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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금융시장 긴급안정조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개 요
□ 미국의 모기지대출과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 주택금융시장은 전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진원지였음
□ 美정부와 연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실업급증에 따른 주택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정조치를 단행
o 연 준 : 정책금리의 제로금리 수준 인하(3.15일), 정부기관 MBS 등 대상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3.23일) 등을 통해 모기지금리 안정, MBS시장 유동성 공급
o 美의회 : CARES Act 제정으로 모기지차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forbearance),
강제차압 및 퇴거조치 금지(foreclosure &eviction moratorium) 등이 시행(3.27일)
o 정부기관 : 모기지대출회사, MBS 투자자 등에 대해 단기유동성 공급(3~4월중)
⇒ 미국 주택금융시장 긴급안정조치의 주요내용, 영향 및 시사점을 점검
미국 주택금융시장 구조 및 최근 긴급안정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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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택금융시장 긴급안정조치 주요내용
1. 연 준 (Federal Reserve Board)
□ (주요 조치)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0~0.25%)으로 인하하고 국채와 정부기
관 MBS를 대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여 모기지금리 하락을 유도
하고 MBS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o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차례에 걸쳐 총 150bp 인하(3.3일 50bp, 3.15일 100bp)
하고 향후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weather the crisis)할 때까지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o 핵심시장인 국채와 MBS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효과적인 통화정책 파급을
위해 국채와 정부기관 MBS(CMBS 포함)를 무제한 매입하고 향후 모든 수단
(full range of tools)을 강구하겠다고 발표(3.23일)
* 이에 앞서 3.15일에는 미정부채 5천억달러, Agency MBS 2천억달러 추가 매입계획 발표

□ (영향) 정책금리 대폭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장기 모기지금리(30년물)는
연준이 MBS를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한 3월 중순 이후 대체로 안정
o 연준은 3.15~4.15일중 정부기관 MBS를 총 2천억달러 순매수
o MBS금리는 연준의 주간 MBS 매입계획 발표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며 주
간 모기지평균금리(30년, 고정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3.33%(4.9일)를 기록
o 일부 모기지전문은행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한 헤징포지션에서 대규모 손실
(마진콜)이 발생하자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연준에 대해 MBS 매입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CNBC 3.29일자)
연준의 MBS순매입과 모기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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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자산구성

2. 美 의 회
□ (주요 조치) CARES Act 시행(3.27월)에 의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긴급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차입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가 의무화되고
차입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택 강제압류 및 퇴거조치도 일정기간 금지*
* 주정부와 정부기관들은 동 법 시행 이전인 3월초부터 긴급 명령(emergency power) 등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旣시행중 (기존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o 정부기관 보증 모기지대출(전체 모기지 차입자의 70% 내외)의 차입자들이 요청
하는 경우 모기지수탁사무회사(servicer)*가 180일(1회 연장시 최대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
* 대출금융기관 또는 MBS투자자를 대리하여 모기지 대출원리금 수납, 채무조정 등
각종 업무를 처리

― 금번 Forbearance 조치에 대해서는 지체상금(Late fees) 등의 추가 부과가
금지되고, 관련사항에 대한 신용정보 보고(credit bureau reporting)가 유예
― Forbearance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조정
(loan modification) 등 추가조치를 의무화
o 모기지대출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압류를 3.18일부터 60일간 금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도 3.27일 이후 120일간(이후 고지기간 30일) 금지
CARES Act 4021~4024조 주요 내용

제4022조
Single Family
(1~4 units)
모기지차입자 보호
제4023조
Multifamily
(APT, Condo 등)
모기지차입자 보호
제4024조
세입자 보호조치
제4021조
신용보고 유예

주요내용

조건 및 대상

- Forbearance : 차입자가 요청시 모기지
수탁회사(Servicer)가 원리금 상환을 180일간
(1회연장 가능) 유예
- Late fees 등 추가 패널티 부과 금지
- Foreclosure moratorium : 3.18일부터 60일간
강제압류 금지

- 정부기관(FHA, VA, USDA, GSEs 등) 보증 모기지
- 실제 주거여부 불문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계곤
란(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Forbearance : 차입자 요청시 원리금
상환을 30일간(2회 연장가능) 유예

- 정부기관 보증 모기지
- 2.1일 현재 연체상태가 아닐 것(current)
- forbearance 기간중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 Temporary eviction moratorium :
주택소유자의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3.27일 이후 120일간 금지(이후 30일 - 정부기관의 금융지원을 받은 주택 대상
고지기간 추가 부과)
- Rent 미지급을 이유로 한 패널티 부과 금지
- 코로나19 위기기간중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에 대해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연기, 유예,
채무조정 등을 하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 이를 정상여신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0일 이상 연체시 연체대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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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FRB, FDIC, OCC, CFPB, NCUA)들은 부실대출기준 등을
일시 완화*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4.3일, 4.7일)
* ①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받은 대출로, ② 2019년말 현재 30일내 연체가 없고, ③
2020.3.1일과 국가긴급사태 종료일 후 60일 또는 2020년말중 빠른 날 사이에 연체
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부실대출로 즉시 분류하지 않음

□ (영향) 3월 중순 이후 모기지차입자들의 Forbearance 신청이 급증
o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정부기관 보증 모기지대출의 Forbearance
비율(대출원금 기준)이 3.5일 0.25%에서 4.12일 5.95%로 급증*
* 전체 선순위 모기시시장의 77%인 38.3백만건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o Black Knight*는 4.16일 현재 전체 정부기관 보증 모기지대출 총 53백만건 중
약 3백만건이 Forbearance중이라고 추정
* 모기지관련 전문데이터베이스(McDash Flash data)를 구축하고 일별, 건별 모기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증권시장 상장 핀테크 회사

MBA 집계 Mortgage Forbearance 비중

Black Knight의 Forbearance 추정
구분
Forbearance 신청건수
Forbearance 대출금

4.16일 현재
추정치
3백만건
6,510억달러

Forbearance 대출비중

5.5%

정상 Mortgage 총건수

53백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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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기지 관련 공적 기관
□ (주요 조치) 모기지 대출회사와 사무수탁회사(Servicer)들에 대해 모기지채권을
담보로 한 단기대출(advance*)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긴급 유동성프로그램을 도입
* 보유대출채권, 매입어음 등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소규모 단기대출

o 연방주택금융감독원(FHFA)은 정부기관(Fannie Mae, Freddie Mac)들에 대해
① 모기지 매입기준 완화*, ② MBS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허용 등의 조치를 시행 (3.23일)
* 모기지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적격 모기지의 차입자 조건(신용평점 및
고용확인의무 등)을 5.17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 MBS 투자 금융기관에 대해 동 MBS를 담보로 한 Repo 거래형식의 일시적인 현금대출
(dollar roll transactions)을 허용

o FHFA는 연방주택대출은행(11개)들이 코로나19 대유행기간중 회원사(모기지
은행)들에 대해 Forbearance된 모기지대출을 담보로 단기대출(advance)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o Ginnie Mae는 동 기관이 보증한 MBS와 관련하여 Servicer들이 MBS 투자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예정된 상환금(scheduled payment)을 Servicer 대신 지급하는
Pass-Through Assistance Program을 도입
― Servicer와 MBS투자자간 PSAs*계약(pooling and servicing agreements)상 servicing
advance obligation에 따라 통상적으로 Servicer들은 차입자의 대출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상환금을 MBS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GSE 등으로부터 변제(수 개월 ~ 1년 소요)를 받기 때문에 유동성리스크를 부담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공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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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관련업계와 주요 언론(CNBC, WSJ 4.13일자 등) 등에서는 정부기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Forbearance 신청 급증에 따른 Servicer와 비은행 모기지
회사들의 유동성리스크를 우려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보증 모기지시장에서 비은행 모기지회사와 Servicer들의
대출취급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60~70% 내외에 달함
o Black Knight는 4.16일 현재 Forbearance 5.5% 기준으로 Servicer들이 MBS
투자자들에서 선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정부기관 보증 MBS 이외의 여타 MBS를 포함할 경우 36억달러

o 관련업계에서는 Forbearance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자본력이 취약한
Servicer와 소규모 모기지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동 사들은 연준과 연방주택대출은행(FHLB)의 저리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은행들이 제공하는 크레딧라인(warehouse lines of credit)에 주로 의존
― 코로나19 위기 본격화 시점(3월), 미국의 모기지 원리금 및 렌트 납부시기
(매월 1일), Servicer의 이연 지급기간 등을 고려할 때 4월 하순부터 Servicer들의
유동성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
o 이에 따라 CSBS(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와 관련업계에서는 여타
정부기관 등에 대해 Ginnie Mae의 Pass-Through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제도도입을 요청하는 한편 연준과 재무부에 대해서도 긴급대출프
로그램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美하원에 관련법안(Maxine Waters, H.R. 6321)이 상정

Agency 모기지시장내 비은행 대출비중

Servicer의 Forbearance 월별 선지급금(추정)
(억달러)
구분

자료 : Urban Institute 추정(eMBS data)

대출원리금
지급액

Forbearance
대지급액

정부기관
보증 MBS

420

23

기 타

229

13

총 계

649

36

자료: Black 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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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 美 정부 및 의회,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모기지금리, MBS시장 등 금융
부문이 빠르게 안정
□ 그러나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모기지론을 포함한 가계금융 전반에서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대규모 실업발생 현실화로 주택 및 상가 임차료 미납이 급증할 가능성
o Forbearance 대상이 되는 모기지차입자는 전체 가구의 27.3%(2018년 Survey 기준)
수준에 불과하여 ① CARES Act에 적용되지 않는 여타 저신용 모기지론
(요건미비, 저신용, 거액 대출 등)과 ② 다주택 보유자의 연체가 급증할 가능성
실업율과 모기지연체율

자료 : FRB, IMF WEO

미국가계 주택보유 및 모기지차입 현황(2018년)
가구수(백만개)
비중(%)
구 분
78.0
(63.9)
주택 보유가구
48.0
(39.3)
모기지 차입자
11.4
(9.3)
정부지원대출1)
2)
22.0
(18.0)
적격대출
14.6
(12.0)
비적격대출3)
30.0
(24.6)
모기지 비차입자
44.0
(36.1)
주택 미보유가구
122.0
(100.0)
총 가구수
주 : 1) FHA, VA, RHS, PIH 대출 등
2) Fennie Mae, Freddie Mac 대출
3) 요건미비, 저신용, 거액 대출
자료 :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 eMBS

□ 한편 이번 정부조치가 한시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부재하다는 점, 주택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크다는 점, 코로나19 위기가 가계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금융시장이 다시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주택금융시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유사시 연준이 긴급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

- 7 / 8 -

<참고자료>

Ÿ

Bank Exposure to COVID-19: Mortgages and Consumer Loans, CRS, 2020.4.14.

Ÿ

COVID-19: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nsumers Struggling to Pay Bills, CRS,
2020.3.31.

Ÿ

COVID-19: Support for Mortgage Lenders and Servicers, CRS, 2020.4.7.

Ÿ

An Overview of the Housing Fin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CRS,
2017.1.18.

Ÿ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개혁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12.1

Ÿ

The Incentives of Mortgage Servicers: Myths and Realities, FRB, 2008.9

Ÿ

The Economics of Loan Servicing, SIGTARP, 2010.10

Ÿ

The Price Tag for Keeping 29 Million Families in Their Homes: $162 Billion,
Urban Institute, 2020.3.27

Ÿ

Coronavirus Pandemic Fuels Rapid Increase in Missed Mortgage Payments, WSJ,
2020.4.13

Ÿ

MBA Survey: Share of Mortgage Loans in Forbearance Rises to 5.95% Apr 20, 2020

Ÿ

Mortgage bankers warn Fed mortgage purchases unbalanced market, forcing
margin calls, CNBC, 2020.3.29

Ÿ

Coronavirus Pandemic Fuels Rapid Increase in Missed Mortgage Payments, WJS
2020.4.13

Ÿ

More than 2.9 million homeowner s already in COVID-19-RELATED Forbearance
plans according to Black Knight’s Mcdash Flash data set, represents 5.5% of all
Mortgages, Black Knight, 2020.4.17

- 8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