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1(

수)

현 지 정 보

제목 바이든정부의첫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1.

워싱턴주재원

본회의논의내용및전망

개요

재무장관은 바이든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 본회의를 3.31일 개최
o Open session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Executive
session(추후 의사록 공개)은 “코로나 위기기간중 헤지펀드의 활동과 개방형
(open-end) 뮤추얼펀드의 성과”라는 주제로 논의
o 금번 회의는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개별 감독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
후변화 대응과 비은행부문(MMF 및 헤지펀드) 규제를 향후 FSOC에서 조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과거 트럼프정부에서는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FSOC의 권한 축소를 추진하
면서 동 회의가 다소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금융규제 재강화를 추진하
고 있는 바이든정부에서는 FSOC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
o Yellen 재무장관은 1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FSOC 중심의 시스템리스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2월말 인터뷰에서는 향후 재
무부가 기후변화 대응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 Yellen

* Gamestop

⇒

관련 금융시장 불안, 공매도 문제 논의를 위해 2.4일 비공식 회의 개최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관련 이슈에 대한 감독당국들의 규제 움직임, 금번
회의 Open Session 주요 논의내용, 향후 전망을 정리*
*

바이든대통령 취임 이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금융규제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
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이 旣 발표한 ｢미국의 금융규제 변화와 최근 재강화 움직임
(2021.3.15)｣ 및 ｢미국 연준과 금융당국의 기후변화 대응(2020.12.15.)｣ 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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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개요

□

도드-프랭크법(2010)에 의거 대형금융회사의 복잡한 금융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
스크(too-big-to-fail)를 사전에 감시, 대응, 차단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감독기구 협의체로
재무장관이 의장을 겸임
o 참석자 : 재무부, FRB, OCC, CFPB, SEC, FDIC, CFTC, FHFA, NCUAB 등 9개 감독당국
수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1인
o 개최주기 :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
o 개최방법 : Open session은 webcast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지만, Executive session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록을 승인한 후 재무부 관련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감독당국 동향
(기후변화 대응)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감독당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2.

주요 감독당국의 기후변화 전담조직 신설
감독당국
재무부
Fed

SEC

주요내용
- 재무부내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Climate and energy economy)을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UC Berkeley 대학교 Catherine Wolfram 교수를 부차관
보로 임명(3.2일)
- 기후변화가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위해 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신설하고 뉴욕연준의 금융감독 책임자인
Kevin Stiroh를 위원장으로 지명 (1.26일)
-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Ceres 2021 Conference 기조연설에서 연준내
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보완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의
평가대응
및 FSOC와의
담당하는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협업을
(3.23일)
- ESG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Climate & ESG Task Force를 신설 (3.4일)

을 신설하여 위험회피
가격책정(price discovery),
시장투명성 자본할당
등 파생상품의 관점에서 기후관련 위험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방안을 모색 일
자료 : Treasury, Fed, SEC, CFPB 보도자료 등
CFTC

- Climate Risk Unit(CRU)
(hedging),
,
(capital allocation)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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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기후위험 등 ESG 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기후관련 스트레스테스트(Climate Stress Test) 도입 필요성을 제기
o 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2021년 금융검사 중점사항으로 선정하고 상장기
업에 대한 기후공시 강화를 위한 시장의 의견을 요청(3.15일)
o NYDFS는 보험사들에 대해 향후 시간을 두고 전사적인 통합 기후변화 대
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는 지침을 발표(3.25일)
o Yellen 재무장관과 Powell 연준의장은 최근 의회청문회에서 기후관련 스
트레스테스트가 연준의 기존 스트레스테스트와 같이 자본요구 또는 배
당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3.23~24일중)

□ SEC, NYDFS(뉴욕금융서비스당국)

감독당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움직임
조치

감독당국(인사)

주요내용
- 2021 Examination Priorities Report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핀테크기업,
투자자문사 및 브로커에 의한 이해상충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을 2021년
금융검사 중점사항(priorities)으로 선정 (3.3일)
- 기후공시 강화를 위한 잠재적 접근법(15개 질문* 포함)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
SEC
견(feedback)을 요청 (3.15일)
* 기후공시 대상 및 방법, 임원 인증(certification) 및 외부감사(third-party
audit) 필요 여부 등
기후공시
- 보험사의 전사적 기후변화 대응(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분석 및 공시
강화
NYDFS
등) 통합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기대치를 제시하는 지침* 발표 (3.25일)
(뉴욕금융
서비스당국)
*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평가(시간을 두고 개발), 기후위험관리관행 및 고려
사항 공시(3년내), 전담임원 지정 등을 향후 의무화할 예정
- 퇴직계좌 관리자는 ESG 요인이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direct financial
impact)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투자요소로 고려하지 못
DOL(노동부)
한다는 최근 신탁규정의 시행을 번복하고, 향후 ESG 요인을 고려한 신탁
규정 개정을 예고 (3.10일)
- IIF 주관 컨퍼런스에서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기후 관련 물리적 및 전환 위
험 요소를 식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
Lael Brainard
한 스트레스를 공식화(formulates)하고, 개별 회사 및 전체 금융 시스템에
연준이사
Climate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등 Climate stress test를 도
Stress Test
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18일)
도입 필요
Lael Brainard 연준이사가 주장하는 Climate Stress Test가 연준의 현재 스
성 제기 Yellen 재무장관 - 트레스테스트
처럼 자본요구 및 배당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규제
Powell 연준의장
당국과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매우 명백
(very revealing)하다고 언급 (3.23~24일 의회청문회)
자료 : Treasury, Fed, SEC, CFPB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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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부문 규제 강화)
□ 주요 감독당국들은 코로나19 위기기간중 심각한 취약성을 보인 MMF 등 비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
o Powell 연준의장 등 다수 연준 고위층들이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를 향후
1년간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o SEC는 위기시 대량인출사태(run)을 야기하는 MMF의 평가방법 개선 등 잠재
적인 정책옵션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요청 (2.4일)
o Lael Brainard 연준이사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국채시장의 복원력 강화, 데
이터 수집 및 가용성 향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포시장의 안전망을 위한
Domestic Standing Facility 신설 등을 제안 (3.1일)
□ 다만 은행부문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
o 연준은 대형은행의 자본보전을 위해 2020.6월 이후 도입한 자본배분 제한
조치를 2021.6월말로 종료하고, 향후에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평상시 체계로 복귀하겠다고 발표 (3.25일)
(

금융규제 강화 관련 주요인사 발언 및 조치사항

발언자
파월의장
FOMC 기자간담회
FOMC 1월 의사록
SEC의 MMF 규제
비은행부문
규제
필요성 방안에
의견 요청대한 시장
Brainard 연준이사
비은행부문
필요성 언급규제
Yellen 재무장관
인사청문회
FOMC 1월 의사록
은행부문
건전성 (21.2.16일)
대형은행
자본배분
제한 완화(3.25
일)

주요 내용
- 불평등 해소를 위한 CRA 개혁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를
향후 1년간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임 (21.1.27일)
- 대유행 기간중 금융시스템의 일부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규제당국이 이러한 금융 취약성에 대응할 필요 (21.2.16일)
- SEC는 2020.3월중 단기자금시장의 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경제
위원회가
월에정책옵션에
발표한 보고서
대한요청
MMF의 영향)
에서 제시한2020.12
잠재적인
대한(금융시장에
공공의 의견을
(21.2.4일)
- SEC의 MMF 개혁방안(capital buffers & swing pricing 도입)의 잠재적
이익을 설명하고, 국채시장의 복원력 강화, 데이터 수집 및 가용성
향상
,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포시장의 안전망을 위한 Domestic
Standing Facility 신설 등을 제안 (3.1일)
- 대형은행들이 현재의 위기를 견뎌낼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음 (21.1월)
-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은행들은 견실한 자본수준과 양호한 수익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 왔으며
최근의견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수 있다고 판명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총자산 1천억달러 이상)의 자본
보전을
위해 도입한 자사주매입 금지와 배당금지급 제한조치를
2021.6월말에 종료하고, 향후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평상시 체계로 복귀하겠다고 발표
자료 : Treasury, Fed, SEC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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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 session

주요 내용

의장 모두발언 )
□ Yellen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시 정부와 연준의 지원이 없었다면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위기시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했던 MMF와 헤지펀드 등 비은행 부문의 위기 확산경험을
리뷰하고, 감독당국간 조율을 거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
o MMF 등 개방형 뮤추얼펀드 : 대량인출사태(fund run)를 야기하는 현행 가격
평가방식 등 취약점에 대한 감독기관들의 평가(interagency assessment)와 추가
조치를 위한 FSOC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
o 헤지펀드 : 트럼프정부 시절에 중단되었던 헤지펀드의 리스크 관련 워킹그
룹의 활동을 재개할 예정
o 기후변화 대응 : 최근 기후위기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하여 금융시
스템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Net Zero)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감독당국간 적극
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무부가 Hub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 헤지펀드 규제, 국채시장 기능 제고, 기후변화 대응이 FSOC가 가장 시급하
게 대응해야 할 분야이며, 이 외에 사이버 보안위협, 디지털자산시장 성장 등
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프리젠테이션 )
□ 연준스텝이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준의 프레임
워크와 2020.11월 금융안정보고서에 게재했던 “기후변화 영향”분석결과
를 소개
o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time horizon이 길고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분석
모델의 복잡성이 커서 관련연구가 아직 초기단계라는 한계를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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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수장 발언 )
□ 감독당국 수장들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및 각 감독당국들의 최근 대응
조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o 파월 연준의장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금융 감독 및 규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준의 책무이며, 연준의 시스템체계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 연구하기 위해 최근 시니어 레벨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적극 대응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후위험을 연준의 금융안정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SEC 의장대행 : 투자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위험에 대한 공시강화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2010
climate disclosure guidance｣ 현대화 등을 추진중
4. 향후 전망
□ (비은행부문 규제) 향후 FSOC를 중심으로 MMF시장 규제 및 국채시장 기능
제고 권고안 마련과 더불어 헤지펀드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와 이를 효과적
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개발 및 공유방안이 적극 논의될 전망
o 이와 관련 3.23~24일중 의회청문회에서 Yellen 재무장관은 주요 자산운
용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할 의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정회사를 지정하기보다 위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선호한
다고 답변
o 이에 대해 Waren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은 FSOC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블랙록과 같은 비은행회사를 SIFI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 (기후변화 대응) Yellen 재무장관과 Powell 연준의장은 기후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등과 같은 감독당국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은 기후위험을
잘 인식하고 이를 현행 금융안정 분석프레임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로서는 금융기관의 자본배분 또는 투자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견해를 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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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3.9일 개최된 백악관내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는 기후위험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기후조정투자(climate-aligned investments)”로의
자본흐름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시사
* Brian Deese

□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국장과 Gina McCarthy 국가기후보좌관 등이 참석

한편 진보진영의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3.31일 FSOC
본회의 직전에 “FSOC의 5가지 정책 우선순위(5 Priorities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FSOC의 정책조율 역할
강화를 주장
o 동 보고서는 ① FSOC 및 산하의 분석조직인 OFR의 예산 및 인력 강화,
② 비은행회사에 대한 SIFI 지정을 어렵게 한 2019.12월 지침의 폐지, ③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및 ④ 그림자금융(Shadow Baking)의 취약성 해결, ⑤
종합적인 금융데이터 전략 개발 및 구현 등을 주장
의 FSOC 정책우선순위 보고서 주요내용

CAP

우선순위
FSOC 및 OFR 예산 및
인력 복원
2019년 제도적으로 중요
한 금융 기관(SIFI) 지정
지침 폐지

주요 내용
- 트럼프정부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대폭 감축된 FSOC와 OFR의
예산과 인력을 복원
- FSOC가 비은행회사를 SIFI로 지정시 비용편익분석, 금융불안 초래가능성
고려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최후 수단으로써만 활용토록 하는 가이던
스(2019.12월)를 폐지
- FSOC는 연구 및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위험과 같은
risk를 평가, 모니터링 하는데 효과적이며, 강력한 법적 권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완 cross-cutting
을
사용하거나
주요 감독기관이 공시요구, 스트레스테스트, 자본 프레임워
화를 위한 노력 조정
크, 감독, 신탁 의무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Climate Risk Committee를 신설하여 대응역량을 집중할 필요
코로나19 위기중 다시 부 - FSOC는 COVID-19 위기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고
상한 해묵은 Shadow 주요 감독당국 및 의회에 대한 권고를 통해 그림자금융의 복원력 개선에
Banking의 취약성 해결
적극 나설 필요
은 금융데이터의 수집 및 표준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촉진, 연구 수
종합적인 금융데이터 전 - 행OFR
, 위험 측정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 FSOC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임무를
략 개발 및 구현
지원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자료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3.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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