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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월셔 스테이트 은행이
로스앤젤레스 미래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합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금융기관 관리부는 로스앤젤레스 미래은행을 폐점시켰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재산수탁관리기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예금주들을 보호하고,
미래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기 위해 FDIC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월셔 스테이트
은행과 구매 및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섯개의 미래은행 지점은 월셔은행의 지점으로 월요일에 다시 개장하게 됩니다.
기존 미래은행 예금주들은 자동적으로 월셔은행의 예금주가 됩니다. 예금은 계속해서
FDIC의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고객은 자신의 예금 보험액을 그대로 적용받기 위해 은행
거래 관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셔은행이 미래은행의 예금 기록을 완전히 통합할
때까지 두 은행의 고객들은 기존 지점을 계속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미래은행의 예금주는 수표를 쓰거나 ATM 또는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평소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출 고객은
평소와 같이 계속해서 상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현재, 미래은행의 총자산은 4억 5,600만 달러이며 총예금액은 약 3억
6,200만 달러입니다. 월셔은행은 파산한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는 것 외에, 약 4억
4,900만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FDIC가 추후 처분을 위해
보유할 것입니다.
FDIC와 월셔은행은 약 3억 4,100만 달러의 미래은행 자산에 대해 손실 공유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셔은행은 손실 공유 계약에 포함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손실 공유 계약은 자산을 민간부분에 유지하여 자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손실 공유 계약은 또한 대출 고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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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거래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FDIC의 무료 전화 1-800-930-184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PDT(태평양 연안 표준시) 기준으로 오늘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이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FDIC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fdic.gov/bank/individual/failed/mirae.html.
FDIC는 5,000만 달러의 예금보험기금(DIF)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셔은행이
모든 예금을 인수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 FDIC의 예금보험기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미래은행은 올해 미국에서 FDIC 보험 가입 기관 중 45번째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섯 번째로 파산한 은행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FDIC 보험 가입
기관 중 가장 최근 폐점한 은행은 오늘 어바인에서 폐점한 메트로퍼시픽 은행입니다.
###
1933년에 의회는 국가의 은행 제도에서 공적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를 창설하였습니다. FDIC는 미국 내 8,246개 은행 및 저축 조합의 예금을 보험으로
보장하며 노출되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처리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증진합니다. FDIC는 연방 세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그 운영 자금을 충당합니다.
FDIC 보도 자료 및 기타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www.fdic.gov에 온라인으로 가입(해당 페이지
www.fdic.gov/about/subscriptions/index.html)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FDIC의 Public Information Center(877-2753342 또는 703-562-2200)에 전화하여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PR-105-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