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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수)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연준이 평가하는 금융안정 취약 요인
(Powell 연준 의장의 ECNY 강연내용)

◈ Powell 연준 의장이 11.28일 ECNY(The Economic Club of New York)에서 「The 

Federal Reserve's Framework for Monitoring Financial Stability」를 주제로 실

시한 강연의 주요 내용을 정리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를 위한 새로운 체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은 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②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의회 등에 대한 앞의 

두 조치 내용의 투명한 설명으로 나뉠 수 있음

  o 이 가운데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연준은 최근 

「감독 및 규제 보고서(Supervision and Regulation Report)」를 첫 발간한 데 

이어 오늘은「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처음으로 발간

□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충격요인(shocks)과 충격 발생시 이

를 증폭시키는 취약요인(vulnerabilities)을 구분한 후 4가지 취약요인에 대해 

점검

(금융안정 취약요인)

 (금융기관 레버리지)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레버

리지를 살펴본 결과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발견하지 못함

 (자금조달 리스크) 유사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빠르게 유출될 리스

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 등 유동성 관리, 

자금시장의 Mutual Fund 개혁 등에 힘입어 이러한 funding risk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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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기업 부채)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 모기지가 크게 감소한 이래 고신

용차주 위주로 서서히 증가해 옴에 따라 취약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o 반면 기업부채는 지난 10년간의 경기확장기간 동안 추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데다 특히 비우량기업의 부채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우려됨

   ― 다만 기업의 도산과 손실이 증가하더라도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등으로 처리 가능함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것으로는 보지 않음 

기업의 GDP대비 신용 갭

기업의 Gross Balance Sheet Leverage

 (자산가격) 상업용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은 추세 수준을 상회하기도 

하지만 가장 유의해서 보고 있는 주가의 경우 Forward Price-to-Earning 

Ratio 같은 기준점(benchmark)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   

  

S&P 500 기업의 Forward Price-to-Earn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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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요인)

□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충격요인으로는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분쟁, Brexit, 이탈리아와 EU의 예산 논쟁, 사이버 관련 교란(cyber-related 

disruption) 등이 잠재

  o 이러한 충격요인들이 취약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단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금융안정 리스크)

□ 일부 부문의 리스크는 정상수준보다 다소 높으나 전반적인 금융안정의 

취약성은 낮은 것(at a moderate level)으로 평가 

  o 이는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조치들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이 제고된 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