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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규제당국, 금융개혁법 후속 입법조치
진척상황에 대해 의회 보고
I. 개요
□ 2.14일(목), 7개 금융규제당국은 상원 은행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청문회에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이하 DFA)
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의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음
* 구체적인 기관별 보고 내용은 동 위원회 웹페이지(http://www.banking.senate.gov/
public/index.cfm?FuseAction=Hearings.Hearing&Hearing_ID=84abcfc3-9dd8-49ec-b5c
0-2f75c618f075)에서 확인 가능

o 동 위원회는 2.12일(화) 공개한 금번 회기중 의제(Committee Agenda for the
113th Congress)에서 금융개혁법 마련 작업의 완결과정을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Johnson 위원장은 기관보고에 앞선 기조발언에서 DFA 통과 이래 3/4 이
상의 후속 입법이 제안(proposed) 또는 완결됨에 따라 완료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청문회 취지를 밝히고, 금번 금융
위기로 인해 초래된 비용이 13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도록 당부
* 2.14일 공개된 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하여 언급했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2007~09
년중의 금융위기로 인한 GDP 누적손실 규모가 추정방법에 따라 수조~10조 달러로
추정되며, GDP가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영구적 손실을 가정할 경우 그 규
모가 13조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제시(“Financial Regulatory Reform:
Financial Crisis Losses and Potential Impacts of the Dodd-Frank Act”, 2013.2)

□ 한편 감독기관들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잔여 과제 수행을 위
해 인력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또는 유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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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관별 주요 보고 내용
1. 재무부
□ 재무부는 직접적인 시행령(regulation) 제정권은 없으나, DFA에 의해 설치
된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의장 역할을 통해 회원 기관들
의 법령 제정을 조율(coordinate)함으로써 DFA에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
o FSOC 활동 이외에도, OFR(Office of Financial Research), FIO(Federal Insurance
Office) 등을 설치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

□ FSOC은 2012년중 12번의 회의를 개최(매분기 개최 의무)하고 실무진 회의
(Deputies Committee)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음

o 감독관련 조정 업무 이외에도 감독당국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마련* 등 보다 엄격한 규제활동 여건을 조성
* MMF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안 초안(proposed recommendations)을 마련하여 일
반의 견해(public comment)를 접수(2.15일 종료)

o 2012.7월, 청산·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8개의 기구
를 SI FMU(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ies)로 지정하여 고강도
위험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연준, SEC, 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음
— 2013년중 중요과제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연준의 건전성 규
제 적용 및 감독 대상이 됨)할 비은행 금융사에 대해 검토중

o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상품관
련 리스크 감소, 투명성 강화 등이 기대됨
— 거래관련 보고 의무화로 특정 스왑거래의 가격 및 거래량이 공개될
예정
— 스왑딜러들에게는 CFTC 등록 및 거래·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의무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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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월부터는 청산가능한 특정 금리스왑 및 신용연계스왑(creditindexed swaps)을 거래하는 금융사는 중앙청산소(central clearinghouse)를

통해 거래해야 함
□ OFR은 FSOC 활동 보좌와 함께 FSOC 회원기관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타
의 저장소를 우선 마련하였으며, 회원기관들과 공유협약 체결 등을 통해
데이터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중
□ FIO 설립을 통해 국제적인 보험감독 기준 마련 작업에 미국의 단일 의
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FIO는 수개월내 첫 번째 연차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보고서들을 공개할 예정

2. 연준
□ 연준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은행 자본안정성 관련
시행령 마련 작업을 수행해 왔음
o 미국 대형 국제은행(large, internationally active US banking firms)에 대한 바젤 III
자본기준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일반의 견해(comment)를 접수중
o 2012.10월에는 금융사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및 FSOC에 의해 지정된
비은행 금융사는 매년 감독기관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
—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금융사는 독자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
행을 의무화
□ 2013년중에는 ① 바젤 III 도입 ② 대형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감독 방안
추진 ③ 대형은행의 resolvability 개선 ④ shadow banking system의 시
스템적 리스크 감소 방안 마련 등 4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관련 시행
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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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는 현재까지 90개 이상의 소관 입법과제중 80% 이상을 제안 또는
도입하였으며, 20개 이상의 연구과제중 17개를 완료하였음
□ 2011.10.31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투자자문사(운영자산규모 1.5억달러
이상)에 대해 SEC 등록 및 systemic risk 관련 정보의 주기적 보고를 의
무화했는바, 대형 자문사들은 2012년 여름 이후 연말까지 228개사가 보
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형 자문사들은 2013.4월까지 제출할 예정
o 2013.1.2일 현재 SEC에 등록된 사모펀드 투자자문사는 총 등록 투자자
문사의 37%에 해당하는 4,020개*로 급증(DFA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
* 24,000개의 사모펀드, 총자산 8조 달러를 관리

□ 증권기초 스왑(security-based swap) 규제와 관련된 핵심 시행령들은 대부분
초안(proposal)을 마련하였으며, 상당수는 최종 시행령(final rule)을 채택
o 2012.7월, 주요 상품의 정의에 관한 최종 시행령을 채택함으로써 관련
규제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12.10월에는 청산기구의 운
영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채택
o 이러한 사항의 국제 적용(cross-border context)에 대해 IOSCO, FSB 등 관
련 국제기구와 논의하고 있으며, 스왑 딜러 및 스왑시장 참가자에 대한
의무요건 등 잔여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중
□ 모든 등록 청산기구(clearing agencies)에 대해 위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에 관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central counterparty service 제공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였음
o CFTC와 함께 청산기구 관리에 관한 framework을 개발하여 2011.7월에
의회에 보고
* SEC는 이외에도 Whistleblower Program, Credit Rating Agencies, Volcker Rule,
Municipal Advisors, Asset-Backed Securities, Corporate Govern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Specialized Disclosure Provisions, Exempt Offerings 등에 대한 시행령
진척 상황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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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모기지 관련 일련의 시행령들을 시한(2013.1.21일)에 맞추어 지난달중 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 규정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시할 예정
o (Ability-to-Repay rule) 대출취급자(lender)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충실히 점검할 의무를 부과
o (Mortgage-Loan-Origination rule) 모기지론 취급자(originator)의 수입이 모
기지론 조건에 연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더 높은 수수료 수입
을 목적으로 차주에게 고위험 고비용 대출을 유도하려는 유인을 제거
o (Mortgage-Servicing rule) 모기지론 상환관리자(servicer)의 부실한 서비
스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절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에게 원리금 납입 금액 및 시기, 금리 등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설명 등을 의무화
□ 그외에도 신용카드사의 업무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고객에게 4.25억 달러
를 반환하였으며,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database
인 AskCFPB를 개발

5.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는 연준, SEC 등과 공동으로 입법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예금보호
한도 정상화, 고위험 모기지 평가 규정 제정 등의 조치를 시행
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어온 무이자예금에 대한 무제한 예금보호
가 2012년말로 종료되고 금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대로 환원(최고
25만달러)됨에 따라 지방 중소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o 고위험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평가 기준, 부실자산 처리
지침 등을 담은 시행령 최종안을 발표(2014.1.18일부터 시행)
o G-SIFIs에 대한 규제 ․ 감독을 위해 다국간 금융감독기구 협력을 강화하
고 있으며 특히 영란은행과는 이들 기관들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경우
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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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2012.12월 미국내 Community Bank들의 27년간의 경영실태를 종
합 분석한 보고서(「FDIC Community Banking Study」)를 발표하는 등 소형금융
기관들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도 적극 수행중

6.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연준 등 여타 감독기관들과 함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 마련 등을
수행하였으며, 은행 여수신 관련 규정의 강화, 고위험 모기지론 평가관
련 규정 정비 등을 진행중
o 2013.1.1.일부터 국법은행 등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 판정이 아닌 새로운 신용기준(new non-ratings based credit-worthiness
standard)에 따라 투자하도록 의무화

7.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현재까지 SEC 등과 함께 스왑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중 약 80%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시장은 그에 대한 이행을 준비중임
o 2012.12.31.일부터 스왑 딜러들이 거래금리와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감독
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스왑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o 또한 스왑딜러에 대한 감독 강화, 스왑시장 개혁을 위한 국제협력 증
대,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위해 계속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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