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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2021년 하반기 감독･규제 보고서 주요내용

연준은 금융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부문의 상황과 연준의 규제감독 조치를 정리한
감독규제보고서를 매년 2차례(5월, 11월) 발표. 동 자료는 연준이 11.24일 발표한 감독규제보고서를 정리

* 美

1.

개요

은행부문 현황) 은행시스템의 금융여건은 2021년 상반기중 강력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팬데믹의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
o 은행들은 강건한 수준의 자본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충격
으로부터 보다 복원력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계속 지원 가능
o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회복이 둔화되는 경우 팬데믹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부문과 상업용부동산대출 등에서 연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대
□ (금융규제 변화) ① 2021.4월 이후 연준 등 감독당국은 은행 혁신 및 제3자
파트너쉽 관련 다수 지침 및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②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은행의 디지털자산 활동 등에 대한 신속 명확한 지침 제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스프린트(policy sprints)”를 진행중
□ (금융감독 동향) 연준의 감독활동은 금융산업의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팬
데믹 이전의 접근방식으로 전환 (非임점검사 → 상황허락시 현장검사 재개 예정)
o 2021년 6월말 은행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감안하여 2020년 6월부터 실시해
온 자사주매입 금지와 배당금지급 제한조치 등 자본보전조치를 2021년 7월
부터 종료
o 연준은 금번 위기 경험, 시장참가자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현장검사와
非임점검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접근방식(on-site & off-site hybrid approach)을
채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내부검토를 진행중
□(

- 1/8 -

2.

은행부문 현황

□ (금융여건 개선) 은행들은 강건한(robust) 수준의 자본 및 유동성*을 계속 보고
했으며, 이는 은행들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다 복원력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년 상반기 보통주 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capital ratio)은 약 13%, 유동성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를 넘으면서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 2021

o

여신 증가*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으며,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대출 상환
유예(forbearance)가 감소
*

o

소비자대출과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상업용부동산 대출은 계속 증가

최근 은행 수익성*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
*

대손충당금 비용 하락, 非이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1분기에는 5년 내 최고 수준 기록

은행의 건전성(bank health)을 보여주는 시장 지표들(market indicators)은 금융
상황이 양호함(financial strength)을 시사
― 투자자의 신뢰를 반영하는 시장 레버리지 비율과 신용부도스왑(CDS) 스
프레드 지표 등이 2020년 초에 악화된 이후 개선되면서(레버리지 비율 상승
및 스프레드 하락)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o

보통주(CET1) 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1)

1) Liquid assets/to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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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익성

1)

1) ROE: net income/average equity capital
ROAA: net income/average assets

CDS spread

및 시장 레버리지 비율

대손충당금

1)

등 개 대형금융기관 평균 기준
시장 레버리지 비율

1) daily, BoA
8
2)
: firm’s market capitalization / sum of
market capitalization and the book value of liabilities

1)

1) Provisions /average loans and leases

□ (우려 사항) 은행업 평균 순이자마진(이자부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차감 후 은행의
수익률)은 여전히 
낮았으며, 여신 증가는 전반적으로 미약*
*

이에 따라 순이자 수입이 감소(Net interest margins remain under pressure)

총 대출 연체율(delinquency rate)은 하락했지만 팬데믹 인한 부정적 여파는 당
분간 지속될 소지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경우 특정 부문*에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음

o

*

o

대형은행들은 사무실(office) 부문의 상업부동산 대출에 대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

한편 은행들은 운영상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속

이자수익 및 비이자수익

대출 연체율

1)

상업용부동산대출연체및상각률

일 이상 연체되거나 이자가 회수되지 않는 대출 비율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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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규제 변화 (Regulatory Developments)
월 이후 연준 등 감독기관들은 은행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o 은행 혁신 및 제3자 파트너쉽 : 피감독기관들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4분기중 핀테크기업 등 제3자와의 파트너십 관련 3가지 지침
또는 보고서*를 발표

□ 2021.4

제3자 파트너쉽 위험관리지침안(7.13일), ② Community Bank와 핀테크기업간 협력시 리
스크평가지침(8.27일), ③ Community bank와 핀테크기업간 파트너십 현황보고서(9.9일) 등

*①

은행 디지털자산 활동 : 은행의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혁신에 능동적, 적시 대응을 위해 이러한 활동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스프린트(policy sprints)”를 진행중

o

월 이후 감독당국의 주요 조치내용

2021.4

일자
일

조치내용

-

5.5

일

5.7

일

5.14

일

6.2

기술혁신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대한
및 전달메커니즘이
다수 출현함에
따라
연방준비은행
계좌
및
지급서비스
이용신청에
평가지침안
(Account Access
Guidelines*)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자격요건고려
, ② 효과적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체계, ③ 지급결제시스템 비상계획, ④ 금융시스템
에의신청기관의
위험전이 가능성
, ⑤ 자금세탁방지, ⑥ 통화정책 수행에의 영향 고려 등 6가지 평가원칙 제시

FRB

* ①

직불카드를
통한 Regulation
온라인 구매II 등에
대해 2개 이상의 독립된 네트워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Debit Card Interchange Fees and Routing) 변경안을 공
개하고 의견 수렴 (2019년 직불카드 거래보고서[격년] 발표)
- 중소기업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긴급대출프로그램의 대
상*을 확대 (3번째 확대 개정)
-

-

FRB

특정은행의 이사 및 주주들이 자신의 은행에 중소기업을 위한 PPP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

FRB

*

*

필수준비금(IORR) 및 초과준비금(IOER)에 대해 각기 다른 금리를 적용 → 단일금리(IORB) 통일"

FRB

은행지급준비예치금에 지급하는금리변경을위해 관련규정(Regulation D)을 개정(7.29 시행)

자산규모원활하게
10억달러 미만의 소규모 지역은행들이 CECL(Current Expected Credit Loss) 회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ECL허용한도(Scale CECL Allowment
for Loss Estimator, "SCale")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기반 툴을 제공
은행들의 핀테크기업
, 아웃소싱 등 제3자 관계(third-party relationships)와 관련하여 위
7.13일 - 험관리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7.20일 - 지역사회투자법(CRA) 시행규칙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관련당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 Community Bank가 핀테크기업과 협력관계를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 평가지침*을 발표
8.27일

일

7.1

관련기관

-

FRB

공동
공동
공동
* ①사업경험･자격, ②재무상태, ③컴플레이언스, ④위험관리통제절차, ⑤정보보안, ⑥운영회복력 등 포함
8.30일 - 허리케인 Ida의 영향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지침(supervisory practices) 관련 성명서 발표
공동
8.31일 - 캘리포니아 산불에 영향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지침 관련 성명서 발표
공동
- Community bank와 핀테크기업간 파트너십 현황(landscape of partnerships)을 설명하는
9.9일
FRB
보고서 발표
주: 1) FRB, FDIC, OCC, 2) CSBS, FRB, FDIC, NCUA, OCC

1)

1)

1)

2)
2)

- 4/8 -

4.

금융감독 동향 (Supervisory Development)

□

연준의 감독활동은 금융산업의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팬데믹 이전의 접근방식
으로 전환*
*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연준의 감독활동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모니터링에 집중토록 조정하였음. 은행검사는 일시 중지되거나 모니터링 활동으로
대체된 대신에 금융산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상황이 허락되면 현장검사를 재개할 예정
□ 연준은 향후 금융검사 접근방식을 금번 경험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현장검
사와 非임점검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접근방식(on-site & off-site hybrid
approach)을 채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내부검토를 진행중
o

*

기존에 非임점검사는 업무가 많을 때만(during the height of the event) 예외적으로 사용

대형은행에 대한 검사 방향)
□ 2021년 3분기 현재 대형금융회사는 충분한 자본과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대부분의 기관이 자본계획 및 포지션, 유동성 위험관리 등에서 감독기대치를
충족*
(

*

자본력 : 2021년 2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은 12.8%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높음
유동성 : 예금 급증에 힘입어 유동성 지표가 사상 최고치 기록. 30일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대한 유동성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유동자산을 계속 유지

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 23개 모든 대형금융회사가 강력한 자본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줌
o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실시해 온 자사주매입 금지와 배당금지급 제한
조치 등 자본보전조치*를 2021년 7월부터 종료
o 6

*

배당금지급과 자사주매입을 모두 최근 이익(recent income)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2020년 6월 도입한 이후 세 차례(2020.9월 및 12월, 2021.3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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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사는 거버넌스 및 통제와 관련된 문제에 계속 직면
o 사이버보안은 금융회사 수준에서 인식되는 가장 큰 위험으로 남아 있으며,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크게 증가
o 연준은 대형금융회사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임*
*

연준, FDIC 및 OCC는 자산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토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2020년 개시하여 최근 1차 시험을 완료
대형금융회사 중점 감독방향 (Supervisory Priorities)

구분

2021년 상반기 보고서

2021년 하반기 보고서

신용리스크 (내부리스크평가 정확도,
• 트레이딩 및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신용손실인식, 대출리뷰, 리스크평가절차 등) 관리(집중도, 헤지, 고객레버리지 등)
• 신용손실 추정, Post COVID 환경에서의
• 금리환경 변화, 팬데믹 기간중 지원정책
리스크 인식
종료 등에 따른 금리 및 신용 리스크
자본 • 이익 압력(earning pressure), 건전한
• 최근 자본프레임워크 변경(update) 관련
준비태세, 자본규정하에서의
자본수준 유지 능력
리스크가중자산 평가
• 리스크 인식, 시나리오 설계 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과 참여(engagement)
• 내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가정, 방법론
• 유동성 리스크 한도 및 관련 거버넌스 절차 • 독립리스크 관리(independent risk management)
유동성 • 일별 또는 단기 유동성 리스크관리
• 비은행 유동성 리스크(nonbank liquidity risk)
모니터링 프로그램
• 담보자산 관리 (collateral management)
• 사이버 및 정보기술 리스크 관련 운영 회복력(Operational resilience)
거버넌스 • 은행비밀유지법/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등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 LIBOR 전환 준비
• 청산계획(resolution plan)과 필수업무운영체계 평가(critical operations) reviews
청산계획등 • G-SIBs 회복계획 (Recovery planning)
• 국제공조 (international coordination)
•

지역(RBO) 및 커뮤니티(CBO) 은행에 대한 검사 방향)
□ CBO와 RBO는 팬데믹 기간 전반에 걸쳐 높은 회복력과 자산건전성을 유지
o 대부분(99%)의 금융회사들이 최소 요구수준보다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o CARES법(4013조)에 의한 팬데믹 관련 대출조정 잔액*은 크게 감소
(

년 분기 2,050억30달러 → 2021년 2분기 450억 달러
년 분기 1,630억달러 → 2021년 2분기 210억 달러

* CBO : 2020 2
RBO :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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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조정 및 정부 재정프로그램 종료시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음
□ CBO와 RBO는 향후 대출전략과 관련하여 일부 고위험 대출포트폴리오(상업용
부동산대출, 코로나19사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산업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를 제외할
경우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
□ 연준은 저위험 및 중위험 금융회사 대해 12개월 또는 18개월에 한 번씩 검사
하는 팬데믹 이전의 관행으로 복귀
o

중소형 금융회사(CBO & RBO) 중점 감독방향 (Supervisory Priorities)
구분

2021년 상반기 보고서

자본 및 유동성 회복력
•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관행
•

•

대출 조정(Loan modifications)

상업부동산대출 등에 대한 신용집중
• 고위험 대출 포트폴리오 :
- 상업용부동산대출, 코로나19사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산업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
• 자산인수(underwriting) 관행 및 자산 증가
• 지급준비금 관행 및 수준
• 자본 계획, 프로젝트, 수요, 취약성
• 자본 실행 (capital actions)
• 이익 평가 (earnings assessment)
• 영업연속성 (continuity of operations)
• 정보기술 및 사이버보안
-

신용리스크

자본

운영리스크

리스크, 중심
(risk-focused) 감독접근
재정립
코로나
19 사태 교훈 반영
• 자본 보전 및 유동성 회복력 평가
•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관행 평가
• 고위험 피감기관에 감독자원
집중(prioritizing)
•

개황

2021년 하반기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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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연준의 피감기관 현황
□ 연준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저축 및 대출회사(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연준가입 주법은행(state member banks) 등을 감독
o 연준의 감독업무는 피감회사의 규모와 복잡성에 맞게 조정하는(scaling) 위험중심접근
방식(risk-focused approach)을 따름
연준의 감독대상 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구분
Large Institution Supervision
Coordinating Committee
(LISCC) firms
Large & Foreign Banking
Organizations (LFBOs)
Regional Banking
Organizations (RBOs)
Community Banking
Organizations (CBO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SLHCs)

미국 G-SIBs)

Bank of America
Bank of New York
Mellon
Citigroup
Goldmans Sachs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State Street
Wells Fargo

미
국
회
사
중간
지주
외 사
국
회
사 여
타
2)

회사수
(개)

월말
총자산
(조달러)

8

13.5

8

14.3

174

9.1

174

9.6

89

2.5

87

2.5

3696

2.7

3671

2.9

11

1.1

10

0.9

총자산
1천억달러 이상
Non G-SIBs & 외국은행

총자산 100~1000억달러 미만
총자산 100억달러 미만
기타 저축･대출회사
1)

(

월말
총자산
(조달러)

G-SIBs

국내외 은행 자산규모별 현황
Category Ⅰ

회사수
(개)

2020.12

정의

Category Ⅱ

총자산 7천억달러 이상)

(

Northern Trust

Barclays
Credit Suisse
Deutsche Bank
MUFG
Sumitomo Mitsui
Toronto-Dominion

주 : 2)1) Combined
2021년 상반기 감독규제보고서 대비 변화
U.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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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년 6월말 현재)

(2021

Category Ⅲ

총자산 2.5천억달러 이상)

(

Capital One
Charles Schwab
PNC Financial
Truist Financial
U.S. Bancorp

Barclays US
Credit Suisse USA
Deutsche Bank USA
DWS USA
HSBC North America
TD Group US
UBS Americas
Bank of Montreal
BNP Paribas
Deutsche Bank
HSBC
Mizuho
Royal Bank of Canada
Toronto-Dominion
UBS

Category Ⅳ

총자산 1~2.5천억달러)

(

Ally Financial
American Express
Citizens Financial
Discover
Fifth Third
Huntington
KeyCorp
M&T Bank
Regions Financial
Synchrony Financial
SVB Financial

BBVA USA
BMO Financial
BNP Paribas USA
MUFG Americas
RBC US
Santander Holdings USA
Banco Santander
Bank of Nova Scotia
BBVA
BPCE
Societe Gener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