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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연준의 2019년 하반기 감독․규제 보고서 주요 내용
1. 개 황

미 연준은 금융 감독 및 규제와 관련된 의회 보고 등을 위해 은행부문 현
황 점검, 금융 위험 모니터링, 대형기관 중심의 엄격한 감독체계 구축 등
의 내용을 수록한 2019년 하반기 금융기관 감독․규제보고서를 발간(11.26일)
① (은행부문 현황 ) 미국 은행은 양호한 대출 성장세와 수익개선을 보이
는 가운데 튼실한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② (금융 위험 모니터링 )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극심한
침체가 발생하여도 대형 금융기관 자본은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 등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경기하강에 대
비가 잘 된 것으로 평가
―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다른 감독 수단을 활용하여 자본, 유동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출 태도, 자산의 질, 수익성, 위험관리 행
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개선시키고자 노력
③ (대형기관 중심으로 엄격한 감독체계 구축 ) 규제와 감독 시스템의 효
율성, 투명성 및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형기관일수록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 준수를 요구하고 위험도가
낮은 기관일수록 규제 수준을 낮추어 감독 준수 부담을 완화

□

2. 주요 내용

은행부문 현황
□ 상공업대출(C&I:
①

과 상업용부동산 대출(CRE:
Commercial real estate loan) 중심으로 대출이 견조한 증가세 유지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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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분기 이전에는 총 대출 중 주거용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가
장 컸으나 최근 수년 간 점차 낮아지면서 금년 2분기 이후 상업부동산
(CRE)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2019

부문별 대출

대출 구성

무수익여신 비율은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향후 손실에 대비하
여 예비로 마련해 놓는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상승
o 다만 소비자 대출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2015년 중반 이후 20bp 가량 상
승하는 등 일부 분야는 좀 더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은행 수익률도 최근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5년 전에 비해 양호
o 자기자본수익률(ROE)와 평균자산수익률(ROAA) 모두 2014년 이후 40% 가
량 상승
□

대출별 무수익여신 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률

은행 수익성

은행들의 복원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자본과 유동성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부족 기관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유동성자산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7년 초 3% 미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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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부족 기관 비율

유동성자산 비율

시장 지표도 금융기관의 양호한 성과를 반영하여 안정된 모습
o 시장이 평가하는 은행 위험이 반영된 CDS 스프레드가 하락하였으며,
현재 주가를 반영하여 계산된 시장 레버리지 비율 도 2018년 하락하였
으나 2019년 중에는 안정된 모습을 나타냄

□

*

*

시장가격 표시 자본 규모/(시장가격 표시 자본 규모 + 총부채)
CDS 스프레드 및 시장 레버리지 비율 추이

금융규제 개편
□ 연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체
계를 간소화(simplify)하고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
융규제를 개편
o 특히 2018년 제정된 경제성장 ․ 규제완화 ․ 소비자보호법 (EGRRCPA)을 반영
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모 및 복잡도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tailor)하는 작업을 지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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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은 직전 감독․규제 보고서가 발간된 지난 5월 이후 EGRRCPA에
근거한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여 20건 이상의 금융규제를 개편하거
나 개편(안)을 발표

연준 등 감독기관이 발표한 주요 금융규제 개편 내용(19.6월~19.11월)
날짜

일
19.7.9일
19.7.12일
19.7.17일
19.7.26일
19.9.6일
19.9.27일
19.10.2일
19.10.8일
19.10.10일
19.10.17일
19.10.18일
19.10.28일
19.10.28일
19.10.29일
19.11.19일
19.11.19일
19.11.19일
19.6.17

주요 내용

에 근거한 소형금융기관의 보고 요건 간소화 및
보고 부담에 대한 추가검토 결정내용(final rule) 발표
자본규제 간소화 관련 결정내용 발표
EGRRCPA에 근거한 부동산 개발 대출의 자본 처리 방
안에 대한 의견 수렴(invite public comments)
볼커룰을 적용받는 해외펀드에 대한 검토작업 협력방안
발표
8개 대형은행에 대한 정리계획중 공개가능한 부분 발표
연준이 감독하는 보험사의 자본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EGRRCPA에 근거한 40만 달러 미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appraisal) 면제 관련 결정내용 발표
두 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제약
하는 규정 개정 관련 결정내용 발표
볼커룰 간소화 방안 관련 결정내용 발표
국내 및 외국은행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별 리스크 정도
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별화하는 결정내용 발표
신용리스크 검토 시스템에 대한 감독기관 공동의 지침과
신용손실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CAMELS 등급의 활용 및 영향에 관한 정보 요청
EGRRCPA에 근거한 정리계획(resolution plan) 관련 결정내용
발표(대형기관 요건은 현행 유지, 소형기관 요건은 축소)
스왑마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커뮤니티 은행의 자본계산법 간소화 방안 관련 결정내용
발표
EGRRCPA에 근거한 보완 레버리지비율 최종 수정내용 발표
높은 변동성의 상업용 부동산 취급 관련 결정내용 발표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계산방법
업데이트에 대한 결정내용 발표
EGRRCPA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연준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연준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감독기관 공동

주: 1) FRB, OCC 및 FDIC
2) FRB, OCC, FDIC, CFTC 및 SEC
3) FRB와 FDIC
4) FRB, OCC, FDIC 및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5) FRB, OCC, FDIC, Farm Credit Administration 및 Federal Housing Fia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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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1)

2)

1)

1)

3)

1)

1)

2)

4)

3)

3)

5)

1)

1)

1)

1)

감독 결과(Supervisory Development)
(대형금융기관 건전성 및 감독 결과 )
□ 대형금융기관 (LISCCs, LBOs 및 FBOs )의 경우 자산 및 유동성 측면의 안전
성과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
③

*

는 8개 미국 GSIBs와 4개 대형 외국은행. LBOs는 LISCCs에 속하지 않은
미국은행으로 총자산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 FBOs는 LISCCs에 포함된 4개 대형
외국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 금융기관 구분에 대해서는 <참고 1> 「연준의 감시·감
독 대상 금융기관 현황」 참조

* LISCCs

분기 현재 LISCCs에 속한 국내은행과 LBOs의 보통주 자본비율
(common equity tier 1 ratio)은 각각 12%, 10% 이상이며, 최근 스트레스테
스트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동 은행들의 기본 자본비
율(tier 1 capital ratio)은 최저 규제수준(6%)을 웃돌 것으로 예상
— 2019.2분기 현재 국내 대형은행의 전체 자산대비 유동성자산 비중은
17% 정도로, 이는 한 달 동안 심각한 유동성 유출에 대응하기에 충
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o 2019.2

보통주 자본비율1)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본 자본비율1)

유동성자산 비중1)

주: 1) LBO 및 US LISCC의 분류
는 <참고 1> 참조

주: 1) 종합자본분석 대상기관 기준

주: 1) LBO 및 US LISCC의 분류
는 <참고 1> 참조

대부분 대형금융기관은 감독 지적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측면의 취약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
o 대형금융기관이 감독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대형금융
기관의 미해결 지적사항 개수는 감소세를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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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형금융기관의 감독 평가결과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결과(less-than-satisfactory rating)를 받은 금융기관들은
감사, 내부통제, 모형관리, 운영관리, IT시스템 부문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형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의 미해결 감독
지적사항 개수 추이1)

주: 1) LISCC, LBO 및 FBO의 분류는 <참고 1>
참조

자산 1천억 달러 이상 지주회사의
감독평가1) 결과

주: 1) 만족스런 평가결과와 만족스럽지 못한 평
가결과로 구분

지역(RBOs) 및 커뮤니티(CBOs) 은행 건전성 및 감독 결과)
□ 지역 및 커뮤니티 은행은 건전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의 감독 결과도 양호한 수준을 지속
o 2019.2분기 현재 지역 및 커뮤니티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2%, 14% 수준이며, 자본비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 비중은
1% 미만
o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결과(less-than-satisfactory rating)를 받은 은행 비중이
2014년 12%에서 2019.2분기 5% 미만으로 하락
o 신규 감독 지적사항 발생보다 기 지적사항을 더 많이 해결하면서 미해
결 감독 지적사항 개수는 빠르게 감소
(

*

*

지난 5년 동안 은행별 미해결 감독지적 사항 평균개수는 커뮤니티 은행의 경우
0.8개에서 0.5개로, 지역은행의 경우 9개에서 3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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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독 지적사항은 커뮤니티 은행의 경우 IT 및 운영 리스크 부문에서,
지역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부문에서 주로 발생
보통주자본 비율1)

자산 1천억 달러 미만
지주회사의 감독평가1) 결과

미해결 감독 지적사항
개수 추이1)

주: 1) CBO 및 RBO의 분류는
<참고 1> 참조

주: 1) 만족스런 평가결과와 만족스
럽지 못한 평가결과로 구분

주: 1) CBO 및 RBO의 분류는
<참고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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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연준의 감시 · 감독 대상 금융기관 현황

연준은 은행지주회사(BHCs), 저축․대출 지주회사(SLHCs), 주법은행 중 연준 회
원은행(SMBs) 및 미국내 외국은행(FBOs)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
o 연준은 금융기관의 규모 및 복잡성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감시․감독 정도를 차별화(tailor)하고 있음

□

연준 감독대상 금융기관 현황(2019.6월말 현재)
구 분

대형기관 감독 협의위원회
대상기관(LISCCs: Large
Institution Supervision
Coordinating Committee)

주법은행(state member banks)
대형 및 외국 은행(LFBOs:
Large and foreign banking
organization

대형은행
대형외국은행
중소형 외국은행(Less
complex FBOs)
주법은행
지역은행(RBOs)
주법은행
커뮤니티 은행(CBOs)
주법은행
보험 및 상업용 저축․대출
지주회사(SLHC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정의

기관수

개 GSIBs(BoA, New York Mellon
은행, Citigroup, Goldman Sachs,

자산
합계
(조달러)

8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State Street, Wells Fargo)

개 대형 외국은행

12

12.4

4
(FBOs)(Barclays,
Credit Suisse, Deutsche Bank, UBS)

중 주법은행
5
LISCCs에 속하지 않은 미국은행으
로 총자산 1,000억달러 이상인 기
177
관과 외국은행
LISCCs에 속하지 않은 미국은행으
17
로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LISCC에 속하지 않은 외국은행으
13
로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외국은행으로 총자산 1,000억 달
147
러 미만
LFBOs중 주법은행
8
총자산 100억~1,000억 달러
88
RBOs중 주법은행
49
총자산 100억 달러 미만
3,900
CBOs중 주법은행
719
주로 보험업 또는 상업용 저축․대 7(보험사)
출 영업을 영위하는 기관
4(상업용)
LI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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