용
에 관한 ‘원칙준수/예외설명 의무가 딸린 권고권’을 보유; 동 권고기
구는 아무런 수단도 소유하지 않으며, FI는 미시건전성수단을, SR은 
거시건전성수단을 각각 보유
§ 단점: 자신만의 수단이 없는 권고기구는 권한이 “취약”하고 위상

<표 1> 스웨덴 거시건전성감독자 모형(안): 관련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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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tsson
and

Molin
(2012)
-계속

이 “불명확”(p.77); 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권한의 결여; 거시건전성 
소관 당국의 실질적 부재로 책임성 및 투명성 취약
§ 장점: 각 기구의 차별화된 전문성 활용; 두 기구 간 견제균형 유
지; 각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
- 모형3: “FI에 대한 권고권을 SR이 보유”(p.78)
§ 특징: FI는 미시건전성ㆍ거시건전성수단을 모두 보유하나, SR은 수
단이 없음
§ 단점: 모형2의 단점이 모두 그대로 적용됨; 거시건전성정책의 결정
과정에 각 기구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활용되지 않음; 두 기구가 각
기 건시건전성정책의 분석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업무중복
과 자원낭비를 초래; FI는 정부관청이므로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정치
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 국제적 네트워크 면에서 FI는 SR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
§ 장점: 미시건전성ㆍ거시건전성수단을 모두 보유한 FI는 최적수단의 
선택이 가능
- 모형4: “Riksbank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p.79)
§ 특징: SR은 거시건전성수단을, FI는 미시건전성수단을 각각 보유하
며, SR은 FI에게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의무가 딸린 권고권’을 발동
§ 단점: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 미시건전성정책 결정이 각기 별개로 
진행되며 두 기구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미활용
§ 장점: 책임성 명확화; 정치적 독립성 유지;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활성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가능한 상충에 대한 SR 집행
위원회의 대처가 가능

권고
(안)

- 모형5: “FI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p.79) ⇒ SR의 역할이 없는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p.79)
§ 단점: FI가 정부조직이어서 정치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 FI의 국제
적 네트워크가 SR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 SR의 공식적 역할이 없
더라도 SR은 “거시건전성업무와 유사한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중복”이 초래됨(p.80); 거시건전성 관련 분석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희소한 스웨덴(소국경제)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품질
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음(p.80)
§ 장점: 책임성 명확; 미시건전성ㆍ거시건전성수단을 모두 보유한 FI
는 최적수단 선택이 가능

Financial
Crisis

Commis-
sion

(2013)

- 모형: FI와 SR이 각기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하되, 각 기구는 자신
의 수단 사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법정 거시건전성협의체에서 상대 
기구와 의무적으로 협의
§ 모형 설계의 기본 전제: FI와 SR의 합병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각 거시건전성수단은 보유기구가 독자 관장; 거시건전성정책구조에
는 FI 및 SR의 역량이 둘 다 긴요 
§ 협의체 구성: SR위원(수장 및 대표 2인), FI위원(수장 및 대표 2인),
독립위원 2인, 재무부 대표 1인(옵저버) 등 총 7인이 참여
§ 협의체 성격: “공개 논의를 통해 모든 관련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가 발표될 수 있어야” 하며, 협의체는 “당국간 
협상을 위한 폐쇄된 포럼”이 아님(p.14)
§ 거시건전성수단의 배정 및 사용: 새로 개발되는 수단은 두 기구 
중 하나에 배정; 기존 수단은 두 기구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결정 

권고
(안)

* Fiscal Policy Council 모형(안) 2개에 대한 Berntsson and Molin(2011)의 논의를 요약함
자료: Goodhart and Rochet(2011); IMF(2011); Berntsson and Molin(2012); Financial Crisis

Commissio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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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협의체에 참여해야 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관점―에 기인한다(p.68).

Berntsson and Molin이 권고한 또 하나의 모형4는 Goodhart and Rochet(2011)의 

모형3 또는 Fiscal Policy Council(2011)의 모형1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섯째, 스웨덴 정부가 2011년 임명한 금융위기위원회(Financial Crisis

Commission, FCC)는 2013년 1월 자신의 중간보고서(FCC 2013)에서, FI와 SR은 각

기 자신이 보유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독자적으로 관장하되 각 기구가 자신의 

정책 수단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대 기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장치인 

법정 2자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이와 같은 FCC 모형(안)에 대해 SR

과 FI는 각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그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SR에 따르면, FCC의 제안은 “시스템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조치의 주체

가 모호(사전적 책임의 모호성)”하고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또한 

모호(사후적 책임의 모호성)”하다(Sveriges Riksbank 2013, p.1). 이에, SR은 자신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단독 관장하되, “FI의 역량을 활용”하기(p.2) 위해 FI와의 협력장

치를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책임의 명확한 배분과 충분한 의사결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확실한 책임과 ... 잘 정의된 정책 수단을 갖춘 단일 

거시건전성정책기구(one macroprudential policy body)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시스

템리스크 분석 역량', '업무 수행 상 자원효율성‘, ’국ㆍ내외 인접 정책분야와의 상호

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할 단일 기구로 SR이 최적이라는 주

장이다(Sveriges Riksbank 2013, p.4). 다음으로 SR은 “스웨덴 의회 및 정부가 통상

적 절차를 거쳐”(p.1) 자신에게 배정한 수단이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민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 및 책임성의 관점에서 2 가지 대안적 의사결정 방식이 가

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자신이 소수(예를 들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포함한 2~3개)

의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갖는 경우에는 “General Council과의 협의 하에 Executive

Council”이(p.4) 결정을 내리고, 그보다 많은 수효의 수단을 갖는 경우에는 

“Riksbank 내부에 특별히 구성된 의사결정위원회”가(p.2)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때 전자의 경우, SR은 소수의 정책 수단들이 경기대응적 거시건전성 수

단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이 원래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을 

다루는 거시금융 전문기구인데다, “통화정책과의 조정 필요성도 시계열 차원의 수

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p.11)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의사결정위

원회에는 SR위원과 FI위원이 참여하되 외부위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SR은 보았다.

한편, 당시 FI 청장(M. Andersson)도 FCC 모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Andersson(2013)에 따르면, 미시건전성감독과 거시건전성감독은 서로 “초점이 다

를”뿐, “시스템리스크도 결국 개별 기업의 규제감독을 통해서만이 다뤄질 수 있“다

는 점에서 “효과적 감독에는 두 가지 접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11). 결국 

“감독업무를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으로 나누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p.12). 이

러한 관점에서 Andersson(2013)은, FI가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되 관련 당

국에게 원칙준수/예외설명 의무가 딸린 권고권을 행사하는 거시건전성정책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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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 협의체에 SR과 FI가 참여하는 점은 분명히 

했으나, MoF 등 여타 당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와 같이 2011년부터 수년간 다양한 정책연구 및 논쟁이 진행된 이후, 2013년 8

월 스웨덴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FI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관

장하기로 하고, 4개 관련 당국간 의견교환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C)를 설치한다

는 것이 그 골자였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을 뿐

(Central Banking Newsdesk 2013), 그 구체적인 배경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책 결정에서 SR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erntsson

and Molin(2012, p.79) 외에는 다른 어떤 정책연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이론적 

가능성(theoretically possible)”이 스웨덴의 현실로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

월부터 FSC가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Council for Cooperation on Macroprudential

Policy, CCMP)를 대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CCMP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CCMP는 2012~13년 기간 중 SR과 FI가 

참여했던 2기구 협의체로 그 설치 근거는 SR과 FI가 2012년 1월 체결한 2자간 양해

각서였다. 동 양해각서는 위기예방 차원에서 거시건전성정책 분야의 두 기구 간 협

력체계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의한 4자간 양해각서

(2009.5)를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Finansinspektionen and Sveriges

Riksbank 20012). 또한, CCMP는 원래 4자간 양해각서에 명시된 위기관리기구로서

의 '협의그룹(consultation group)'이 실제로 신설되는 시점까지 가동하기로 한 임시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었다(Sveriges Riksbank 2014). CCMP는 SR 총재(의장), SR

부총재 1명, SR 금융안정국장, FI 청장, FI 수석경제학자 및 FI 수석법률자문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었고 사무국은 SR에 두고 있었다. 2014년 1월 FSC로 대체될 

때까지 CCMP는 “거시건전성정책 분야의 분석을 논의하고 수단 및 방법을 개발하

기 위한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Sveriges Riksbank 2015a).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웨덴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형성과정에서 CCMP의 성

립은―비록 2년 동안만 존속했지만―자연스런 진화의 결과(evolutionary outcome)였

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제도적 여건 하에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

행을 위해 중앙은행인 SR과 감독당국인 FI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치

가 바로 CCMP였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의 양대 중심기구―전문적 역량을 갖

춘 SR과 정책 수단을 보유한 FI―가 자발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CMP를 설

치한 만큼, 그 장치의 성립에는 시스템리스크의 방지라는 정책적 고려 이외에 다른 

어떤 맥락(예를 들면, 정치적 맥락)도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CCMP는 ‘스웨덴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가장 단순화된 핵심(core)이 중앙은행

과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2기구 협의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스웨덴의 CCMP

사례는 IV장에서 논의할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모색에도 중대한 시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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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모색

앞서 살펴본 대로 거시건전성정책은 목표, 수단, 파급경로와 분석방법 등 여러 측

면에서 다른 정책들과 상당히 중첩되거나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일국

이 어떤 구체적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운영하든,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이 평소 여타 

정책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ㆍ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기구들 사이의 협력 

및 조정 과정에는 이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적 요인이 끼어들기 쉽다. 그러므로 일

국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III

장에서 살펴본 3국의 사례에서는 물론이고, 일찍이 BIS(Central Bank Governance

Group)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분야에서 중앙은행 책무에 대한 재검

토가 ... 갖는 구체적 지배구조적 함의를 평가”하도록 Study Group(의장: S. Ingves)

에게 연구를 위촉했던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BIS 2011, p.v).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

면서 각국이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모두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향한다는 점

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동 정책체계의 설계 및 운영방식에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앞서 검토한 3국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글이 검토한 내용―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이 세계적

으로 보급된 기본 배경과 동 정책체계가 구체화하기까지의 3국 사례―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모색하기로 한다.

1. 현재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따로 필요한 상황인가?

이 문제에 대한 호주 머레이위원회의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III장 참조), 우리나

라에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현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어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거시건전성정책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동 정

책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영제

(2012)는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그림 3>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에서, ‘경제금융대책회의’(별칭: ‘서별관회의’ 또는 ‘경제현안회의’)는 경제부총

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비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의체로서, 법률적 설치근거는 

없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는 5개 금융안정 관련 공공기관―한국은행, 기획재정

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부기관장이 참석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ㆍ점검하고 기관간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체이다. 동 회의는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금융

업무협의회’를 상기 5개 기관의 부기관장 합의(2012.7.20)로 통합하여 만들어진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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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자료 : 조영제(2012)

협의체(의장: 기획재정부 차관)로, 한은ㆍ금감원ㆍ예보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이견도 동 회의체에서 조정된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거

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12.9.7 제정; 2015.1.28 일부개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20) 동 훈령에 따라 회의는 정례회의(매분기 1회)와 수시회의(2인 

이상의 위원 요청)로 구분되고, 자체 의결을 통해 산하에 ‘실무회의’를 설치할 수 있

다. 한편, <그림 3>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은과 기재부 간에는 거시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해 부기관장급(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제1

차관) 비공개 회의인 ‘거시정책협의회’가 2011년 7월부터 매월 1회 열리고 있다. 물

론 이 회의체도 임의기구일 뿐이며 법률적 설치근거는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책무/권한/기능을 명시적으로 전담

하는 공식 기구나 회의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 정책 관련 책무/권한/기

능이 여타 거시 및 금융 현안과 함께,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실무회

의 포함) 또는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현행 비공식 장치가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최근(2014.8)의 우리나라 

LTV(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

환비율) 조정 사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21)

2014년 7월 2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

정ㆍ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2014a). 이 방안에는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

2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만료 이전에 이를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존속기한은 현재 2016년 12월 31일로 자체 훈령에 명기되어 있다. 다만, 동 회
의체의 존속기한이 이미 한 차례 갱신된 바가 있고, 현재로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한시 조직이라 간주하기는 어렵다.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TV와 DTI는 각기 개별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변수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5a)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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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제의 해결”을 위해 LTVㆍDTI 규제완화 조치―LTVㆍDTI의 상한을 각각 70%,

60%로 일원화하고 “DTI 산정시 ...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확대(10

년 →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p.6, p.16).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각 지표 상한의 

조정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

치였다(p.6). 이후 기준금리의 순차적 인하(2.50% → 1.75%)와 함께 동 완화 조치가 

지금까지 가계부채 증가세의 확산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와 

같다(예를 들어, 한국은행 2015b).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3개 회의

체―즉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실무회의 포함) 또는 거시정책협의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당시의 LTVㆍDTI 비율 변경(안)을 의제로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확인된 바 없다. 다만 당시 금융감독원의 LTVㆍDTI 비율 변

경 관련 행정지도안이 금융위원회 서면회의(2014.7.28)에 사전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2014년 8월부터 실시된 동 조치는 절차적 형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22) 하

지만 2014년 7월의 LTVㆍDTI 비율 변경에 관한 결정을 둘러싼 당시 ‘새 경제팀’

내부의 사전 논의과정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구체적으로, 3개 비공식 회의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혹은 만에 하나 작동했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라면―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총재가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보고받았

을 뿐이다.23) 이는, LTVㆍDTI 비율 변경을 놓고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상황 판단

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표명의 기회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사전적 내부 검토조차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는 이 글의 III장에서 논의한 호주의 현실―법률

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비공식 협의체(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금융감독

기구협의회)가 거시건전성에 관한 정책적 이슈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다는 머레이

위원회의 공식 의견(Financial System Inquiry 2014aㆍ2014b)에서 짐작할 수 있는 

호주의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가 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영제(201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근거를 가진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제대로 마련

22) 현행 LTV․ DTI 규제 체계를 보면 「은행법」 제34조, 「보험업법」 제123조 등 각 업권별 기본
법 및 시행령의 건전경영지도 관련 조문 등을 근거로 LTV DTI 규제를 업권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LTV․DTI 규제비율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로 정하고 있다. LTV의 경우 은행 보
험은 각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10%p 범위 이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행정지도가 적용되고 있
으며, 기타 업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은 감독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행정지도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은행 보험은 감독규정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를 제외한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LTV를 정하고 있으나, 기타 업권의 감독규정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TI의 경우 모든 업권의 감독규정에서 투기지
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만 적용되고 있다.

23) 금융감독원장에 의한 LTVㆍDTI 비율 관련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9인 행정위원회)의 의결 안건이 
아니라 보고 안건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동 비율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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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4)

2. 어떤 유형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글이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사후적 위기관리가 아닌 사전적 위기예방을 도모

하는 정책체계로 간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I장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이

와 같은 이 글의 시각은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BISㆍFSBㆍIMF(2011)의 표준적 정

의는 물론, 동 정책체계에 대한 BIS와 IMF 등의 기본 접근(예를 들어, BIS 2011,

IMF 2014, Nier, et al. 2011 등)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또한, 호주ㆍ영국ㆍ스웨덴의 

3국도 각기 위기예방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주된 초점을 맞춰 자국의 거시건전성정

책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III장 참조).25)

거시건전성정책을 위기예방 차원으로 정의하면, 동 정책체계의 핵심 주체는 일반

적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로 집약된다(Berntsson and Molin 2012).26)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안정 즉 물가안정ㆍ금융안정ㆍ실물안정을27) 총괄하

는 거시전문 기구(macro agency)로서 거시건전성 이슈를 보는 분석적 관점을 제시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는 데에다 다른 기구에 비해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이며,

24) 이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통한 책임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5) 사전적 위기예방이 독자적 정책체계(stand-alone policy framework)를 필요로 하는 정책기능이라 
간주하는 이 글의 접근과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일부는 사전적 위기예방과 사후적 위기
관리를 모두 관장하는 하나의 다기구 협의체(multi-agency council)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윤석헌 외
(2013, p.87)는 “금융감독유관기관들 간 협조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 시스템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
후적 대응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을 의장으로 한은 총재, 두 감
독기구[쌍봉모형 도입에 의해 분리ㆍ신설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내부 위원회의 위
원장, 예보 사장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전성인 
외(2015)도 “금융감독유관기구들 간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거시건전성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p.6) 동시에 ”[동]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위기 
발생시 그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힘으로써, 2년 전 윤석헌 외(2013)의 접
근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협의회는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융건전성감독원장, 금융시장감독원장 및 
예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6인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재부
장관[이]... 부의장은 한은총재“가 각각 맡는 것으로 새롭게 제안한다.

이와 같이 위기예방정책체계와 위기관리정책체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일부 연구의 접근은 ”거시건
전성정책[위기예방]과 위기관리는 별개의 정책기능으로, 이들 기능은 각기 별개의 기관체계
(institutional frameworks)로 설계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IMF(2014, p.22)의 대(對) 한국 FSAP 권
고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은 상치(相馳)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평소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
리고/또는(and/or)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위기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위기대응이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공적자금 관련 의사결정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상시 
위기예방 차원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운영 과정에서 정부는 핵심 주체가 아니다. Berntsson and

Molin(2012)은 스웨덴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 정책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두 기구가 각각 스웨덴릭스은행(Swedish Riksbank)과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이
라는 시각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스웨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일반적
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의 속성 상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핵심 기
구라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관한] 모든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정책협력을 강력히 주문하며 이를 위한 법적 협의제
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김진호(2013, p.51)의 언급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7) ‘실물안정’이란 “경제성장과 고용 등 거시경제안정의 실물적 측면”을 가리킨다(김홍범 2015, p.15,

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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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는28)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개별 시장의 순조로운 작동을 도모해

야 하는 미시건전성감독자이자 시장행위감독자로서 자신의 미시건전성 시각을 거시

건전성 시각으로 보완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정책 이행

을 위한 주된 수단인 미시건전성ㆍ시장행위 감독 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BIS(2011)에 따르면 일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네 가지 유형―다기구 협의체

(거시건전성정책 책임의 분산) 유형; 중앙은행도 금융감독기구도 아닌 별도의 기구

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유형;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하되 미시

건전성감독기구는 별도로 존재하는 유형; 중앙은행이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정

책을 모두 관장하되, 시장행위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한 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작동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편적 관점을 기초로, 이 글은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는 법정 협의체 유형(이하, 2자 협의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의 총 3인 참여)을29)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거시

건전성정책체계로 제안한다. 이 글이 이러한 제안에 도달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글은 거시건전성정책의 핵심 주체인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이외에 관련 

정책당국―예를 들어 정부와 예금보험기구 등―까지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다기

구 협의체(multi-agency council) 유형은 우리나라에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30) 사실, 관련 정책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기구 협의체 유형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현실적 해법으로 볼 수 있다(Litan 2009; Smaghi 2009). 하

지만, 다기구 협의체가 의미하는 “[거시건전성정책] 책임의 분산(shared

responsibilities)으로 인해 책임의 초점이 불분명해질 수 있[고] ...... 조정메커니즘 자

체가 성가신 부담이 되거나 불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BIS 2011, p.62). 특히 다기

구 협의체가 결정권 없이 자문기구로만 기능하는 경우에는, “기구간 경쟁

(inter-agency rivalries)이나 그에 대한 우려로 조정기구의 유효성이 저해되기 쉽[고]

...... 위기 전망이 낮은 경우에도 위기를 경고하려는 유인을 갖기 쉽다”(BIS 2011,

p.62). 한편, 다기구 협의체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을 내세워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정책을 포함하는 여타 정책분야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Vinãls 2011). 또한, 다기구 협의체에 정부(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에는 태생적으로 단기 정책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부가 다기구 협의체를 지배

할 위험이 커진다.

다기구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기구의] 고유 책무에 

28) 이 글에서 말하는 금융감독기구는 편의상 통합감독자(integrated regulator)로 가정하기로 한다.

29) 동 협의체를 참여기구의 숫자로만 보면 3자 협의체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분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감독당국으로 보아, 동 
협의체를 한국은행-감독당국이 참여하는 2자 협의체로 부르기로 한다.

30) 이 글의 III장에서 검토한 스웨덴의 FSC나 호주의 CFR이 다기구 협의체의 실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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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차별화된 시각과 기능이 ... 상위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자연스럽게 조정

되”어야 한다(김홍범 2004, p.116).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기

구들 사이에 “보유 권한의 크기와 강도에 따른 수직 위계”가(p.115) 전반적인 협력

ㆍ조정의 방향과 내용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31) 또한,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 배타적 경쟁에 익숙한”(p.115)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기관 간의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가 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합리성과 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다기구 협의체 유형에 내재된 각종 위험은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는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기 쉽다. 이와 같이 기구간 조정의 문제

(inter-agency coordination problems)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구를 최소한―핵심 주체인 한국은

행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은행도 금융감독기구도 아닌 별도의 기구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

는 유형을 검토해보자. BIS(2011, p.60)의 평가대로, 동 유형을 채택하면 “[거시건전

성 관련] 분석과 의사결정을 단일 기구로 집중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나 금융감독기구가 아닌 제3의 전담기구는 자신의 정책수단이 전무하므로 거시건전

성정책의 이행(implementation)은 여전히 여타 관련 기구들의 몫으로 분산될 수밖

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장치의 순편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를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동 

유형을 고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셋째,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하되 미시건전성감독기구는 별도로 존재

하는 유형을 생각해보자. 만약 일국의 중앙은행과 미시건전성감독기구, 그리고 제3

의 전담기구 중 어느 한 기구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해야 한다면, 중앙은행이 관

장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BIS(2011, p.62)에 따르면 이러

한 시각은 다음 두 가지 인식을 반영한다: “(1) 미시/기관 분석(micro/institutional

analysis)을 중앙은행의 지배적 초점에 접목시키는 것에 비해, 거시/시스템적 분석

(macro/systemic analysis)을 미시건전성감독기구의 지배적 ... 초점에 접목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인식; (2) 별도의 거시건전성정책 전담기구가 내린 사이클 관련 

판단이 중앙은행이 내린 판단과 충돌하여 빚어지는 결과는, 별도의 미시건전성감독

자와 중앙은행 간 시각의 차이로 빚어지는 결과에 비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

BIS(2011)과는 상이한 맥락이긴 하지만, Smaghi도 미시건전성감독기구보다는 중앙

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관장하는 쪽이 더 낫다고 본다. 그 이유는, “통화정책과 

31)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구간 논의에서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
오는 결과가 “일방적ㆍ하향적 회의체 운영”이라는 것이다(김홍범 2013, p.162). 그와 같은 현실이 빚어
낸 대표적 사례로 2003~2004년 신용카드사태를 들 수 있다. 동 사태는 한마디로 재정경제부의 내수진
작 정책기조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이 종속되어 초래되었다(김홍범 2004ㆍ2006). 당시 
신용카드사태 전후의 여러 해 동안, 구 재정경제부 차관, 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
재의 3자가 참여하는 금융정책협의회가 매분기 2~3회 열렸었다. 동 협의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비
공식 모임이었으며, 의제설정 및 선도 기관은 구 재정경제부였다. 당시 동 협의회의 운영상으로부터 
이 글이 말하는 ‘일방적ㆍ하향적 회의체 운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
홍범(2004, 특히 pp.99~10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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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감독 간 잠재적 이해상충의 정도보다는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 간 잠재적 이해상충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2)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맡는 쪽이 미시건전성감독기구나 제3의 

전담기구가 맡는 쪽에 비해 더 낫다고 해도, 그보다는 2자 협의체 장치가 우리 사

회에서 무리가 적다는 것이 이 글의 시각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거시전문 기구’인 

데에다 이미 법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당국으로서

의 가능성을 생각해봄직도 하다. 하지만, 미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단 이외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별도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태에서 거시건전성감독자로서의 

중앙은행이 거의 모든 수단을 보유한 미시건전성감독당국에게 지시권/권고권을 행

사한다면, 그 자체가 기관간 마찰이나 영역다툼(turf wars)을 야기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상한 중앙은행들로서는 지시권/권고

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난점을 감안할 

때, 미시건전성감독자가 아닌 중앙은행에게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기는 것은 어느 나

라에서나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기에 예외가 아

닐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한국은행이 국무총리 소

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에게 특정 수단의 이행에 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란 기관간 수직 위계가 중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요컨대, 향후 금융감독 개편으로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이 단일 공법인(공적 민간기구)으로 통합되는 시점에서라면 혹시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기구화 가능성을 생

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끝으로, 중앙은행이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모두 관장하되, 시장행위감

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유형은 2013년 4월 실시된 감독체계 개편 이후의 영국 

사례에 해당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깨워준 교훈 중 하나를 구체화한 것으

로 해석된다(Melecky and Podpiera 2015).33)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집중되면 “관련 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각각의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해볼 

32) Smaghi(2009)의 시각을 정리한 김홍범(2009), p.123, 각주 8의 일부를 재인용했다.

33) Melecky and Podpiera(2015, p.2)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다수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거시건전성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큰 그림은 
다수의 작은 조각들(small pieces) 및 이들 간의 상호연계성에서, 즉 시스템의 미시구조(microstructure)

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은행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시스템적 부분
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이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분리된 상태는 금융안정의 촉진을 위해 최적이 아닐 
수 있다(suboptimal).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 점을 깨닫고 최근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
성 감독을 자국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감독과 함께 같은 지붕 아래로, 다시 말해 중앙은행[영란은
행] 내부로 위치시켰다.” 물론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이 거시건전성 감독과 함께 중앙은행 울타
리 안에 있는 구조가 더 나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론적ㆍ실증
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lecky and Podpiera(2015)는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경험
적 증거를 제시하는 최근의 일부 문헌에 대해 간략히 리뷰한 후, 미시건전성 감독의 중앙은행으로의 
이관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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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동일 기관 내에서도 정보가] 부서간 경계를 넘기가 쉽지 않고 일

부 경우에는 부서간 경계를 넘는 일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며] ...... 경영진의 주의산

만 리스크와 평판전염 리스크가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 난점으로 인해 기능 집중의 

잠재적 이득이 실제 이득으로 실현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또한, “정치과정으로부터 

거리를 둔 단일 기구에 복수 기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우려도 존재한다

(BIS 2011, pp.65~66).34)

우리나라에서 동 유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금융감독개편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현행 통합감독체계는 쌍봉감독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쌍봉체계란 중앙은행 내부에 미시건전성감독을 존치하되 중앙은행 외부에 시장행위

감독기구를 위치시키자는 내용이므로, 수년전 우리나라 감독개편 논쟁

(2012.6~2013.6)에서 쌍봉모형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제안(예를 들면, 윤

석헌 외 2012)―미시건전성감독기구와 시장행위감독기구를 상호 분리하되 둘 다 중

앙은행 외부에 두자는 내용―과는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서는 물론 실물안정

에서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위기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고 그럴만한 

근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의 통합모형을 포기하고 

미시건전성감독을 한국은행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대규모 감독개편의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론적 기초와 경험적 증거가 지금은 

이렇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3.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의 세부 설계

이제 한국은행과 감독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법정 거시건전

성정책기구로서의 2자 협의체(가칭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로 한다. 이 글은 동 협의회를 초기 모형 즉 제1단계 모형으로 운영하다가, 적절한 

미래 시점에 제2단계 모형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제시한다.

(1)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 제1단계 모형(안)

일반적으로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decision-maker)이거나 공동 분석 및 유관기

관 압력을 위한 조직(vehicle for joint analysis and peer pressure)”일 수 있다(BIS

2011, p.56). 전자는 결정권(지시권)을 보유하지만 후자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지시권이 아닌) 권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35)

34) 본 문단에 나오는 모든 인용문은 BIS(2011), pp.65~66에서 따왔다.

35) 현실에서는 동일한 조직이 사안에 따라 지시권 또는 권고권을 발동하는 일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논의한대로,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는 재무부 시행령에 지정된 특정 거시
건전성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미시건전성감독원(PRA)/시장행위감독원(FCA)에게 지시권을 행사하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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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는 지시권이 없는 권고 기구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협의체의 권한이 강력할수

록 그 책임성도 커지겠지만, 참여기구의 독립성이 그만큼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BIS 2011, p.67). 둘째, 한국은행 소유로 공식 인정된 거시건전성정책수

단이 없는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의 지시권 발동 대상은 감독당국일 뿐이

므로, 지시권 발동 자체가 참여기구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시권이 없는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가 조정기구로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의무(comply-or-explain obligation)가 딸린 공개적 권

고권이 동 협의회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 내부의 의사결정에는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동일한 

비중(1:1)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감독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두 기구에게 각각 투표권을 주기보다는 감독당국을 단일 기

구로 취급하는 것이 조정기구로서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요하다. 이 때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2자로 구성되므로,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투표를 해도 과반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2자 

협의회의 의사결정에는 투표가 아닌 ‘협의(consultation)’와 ‘승인(positive

endorsement)’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 도입될 필요가 있다.36)

우선, 한국은행이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조치를 제안하는 안건37)을 협의회

에 부의하면 회의를 통해 감독당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감독당국

이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 조치를 제안하는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하면 회의를 

통해 한국은행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물론 2자 협의회이므로 회의를 개최하면 

자동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

성정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므로38)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국

은행이 감독당국의 조치에 관한 제안을 하고 이를 감독당국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감독당국이 스스로 자신의 조치를 제안하는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하면 회

의를 통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스스로 

자신의 조치를 제안하는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하면 회의를 통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머지 수단에 대해서는 권고권을 행사한다.

36) 협의나 승인과 같은 다기구 협의체의 다양한 조정방식에 대한 간결한 설명은 BIS(2011), p.59의 
Box 5를 참고하기 바란다.

37) 이 때, 협의회가 다루는 안건의 범위는 거시건전성정책 조치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관한 IMF(2014)의 FSAP 권고에도, “통화정책 수행에서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독립성을 거
시건전성정책체계가 훼손하지 말아야” 하므로 “협의회가 논의하는 안건의 범주에서 통화정책을 명시
적으로 제외”하거나 “협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한국은행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다.

38) 현행 「한국은행법」 상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에는 ‘금융정보 접근’,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 제한’, ‘긴급유동성 지원’,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 등이 포함된
다. 그러나 이들 수단의 대부분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가 부과된 시점(2011년) 이전에 물가안정
을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던 통화정책 수단들로서 금융안정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그나
마 사전적 위기예방이 아닌 사후적 위기관리 차원의 수단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효과적 수단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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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얻어야 한다.

요컨대, 일방이 상대방에게 조치의 이행을 제안하는 안건(교차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면 되고, 자신의 조치 이행을 스스로 제안하는 

안건(자율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차안건은 회의가 열려 협의하기만 하면 협의회를 자동으로 

통과하게 되지만, 자율안건은 회의에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협의회를 통과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한국은행과 감독당국 각각의 유인 

및 행동에 관한 현실적 인식―일반 경제부처나 다를 바 없는 감독당국은 정치화되

어(politicized) 있지만,39) 법률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행은 정치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거시건전성 목적이 아닌 “내

수 활성화”를(관계부처 합동 2014b, p.6) 위해 LTVㆍDTI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수

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자율안건이므로 반드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가 동 조치를 권고해야 감독당국이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정책수단 오남용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의 조절을 위해 LTVㆍDTI 수단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교차안건이므로 협의회를 거쳐 자동적으로 감독당국에게 

권고가 전달되면 감독당국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에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금과 같이 별도의 거시건

전성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승인이 필요한 자율안건은 거의 대부분 감독당

국이 제안하게 될 것이고 협의가 필요한―즉 승인이 불필요한―협의회의 교차안건

은 거의 대부분 한국은행이 제안하게 될 것이다. 결국, 승인과 협의 방식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협의회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는 유효한 장치

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의 승인과 협의를 거친 공개적 권고권의 활용은 우리나라 거시

건전성정책체계의 향후 발전에 매우 중요한 투입물(input)이 될 수 있다. 거시건전

성정책협의회가 권고권을 공개적으로 발동하면 이를 접수한 감독당국의 반응(준수 

또는 설명)이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협의회의 실적은 물론, 한국

은행과 감독당국의 실적이 각각 쌓이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상

호작용하는 가운데 각 참여기구의 성과가 공개적으로 누적되면서 한국은행과 감독

당국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다시 거시건전성정

책체계 자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적 독립성을 보유한 한국은행이 승인과 협의 방식을 통해 협의회를 선도적으로 이

39) 감독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지시ㆍ감독한다.

금융위원회 는 정부조직 편제 상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은 물론 
금융(산업)정책까지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실제로는 재정경제부와 같은 일반 경제부처나 다름이 없
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평소 정치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위치하며, 그 지시ㆍ감독을 받는 금융
감독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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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본다면,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핵심당국 중 하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실적으로 기대된다는 사실은,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에서의 한국은행 

활동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은행 스

스로 실제적 독립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적극적 의미도 있다.

한편,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은 각기 내부적으로 공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의사결정 장치나 절차가 

마련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금융통화위원

회(이하 금통위)가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40) 이와 같이 하

면, “조정비용이 줄어들고, 더욱 신속한 대응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며, [통화정책과

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BIS 2011, p.64). 물론 금통위가 거시건전성정

책 결정과 통화정책 결정을 모두 관장하는데 따른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상충

(trade-offs)이 존재한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그런 상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 명확히 밝히려는 특별한 노력이 [금통위에게] 요구될 것이다”(BIS 2011, p.64). 또

한 감독당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금융위원회(9인 행정위원회)가 거시건전

성정책 관련 결정을 관장하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시건전성 및 시장행위 감독

의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미시건전성 시각을 거시건전성 시각으로 보완하고 

감독 시각의 균형(balance)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감독당국이 소유한 미시

건전성감독수단 집합이 실질적으로 거시건전성수단 집합과 거의 일치하므로 미시건

전성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

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끝으로, 사실상 자신의 수단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행이 협의회라는 절차

를 거친 후 협의회의 이름으로 감독당국이 소유한 수단에 대해 조정할 것을 공개적

으로 권고하면서 자신의 조정 요청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미시건전성감독자의 미시건전성정책 권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 협의회가 그와 같이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BIS(2011)의 견해이다.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닌, 미시건전성 수단의 기존 상한 또는 하한에 “거시건전성 맥

락을 반영하는 크기만큼을 부가적으로 덧씌우기(an additive macroprudential

40) 본문에서 제안된 의사결정절차는 영국과는 물론 차이가 난다. 영국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MPC와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하는 FPC는 각기 별개의 위원회이다. BIS(2011)의 설명에 따르면, 영란
은행이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된 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란은행이 취하고 
있는 기존 방식과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는 통화정책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통화정책의 결정과정이 정부의 (또는 여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구체적 구조
를 갖는 방식”과 “중앙은행 기구 자체가 독립적이게 만듦으로써 중앙은행의 모든 기능이 정부의 영향
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방식”―중 하나를 택한다(BSI 2011, p.63). 그런데 영국은 통
화정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의 방식을 따랐으므로, 금융안정정책(거시건전성정책)에서도 동
일한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BIS의 설명이다. 또한, BIS는 후자의 방식을 택한 일본과 스웨덴에
서는 동일한 위원회가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정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BIS의 직
관에 따라, 이 글은 한국은행이 후자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통위가 통화정책 의사결정은 물론 
거시건전성정책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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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를 하는 것이다(BIS 2011, p.56). 예를 들어, 거시건전성정책의 맥락에서 필

요자본비율 하한에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0) 만큼을 부가적으로 덧씌우거나, 레버

리지비율 상한에서 거시건전성의 고려(≤0) 만큼을 차감(음의 덧씌우기를 부가)하면,

“미시건전성정책에 따라 설정된 수치에 반영된 [미시건전성감독자의] 원래 의도

(integrity)를 그대로 보존”하는 셈이므로 “미시건전성감독자의 독립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BIS 2011, p.57).41)

(2)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 제2단계 모형(안)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이렇다 할 자신 소유의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이제 시간경과에 따라 협의회 운영이 정

상 궤도에 오르고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분야에서 좋은 성과와 평판을 쌓으면,

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에게 한정된 범위의 몇 가지 수단을 배정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전문성의 비교 우위는 거시건전성의 구조적 차원

(structural dimension)보다는 경기적 차원(cyclical dimension)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고 볼 수 있다.42) 한편, 감독당국이 보유한 전문성의 비교 우위는 거시건전성의 경

기적 차원보다는 구조적 차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43) 그렇다면, 한국

은행에게는 특히 주로 경기적 차원의 수단 중 일부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적 차원의 수단에는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동태적 대손충당금, LTVㆍDTI,

예대율, 레버리지비율, 가변적 유동성비율 등이 포함된다(한국은행 2015a). 이들 수

단 가운데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

41)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 상에서 BIS는 다기구 협의체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시장행위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예금보험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심지어 나라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들 각 기구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BIS는 정부부처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공식적인 위임절차를 거친다면,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협의체로의] 위임이 공공정책 
지배구조 기준(public policy governance norms)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BIS 2011, p.57).

이러한 BIS의 시각을 전제로 하면,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가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아닌 
다양한 비회원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절한 공식 절차를 거쳐 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4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영국의 당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9)은 향후 금융안
정 분야에서 영란은행과 FSA 사이의 분업관계에 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한 대안
에서 FSA는, 이 글의 본문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영란은행은 통합감독자인 FSA에 비해 경기판단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FSA 2009, p.84; 김홍범 2009,

pp.120~121에서 재인용): “경제가 경기순환의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건전성 리스
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최종조정자(ultimate arbiter) 역할은 영란은행이 
수행[한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실물사이클 및 금융사이클의 분석ㆍ평가에서 비
교우위는 물론 절대우위를 보유한다고 본다.

43) 이는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 및 시장과 상시적으로 직ㆍ간접 접촉을 통해 풍부한 정량적 정보
는 물론 정성적 정보를 보유하는 것과 관련성이 깊다. 게다가,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통합감독자로서 
미시건전성감독은 물론 시장행위감독까지 관장한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구조적 차원에서 전문
성을 발휘하기에 더욱 적절한 위치에 있다. 이는 “[시장행위감독자가 소유하는] 수단들은 경기대응적 
조정(countercyclical adjustment)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작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구조적 차원에서는 수
행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IS 201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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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몇몇 수단을 절약적으로(parsimoniously) 한국은행에 배정하되, LTVㆍDTI

와 같이 “적용범위가 특정부문으로 한정되는“(한국은행 2015a, p.49) 일부 수단을 

극히 제한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후자의 경우 극히 제한적

으로 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정책조치가 ”선별적ㆍ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수록 독립성 또는 평판의 훼손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김홍범 

2013, p.16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일부 경기적 수단을 배정받게 되면, 이때부터 한

국은행은 거시건전성의 경기적 측면에 주로 특화하고44) 감독당국은 구조적 측면에 

주로 특화함으로써 두 당국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분장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은 이전과 마찬

가지로 각기 거시건전성정책 전반에 대해 안건을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45) 협

의회는 이를 원래의 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배정된 수단을 한국은행이 배타적으로 소유해야 할지 아니

면 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과 감독당국 간 거시건전성정책의 분장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ㆍ발전하려면 한

국은행도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 배타적 수단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에 수단을 최소한으로 배정하되, 이들 중 일부를 

한국은행 소유의 배타적 수단으로, 나머지를 공유 수단으로 각각 운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46)

4. 소결: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 모형(안) 평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작동을 한국은행과 감독당국(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공식 참여하는 법정 기구인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가 관장

하는 것으로 제안한 후, 동 협의회의 세부적 운영 메커니즘을 시간 경과에 따른 2

개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그 의미를 검토했다. 동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장점

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47)

44) 수년전 진행된 스웨덴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개편 논의에서, SR의 공식입장도 자신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경기대응자본을 포함하는 몇몇 경기적 수단을 배정 받아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스
웨덴릭스은행은 이러한 공식 입장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더 많은 수단을 배정받을 필요가 있으
며 그럴 경우 스웨덴릭스은행(SR) 내부에 SR과 FI 및 독립위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III장과 Sveriges Riksbank(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이와 같이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각기 거시건전성정책 전반에 대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계
속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의 분류[가]...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며 동일한 정책수단이라도 
실시 당시의 목적, 경제ㆍ금융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구분되거나 두 유형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도 있
[기 때문이]다”(한국은행 2015a, p.45).

46) 이 경우, 한국은행에 배정된 수단은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수단과 공동소유권이 인정되는 수
단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단독소유 수단)는 감독당국의 교차안건 대상이거나 
한국은행의 자율안건 대상이며 후자(공유 수단)는 감독당국의 자율안건 대상이거나 한국은행의 자율안
건 대상이다. 이와 같은 협의회 운영 방식은 한국은행과 감독당국 간 견제균형의 관점에서 대체로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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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부 대안적 유형(들)에 비해 높은 수용가능성(relative acceptability);48)

l 두 핵심 당국의 전문성 및 역량의 충분한 활용;

l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

l 두 핵심 당국의 건전한 관계 형성(relationship building) 가능;

l 참여당국 간 중장기적 성과 비교가 가능하므로 선의의 경쟁을 촉진;

l 두 핵심 당국 간 생산적 견제균형의 유지;

l 두 당국의 점진적 적응기간을 고려한 동태적(2개 단계) 설계.

어느 나라에서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당국은 중앙은행

과 감독당국이다.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초기 도입단계

를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

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각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는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 정책체계의 운영 장치를 핵심요

소만 포함되도록 단순화한다면 향후 필요에 따라 기존 장치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보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5년간 감독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

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수년 전에도 감독개편 논의가 일 년 

이상(2012.6~2013.6) 진행되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금융개

혁이 실제로 추진된다 해도 그 방향(direction)이나 결과(outcomes)가 어떠할지를 지

금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한다면, 이 글이 제시한 2자 협의체는 기본―거시건전성정책의 알맹이(substance)―

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상당

한 정도의 내구성(durability)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온 우리나라 정부 부처(금

융위원회)가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2자 협의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

지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감독당국(특히 금융위원회)이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의

무가 딸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가, 본 제안의 이행가능성(feasibility)을 

제약하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하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운용하

려면 기구간 수직위계의 정점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적정 거리(arm's length)를 유지

하는 2자 협의체가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의무가 부가된 권고를 제시하는 수준의 거

47)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상대적 수용가능성’을 제외한 다른 장점들은, 동 2자 협의체의 구
성 및 운영이 전문성ㆍ독립성ㆍ개방성ㆍ책임성ㆍ투명성ㆍ무결성 등과 같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적 요소
들의 작동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된 데에서 연유한다.

48) 우리나라에서 거시건전성정책체계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데에는 감독당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감독
당국이 거의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거시건전성정책
체계(안)이든,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글이 제시한 ‘권고권을 갖는 2

자 협의체’는 ‘지시권을 갖는 2자 협의체’에 비해 감독당국의 저항감이 덜할 것이다. 또한, 미시건전성
감독자 역할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해
서도, 이 글이 제안한 2자 협의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저항감은 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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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전성정책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금융개혁이 절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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