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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정보 제2009-1호
2009. 2. 5

금융결제국

미 연준 일중당좌대출 제도 개선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정책」개정
,

▣ 이 자료는 미 FRB가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 및 Fedwire
의 결제 원활화 도모를 위해 2008.12월 개정한 ‘Policy on Payment
System Risk'를 요약․정리한 것임

Ⅰ 개정 배경
.

□ 미 연준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일중유동성 관리와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일중당좌대출로 인한 연준의 신용리스크 노출을 줄
이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정책」(Payment
System Risk Policy, PSRP) 을 개정
*

는 지급결제시스템이 다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동 정책을 수립하
여 집행

* FRB

― 연준은 Fedwire 참가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사용 증가와 마감
시간대 결제집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과 지급결제시스템
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정책
개선을 수년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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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책(PSRP)의 개정은 연준의 다음과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ⅰ)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중 유
동성을 제공할 책무
ⅱ) 건전한 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collateralized intraday overdrafts)을 통하여 일중 유동성을
제공할 필요
ⅲ)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제공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무담보부 일중당좌대출 제공은 점차
적으로 축소
□ 연준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Fedwire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정책의 주요 개정내용
.

(

담보방식 일중당좌대출 도입

)

□ 연준은 예금수취기관들이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을 이용하여
일중에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
*

*

기존에는 무담보부 수수료 방식의 일중당좌대출 제도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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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장애 방지 및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하
는 기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보 방식의 일중당
좌대출 제도를 도입
*

*

담보증권은 융통성이 인정되고 연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
로 미국 국채, 미국정부기관 발행 채권, 회사채 등이 있음

□ 연준은 이번에 도입되는 담보방식이 현행의 수수료 방식보다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
― 연준은 담보방식 일중당좌대출의 시행에 있어 담보관리시스
템과 담보납입 관련절차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
(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에 수수료 미부과

)

□ 연준은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로 결정
*

*

기존의 수수료 방식하에서는 담보예치 후 한도를 초과하여 추
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

― 이는 참가기관들의 유동성 조달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참
가기관들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대기시키는 지
급지시를 줄이고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
ㅇ 대부분의 참가기관들은 담보부 무수수료 방식의 일중당좌
대출이 실시될 경우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연시키
던 지급지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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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준은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
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중당좌대출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
으나 담보예치에 따라 신용리스크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참가기관들이 조기에 지급지시를 입력할 경우 시스템
내의 유동성이 더욱 빠르게 회전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적으
로 일중당좌대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무담보부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수수료 인상

)

□ 연준은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
보 일중당좌대출의 수수료를 연율 36bp에서 50bp로 인상
□ 한편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으로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참가기관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지
시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 증대
― 그러나 연준은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수수료의 미부
과 및 무담보부 일중당좌대출 수수료의 인상은 결제유동성
순환을 촉진하고 연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제제도 폐지 및 수수료 면제기준 상향 조정

)

□ 연준은 무담보부 일중당좌대출 수수료 계산시 사용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던 제도 를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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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시 일중당좌대출 사용금액에서 자기자본의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

*

10%

에

― 동 제도의 폐지는 기존에 존재하던 미국의 예금수취기관과
외국은행(foreign banking organizations)간 차별 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

자기자본 산정시 미국의 예금수취기관은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100%를 적용하는 반면 외국은행은 전세계에 보
유하고 있는 자본의 35%만 적용하였음

□ 그리고 공제제도의 폐지가 소액의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하는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기준을
2주간 2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
― 현재는 2주의 지준적립기간 동안 총 수수료가 25달러 이하
인 기관에 대해서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었으나 개정후
에는 수수료 계산시 일중당좌대출을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
는 총 수수료에서 150달러를 차감
□ 연준은 일정 한도의 일중당좌대출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연준의 업무부담 및 소규모의 무담보부 일중당좌대출을 이용
하는 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주간 평균 순채무한도 적용 제도 폐지

(2

)

□ 연준은 기존에 한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사용할 수 있
는 최대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연준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별로 자본건전성 등에 따라 6단계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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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 참가기관에 대해 일일한도와 2주간 평균한도를 함
께 적용
현행 순채무한도 배수
한도 유형
높음(High)
평균이상(Above average)
평균(Average)
최소(De minimis)
의사록제출면제
(Exempt - from - filing)
영(Zero)

(net

deb it

cap

multiples)

한도 배수
평균
일일 한도배수 2주간
한도배수

1

2.25

1.50

1.875

1.125

1.125

0.75

0.40

0.40

0.0

0.0

천만달러미만 1천만달러미만
또는 0.20
또는 0.20

주 : 순채무한도 = 한도 배수 × 자본금 규모

□ 연준은 참가기관들이 일중당좌대출을 더욱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도가 낮게 설정되는 2주간 평균한도의
적용을 폐지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및 무담보부 일중
당좌대출의 합계에 일일 순채무한도만 적용
□ 연준은 2주간 평균한도의 폐지로 신용도가 높은 참가기관 들
이 일중당좌대출을 현재보다 50%정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
*

*

순채무한도가 평균, 평균이상 및 높음의 3가지로 평가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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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 사용절차 개선

)

□ 현재 연준은 신용도가 높은 참가기관중 유동성조달에 어려움
이 있는 기관의 경우 관할 연준에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 승
인을 받아 순채무한도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 (maximum daylight
overdraft capacity) 제도를 운영
*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 = 순채무한도 + 연준이 추가 승인한
담보부 대출한도

*

□ 연준은 금융지주회사인 외국금융기관 또는 SOSA 1등급의 외
국금융기관이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

재정능력평가(Strength of Support Assessment, SOSA) 등급은
해당 외국금융기관의 재정상태 및 전망, 본국의 감독제도 등을
감안하여 1~3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은 감독상의 우려가 가
장 낮은 수준

*

― 금융지주회사인 외국금융기관 또는 SOSA 1등급의 외국금융
기관이 일정규모 이하의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 이용을 요
청할 경우 ‘추가 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문서’ 또는 ‘추가 한
도를 요청하는 이사회 의결록’을 관할 연준에 제출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
*

*

해당 기관이 전세계에 보유한 자본의
수(cap multiple)

100%

× 순채무한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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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은 동 조치가 최대 일중당좌대출 한도의 사용에 유연성
을 부여함으로써 Fedwire의 지급지시 및 유동성의 흐름을 개
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행

)

□ 이번에 개정된 정책은 2010년 4분기 또는 2011년 1분기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실시 90일 이전에 공표할 예정
□ 한편 이번 개정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은행이
미국의 예금수취기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으나 개정 정책이 실행되기 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
― 이에 따라 연준은 적격의 외국은행에 대해 공제금액 계산시
미국의 예금수취기관과 동일하게 보유자본의 100%를 적용
하는 정책과 추가 한도 요청시 문서제출 절차를 삭제한 개
선 조치를 2009. 3. 26일부터 시행

Ⅲ 요약 및 시사점
.

□ Fedwire의 경우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도가 30~35%로 매우 높
은 수준
□ 연준의 이번 결제리스크 관리정책 개정은 담보부 무수수료
방식의 일중당좌대출을 도입하고 무담보 방식의 수수료를 상
향조정함으로써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촉진하여 거액결제시
스템의 결제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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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준은 정책의 개정만으로는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의 증
가 및 참가기관의 유동성 조달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의 유동성절약 메커니즘 개발, CHIPS 의 지급지시 처
리절차 개선, 증권결제기관인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유동성 이용개선 등을 관련 기관과 함
께 추진할 예정
*

Fedwire

*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

는 민간기관

□ 연준의 이번 정책 개정은 참가기관에게 낮은 비용으로 결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급결제시스템내 결제유동성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Fedwire의 결제지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담보를 예치토록 함으로써 그동
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연준의 신용리스크 노출도 적절
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료문의: 금융결제국 결제연구반 조사역 최강욱

(Tel: 02-750-6636, Email: kuchoi@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