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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지정 해제

채원영 연구원

글로벌 이슈

2017년 9월 29일,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AIG의 비은행 SIFI 지정을 해제

함. AIG는 이번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미국생명보험협회와 미국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산업이 

금융안정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비은행 SIFI 지정권한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

을 발표함. 금번 AIG의 비은행 SIFI 지정 해제는 메트라이프에 대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항소 판결과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비은행 SIFI 지정 해제 움직임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G-SIIs 지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2017년 9월 29일,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AIG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1) 지정을 해제하였음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이 제시되면서 FSOC의 비은행 SIFI 지정을 통한 

금융규제 강화 정책도 영향을 받았음 

   - 2017년 3월, 미국 재무장관은 FSOC의 비은행 SIFI 지정 절차를 검토할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FSOC의 역할과 SIFI 지정을 심의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음2)

 FSOC는 AIG의 지정 해제를 찬성 6표, 반대 3표로 승인하였는데, 반대표 3표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

해 임명된 감독당국자였음3)  

 비은행 SIFI 중 프루덴셜 금융그룹(2013년 9월 지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임 

   - 메트라이프는 2016년 4월 SIFI 지정 해제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FSOC의 항소가 워싱턴 D. 

C.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11월 중 미국 재무부가 작성하는 SIFI 지정절차 검토 보고서가 완

1) SIFI 정의, 현재 지정된 회사, 규제 강도 등 
2) Reuters(2017. 4. 22), “Trump orders review of financial rules to prevent future crises”, http://www.reuters.com
3) U.S. Treasury Department Office Of Public Affairs(2017. 9. 29),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Announces Rescission of Nonbank Financial Company Designation”, https://www.treasur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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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면 항소재판이 재개될 예정임 

 AIG는 FSOC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미국생명보험협회와 미국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산업이 금융안정성에 위

협을 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FSOC의 비은행 SIFI 지정권한에 대해 반대함 

 AIG는 금번 비은행 SIFI 지정 해제가 AIG의 성공적인 리스크 경감4)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효

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5)

 미국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생명보험회사의 비은행 

SIFI 지정 해제를 촉구하였음6)

   - 또한 FSOC의 주요 임무는 거시건전성 평가로 개별 회사에 대한 SIFI 지정이 아님을 강조하며 

FSOC의 SIFI 지정 권한 철회를 주장함7) 

 미국 손해보험협회는 전통적인 보험 영업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소수 보험회사를 비은행 SIFI로 지정하고 은행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스

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동에 감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8) 

 금번 AIG의 비은행 SIFI 지정 해제는 메트라이프에 대한 FOSC의 항소 절차와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SIFI 

지정 해제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금번 

AIG의 SIFI 지정 해제에 따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G-SIIs) 지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9) 

   - AIG, 프루덴셜 금융그룹, 메트라이프는 FSB가 지정하는 G-SIIs로 남아있음

   - FSB의 G-SIIs 지정절차는 2017년 11월에 검토될 예정임 

4) AIG는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투자은행업무 부문에서의 대규모 손실 및 자본부족 사태를 겪은 
후 아시아 생명보험 부문인 AIA를 포함한 해외사업 분리, 자산운용부문 매각 등을 실시하였음 

5) AIG (2017. 9. 29), “AIG Issues statement on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FSOC) decision to remove 
SIFI designation”, http://www.aig.com/

6) ACLI (2017. 9. 29), “ACLI Applauds Fsoc'S De-Designation Of Life Insurer”, https://www.acli.com
7) ACLI (2017. 9. 29),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Reform”, https://www.acli.com
8) PCI (2017. 9. 29), “FSOC Announcement Reaffirms Traditional Insurance Activities are not Systemically Risky”,  

http://www.pciaa.net/
9) NAIC (2017. 9. 29), “NAIC Reacts To De-Designation Of AIG By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http://www.na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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