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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경과 1. 워싱턴 정상회의 (08.11.15)

5개 원칙하에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 선정

이중 41개가 금융규제 분야

5개 원칙하에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 선정

이중 41개가 금융규제 분야
(6개는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분야)(6개는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분야)

원칙원칙 과제과제 G20논의G20논의

1. 투명성 ∙ 책임성 강화1.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8개) 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 (8개) 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4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4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 금융감독 ∙ 규제 개선2. 금융감독 ∙ 규제 개선
• (20개) 경기순응성 완화, 자본적정성, 유동성감독,

신평사 등록, 장외파생상품, 보상개선 등

• (20개) 경기순응성 완화, 자본적정성, 유동성감독,

신평사 등록, 장외파생상품, 보상개선 등

(6개) 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6개) 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런던 정상회의에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런던 정상회의에

3.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3.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6개) 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조치 등

• (6개) 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조치 등

4. 국제협력 강화4. 국제협력 강화 • (4개) 공동감시단 설립, 국가간 공조 강화 등• (4개) 공동감시단 설립, 국가간 공조 강화 등

제출제출
4. 국제협력 강화4. 국제협력 강화 (4개) 공동감시단 설립, 국가간 공조 강화 등(4개) 공동감시단 설립, 국가간 공조 강화 등

5. 국제금융기구 개혁5. 국제금융기구 개혁
• (3개) FSF 확대, FSF와 IMF 협력강화 등

• (6개) IMF 및 World Bank 개혁

• (3개) FSF 확대, FSF와 IMF 협력강화 등

• (6개) IMF 및 World Bank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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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경과 2. 런던 정상회의 (09.4.2)

41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 도출(8개 분야)41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 도출(8개 분야)

워싱턴 (41개 과제)워싱턴 (41개 과제) 런던 합의 (8개분야)런던 합의 (8개분야)

FSB 설립 및 기능강화FSB 설립 및 기능강화투명성 ∙ 책임성 강화투명성 ∙ 책임성 강화

건전성 규제 개선건전성 규제 개선

워싱턴 (41개 과제)워싱턴 (41개 과제) 런던 합의 (8개분야)런던 합의 (8개분야)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유동성규제, 레버리지규제)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유동성규제, 레버리지규제)규제체계규제체계

국제협력 강화
(공동감시단, 국경간 위기관리, 정리절차)

국제협력 강화
(공동감시단, 국경간 위기관리, 정리절차)건전성 감독건전성 감독

금융감독
규제 개선
금융감독
규제 개선 (공동감시단, 국경간 위기관리, 정리절차)(공동감시단, 국경간 위기관리, 정리절차)건전성 감독건전성 감독

규제의 범위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OTC규제, H/F 규제)

규제의 범위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OTC규제, H/F 규제)

위험관리위험관리
보상체계 개선보상체계 개선

규제 개선규제 개선

보상체계 개선
(위험을 반영한 보상체계, 감독기능 강화)

보상체계 개선
(위험을 반영한 보상체계, 감독기능 강화)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
(조세, 건전성규제, AML/CFT)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
(조세, 건전성규제, AML/CFT)

국제협력 강화국제협력 강화 회계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공정가치 개선)

회계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공정가치 개선)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

국제 금융기구 개혁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

융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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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경과 3.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25)

런던 합의사항의 이행에 초점 : 이행시기, 내용 등을 구체화

추가로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을 IMF에 요청

런던 합의사항의 이행에 초점 : 이행시기, 내용 등을 구체화

추가로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을 IMF에 요청

건전성
규제

10년말까지 기준마련, 12년말까지 각국 이행

보상체계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deferral, claw back 등)의 이행
10년 3월까지 FSB는 Peer Review 실시 및 추가조치 제안

장외파생
상품

12년말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

CC 를 이용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추가적 자본적립 요구상품 CCP를 이용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추가적 자본적립 요구

대형금융
기관(SIFI)

10년말까지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 마련
10년 10월까지 시스템적 중요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 마련

회계기준 11년 6월까지 회계기준 수렴(convergence)

비협조적
조세정보교환 분야 : 각국, 10년 3월까지 대응조치 시행 준비

월 위험 역
비협조적

지역
자금세탁방지 분야 : FATF, 10년 2월에 고위험 지역 발표
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FSB, 10년 2월부터 상호점검(Peer Review) 실시

금융권
분담

IMF는 위기시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금융권 분담방안 검토, 보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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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경과 4. 토론토 정상회의 (10.6.27)

은행 자본 ∙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 : 완료시한을 서울 정상회의로 단축

금융권 분담방안 : 원칙에 합의, 논의 사실상 마무리

은행 자본 ∙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 : 완료시한을 서울 정상회의로 단축

금융권 분담방안 : 원칙에 합의, 논의 사실상 마무리

건전성
규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향상,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대형금융

)

대형금융

기관(SIFI)
FSB가 서울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정책권고 제시

금융권
분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 원론적인 수준의 원칙에 합의
분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 원론적인 수준의 원칙에 합의

감독강화 FSB/IMF가 감독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마련,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회계기준 회계기준 수렴(convergence) 일정 조정 : 11년 6월 → 11년말

헤지펀드
장외파생 기합의사항 조속히 추진 이행상황 점검 강화장외파생

신용평가사
기합의사항 조속히 추진, 이행상황 점검 강화

금융기관
정리

납세자 부담없이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권한과 수단을 마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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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규제 분야 G20 논의/이행 체계

FSB & SSBsFSB & SSBs

Working Group (런던 정상회의전) → 국제기구를 통한 세부방안 마련Working Group (런던 정상회의전) → 국제기구를 통한 세부방안 마련

IMFIMFFSB & SSBs

금융규제 분야 국제기준 마련
* SSBs : BCBS, IOSCO, IASB…

FSB & SSBs

금융규제 분야 국제기준 마련
* SSBs : BCBS, IOSCO, IASB…

IMF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금융분야 surveillance

IMF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금융분야 surveillance

G20G20G20
정상회의

재무장,차관회의
Sherpa회의

G20
정상회의

재무장,차관회의
Sherpa회의p 회의p 회의

OECD Global Forum, FATF, FSB

비협조적 지역관련 상호점검 대응방안 마련

OECD Global Forum, FATF, FSB

비협조적 지역관련 상호점검 대응방안 마련비협조적 지역관련 상호점검, 대응방안 마련비협조적 지역관련 상호점검,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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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규제 분야 G20 논의/이행 체계

G20, FSB, SSBs 간 논의 및 보고 체계G20, FSB, SSBs 간 논의 및 보고 체계

(G20) 주요 이슈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 합의

(FSB,SSBs)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

(FSB)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

(G20) FSB 보고서, SSBs의 기준 등을 채택, 이행일정 등 추가사항 합의

(FSB) 각국 이행상황, SSBs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G20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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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국제기구와 역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안정위원회

- 금융규제개혁 총괄, 보상원칙, 국경간 위기관리 원칙, 공동감시단 운영방안 마련등

BCBS(B l C itt B ki S i i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완충자본, 최저자본요구량, 단순지표,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규제 개선

•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감독기구

-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기준 개선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국제보험감독자협회

- 다국적 보험사 감독을 위한 당국간 협력 강화다국적 보험사 감독을 위한 당국간 협력 강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회계 투명성, 공정가치,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 회계기준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제정-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제정

•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 GAAP(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제정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 AML/CFT 분야 국제기준 마련 및 상호점검 실시(‘89년 OECD 산하 설립)
* AML/CFT : Anti-Money Laundering/ Combating the Finance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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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개관 : 규제개혁 이슈별 추진현황

규제개혁 이슈
G20 프로세스

추진방향 합의 국제기준 마련 국제기준 채택 각국 이행

건전성 규제 10.11월

대형 금융기관 규제 10.11월대형 금융기관 규제 월

금융권 분담방안 이행중

헤지펀드 이행중헤지펀 행중

장외파생상품 이행중

신용평가사 이행중

보상규제 이행중

회계기준 11년말

비협조적 지역 이행중

FSB 설립,기능강화 이행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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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1. 건전성 규제(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 강화

논의배경논의배경 G20 합의G20 합의

자본∙유동성 부족 → 다수 은행 부실자본∙유동성 부족 → 다수 은행 부실 자본 부족 해결 → 자본의 양, 질 강화자본 부족 해결 → 자본의 양, 질 강화자본∙유동성 부족 → 다수 은행 부실

최저자본기준 준수 → 대출 축소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

자본∙유동성 부족 → 다수 은행 부실

최저자본기준 준수 → 대출 축소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

양,

유동성 부족 해결 → 유동성 기준 도입

경기순응성 완화 → 레버리지 비율 도입
완충자본 도입

양,

유동성 부족 해결 → 유동성 기준 도입

경기순응성 완화 → 레버리지 비율 도입
완충자본 도입;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 완충자본 도입

기준마련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각국이행 : 12년말부터 단계적 시행

완충자본 도입

기준마련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각국이행 : 12년말부터 단계적 시행

BCBS 추진사항(09.12월 초안발표, 10.7월, 9월 BCBS회의에서 대부분 완료)

① 자본의 질 강화 : 자본요건 강화 예) 기타 Tier 1 : 조건부자본 or 상각 요건

공제강화 : 영업권 이연법인세 타 금융회사투자지분 등

BCBS 추진사항(09.12월 초안발표, 10.7월, 9월 BCBS회의에서 대부분 완료)

① 자본의 질 강화 : 자본요건 강화 예) 기타 Tier 1 : 조건부자본 or 상각 요건

공제강화 : 영업권 이연법인세 타 금융회사투자지분 등
추진
현황

(BCBS)

추진
현황

(BCBS)

공제강화 : 영업권, 이연법인세, 타 금융회사투자지분 등

② 자본의 양 강화 : 보통주 자본 > 4.5%, Tier 1 > 6%, 총자본 > 8%

③ 유동성 기준 도입 : 단기(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100%

장기(NSFR N t St bl F di R ti ) 100%

공제강화 : 영업권, 이연법인세, 타 금융회사투자지분 등

② 자본의 양 강화 : 보통주 자본 > 4.5%, Tier 1 > 6%, 총자본 > 8%

③ 유동성 기준 도입 : 단기(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100%

장기(NSFR N t St bl F di R ti ) 100%(BCBS)(BCBS) 장기(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100%

④ 레버리지 비율 도입 : (Tier 1/총자산) > 3%

⑤ 완충자본(capital buffer) 도입 : 자본보전 완충자본(2.5%),
경기대응 완충자본(0 2 5%)

장기(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100%

④ 레버리지 비율 도입 : (Tier 1/총자산) > 3%

⑤ 완충자본(capital buffer) 도입 : 자본보전 완충자본(2.5%),
경기대응 완충자본(0 2 5%)경기대응 완충자본(0～2.5%)경기대응 완충자본(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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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CBS의 자본규제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1. 자본의 질 강화1. 자본의 질 강화

gone concern(청산기업) 관점 → going concern(계속기업) 관점gone concern(청산기업) 관점 → going concern(계속기업) 관점go e co ce (청산기업) 관점 go g co ce (계속기업) 관점
• 보통주 자본 비중 강화
• 기타 Tier 1 요건 : contingent capital 요건 도입 등

자본분류 개선 : 보통주 자본 별도 분류, Tier 3 삭제

go e co ce (청산기업) 관점 go g co ce (계속기업) 관점
• 보통주 자본 비중 강화
• 기타 Tier 1 요건 : contingent capital 요건 도입 등

자본분류 개선 : 보통주 자본 별도 분류, Tier 3 삭제

자본
정의
자본
정의

자본분류 개선 통주 자본 별 분류, 삭제자본분류 개선 통주 자본 별 분류, 삭제

Tier 1 자본

보통주, 잉여금

Tier 1 자본

보통주 자본 : 보통주, 잉여금

Tier 2 자본
장기 후순위채 등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Tier 2 자본
장기 후순위채 등

기타 Tier 1우선주, 신종자본증권

Tier 3 자본
단기 후순위채 등

삭제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위기시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자산항목을 자본산정시 제외

• 영업권, 이연법인세 자산, 타금융회사 투자지분, 소수주주지분 등

(일부 항목은 부분적으로 자본인정)

위기시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자산항목을 자본산정시 제외

• 영업권, 이연법인세 자산, 타금융회사 투자지분, 소수주주지분 등

(일부 항목은 부분적으로 자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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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CBS의 자본규제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2. 자본의 양 강화2. 자본의 양 강화

SIFI 추가자본
%

자본보전

경기대응
추가자본

2 5%

0-2.5%`

SIFI 추가자본
p%

Tier 2 Tier 2

자본보전
완충자본

8%

2.5%

호황시

Tier 2

Tier 3

Tier 2

Tier 1 Tier 1

8%
기타 Tier 1

6%

8% 13%`

Tier 1

<현행> <자본의 질 강화> <자본의 양 강화> <완충자본, SIFI>

Tier 1 보통주 자본4.5%

양 강

13



<참고> BCBS의 자본규제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 보통주 자본비율 =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

3. 이행기간별 보통주 자본비율 및 총자본 비율3. 이행기간별 보통주 자본비율 및 총자본 비율

10.5%

10%

10.5%

3.59%

3.5
3.5

7%

8%

3.5
기타

7%

자본보전
Tier 1

+

Tier 2

: 4.5

4.0

3.5
자본보전

완충자본

2.5

6%

1.875
1.255%

0.625

4%

4.5 4.5 4.5 4.5 4.5보통주
4.0자본

3.5

0%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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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순응성 발생경로와 대응방향

호황기 불황기 대응방향

자산가치
고평가

자산가치
저평가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축소

☞

+ +

자산건전성 증가

→ 필요자본 감소

자산건전성 하락

→ 필요자본 증가
자본규제 완충자본

적립
☞

+

+

+

+

부실채권 감소
(충당금 적립 감소)

부실채권 증가
(충당금 적립 증가)

충당금
적립규모

미래지향적
충당금 적립☞

+ +

레버리지
비율 등

☞대출여력 증대 대출여력 급감

경기변동성 확대

15

경기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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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2. 대형 금융기관 규제

논의배경논의배경

대형 금융기관 부실 : 정리 vs 회생대형 금융기관 부실 : 정리 vs 회생 규제 ∙ 감독 강화규제 ∙ 감독 강화

G20 합의G20 합의

대형 금융기관 부실 : 정리 vs. 회생

→ 금융∙실물에 영향 大

국가간 이해관계(다국적 금융회사)

대형 금융기관 부실 : 정리 vs. 회생

→ 금융∙실물에 영향 大

국가간 이해관계(다국적 금융회사)

강
• 추가 건전성 규제, 감독 강화
• 공동감시단 설립

정리역량 강화

강
• 추가 건전성 규제, 감독 강화
• 공동감시단 설립

정리역량 강화

→ 정리 ×, 공적자금 투입 통한 회생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Too-Big-To-Fail 

→ 정리 ×, 공적자금 투입 통한 회생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Too-Big-To-Fail 

•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 개별 금융기관별 living wills 마련

방안마련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 개별 금융기관별 living wills 마련

방안마련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FSB가 검토중인 사항 : 정책권고로 제시 예정

① 부실화 가능성 사전예방 : 망하지 않게 하기

FSB가 검토중인 사항 : 정책권고로 제시 예정

① 부실화 가능성 사전예방 : 망하지 않게 하기

gg

추진
현황
추진
현황

① 부실화 가능성 사전예방 : 망하지 않게 하기
• 추가 자본∙유동성 규제, 감독강화, 공동감시단 등

② 부실화시 정리역량 강화 : 잘 망하게 하기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li i ill 마련 등

① 부실화 가능성 사전예방 : 망하지 않게 하기
• 추가 자본∙유동성 규제, 감독강화, 공동감시단 등

② 부실화시 정리역량 강화 : 잘 망하게 하기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li i ill 마련 등(FSB)(FSB) •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living wills 마련 등

③ 부실 전염 차단 : 망하더라도 피해 줄이기

• CCP 설립 등 금융인프라 개선 등

• 정리수단 및 체계 마련, living wills 마련 등

③ 부실 전염 차단 : 망하더라도 피해 줄이기

• CCP 설립 등 금융인프라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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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0.7월 공표)

체제적으로체제적으로

FSOC가 지정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

+ 자산 500억불 이상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

FSOC가 지정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

+ 자산 500억불 이상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
체제적으로
중요한 회사
체제적으로
중요한 회사

행

• Hotel California Rule(De-banking provision)
: TARP 지원을 받은 자산 500억불 이상(10.1.1 기준)인 BHC는

BHC의 지위를 해소해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로 간주

행

• Hotel California Rule(De-banking provision)
: TARP 지원을 받은 자산 500억불 이상(10.1.1 기준)인 BHC는

BHC의 지위를 해소해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로 간주BHC의 지위를 해소해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로 간주BHC의 지위를 해소해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로 간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18개월내 수립) :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기준 등보다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18개월내 수립) :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기준 등

규제규제

인수, 합병 제한 : 전체 금융회사 부채의 10%초과시 인수, 합병 금지

정리계획(living wills) 마련 : 연준 및 FDIC에 의해 승인된 정리계획 마련

인수, 합병 제한 : 전체 금융회사 부채의 10%초과시 인수, 합병 금지

정리계획(living wills) 마련 : 연준 및 FDIC에 의해 승인된 정리계획 마련

규제
내용
규제
내용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매년 실시

리스크위원회 설치 : 상장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및
상장된 100억불 이상 BHC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매년 실시

리스크위원회 설치 : 상장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및
상장된 100억불 이상 BHC

은행지분 소유제한 :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금융회사가
은행 의결권 5%이상 취득시 연준 승인

은행지분 소유제한 :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금융회사가
은행 의결권 5%이상 취득시 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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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Volcker Rule과 Swap Pushout Rule (10.7월 공표)

대상기관 : 모든 banking entity

•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통제회사, 은행지주회사 및 이들의 계열회사

대상기관 : 모든 banking entity

•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통제회사, 은행지주회사 및 이들의 계열회사

Volcker
Rule

Volcker
Rule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통제회사, 은행지주회사 및 이들의 계열회사

금지행위 : ①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② Hedge Fund 및 PEF의 지분보유, 획득, 보증

금지의 예외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통제회사, 은행지주회사 및 이들의 계열회사

금지행위 : ①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② Hedge Fund 및 PEF의 지분보유, 획득, 보증

금지의 예외RuleRule 금지의 예외

(자기계정거래) ; 정부, 주택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거래
헤지거래, 소기업투자, 공공복지 투자, 시장조성거래 등

(HF PEF 보유 획득 보증) : Tier 1 자본의 3% 이내의 소규모 투자

금지의 예외

(자기계정거래) ; 정부, 주택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거래
헤지거래, 소기업투자, 공공복지 투자, 시장조성거래 등

(HF PEF 보유 획득 보증) : Tier 1 자본의 3% 이내의 소규모 투자(HF, PEF 보유, 획득, 보증) : Tier 1 자본의 3% 이내의 소규모 투자
+ 지분은 해당 펀드의 3% 이내 등

(HF, PEF 보유, 획득, 보증) : Tier 1 자본의 3% 이내의 소규모 투자
+ 지분은 해당 펀드의 3% 이내 등

스왑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스왑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

Swaps
Pushout

R l

Swaps
Pushout

R l

대상기관 : 스왑기관(스왑기관, 주요스왑참여자)
• 스왑딜러 : 거래상대방과 자기계정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정기적으로 체결
• 주요스왑참여자 : 스왑딜러가 아니나 상당한 포지션을 보유
• 예외 : 부보예금기관은 스왑딜러인 경우만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

대상기관 : 스왑기관(스왑기관, 주요스왑참여자)
• 스왑딜러 : 거래상대방과 자기계정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정기적으로 체결
• 주요스왑참여자 : 스왑딜러가 아니나 상당한 포지션을 보유
• 예외 : 부보예금기관은 스왑딜러인 경우만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RuleRule • 예외 : 부보예금기관은 스왑딜러인 경우만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

지원금지의 내용 : 연준의 유동성 지원 및 재할인 창구 이용
FDIC의 예금보험 및 보증 등

• 예외 : 부보예금기관은 스왑딜러인 경우만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

지원금지의 내용 : 연준의 유동성 지원 및 재할인 창구 이용
FDIC의 예금보험 및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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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3. 금융권 분담방안

논의
배경
논의
배경

금융기관 부실 : 납세자 부담 vs. 금융권(금융기관, 주주, 채권자, 임직원) 부담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 ; 납세자만 부담,  금융권은?

(피츠버그 정상회의) IMF에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요청

금융기관 부실 : 납세자 부담 vs. 금융권(금융기관, 주주, 채권자, 임직원) 부담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 ; 납세자만 부담,  금융권은?

(피츠버그 정상회의) IMF에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요청(피츠버그 정상회의) IMF에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요청(피츠버그 정상회의) IMF에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요청

①수입, ②리스크 부담행위 축소, ③실행가능성 측면에서 3가지 방안 검토

→ 금융안정분담금(FSC)와 금융활동세(FAT)의 조합이 적절한 방안

①수입, ②리스크 부담행위 축소, ③실행가능성 측면에서 3가지 방안 검토

→ 금융안정분담금(FSC)와 금융활동세(FAT)의 조합이 적절한 방안

IMFIMF

→ 금융안정분담금(FSC)와 금융활동세(FAT)의 조합이 적절한 방안→ 금융안정분담금(FSC)와 금융활동세(FAT)의 조합이 적절한 방안

방안
부과대상

(Tax Base)

방안에 대한 평가

수입 리스크 축소 실행가능성
IMF

보고서
IMF

보고서
금융안정 분담금

(FSC :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

비예금부채 ○ △ ◎

금융활동세 이익,
△ ◎ ○

(FAT : Financial Activity Tax) 보수규모
△ ◎ ○

금융거래세

(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금융거래 ◎ ○ △

* ◎ 효과 最大, ○ : 효과 大,    △ : 효과 中

G20
합의

(토론토)

G20
합의

(토론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수준의 원칙에 합의
* 원칙 : ① 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 보호

④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을 고려 ⑤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
→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수준의 원칙에 합의
* 원칙 : ① 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 보호

④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을 고려 ⑤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
→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토론토)(토론토) →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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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ank Levy 논의경과

금년초까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중심으로
bank levy 도입방안들과 함께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시
금년초까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중심으로
bank levy 도입방안들과 함께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시

국가 주요내용

미국 금년 1월 금융위기책임분담금(일명 : 오바마 tax)도입 발표

영국 금년 3월, bank levy 및 금융활동세(FAT) 부과 계획 발표

독일 금년 3월 bank levy 도입방안 발표

프랑스 독일의 추진방향 적극 지지

EU 금년 5월 EU내 국가별 bank levy 도입방안 발표EU 금년 5월 EU내 국가별 bank levy 도입방안 발표

그러나, IMF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캐나다․중국 및 신흥국 중심으로 bank levy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력히 대두
그러나, IMF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캐나다․중국 및 신흥국 중심으로 bank levy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력히 대두

금년 6월 재무장관회의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진전된 의견을 표명하도록 아국이 적극 중재하여

‘원칙(principles)을 마련’하기로 합의*

금년 6월 재무장관회의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진전된 의견을 표명하도록 아국이 적극 중재하여

‘원칙(principles)을 마련’하기로 합의*원칙(principles)을 마련 하기로 합의

* 향후 원칙 마련시 반영할 사항 : ①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신용흐름 유지 ④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공정경쟁 촉진

→ 동 사항을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원칙으로 합의

원칙(principles)을 마련 하기로 합의

* 향후 원칙 마련시 반영할 사항 : ①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신용흐름 유지 ④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공정경쟁 촉진

→ 동 사항을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원칙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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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dential
More and higher quality capital Improv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bank capital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Major Agendas

Prudential 
Regulation

(BCBS)

End of 2010

Mitigating procyclicality

Risk coverage

Liquidity

Capital buffer, Leverage ratio

Imposing more capital requirements on trading and off B/S activities

Establishing long-term and short-term liquidity standards
End of 2010

Capital / liquidity surcharge

Capital / liquidity surcharge (BCBS)

More efficient supervision through Supervision College

Additional Measures on SIFIs

Reducing
the  moral
hazard of

SIFI

More efficient supervision through Supervision College

1 Narrow banking, Glass-Steagall approaches (utility vs. Investment)

2 Prohibition on certain activities and unregulated business

3 Market share/size ceilings

Reducing
the  

probability 
and impact 
of a SIFIs 

Limiting the 
business scope

Limiting the size

Volcker rule 
(US)

SIFIs

(FSB)

Oct. 2010

3 Market  share/size ceilings

4 Simplified legal structure (subsidiary vs. branch issue)

5 Constraints on cross-border operations

1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living will)

failure
Limiting the size

Limiting the 
complexity

Fi ifi 1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living will)

2 Crisis management group

Cross-border resolution framework

Improving 
resolution 
capacity

Firm-specific
Contingent Plan Resolution 

Fund
(US/Sweden)

Financial 
i i

Burden
sharing

( )

Recoupment of existing losses

Financing for future crisis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Tax

Systemic
Levy

(Resolution 
Fund)

Entity : SIFIs vs. All financial institutions
Tax Base : All liabilities / Short-term liabilities /

Non-deposit liabilities / Wage bill
* Need to consider relationship with deposit insurance fund

crisis 
responsibility 

fee (US)

Restriction on 
capital inflow

(IMF)

June 2010

Contingent Capital

Windfall Tax

Capital / Liquidity Insurance Fee, etc.

p
(Brazil/Taiwan)

Super Tax
(UK/France)



Ⅲ. 주요 내용 4. 헤지펀드 규제

논의배경논의배경

개별 헤지펀드 리스크 小개별 헤지펀드 리스크 小 투명성 증대투명성 증대

G20 합의G20 합의

개별 헤지펀드 : 리스크 小
herd behavior : 시스템리스크 초래

; 그러나, 규제∙감독 부재/정보 부재로

개별 헤지펀드 : 리스크 小
herd behavior : 시스템리스크 초래

; 그러나, 규제∙감독 부재/정보 부재로

투명성 증대
• 헤지펀드나 그 운영자 등록
• 시스템리스크 판단 위한 정보공개

리스크 관리 강화

투명성 증대
• 헤지펀드나 그 운영자 등록
• 시스템리스크 판단 위한 정보공개

리스크 관리 강화
시스템리스크 파악에 한계

* 헤지펀드 규모 : 1조 6,700억달러(10.5월)

시스템리스크 파악에 한계

* 헤지펀드 규모 : 1조 6,700억달러(10.5월)

리스크 관리 강화
•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은행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은행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강화

IOSCO : 등록, 정보공개 등에 관한 헤지펀드 감독 6개 원칙 발표(09.6월)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IOSCO : 등록, 정보공개 등에 관한 헤지펀드 감독 6개 원칙 발표(09.6월)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추진
현황
추진
현황

• 美 : 등록(1억불 이상),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 EU : 등록, 정보공개, 레버리지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규제안 논의중

최근 쟁점

• 美 : 등록(1억불 이상),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 EU : 등록, 정보공개, 레버리지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규제안 논의중

최근 쟁점

• EU 규제안 : 제3국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 EU passport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 국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EU 규제안 : 제3국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 EU passport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 국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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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논의배경논의배경

투명성 증대투명성 증대
규제 감독 부재 → 정보부재규제 감독 부재 → 정보부재

G20 합의G20 합의

명성 증
• 모든 장외파생거래 거래저장소에 보고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명성 증
• 모든 장외파생거래 거래저장소에 보고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규제∙감독 부재 → 정보부재규제∙감독 부재 → 정보부재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하나,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하나, 

CCP를 통해 거래(12년말까지)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CCP 미이용 거래에 높은 자본 부과

CCP를 통해 거래(12년말까지)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CCP 미이용 거래에 높은 자본 부과

파악에 한계파악에 한계

* 장외파생상품 규모(09말) : 615조 달러

IOSCO-CPSS : CCP 설립, 운영기준 등을 마련

BCBS : CCP 미이용 거래에 대한 자본부과 방안 마련 중(10년말 완료 예정)

IOSCO-CPSS : CCP 설립, 운영기준 등을 마련

BCBS : CCP 미이용 거래에 대한 자본부과 방안 마련 중(10년말 완료 예정)

추진
현황
추진
현황

BCBS : CCP 미이용 거래에 대한 자본부과 방안 마련 중(10년말 완료 예정)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 美, EU 등 : CCP 기설립 및 추가 설립중
• 美 : 거래정보 보고 CCP 의무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법 공표(10 7월)

BCBS : CCP 미이용 거래에 대한 자본부과 방안 마련 중(10년말 완료 예정)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 美, EU 등 : CCP 기설립 및 추가 설립중
• 美 : 거래정보 보고 CCP 의무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법 공표(10 7월)美 : 거래정보 보고, CCP 의무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EU도 정책안 발표(09.10월)하고 현재 입안중

최근 쟁점 : naked CDS 거래 금지 등 규제 추진(獨, EU)

美 : 거래정보 보고, CCP 의무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EU도 정책안 발표(09.10월)하고 현재 입안중

최근 쟁점 : naked CDS 거래 금지 등 규제 추진(獨,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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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6. 신용평가사 규제

논의
배경
논의
배경

신용평가사신용평가사
부적절한
신용등급
부적절한
신용등급

투자자투자자
이해상충, 전문성 부족

적시성, 정확성 결여

과신

배경배경

→ 위기가 진전된 후 일시에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 조정 → 위기 심화 ∙가속화→ 위기가 진전된 후 일시에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 조정 → 위기 심화 ∙가속화

성, 정 성

신용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록 필요신용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록 필요
(Basel II 의 적격외부신용평가사(ECAI) 등이 규제 대상이 됨)

신용평가 모델 검토기구와 신용평가 담당기구 분리
연간 매출 10% 초과 고객 공시 등

등록

이해상충
방지

G20
합의
G20
합의

구조화 상품 관련 정보 공시 등

감독당국은 신용평가 과정의 질과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문제

방지

정보공개

감독강화 해결을 위해 신용평가 절차의 변경 요구 권한

BCBS는 건전성규제에 있어 외부신용등급의 축소 방안 마련신용평가
사용 축소

감독강화

美, EU, 日 등 : 합의사항에 따른 신용평가사 규제 추진
• 특히, 美는 신용평가 이용축소, 신평사 책임 강화, 신평사 감독부서 설립 등을

담은 금융개혁법 공표(10 7월)

美, EU, 日 등 : 합의사항에 따른 신용평가사 규제 추진
• 특히, 美는 신용평가 이용축소, 신평사 책임 강화, 신평사 감독부서 설립 등을

담은 금융개혁법 공표(10 7월)

추진
현황
추진
현황 담은 금융개혁법 공표(10.7월)담은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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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7. 보상체계

논의
배경
논의
배경

과도한 리스크

Taking 

과도한 리스크

Taking 

단기적 이익추구단기적 이익추구

비대칭적 보상체계비대칭적 보상체계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

FSB 보상원칙(런던 정상회의)과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피츠버그 정상회의) 채택FSB 보상원칙(런던 정상회의)과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피츠버그 정상회의) 채택

G20G20

FSB 보상원칙(09.4월)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09.9월)

지배구조
• 이사회가 보상체계 감독
• 리스크 관리조직은 사업분야와

독립된 별도의 보상체계 구축

• 이사회내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설립
• 리스크 담당 직원의 보상은 다른 사업

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G20
합의
G20
합의

독립된 별 의 상체계 구축 분야와 독립적 결정

보상구조

• 보상구조 : 리스크에 상응
• 지급기간 : 리스크 보유기간 고려
• 지급방법 : 현금,주식등

• 보너스 40∼60%, 지급연기(deferral)
• 보너스 50%, 현금외 주식 등으로 지급
• 부정적 영향 발생시 환수(claw back)
• 보장된 상여금 지급 금지

액 액 형
공시/감독

• 보상관련 정보 공표
• 당국의 리스크 평가시 보상 포함

• 보수액, 보너스 금액 및 형태, 
지급연기된 보상액 등을 공시

미이행 제재 -
• 미이행 금융기관에 교정조치 실시
• 자본수준 미흡시 보너스 제한

FSB, 09.3월 각국의 법령, 감독기준 등에 보상원칙 집행기준 반영여부 점검
→ 대부분 국가가 차질없이 이행중

FSB 10 6월까지 각국 금융기관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이행여부 점검 예정

FSB, 09.3월 각국의 법령, 감독기준 등에 보상원칙 집행기준 반영여부 점검
→ 대부분 국가가 차질없이 이행중

FSB 10 6월까지 각국 금융기관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이행여부 점검 예정

추진
현황
추진
현황 FSB, 10.6월까지 각국 금융기관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이행여부 점검 예정FSB, 10.6월까지 각국 금융기관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이행여부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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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8. 회계제도

논의배경논의배경 G20 합의G20 합의

공정가치공정가치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충당금
적립

충당금
적립

경기순응성 확대경기순응성 확대

경기순응성 확대경기순응성 확대

공정가치 평가 축소공정가치 평가 축소

미래 예상 손실반영 충당금 적립미래 예상 손실반영 충당금 적립
적립적립

기준 복잡성
(부외거래 등)
기준 복잡성
(부외거래 등)

회계기준간회계기준간

금융시장 투명성 감소금융시장 투명성 감소

국가간 비교 곤란국가간 비교 곤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부외거래 확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부외거래 확대

회계기준간
차이

회계기준간
차이

국가간 비교 곤란
규제차익 존재

국가간 비교 곤란
규제차익 존재

IASB와 FASB 기준 수렴(11년말까지)IASB와 FASB 기준 수렴(11년말까지)

IASB FASB 기준수렴 방향 일정

추진
현황
추진
현황

IASB FASB 기준수렴 방향, 일정

공정가치평가 • 공정가치 평가 축소 • 공정가치 평가 유지 • IASB 방향(10.4Q)

충당금 적립 • 미래 예상 손실 반영 • 미래 예상 손실 미반영 • IASB 방향(10.4Q)
현황현황

상 영 상 영 방향( )

연결 • 연결범위 확대 • IASB와 유사 • 기준 수렴(10.3Q)

제거 • 복잡성 완화
(RP ; 부외거래)

• 제거요건 명확화
(RP : 재무제표 포함)

• FASB 방향(11.1Q)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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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9. 비협조적 지역

논의
배경
논의
배경

조세피난처, 역외 금융센터 등 : 낮은 세율, 규제∙감독 미흡, 정보공유에 소극적

→ 각국의 재정상황 악화 (조세피난처로 도피한 자금규모 : 1.7조$ ∼ 11.5조$, OECD 추산)

→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장소로 이용

조세피난처, 역외 금융센터 등 : 낮은 세율, 규제∙감독 미흡, 정보공유에 소극적

→ 각국의 재정상황 악화 (조세피난처로 도피한 자금규모 : 1.7조$ ∼ 11.5조$, OECD 추산)

→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장소로 이용
→ 이들 지역을 통한 금융거래가 초래하는 리스크 인지 불가→ 이들 지역을 통한 금융거래가 초래하는 리스크 인지 불가

비협조적 지역 : ①조세정보교환, ②자금세탁방지, ③ 건전성 정보교환 분야의비협조적 지역 : ①조세정보교환, ②자금세탁방지, ③ 건전성 정보교환 분야의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 조세정보교환 : OECD Global Forum, 조세정보교환기준
• 자금세탁방지 : FATF, AML/CFT 49개 권고사항
• 건전성정보교환 : FSB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 조세정보교환 : OECD Global Forum, 조세정보교환기준
• 자금세탁방지 : FATF, AML/CFT 49개 권고사항
• 건전성정보교환 : FSB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G20G20 건전성정보교환 : FSB,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

비협조적 지역 식별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식별 : 상호점검(peer review) 실시
• 대응조치 : 공표 금융거래 제한 등

건전성정보교환 : FSB,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

비협조적 지역 식별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식별 : 상호점검(peer review) 실시
• 대응조치 : 공표 금융거래 제한 등

G20
합의
G20
합의

대응조치 : 공표, 금융거래 제한 등

비협조적 지역 또는 저역량 국가에 대한 이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대응조치 : 공표, 금융거래 제한 등

비협조적 지역 또는 저역량 국가에 대한 이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조세정보교환 분야 : 10.2월 부터 상호점검 실시

자금세탁방지분야 : 10.2월 28개 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발표

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현재 상호점검중이며 10년말 비협조적지역 발표 예정

조세정보교환 분야 : 10.2월 부터 상호점검 실시

자금세탁방지분야 : 10.2월 28개 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발표

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현재 상호점검중이며 10년말 비협조적지역 발표 예정

추진
현황
추진
현황

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현재 상호점검중이며, 10년말 비협조적지역 발표 예정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현재 상호점검중이며, 10년말 비협조적지역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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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10. FSB 설립 및 기능강화

논의
배경
논의
배경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부족, 국가간 규제차익 존재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부족, 국가간 규제차익 존재

FSF
G7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역량 강화

금융안정 촉진을 위한 역할범위 확대

FSB
설립
FSB
설립

FSB
G20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감시 (기존기능)

G20
합의
G20
합의

12개국 참여 금융안정 촉진을 위한 역할범위 확대설립설립 G20 중심으로
24개국 참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감시 (기존기능)
각국 금융당국간 공조와 정보교류 촉진 (기존기능)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범사례 개발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작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런던)(런던)
FSB
기능
강화

FSB
기능
강화

공동감시단 운영 지침 제공 및 다국적 기관의 중요성 식별

IMF와 함께 조기경보활동 실시

강화강화

( 월 차 총회) ( 월 차 총회)( 월 차 총회) ( 월 차 총회)
추진
현황
추진
현황

FSB 설립(09.6월, 1차 총회), FSB 정관마련(09.9월,2차 총회)

FSB 기능, 역할 확대에 따라 조직과 인력 확충 추진

비 FSB회원국에 대한 outreach 계획 수립중

FSB 설립(09.6월, 1차 총회), FSB 정관마련(09.9월,2차 총회)

FSB 기능, 역할 확대에 따라 조직과 인력 확충 추진

비 FSB회원국에 대한 outreach 계획 수립중비 FSB회원국에 대한 outreach 계획 수립중비 FSB회원국에 대한 outreach 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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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 시장규율 확립)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 시장규율 확립)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 리스크에 상응한 규제,감독 시장규율 확립

건전성 규제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공시강화

대형금융기관 규제 공동감시단 설립 추가자본부과

금융권 분담방안 리스크 고려 납세자 부담 제거

헤지펀드 등록, 보고 정보공개, 이해상충 방지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저장소에 보고 CCP미이용거래 자본부과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저장소에 보고 CCP미이용거래 자본부과

신용평가사 등록 정보공개, 이해상충방지

보상체계 보상위원회 걸치 리스크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보공개보상체계 보상위원회 걸치 리스크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보공개

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공정가치, 충당금 적립 개선 공시강화

비협조적 지역 국가간 정보공유 강화 대응조치 마련

29



Ⅳ. 금융규제 개혁과 서울 정상회의

1.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1.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

Before 서울 정상회의 After서울 정상회의

국제기준 원칙국제기준 원칙과제 도출과제 도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 구축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 구축

국제기준, 원칙

각국 이행

(Implement)

국제기준, 원칙

각국 이행

(Implement)

과제 도출

국제기준, 원칙 마련

(deliver)

과제 도출

국제기준, 원칙 마련

(deliver) (Implement)(Implement)(deliver)(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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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규제 개혁과 서울 정상회의

2. 새로운 과제2. 새로운 과제

미시 건전성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거시 건전성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미시 건전성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거시 건전성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거시건전성 규제 체계 마련거시건전성 규제 체계 마련

배경배경 논의방향논의방향

거시 건전성 :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완충자본, 체제적 중요 금융기관 등
다양한 노력, 상당한 진전

거시 건전성 :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완충자본, 체제적 중요 금융기관 등
다양한 노력, 상당한 진전

• 시스템리스크 인식/대응 수단

• 집행 원칙, 모범사례 등

• 시스템리스크 인식/대응 수단

• 집행 원칙, 모범사례 등

거시
건전성
규제

아직 거시건전성 수단, 집행원칙 등
전반적인 틀은 마련되지 못함
아직 거시건전성 수단, 집행원칙 등
전반적인 틀은 마련되지 못함

의 융 혁 의의 융 혁 의 외부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외부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규제

G20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
: 금번 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선진국
이슈(대형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 에 치중

G20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
: 금번 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선진국
이슈(대형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 에 치중

외부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Host country의 권한(정보 접근 등)

외부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Host country의 권한(정보 접근 등)신흥국
관점

신흥국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
신흥국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

규제/감독 역량 강화 등규제/감독 역량 강화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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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국의 대응방향

G20G20

핵심 규제개혁 방안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차질없이 완료

• 건전성 규제(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핵심 규제개혁 방안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차질없이 완료

• 건전성 규제(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G20
의장국
G20

의장국

• 건전성 규제(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 강화

•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의 틀을 완성한 회의로 자리매김

• 건전성 규제(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 강화

•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의 틀을 완성한 회의로 자리매김

아국의 금융산업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제논의(FSB BCBS 등)에 대응
아국의 금융산업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제논의(FSB BCBS 등)에 대응

규제
당국
규제
당국

국제논의(FSB, BCBS 등)에 대응

합의된 규제개혁 사항을 차질없이 국내 이행

• 법령 및 기준 제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논의(FSB, BCBS 등)에 대응

합의된 규제개혁 사항을 차질없이 국내 이행

• 법령 및 기준 제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등법령 및 기준 제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등법령 및 기준 제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합의 항의 행에합의 항의 행에금융
업권
금융
업권

합의 사항의 국내 시행에 대비

• 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등

합의 사항의 국내 시행에 대비

• 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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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규제 분야 향후 주요일정

일시 주요회의

19 바젤위원회(서울)

10월 20 FSB 총회(서울)

21～23 G20 재무장관 총재회의(경주)21 23 G20 재무장관․총재회의(경주)

2 FSB 운영위원회(스위스, 바젤)

11월

11～12 G20 정상회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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