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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규제 변화와 최근 재강화 움직임
< 요약 >

□ 미국의 금융규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여러 감독기구가 중첩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2010)｣ 제정
으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
□ 그러나 ｢도드-프랭크법(2010)｣이 양당간 합의없이 제정되면서 공화당이 동 법의
폐지를 적극 주장해왔으며, 2017.1월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
* ① 규제완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2017.1~4월) → ② 재무부의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 발
표(2017.6월~2018.7월) → ③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 제정(2018.5월) → ④ 자산규모
별 맞춤형(tailoring)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도입, 볼커룰 완화 등 감독규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행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규제를 재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
변화 대응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
* ① 트럼프 前대통령이 발표한 규제완화 행정명령 취소 → ② 진보진영의 강력한 규제
론자를 주요 금융당국 수장에 임명 → ③ 각 감독당국의 법집행 강화 움직임

□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상하원에서 근소한 의석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o 대형은행의 경우 현재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강화를
위한 공감대가 크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사태시 취약성을 노출했던 MMF 등
일부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가 추진될 전망
□ 감독당국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진보진영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감독집행과 규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 보수화된 연방사법부의 견제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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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규제체계 개괄
□ 미국의 금융규제체계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 및 감독당국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도 여러 감독기구가 중첩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감독권을 행사
o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기관 및 신용조합 등)의 경우 연준(FRS),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신용조합감독청(NCUA) 등 4개의 연방감독기구가 감독
― 국법은행은 OCC가, 주법은행은 연준과 FDIC가 主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州정부는 주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음
o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감독당국간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
하여 통일적인 감독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협조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미국의 금융규제체계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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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규제체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2010)｣에 기반
o (의의) 동 법은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형금융회사 규제·감독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부문에 걸쳐 ｢글라스·스티걸법(1933)｣ 이후 가장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조치로 평가*
* 동 법은 총 16장(title) 541개 조로 구성되어 10개 법을 신설하고 은행지주회사법, 증권법
등 미국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을 포함하여 50여개 법을 개정. 동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참조

o (주요내용)
① 시스템리스크 감시체계 마련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조사국
(OFR) 신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도입, SIFI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준이
추가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스트레스테스트, 정리계획(living will) 등 강화된
규제체계를 적용
② 특별정리제도(OLA: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도입 : 기존 부보은행에 적
용하던 신속 정리절차를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 SIFI에도 적용하여 부
실 금융회사를 시스템리스크 없이 신속히 청산
③ 볼커룰 도입 : 은행의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사모펀드 투자 등 위험투
자를 제한하고, 연준 등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스왑거래 보고·공시 및 자본·증거금 규
제 강화, 중앙청산소 등 거래인프라 확충 등
⑤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신설 : 7개 연방감독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소비
자보호기능을 통합한 독립 행정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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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2017.1~2021.1월) 금융규제 완화 노력
□ 공화당은 양당간 합의 없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2010)｣의 폐지를 위해 줄
곧 노력해왔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2017~2020)중 단계적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실현*
* ① 규제완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2017.1~4월) → ② 재무부의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 발표(2017.6월~2018.7월) → ③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 제정(2018.5월)
→ ④ 자산규모별 맞춤형(tailoring)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도입, 볼커룰 완화 등 감독규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

1. 트럼프대통령의 대통령입법조치(2017.1~4월)
□ 트럼프대통령은 취임후 100일 동안 규제 동결 및 축소를 위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지침을 발동
o 대통령행정명령 : ① 규제 1건 신설시 기존 규제 2건 폐지(One In, Two Out),
② 7대 금융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법규, 조약, 규제 개편방
안(180일내)을 마련, ③ 각 규제당국에 규제개혁부서를 신설(60일내)하여 기존
규제를 재검토
o 대통령지침 : ① 트럼프대통령의 지명자들이 검토하기 전까지 추가 규제조치
동결, ② FSOC 권한 및 ③ 특별정리절차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서비스 관련 대통령 입법조치
대통령 입법
규제동결 지침
(2017.1.20일)

주요 내용
규제당국은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하는 수장들이 검토하기 전까지 현재 제안
또는 계류중인 규제의 추진을 동결

규제축소 명령
(2017.1.30일)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제 1건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해야
하며, 2017년 회계기간중 새로운 규제의 총비용은 제로보다 커서는 안됨
금융규제의 7대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FSOC와 협의하여
120일내에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법률, 조약, 규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출

금융규제원칙
행정명령
(13772호, 2017.2.3일)

* ① 미국민에게 금융의사결정권 부여, ② 금융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방지, ③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 활력 촉진, ④ 미국기업 경쟁력 제고, ⑤ 국제금융규제 협상시 미국이익 제고,
⑥ 금융규제 효율성·효과성 제고, ⑦ 감독기관 책임성 강화 및 금융감독체계 합리화

규제개혁 행정명령
(13777호, 2017.2.24일)

각 규제당국은 60일내에 규제개혁부서(RRO)를 신설하고 동 부서는 기존 규
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대체, 수정을 권고

FSOC권한 재검토 지침
(2017.4.21.일)

재무부장관은 180일내에 FSOC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SIFI 및 SIFMU 지정절차
의 투명성 여부, 정당한 법적보호절차 제공 여부, 비용 등을 180일내에 재검토

특별정리절차 재검토 금융회사 특별정리절차(OLA)의 핵심원칙 부합 여부, 국고손실 초래 여부, 높은
지침(2017.4.21.일)
위험추구 및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조장 여부 등을 180일내에 재검토
자료 :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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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부 금융규제체계 개편 권고안 발표(2017.6월)
□ 美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 경감과 경제성장 및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도드프랭크법｣과 금융감독규정 개편방안을 2017.6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
* 금융규제 개편대상을 ① 은행 및 신용조합(2017.6월), ② 자본시장(2017.10월), ③ 자산관리
및 보험산업(2017.10월), ④ 비은행금융회사 및 핀테크(2018.7월) 등으로 구분

o

(주요내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계에 대한 재무부 통제 강화, 자산규모별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차등 적용, 볼커룰 완화 등을 포함
미국 재무부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권고안

부문

예금은행 등
(2017.6월)

자본시장
(2017.10월)

자산운용·
보험
(2017.10월)

목적

주요내용

규제체계 개편

- 금융감독체계 중첩,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기관 통합, 책무 명확화, 책임성 제고
- FSOC에 대해 선도규제기관 지정, 규제기관간의 역할조정기능 부여
- OFR를 재무부 장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재무부내 기구로 재편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선

- 바젤III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자산규모별 차등(tailoring) 적용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정리계획 제출 등 적용대상 은행의 총자산
기준(500억달러) 상향 조정,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축소(3개→2개)
- LCR규제는 GSIB에만 적용하고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완화
- 정리의향서(living will) 제출주기를 연간에서 격년으로 변경

경제성장 촉진
신용공급 확대

- 중규모 및 지역은행의 자본규제 재검토, 규제부담 축소방안 강구
- CFPB에 대해 대통령의 국장 해임권 부여 또는 위원회조직으로 재편,
금융회사에 대해 과도한 규제준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직 개편

시장 유동성
개선

- 바젤Ⅲ 보완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 완화(총익스포져에서 중앙은행 예
치금, 미국채, 중앙청산소 증거금 등 제외)
- 총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하 또는 트레이딩자산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은행의 경우 볼커룰 적용 배제
· 자기계정거래의 정의 단순화(60일 이내 보유포지션 제외)

기 타

- 경제적 영향이 1억달러를 상회하는 중요 금융규제 제정시 엄격한
비용편익분석 실시(행정명령 12866호)
- 미국내 외국계은행에도 완화된 규제 적용(외국인투자 장려)

자본형성 촉진

-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공시규제 완화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형 자본조달 수단을 재검토·보완
- 사모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촉진을 위해 전문투자자 제도 재정비

효율성·유동성
제고

- 유동화시장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위험보유 규제, 개별
기초자산에 대한 공시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파생금융상품
규제 재정비

- SEC와 CFTC간 규제 일관성 제고, 중앙청산과 관련한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

글로벌 공정경쟁

- 미국 감독기관의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협약
체결시 미국의 이익 우선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적절한 평가

- 은행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회사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를 지양하고 전체 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 실시

규제 효율화 및
규제체계 개편

- 자산운용: SEC의 ETF 승인절차 단순화 및 표준화
- 보험: 주별 보험당국과 연준의 업무협력․조정 강화

자료 : 미국 재무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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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선택법안 하원 통과(2017.6월)
□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2010)｣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을 발의(2017.6월 하원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최종 부결**
* Creating Hope and Opportunity for Investors, Consumers and Entrepreneurs
** 급격한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확대 및 소비자보호 약화 우려와 親금융기관
법안이라는 인식 등에 기인

o 동 법안은 ｢도드-프랭크법｣ 총 16장중 12개 장의 내용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감독당국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
― 전면 폐지 : 특별정리절차(2장), 지급·청산결제 감독(8장), 볼커룰(619조) 등
― 부분 수정 : 시스템리스크 감독(1장), 대형은행 규제(6장), 증권규제(4, 7, 9장),
소비자보호체계(10장) 및 모기지규제(14장) 등
｢도드-프랭크법｣과 ｢금융선택법안｣ 비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

｢도드-프랭크법｣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신설
금융조사국(OFR) 신설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중요 금융회사 특별정리절차
저축조합감독청(OTS) 폐지 및 기능 이관
연방예금보험제도 개편

- 헤지·사모펀드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연방보험국(FIO) 신설
- 보험업 규제체계 개선
-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및 볼커룰 도입

-

｢금융선택법안｣
FSOC 권한·구조·업무절차 등 조정
OFR 폐지
레버리지비율 10%이상시 강화된 기준 면제
전면 폐지

- 사모투자 자문사 등록요건 면제
- 전무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정의 확대
- FSOC 보험부서와 연방보험국을 통합
- 볼커룰 폐지
-

SEC와 CFTC간 규정의 조화 강구
계열사간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제외 조항 추가
전면 폐지
SEC의 시스템 현대화 등을 위한 reserve fund 폐지
비주거용모기지 자산담보부증권 규제 완화
CFPB 권한 축소 및 국장 해임요건 완화
의회에 대한 연준의 정책준칙 자료 제공 의무화
연준의 긴급대출 권한 축소

7장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개혁

8장

-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체계 정비

9장

- 자본시장 투자자보호제도 정비

10장

12장

-

13장

- TARP 지원자금 관리 강화

14장

- 모기지 규제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 모기지 대출 규정 완화

- 여타 법 자구수정 등

- 일부 공시의무 폐지

11장

15~16장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신설
연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연준 긴급유동성 제공 권한 제한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접근성 강화

th

자료 : “The Financial CHOICE Act in the 115 Congress : Selected Policy Issues”. CRS 2017.9.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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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 제정(2018.5월)
□ 美상원이 재무부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권고안｣과 하원의 ｢금융선택법안｣의 일부
내용만을 포함하여 발의(2017.11월)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이 양당의
합의(하원 찬성 258/반대 159, 상원 찬성 67/반대 31)를 거쳐 2018.5월 제정
o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금융규제체계는 유지*하면서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SIFI 지정기준을 총자산규모 500
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 조정**
* FSOC 권한축소, 특별정리정차 폐지, CFPB 지배구조 개편 등은 제외
** SIFI 대상 은행지주회사가 기존 30개에서 13개로 축소

o 총자산 규모가 1,000~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지하고, 연준이 18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의 새로운 규제프레임을
개발·결정하도록 명시
o 소규모 은행(총자산 100억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볼커룰 면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완화, 적격모기지 인정요건 완화,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검사주기 확대
등 규제부담을 대폭 축소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2018.5월) 주요 내용
규제

주요 내용

1장 모기지시장
접근성 확대

- 자산 100억달러 미만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정대출법상 적격모기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의무를 면제
- 소규모 모기지취급기관에 대한 공시 및 에스크로 의무 면제

소규모 지역은행
2장 규제부담 경감

- 자산 100억달러 미만, 트레이딩자산부채가 총자산의 5% 미만인 은행에 볼커룰 적용 면제
- 자산 100억달러 미만 지역은행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8~10% 이상(감독당국이
확정예정)이 위험기준 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면제
- 자산 50억달러 미만 은행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업무보고서 제출, 18개월(통상 12개월)의
검사주기가 적용되는 은행의 자산기준을 10억달러 미만에서 30억달러 미만으로 상향

3장 소비자 보호

- 개인신용정보회사의 무료 신용조회 차단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감사원(GAO)의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내용 의회보고

은행지주회사
4장 차등 규제
(tailoring)

- SIFI 간주 은행지주회사 총자산기준을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총자산이 1,000~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지하되 연준이 자본구조, 위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18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의 새로운 규제프레임을 개발
- 연준의 CCAR 실시, OCC의 강화된 표준 및 복구 계획 및 FDIC의 예금은행 청산계획 제출
대상은행을 기존에 총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에서 감독당국이 결정토록 권한 부여
- 자산보관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중앙은행 예치금 등 제외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계산시 고유동성 자산에 적격 투자등급 지방채 포함

5장 자본형성 촉진

- 전국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면제
- SEC 등록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투자자수 완화(100명 → 250명)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회수 및 추심 금지 조건 추가
- 학생차주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신용기록에서 삭제요청 가능
자료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2018.8월)
6장 학자금대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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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당국의 주요 감독규정 개정
□ 감독당국들은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2018)｣에 따라 볼커룰, 레버리지
비율, 대형금융기관 자본규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에서 위임한 수준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
* ｢<참고2>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2018) 제정후 주요 금융감독 규정 완화｣ 참조

o 볼커룰 완화 : 5개 감독당국(연준, OCC, FDIC, SEC, CFTC)은 트레이딩 자산부채
규모별 컴플라이언스 규제 차등 적용, 자기계정거래의 정의요건 완화, 보고
자료 단순화 등을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2019.10월 확정, 2020.1월 시행)
o eSLR 및 SCB 규제 완화 : 연준과 OCC는 강화된 보완레버리지비율*(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과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규제 최종안
발표시 기존 예고안보다 규제비율을 낮추고 간소한 방식으로 변경(2019.11월, 2020.2월)
* 2018년부터 시행된 바젤Ⅲ에 포함되는 보완레버리지비율규제(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와 관련하여 GSIB과, GSIB의 자회사중 부보대상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SLR보다 강화된 레버리지비율 적용
**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도입한 스트레스테스트에 기반한 강화된 자
본규제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자본손실 흡수와 계획된 분배금 지급을 계속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적립을 요구

o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차등 적용 : 연준, OCC 및 FDIC는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대형금융회사를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별 건전성 규제 기준을 차등화(2018.10.31.일 발표, 2021.4.5일 시행)
* 총자산규모 1,000~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프레임 개발·결정

대형금융지주회사 구분

자료 :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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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SOC의 SIFI 지정절차 강화 : 재무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FSOC는 비은행금융
회사에 대한 SIFI 지정시 비용편익분석, 금융불안 초래가능성 고려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최후 수단으로써만 활용토록 하는 가이던스를 채택*(2019.12월)
* 다수 전임 연준의장(Yellen, Bernanke), 전임 재무부장관(Lew, Geithner)들은 동 조치가
비록 절차변경에 불과하나 FSOC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SIFI 지정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대서한을 므늬신 재무장관에게 송부

o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 OCC는 연준과 FDI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CRA 감독규정 개편안｣을 단독으로 확정**(2020.6월)
* 예금금융기관들의 소재지역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신용 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 제정. 동 법에 의거 감독기관들(연준, OCC, FDIC)은 소관금융기관의 CRA이행실적을 평가
하여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여 관행적으로 관련규정을 합의를 통해 공동 개정
** ｢<참고3>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논란｣ 참조

□ 감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형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레버리지비율*(SLR) 계산시 국채와 지급준
비금을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2020.4월)
* 자산총액의 3% 이상 자본보유 의무 규정

6. 트럼프행정부의 감독당국 법집행 약화 노력
□ 트럼프대통령은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OFR, SEC,
CFPB 등에 대한 예산·인력 통제, 금융기관 출신의 금융수장 임명 등 감독당
국의 집행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o FSOC 공식회의는 오바마행정부 시절에 매년 8~10회 정도 개최되었으나 트
럼프행정부 시절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 횟수(4회)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SIFI 지정 실적은 전무
o OFR(FSOC 포함*)의 예산은 2016년 95백만달러에서 2020년 63백만달러로
33.9% 삭감되었고, 인력은 2016년 214명에서 2020.9월말 107명으로 50% 축소
* FSOC와 OFR의 예산은 주요 금융회사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금융조사기금(Financial
Research Fund)으로 조달

o

금융기관 출신의 보수적 인물을 주요 감독기관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기존
법체계내에서 감독규정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
* CFPB의 금융소비자 구제금액은 2015년 56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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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이든 新행정부의 금융규제 재강화 움직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중 약화된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
* ① 트럼프 前대통령이 발표한 규제완화 행정명령 취소 → ② 진보진영의 강력한 규
제론자를 주요 금융당국 수장에 임명 → ③ 각 감독당국의 법집행 강화 움직임

1.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입법조치
□ 바이든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前대통령이 감독당국의 규제와 집행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대통령입법조치를 취소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지침을 발표
o 대통령행정명령 : 긴급한 국가과제 추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저해
할 수 있는 트럼프 前대통령의 규제축소 관련 대통령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정부기관들이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o 대통령지침 : ① 바이든대통령의 지명자들이 검토하기 전까지 규제관련 조치를
동결(아직 발효되지 않은 규정은 60일간 시행 연기), ② 규제검토 현대화 지시 등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강화를 위한 대통령 입법조치
조치
규제동결·재검토 지침
(2021.1.20)

-

연방규제관련 특정
대통령명령 취소 명령
(13992호, 2021.1.20)

주요 내용
바이든대통령이 지명한 수장들이 검토·승인할 때까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새로운 규칙의 제안이나 발행을 중단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규정은 즉시 철회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칙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행되었지만 발효되지 않은 규
정은 60일 동안 규정시행일 연기를 고려
코로나19 전염병, 경제회복, 인종정의, 기후변화 등 국가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의 기존 대통령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규제축소 및 규제비용 통제 명령 (제13771호, 2017.1.30일)
·규제개혁아젠다 시행 명령 (제13777호, 2017.2.24일)
·연방자문위원회 효용성 평가 및 개선 명령(제13875호, 2019.6.14일)
·규제기관 가이던스 개선을 통한 법치주의 촉진 명령 (제13891호, 2019.10.9일)
·민간 행정집행 및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법치주의 촉진 명령 (제13892호, 2019.10.9일)
·PAYGO* 활성화를 통한 행정행위에 대한 정부책임성 제고 명령(제13893호, 2019.10.10일)
*“Pay As You GO”의 약자로 각 부처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수립시 이를 위한 세입증가나
지출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한 원칙

- 정보·규제사무국(OIRA)은 규제당국과 협의를 거쳐 “규제검토”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일련의 권고안 마련을 조기에 착수
- 동 권고안은 “규제검토 프로세스”가 공공보건 및 안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인종정의, 환경관리, 인간존엄성, 형평성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
자료 :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
규 제 검 토 ( Regul at or y
Review) 현대화 지침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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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진영의 강경 규제론자를 감독당국 수장으로 지명
□ 조지아주 상원 재선거(2021.1.5일)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됨에
따라 바이든대통령은 주요 금융당국 수장에 적극적인 법집행과 강력한 소비
자보호를 주장해온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측 인사들을 지명
o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 : 오마바행정부에서 CFPB 부국장겸 학자금대출
옴부즈맨을 역임한 Rohit Chopra 現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을 지명(1.18일)
o 통화감독청(OCC) 청장 : 바이든대통령이 오바마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금융담당)
를 역임하면서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기여한 Michael Barr 現미시간대학 공공정
책학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금융포용·다양성을 주
장해온 Mehrsa Baradaran 캘리포니아대학교(Irvine) 법학교수를 강력 추천
o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 오바마행정부에서 상품거래위원회 의장(2009-2014)을
역임한 Gary Gensler 현 MIT 교수(핀테크,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등 기술금융 권위자) 및 인수위
금융감독팀 팀장을 지명(1.18일)
o 상품선물위원회(CFTC) 의장 : 오바마대통령이 2016년에 CFTC 의장으로 지명
하였으나 상원 인준 지연으로 낙마했던 Chris Brummer 현 조지타운대 법학교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암호화폐 규제 권위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짐
바이든대통령의 주요 금융당국 수장 지명자 주요 경력
지명(예상)자

주요 경력

Rohit Chopra
(1.18일 지명)

- 前 오바마행정부시 CFPB 부국장겸 학자금대출 옴부즈맨 역임
- 現 FTC 위원
- 예상정책 : 학자금대출 및 급여지급일대출 등의 약탈적 대출행위 규제 강화 등

Michael Barr
(지명예상)

- 前 오바마행정부 시절 금융담당 재무부 차관보 역임(도드-프랭크법 제정 주도)
- 現 미시간대학의 공공정책 학장
- 예상정책 : 자본유동성규제 및 지역사회재투자법 강화 등

Mehrsa Baradaran
(진보진영 강력 추천)

- 現 캘리포니아대학교(Irvine) 법학과 교수
- 예상정책 : 은행법 전공, 금융포용 및 다양성 주장

SEC의장

Gary Gensler
(1.18일 지명)

-

CFTC의장

Chris Brummer
(지명예상)

- 오바마대통령이 2016년 CFTC 의장 지명하였으나 상원인준 지연으로 낙마
- 現 조지타운대 법학교수(핀테크, 금융규제 강의)
- 예상정책 : 최근 CFTC에서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등에 대해 발표

CFPB청장

OCC청장

前 골드만삭스 금융부문 공동대표, 클린턴행정부시 재무부 근무
前 오바마행정부시 상품거래위원회 의장 역임(파생금융상품 규제 도입 주도)
現 MIT 경영대교수(블록체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핀테크 등 기술금융 강의)
예상정책 : 최신 금융기술을 활용한 SEC의 집행력 강화, ESG 등과 관련한
공시강화 등

자료 : WSJ, CNN 등 주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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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어 감독당국 수장 지명자들이 인준절
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바이든 新행정부는 연준 이외의
주요 금융당국을 정치적으로 장악 가능
o 연방준비은행(Fed) : Jerome Powell 의장의 임기(2022.2월)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데다 전체 연준이사진 7명중 Lael Brainard 이사와 현재 공석인 이사를
제외한 5명이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공화당 성향 인사로 구성
― 차기 연준의장으로는 현 Jerome Powell 의장의 연임 또는 Lael Brainard
이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o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장 :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Jelena McWilliams
이사장의 임기가 2023.6월까지 남아 있으나 여타 이사진 4명이 모두 민주당
성향 인사로 구성될 전망
바이든 新행정부의 금융당국 주요 직책 변화
기관

직책

2020년

2021년
Q1
Q2

재무부(Tresury)

장관

Steven Mnuchin

Janet Yellen (confirmed)

의장
부의장
부의장(감독담당)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의장
부의장
내부국장

Jerome Powell (임기 2022.2월)
Richard Clarida (임기 2022.9월)
Randal Quarles (부의장 2021.10월, 이사 2032.1월)
Christopher Waller(임기 2030.1월)
Lael Brainard (임기 2026.1월)
TBD
Michelle Bowman (임기 2034.1월)
Jelena McWilliams (임기 2023.6월)
TBD
Martin Gruenberg (term end TBD)

외부국장(OCC)

Brain Brooks (acting)

Michael Barr (expecting)

외부국장(CFPB)

Kathy Kraninger
(임기 2023.12월)

Rohit Chopra (nominated)

Comptroller

Brian Brooks (acting)

Michael Barr (expecting)

연방준비은행
(Fed)

연방예금보험
공사(FDIC)

통화감독청
(OCC)
소비자금융
보호청(CFPB)

Q3

Q4

Kathy Kraninger
Rohit Chopra (nominated)
(임기 2023.12월)
의장
Jay Clayton (resigned) Gary Gensler (nominated)
위원(R)
Elad Roisman
증권거래위원회 위원(R)
Hester Peirce
(SEC)
위원(D)
Allison Lee (Acting 의장)
위원(D)
Caroline Crenshaw
의장
Heath Tarbert (resigned) Chris Brummer (expecting)
위원(R)
Brain Quintenz
상품선물위원회
위원(R)
Dawn Stump
(CFTC)
위원(D)
Dan Berkovitz
위원(D)
Rostin Behnam (Acting 의장)
자료: PWC 자료(2020.11월)를 자체 업데이트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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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Q1
Q2

Q3

Q4

TBD
TBD

3. 감독당국의 규제활동 및 집행 강화 움직임
□ 감독당국들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FSOC 권한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관련 법집행 강화 등을 우선 추진
바이든대통령 취임 이후 감독당국의 주요 조치
감독당국

조치

FSOC 권한 강화
재무부

연준

주요내용
- Yellen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FSOC에서 금융시장 혼란, 비은행금
융회사의 위험과 잠재적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시스
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다루는 등 FSOC 중심의 시스템리
스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
- Yellen 재무장관은 최근 Gamestop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 공매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비공식 FSOC 회의를 소집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서 신설
(3.2일)

- 재무부내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Climate and energy economy)
을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UC Berkeley 대학교 Catherine
Wolfram 교수를 부차관보로 임명

Supervision Climate
Committee 신설
(1.26일)

- 기후변화가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고 뉴욕연준의 금융감독 책임자인
Kevin Stiroh를 위원장으로 지명

Climate stress test
필요성 언급
(2.18일)

-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IIF 주관 컨퍼런스에서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기후 관련 물리적 및 전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를 공식화(formulates)하
고, 개별 회사 및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 필요성을 언급

금융규제 강화
필요성 언급
(3.1일)

-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2021 IIB 연례컨퍼런스에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금융안정 관련 교훈” 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MMFs, 국채시
장, 역외달러펀딩시장, 중앙청산 관련 취약점을 언급하면서 보완자본
강화와 MMFs의 펀드상환비용을 환매요청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펀드순자산가격 평가제도(swing price)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

SEC 집행부서
조사권한 강화
(2.9일)

- SEC 집행부서(Division of Enforcement)의 선임집행관들(senior officers)에
대해 공식조사명령(자료징구 및 증인조사 허용) 승인 권한을 재부여
* 트럼프행정부에서는 일관된 감독집행을 위해 동 권한을 2명의 집행관에만 부여

-

SEC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건부 타협안
제시 관행 중단 발표
(2.11일)
2021 Examination
Priorities Report
(3.3일)

CFPB

Jay Clayton 前 SEC위원장 시절(2019.7월 이후) SEC가 제제
(enforcement action)를 받는 기업에 대해 조건부 타협안을 제시
(Contingent Settlement Offers)하던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 증권법상 SEC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은 SEC로부터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한
자금조달활동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2019.7월 이후 SEC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재기업에 대해 제재면제(waiver)가 포함된 조건부 타협안을 제시해옴

- 기후변화, 핀테크기업, 투자자문사 및 브로커에 의한 이해상충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을 2021년 금융검사 중점사항(priorities)으로 선정

기후변화 대응
TF 신설(3.4일)

- ESG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Climate & ESG Task Force를 신설

도드-프랭크법 제
1071조 관련 감독
규정 제정 추진

- 코로나19 위기 및 인종적 불평등에의 대응, 모기지 Servicer 및 강제퇴거
관련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위해 도드-프랭크법 제
1071조에 의거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관련 상세정보 요청할 수 있는
CFPB의 권한과 관련한 감독규정 제정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

정책집행을 제한했던
내부가이던스 폐지 - CFPB의 정책집행을 제한했던 2020.1.24.일 “감독당국의 권한남용 금지”
관련 정책발표문을 폐지하겠다고 발표
(3.11일)
자료 : Treasury, Fed, SEC, CFPB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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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전망
1. 새로운 금융규제법안 제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상하원에서 근소한 의석수 차이 등을 감
안할 때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o 바이든대통령은 취임 직전 발표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회복,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추가 재정부양법안”과 “클린에너지경
제 및 인프라 개혁법안”이 新행정부의 정책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
o 위의 두 예산법안의 경우 조정절차(reconciliation) 적용시 과반수만으로 통과
가 가능하지만 금융규제법 등 여타 법안은 공화당의 입법저지(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상원의석 60석 이상이 필요
o 과거 금융규제법 제정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금융개혁 청사진 발표 이후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통상 1~3년 가량이 소요
* ｢도드-프랭크법｣ 제정 절차 :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 청사진 발표(09.6월) → 재무부의 법안 마
련(09.6~8월) → 상하원 상임위의 법안 발의(09.7~11월) → 하원의 법안 의결(09.12월) → 정부의
추가규제(볼커룰 등)도입 발표(10.1월) → 상원의 법안 의결(10.5월) →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통
합 법안 도출(10.6월) → 상하원의 법안 의결(10.6~7월) → 대통령 법안 공포(10.7월)

미국의 주요 금융개혁법 및 입법소요기간
법률

집권당(대통령)

소요기간

Federal Reserve Act(1913)

민주당(윌슨)

6년(1907~1913)

Glass-Steagall Act
(Banking Act of 1933)

민주당(루스벨트)

6개월(1933)

Banking Act(1935)

민주당(루스벨트)

2년(1933~1935)

Bank Holding Company Act(1956)

공화당(아이젠하워)

3년(1953~1956)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1980)

민주당(카터)

3년(1977~1980)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1999)

민주당(클린턴)

18년(1981~1999)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10)

민주당(오바마)

14개월
(2009.6월~2010.7월)

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18)

공화당(트럼프)

12개월
(2017.6월~2018.5월)

자료 : 한은조사연구 2010-3(2010.6월)을 자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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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보다는 일부 비은행 부문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 예상
□ 새로운 금융규제법은 은행보다는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
o 2018.5월 제정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은 상당수 민주당 의원
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데다 ｢도드-프랭크법｣의 금융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우세
o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들이 충분한 자본
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
o 반면 코로나19 사태시 심각한 취약성을 보였던 MMF* 등 일부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트럼프행정부에서도 논의된 점을 감안할 때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참고4> SEC의 MMF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잠재적인 정책옵션｣ 참조

금융규제 관련 주요인사 발언 및 조치사항
감독당국
재무부

발언자
Yellen 재무장관
인사청문회(21.1월)

주요 내용
- 대형은행들이 현재의 위기를 견뎌낼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음
- 은행들과 달리 일부 비은행 부문은 코로나19 위기시 유동성 불균형과
스트레스 확산 등 많은 문제를 야기

Randal Quarles
금융감독 부의장
Hoover Institution 연설
(20.10.14일)

- 여기에는 머니마켓펀드의 취약성, 딜러들의 중개 능력과 의향, 핵심 국
채시장의 시장구조, 레버리지 투자자의 역할, 미달러화 역외펀딩의 취
약성 등을 포함
- 비은행부문의 금융중개, 비은행과 은행간의 다양한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초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연준

파월의장
FOMC 기자간담회
(21.1.27일)

- 불평등 해소를 위한 CRA 개혁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를
향후 1년간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임
-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은행들은 견실한 자본수준과 양호한 수익을 유
지하면서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 왔으며 최근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판명

FOMC 1월 의사록
(21.2.16일)

SEC

MMF 규제 강화 추진
(21.2.4일)

- 반면 대유행 기간중 금융시스템의 일부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
났으며, 규제당국이 이러한 금융 취약성에 대응할 필요
*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시장의 대규모 자금유출에 취약한(run-prone)
투자펀드와 국채시장 취약한 기능 등
- 2020.3월중 단기자금시장의 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경제위원회가
2020.12월에 발표한 보고서(금융시장에 대한 MMF의 영향)에서 제시한
잠재적인 정책옵션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요청

자료 : Treasury, Fed, SEC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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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진영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감독규정 강화 예상
□ 감독당국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적극적인 규정개정과 감독집행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o 기후변화 대응 :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2020.9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보
고서*와 뉴욕주의 금융서비스국(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이
2020.10월에 관할 금융기관에 보낸 “Climate Risk Expectations” 관련 서한**
등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방규제의 로드맵과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
* 현행 법률과 규정은 감독당국들이 금융분야의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험 완화를
위한 53가지 권고안#을 제시
# ①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는 활동으로 투자 유도, ② 탄소배출권의 합리적 가격 책정, ③ 금융
회사들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 규정 도입 등
**

NYDFS는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활동을 감독할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지정하는 등 기업
리스크 관리기능에 기후변화를 통합할 것을 기대

o 불평등해소 : ｢지역사회재투자법(CRA)｣ 개혁과 관련하여 기존에 OCC가 단
독으로 확정한 규정은 철회하고 연준이 발표한 예고안(2월까지 의견접수중)을
중심으로 감독당국간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
―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관점에서 핀테크 등 지급결제제도, 중앙
은행 디지털통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
o 소비자보호 : 금융기관들의 약탈적 대출 제한, 금융포용 촉진, 학자금대출
상환면제 등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예상
o 참고로 감독당국들은 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당
선인에게 보낸 서한(2020.12.4일)에서 권고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4년간 트럼프행정부가 하원 금융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 및 행정조치중 新
행정부가 즉각 번복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5> 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장의 권고안중 금융건전성 관련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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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화된 연방사법부의 견제 직면 예상
□ 향후 바이든 新행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노력은 트럼프대통령 시절에 보수화
된 연방사법부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제도
**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안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법형성 및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

o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현재 연방대법관 9명중 6명을 임명하였으며, 전체
연방재판관(17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법관은 2016년 73명에서 2020년말
현재 98명으로 증가
o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방사법부는 법적 권한에 직접 위배되지 않는 한 연방
기관들의 해석을 존중해온 관행(Chevron deference)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방기관들의 다수 지침을 뒤집은 바 있음
* 예: ① 고용부(DOL)의 수탁규정(fiduciary rule)에 대한 위법 판결
② 대통령이 독립기관으로써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을
재량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 단일 청장에 의해 운영되는 CFPB의 구
조가 헌법상의 권한제한을 넘어선다고 판단
③ 이자율제한법에서 대출이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은행의 핀테크
등 여타기관에 대한 대출이전을 허용(“valid-when-made” principle)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구성
성명

출생년도

임명대통령

상원 인준
(찬성/반대)

임명시점

존 로버츠
(대법원장)

1955년(66세)

조지 부시(공화당)

78/22

2005.9월

클래런스 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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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도드-프랭크법(2010)｣의 주요 내용
규제

주요 내용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신설
- 금융조사국(OFR) 신설
- SIFI에 강화된 기준 적용

- FSOC : 시스템리스크 감시 총괄, SIFI지정,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
- OFR : 정보수집 및 분석권한, FSOC 보좌 등
- 연준 : 비은행 SIFIs 및 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중요 금융기관
이 강화된 건전성 기준에 미달시 FSOC의 승인하에 위험
완화조치(인수.합병 금지, 금융상품 판매 제한 등) 집행

2장

- 중요 금융회사 특별정리절차

- 일반파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증권·보험)도 SIFI로 지정시 재무
부장관이 FDIC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특별정리절차를 적용
- FDIC의 특별정리절차 집행을 위해 기존의 연방보험기금과는 별
도의 정리기금을 재무부 내에 설치

3장

- 저축조합감독청(OTS) 폐지
및 기능 이관
- 연방예금보험제도 개편

- 저축조합감독청(OTS) 폐지 및 동 기능을 연준, 통화감독청(OCC)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 이전

4장

- 헤지펀드·사모펀드 자문
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SEC 등록 의무화
- SEC에 자료제출, 검사 등의 감독권을 부여

5장

- 연방보험국(FIO) 신설
- 보험업 규제체계 개선

- 재무부내 신설되어 보험산업 모니터링 및 특정 보험사의 중요 금
융회사 지정을 위한 FSOC와 협의 등 보완적 기능을 담당

-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및 볼
커룰 도입

- 예금취급기관의 M&A 승인시 예금점유율 요건(전국 10%(州內
30%) 이내)에 자산 및 부채 관련 요건을 추가
- 인수.합병 후 총부채가 미국내 금융회사 총부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총자산 100억달러
를 초과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연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 예금취급기관 및 그 지배회사의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헤지펀드 . PEF의 지분취득 및 경영지배를 원칙적 금지

7장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개혁

- SEC·CFTC 지정 특정스왑에 대해 등록된 청산기구 이용 의무화
- 예금취급기관 스왑거래에 대해 연준의 자금지원 및 FDIC의 보증
등 연방정부차원의 지원을 원칙적 금지(링컨수정조항)
- 스왑거래에 대한 보고·공시 및 자본·증거금 규제 신설·강화
- 스왑시장의 거래인프라로서 중앙청산소, 스왑실행기구, 스왑정보
저장소, 금융시장기구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도입

8장

-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체계
정비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책무를 연준에 부여하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접근 및 제재 등은 현행 감독제도를 유지

9장

- 자본시장 투자자보호제도
정비

-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자가 기초자산의 일정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사의 평가의견을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기업경영분석보
고서에 준하여 책임성을 부여
- 신용평가회사, 자산유동화시장, 보수체계 및 지배구조 규제 개혁

10장

-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신설

- 7개 연방기관이 담당하던 소비자금융과 관련한 규제·감독 권한을
독점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11장

- 연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연준의 긴급여신은 특정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아닌 다수가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
- 연준은 긴급여신 후 7일 이내에 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30일마
다 담보가치, 회수이자, 예상손실 등을 추가 보고
- 회계감사원(GAO)은 연준의 일상적 여신, 긴급여신, 공개시장조작 등과
관련하여 연준이사회·지역연준을 상시적으로 심사하고 의회에 보고
- 연준의 감독담당 부의장을 신설

12장

-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접근성 강화

- 저·중위 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13장

- TARP 지원자금 관리 강화

14장

- 모기지 규제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1장

6장

- 모기지대출업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고려를
의무화 등

15~16장 - 여타 법 자구수정 등
자료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20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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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2018)｣ 제정 후 주요 금융감독 규정 완화
 볼커롤 완화
□ 5개 감독당국(연준, OCC, FDIC, SEC, CFTC)은 트레이딩 자산부채 규모별 컴플라
이언스 규제 차등 적용, 자기계정거래의 정의요건 완화, 보고자료 단순화 등을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2019.10월 확정하고 2020.1월부터 시행
o 트레이딩 자산부채가 200억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 볼커룰 관련 모든 컴플
라이언스 규제를 적용하고,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간소화 또는 면제
o 단기(60일이내) 보유자산, 시장조성 및 증권인수 업무, 헤지거래 등에 대한
非자기계정거래 입증책임 면제, 거래정보 보고주기(월→분기) 및 시한(10일→
30일) 확대 등 볼커룰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
o 2020.6월에는 운용금지 대상인 covered fund(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서 벤처캐피털
펀드 등을 제외
볼커룰 관련 규제 간소화
구분

주요 내용

트레이딩자산부채(TALs)
기준 차등규제

- ① 200억달러 이상 : six-pillar 컴플라이언스, metrics reporting, covered fund
documentation, CEO attestation 등 볼커룰 관련 모든 컴플라이언스 규제 적용
② 10~200억달러 미만 : 간소화된 규제(simplified compliance) 적용
③ 10억달러 미만 : 면제(볼커룰 준수 추정, 계속 입증의무 없음)

자기계정거래 등에 대한
정의 요건 완화 등

- 60일이내 보유 단기자산에 대해 자기계정거래 아님 소명의무 폐지
- 오류거래(trading errors)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래, 고객주도의 스왑거
래, 문서화된 담보자산 헤징거래 등을 자기계정거래에서 제외
- 90일 동안 발생 이익·손실이 2,500백만달러 이내인 경우 자기계정거래에서 제외

시장조성 및 증권인수
업무에 대한 볼커룰 면제
여부 입증책임 완화

- 적절한 내부 리스크 한도 보유·준수 금융기관에 대해 시장조성 및 증권
인수 업무인 경우 입증책임 면제
- 시장조성 및 증권인수 업무 관련 종합적 내부규제준수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트레이딩자산부채 규모가 200억달러이상으로 한정

볼커룰 면제 헤지거래
기준의 간소화

- 기존에 헤지거래의 볼커룰 면제를 위해 필요했던 특정부문에 대한 명백
한 리스크 완화 입증책임과 상관관계분석 제출 요건을 삭제

외국은행에 대한
볼커룰 적용 완화

- 외국은행 자기계정의 해외거래에 대한 볼커룰 면제 요건인 미국내 자금
조달 금지 및 미국내 경제주체를 통한 거래 금지 요건을 일부 완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거래정보 간소화 등

- 거래정보 제출의무를 트레이딩자산부채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제출주기(월→분기) 및 시한(10일→30일)을 확대

Covered fund 규제 완화
(2020.6월)

- (은행투자규제) 은행의 소유 또는 운용이 금지되는 규제대상펀드❨
Covered fund: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등을 제외
- (CLO투자규제) 규제대상펀드 예외조항인 대출증권화시 총 자산의 5%를
하이일드채 등의 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자료 : PWC(2019.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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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보완 레버리지비율(eSLR)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SCB) 규제 완화
□ 연준과 OCC는 강화된 보완레버리지비율*(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과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산정방식을 은행별 여건을 반영하는
간소한 방식으로 개편
* 2018년부터 시행된 바젤Ⅲ에 포함되는 보완레버리지비율규제(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와 관련하여 GSIB에 대해 5%, GSIB의 자회사중 부보대상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6%로 SLR보다 강화된 레버리지비율 적용
**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도입한 스트레스테스트에 기반한 강화된 자본
규제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자본손실 흡수와 계획된 분배금 지급을 계속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적립을 요구

o 강화된 보완 레버리지비율 : GSIB과 동 기관의 자회사중 연준과 OCC의 감
독대상인 부보 금융기관의 eSLR 계산시 기존에 최소 비율(3%)에 각각 2%p
및 3%p를 더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별 추가 자본비율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
으로 완화
강화된 보완레버리지비율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관련 규제 간소화
구분
강화된 보완레버리지비율

주요 내용
- 강화된 보완레버리지비율 계산시 최소비율(3%)에 각각 2%p 및 3%p 추가
→ 금융기관별 추가 자본비율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의 완화
- 자산보관은행의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중앙은행 예치금 등을 제외(2020.1월)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고려한 적립요건과 고정비율(2.5%p) 적립요건 모두 충족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고려한 적립요건*(최저 2.5%)으로 단일화
* 위기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보통주 자본 + 향후 4분기중 지급예정 배당금의 합
(기존에는 향후 9분기중 지급예정인 배당금, 자사주매입, 규제자본 발행 등이 포함)

스트레스 완충자본

- 2018.4월 개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스트레스 레버리지비율 완충자본(stress
leverage buffer)은 도입하지 않음
- GSIB는 추가 자본비율(surcharge)만큼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
- 연준의 SCB 계산시 미완료된 사업계획 변경(인수합병·매각) 고려하지 않음
- SCB로 이행하면서 향후 개별은행의 자본계획에 대한 자본규모를 이유로 이의제기
(quantitative objection)를 하지 않음
·자체 기준시나리오 결과가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로 산출된 자본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되었던 분배금의 조정을 요구. 단 결과
통지후 2일내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자본계획

- 자본계획상의 분배금(payout) 이상 지급시 연준의 사전승인 요건 삭제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해 정상영업 과정에서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배금 지급이 제한
·자본계획보다 많은 분배금 지급시 직권조사 가능 인식 필요
- 자본계획에 대한 정성적 이의제기(qualitative objection)를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스트레스테스트

- 위기시나리오에서 은행의 B/S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변화 없는 것으로 수정

자료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2019.9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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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트레스 완충자본 : 기존에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의한 적립요건과 고정
비율(2.5%p) 적립요건 모두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고려한 적립요건(최저 2.5%)으로 단일화

자료 : Fed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 연준, OCC 및 FDIC는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을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 카
테고리별 건전성 규제 기준을 마련(2018.10.31.일)하였으며 2021.4월 시행 예정
* 총자산규모 1,000~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프레임 개발·결정

o GSIB 여부, 자산규모(7,000억달러, 2,500억달러, 1,000억달러), 해외영업규모(750억달
러), 단기도매자금조달·비은행자산·부외 익스포져(750억달러) 등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를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적용
o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자산규모 2,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카테고리 ii)에
대한 규제조정 등은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에서 연준에 부여한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반대 소수의견을 제시

-21/27-

자료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20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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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논란
□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개혁 추진 발표
(2018.4월) 이후 감독당국들이 개편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OCC는 연준과 FDI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편안**을
2020.6월 단독으로 최종 확정
* 예금금융기관들의 소재지역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신용 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
제정. 동 법에 의거 감독기관들(연준, OCC, FDIC)은 소관금융기관의 CRA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여 관행적으로 관련규정을 합의를 통해 공동 개정
** 금융기관 : 현행 지점중심(Branch-based)의 CRA 평가방식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발전 등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며 관련 규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
지역사회 : CRA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부과하지 못함

o CRA활동 인정 금융활동 정의 확대, 달러금액에 기반한 단일 평가지표 도입,
이행실적 측정방식 간소화 등을 포함
o 이에 대응하여 연준은 2020.9월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감독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2021.2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중
미정부(OCC)와 연준 CRA 개혁안 비교
OCC안

- 달러금액에 기반한 단일 평가지표 도입
- 이행실적 측정방식을 간소화
- CRA 활동 인정 금융활동 정의 확대
- 평가지역을 Facility기반과 Deposit기반
으로 구분

연준안
- CRA 핵심목표인 소외 지역사회의 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
- 규제의 명확성, 일관성, 투명성을 높여 확실성을 제고
-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부담 최소화
- 은행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규모, 비즈니스모델별
맞춤형 규제 도입
- 소외지역 커뮤니티 중심 CRA활동 명확화
- 현행 지점기반(branch-based) 평가 유지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일관성 제고

자료: OCC,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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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SEC의 MMF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잠재적인 정책옵션
□ 2020.12월 대통령직속 경제위원회는 2020.3월중 단기자금시장의 혼란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MMF의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잠재적인 정책옵션을
제시
o SEC는 2.4일 동 보고서의 정책옵션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요청
o 상당수 정책옵션(예: Minimum Balance a Risk, Floating NAVs, Swing pricing 등)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제기되었지만 업계의 반대 등으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음
MMF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옵션(예시)
정책옵션

MMF의 유동성 상황에 따른
환매제한 부과 의무 폐지

주요 내용
- MMFs의 주별 유동성자산비율(Weekly Liquidity Asset)이 일정수준을 하
회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환매수수료(liquidity fee) 또는 일정
기간의 환매제한(redemption gate) 부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펀드
스스로가 최선의 이익이 될 때 환매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주간 유동자산이 30% 이하로 하락시 펀드가 재량적으로 부과, 10%
이하로 하락시 환매수수료 1%를 부과

환매제한규정 개선

- 환매제한시 SEC에 대한 사전 통지
- 환매제한부과전 수수료 부과를 고려
- 환매제한을 위한 유동성비율 기준(threshold) 조정 및 부분환매 허용

Minimum Balance at Risk
환매메커니즘 도임

- 투자금액의 일부는 일정시간 이후 상환하고 그 기간내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대비 최소잔고”환매 메커니즘 도임
- MMFs의 고유동성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WLA가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
지는 기간중 운용수수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토록 의무화

유동성 관리 의무
- 2주 유동성자산(biweekly liquid assets) 비율과 같은 환매제한 기준을
추가 도입
경기대응(Countercyclical)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환매가 많은 시기에 WLA 최소요건이 자동으로 감소하도록 하여 MMFs
들이 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축소

유동적 순자산가치
(Floating NAVs) 평가 도입

-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NAV 평가를 사용함에 따라 스트레스 기간중 자
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환매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인센티브를 제거

Swing pricing 도입

- 펀드상환 비용을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펀드순자산가격
평가제도 도입

기타

- 완충자본(capital buffers) 도입, 유동성교환은행(liquidity exchange bank)
회원 의무가입, 펀드스폰서의 유동성 지원의무 도입 등

자료 : SEC 보도자료(2021.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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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장의 권고안중 금융건전성 관련 사항
□ 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장은 2020년 12.4일 바이든 대통령당선인에게 보낸 서
한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 위원회 소관사항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
조치 중 新행정부가 즉시 번복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다수 조치를 권고
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장의 금융건전성 강화를 위한 권고
주요 내용

관련기관
(조치시기)

비은행금융회사의
SIFI 지정절차 강화

Dodd-Frank법에 의거 비은행금융회사를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할 때 비용
편익분석과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likelihood of
distress)을 고려요인에 추가
→ 비은행금융회사의 SIFI지정이 어려워짐

FSOC
2020.12.4

FSOC 및 OFR 조직
약화

FSOC와 OFR의 인력이 대폭 감축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위험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기후변화, 레버리지차입, 헤지펀
드, 사모펀드, 자산운용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 회
의가 축소

FSOC, OFR
2017-2020

대형은행의 자산규모별
맞춤형 규제(Tailoring
Rules) 도입

은행규제를 자산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약화시킴

자본유동성규제
임계치 변경

자산규모가 2500억~7000억달러인 은행에 대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5%까지 축소
자산규모가 1000억~2500억달러인 은행에 대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전 면제

Resolution Planning
제출주기 연장

정리계획 제출주기를 4년~6년마다 제출토록 완화

자본규제, 자본계획
및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규정 완화

은행자본배분에 대한 “qualitative objections” 축소
스트레스테스트 가정변경 등으로 요구자본규모 축소
→ “스트레스테스트 및 자본 프레임워크(CCAR)” 약화

FRB
2020.3.4

내부 계열사간 거래
스왑마진룰 완화

은행 계열사간(Inter-Affiliate) 스왑거래시 초기마진
(initial margin) 면제
-> 금융규제가 덜한 외국계열사/투기자본에서 은행으로
리스크 이전
파생상품 손실에 대비한 은행의 마진자금이 수백억
달러 감소

Fed, OCC,
FDIC
2020.6.25

철회

맞춤형 eSLR 규제
도입

8개 G-SIB의 지주회사와 예금기관(IDI) 자회사에
적용되는 “강화된 추가 레버리지 비율(eSLR)”
규제 완화를 제안
-> G-SIB의 자본이 1,210억 달러 축소

Fed, OCC
2018.4.11.

철회

SLR 규제 일시 면제

8개
G-SIBs의
국채와
연준예금에
대한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 일시 면제
자본배분(Capital Distributions)시 사전 승인 요구
적격보유소득(eligible retained income)내 배당 허용

Fed, FDIC,
OCC
2020.4.1

대유행
파장이
진정될 때까지
자사주 매입, 배
당금 지급 금지

트럼프행정부 조치

(Regulation Q, Y, YY)

권고내용

철회

2016년 수준 이상
으로 인력 확충
위원회의를 2개
월마다 개최

철회
Fed, FDIC
OCC
2019.10.10

자본, 유동성, 청산
관련 규제 강화

격년으로 강화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자료 : Waters Provides Recommendations to President-Elect Biden on Trump Actions to Reverse(2020.12.4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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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조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가
2016년에 제안된 규정에 비해 약화**(BIS협약 일부 위배)
* 1년내 만기도래 자산과 동일한 규모의 안정적 자금 보유
**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인 15개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보고의무도 축소

관련기관
(조치시기)

권고내용

Fed, FDIC,
OCC
2020.8.20

철회

총손실흡수능력(TLAC)
적용대상 축소

총손실흡수능력(Total-Loss Absorbing Capacity) 규제
최종 도입시 적용대상에서 11개 대형 지역은행과
미국내 대규모 영업이 가능한 외국은행을 제외

Fed, FDIC,
OCC
2020.10.20

철회

볼커룰 완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정의에서 단기의도
(short-term intent) 제외, covered fund의 정의를 축소
→ 상업은행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쳐캐피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Fed, FDIC,
OCC, SEC,
CFTC
2019.10.8.
2020.6.25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간
장벽을
강화하는
추가
법안 고려

Controlling Influence
룰 완화

은행지주회사법상 "통제(control)"의 정의 축소
→ 민간기업이 은행 의결권 보유 24.9%까지 허용

레버리지대출에 대한
기존 지침 철회

2013년에 6% 이상의 레버리지대출을 우려한다는
지침을 채택하였으나 다수 금융당국이 이 지침이
구속력이 없다고 논평

Fed, OCC,
FDIC
2013.3.21

동 지침 공개적
재확인

금융지주회사법상
Industrial Loan
Company(ILC) 허점

은행지주회사법상 허점(loophole)인 ILC에 대한 예
금보험 신청승인절차를 안내하는 규정 제안

FDIC
2020.3.31

신청승인을 유예
보완 입법조치

에너지 및 가스회사에
대한 공정한 금융서비스
접근 보장 규정 제안

기후변화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들에 대해 에너지 및 가스회
사에 계속 서비스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

OCC

Fed
2020.4.1

철회

철회

자료 : Waters Provides Recommendations to President-Elect Biden on Trump Actions to Reverse(2020.12.4일) 발췌

-26/27-

참고 자료
Biden Is Expected to Tap Michael Barr as Comptroller of the Currency, WSJ, Jan. 20, 2021
Biden nominates Gary Gensler for SEC commissioner, Rohit Chopra to lea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NN, January 18, 2021
Biden Begins: First steps in financial services, PWC, January 22, 2021
FINANCIAL REGULATION: Complex and Fragmented Structure Could Be Streamlined to Improve
Effectiveness, GAO, February, 2016
Five Key Points from the Financial Regulation Relief Law, Harvard Law School Forum, June 9, 2018
Five key points from the Fed’s bank regulation tailoring proposal, PWC, November 9, 2018
Key points from the final Volcker rule revisions, PWC, October 14, 2019
OFR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0, OFR, November 18, 2020
Purple reign: Ten key points from the 2020 election, PWC, January 2021
SEC Division of Examinations Announces 2021 Examination Priorities, SEC, March 3, 2021
SEC Requests Comment on Potential Money Market Fund Reform Options Highlighted in President’s
Working Group Report, SEC, Feb. 4, 2021
SEC Requests Comment on Potential Money Market Fund Reform Options Highlighted in President’s
Working Group Report, SEC, Feb. 4, 2021
Ten key points from the Fed’s final stress capital buffer and 2020 CCAR instructions, PWC, March 12,
2020
Ten Key Points From Trump’s First 100 Days, PWC, April 28, 2017
Waters Provides Recommendations to President-Elect Biden on Trump Actions to Reverse,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December 4, 2020
Who Regulates Whom? An Overview of the U.S.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CRS, March 10, 2020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체계 변화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12.9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요 금융규제체계 개편 추진 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2018.8.3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한은조사연구 2010-3, 김인규․최준환․조성민, 2010년 6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2018.11.20.
연준의 주요 완충자본 규제 개편 추진 현황,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2019.9.10.

-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