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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이하 “바젤기준” 또는 “바젤원칙”) 을 개정

「

발표 (2015.7월)

」

― 기업지배구조*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지배구조란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一群의 관계로서 회사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수단, 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고, 권한 및 책임의 분배 및 의사결정방식을 결정

― 금번 기준은 이사회의 은행 감시책임과 위험지배구조(risk governance)*의
기능을 강화

* 위험지배구조란 이사회 및 경영진이 ①전략 및 위험관리방법을 결정하고
②전략 대비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③위험을
식별ㆍ측정ㆍ관리ㆍ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시스템

― 바젤기준은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제 체계 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별로 조정이 필요하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은행
규모, 업무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 영업모델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특정시점에서 평가한 기업의 위험익스포져(risk exposures)
ㅇ 바젤기준은 시스템 중요은행의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에 상응한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와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바젤기준은 13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 지도기준(guideline)으로서 회원국
감독당국의 은행지배구조 감독업무의 지침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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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이사회의 총괄적 책임

이사회는 은행의 전략적 목표, 지배구조체계, 기업문화와 관련된 경영진의
집행행위를 승인하고 감시하는 등 은행에 대한 총괄적 책임(overall
responsibility)을 짐

―

이사회는 바젤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사는 은행에 대해 선관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이사회는 ①은행의 사업목표와 전략의 승인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②
기업문화 및 기업가치 정립 ③지배구조체계 이행상황 감시 ④위험
성향보고서(RAS)와 위험정책 및 위험한도의 준수 여부 감시 ⑤주요
정책(예: 자본계획 등)의 이행방법 승인 및 이행상황 감시 ⑥CEO, 주요
경영진, 통제조직책임자에 대한 선임 승인 및 성과 감시 ⑦은행의 보상
체계 감시 ⑧내부고발 관련 정책 및 절차 감사 등을 수행하여야 함

ㅇ 위험지배구조체계에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3개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으로 구성

• 제1방어선 : 영업조직
• 제2방어선 : 제1방어선과 독립된 위험관리조직과 법규준수조직
• 제3방어선 : 제1, 2방어선과 독립된 내부감사조직
원칙 2

이사회의 자격과 구성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개인적, 집단적으로 그 직위에 걸맞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사는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하는 역할과 그
감시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이사는 은행 업무에 대해 건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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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함. 이사회는 충분한 수의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보유하여야 함

ㅇ

독립이사란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비집행이사(non-executive member
of the board)로서, 이사회의 객관적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의미함

있는 은행 내

―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가 이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 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은행은 이사후보자 추천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음

원칙 3

이사회의 구조와 관행

이사회는 자신의 적절한 지배구조와 지배관행을 정립하여야 함. 이사회는
지배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동 수단의 유효성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함

― 이사회는 은행의 규모, 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조직됨. 이사회는
이사회 규칙을 보유하여야 함. 이사회는 이사회 자신, 위원회, 개별
이사 모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이사회 의장(board chairman)은 독립이사 또는 비집행이사(independent
or non-executive board member) 중에서 선임되어야 함

― 이사회는 위원회(committees)를 설립하여 특별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위원회는 이사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설립함. 위원회의 인원과
성격은 은행의 규모, 이사회의 규모, 은행영업의 특성, 위험프로파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됨

ㅇ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리스크위원회(Risk committee),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기타위원회(Other specialised committee)
등이 있음

ㅇ 위원회 위원장은 비집행 독립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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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경영진

경영진(senior management)은 이사회의 지시와 감시에 따라야 함.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경영전략, 위험성향, 보상, 기타 정책에 따라 은행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함

― 경영진을 구성하는 집행간부는 이사회의 면접절차를 통해 선임되므로,
경영진은 이사회에게 충분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경영진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예: 영업전략의 변화, 위험전략 및 변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위험한도 위반 또는 법규준수의무 위반 등)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함

원칙 5

은행그룹의 지배구조

은행그룹(group structure) 내에서는 모회사의 이사회가 은행그룹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은행그룹과 소속회사의 구조, 사업, 위험에 상응하는
명확한 지배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함. 이사회와 경영진은
은행그룹의 조직구조와 위험현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모회사 이사회는 법적실체, 사업구조 등 그룹구조를 설계하고, 그룹의
복잡성, 자회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체계를 수립해야 함

― 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자회사를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절차를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자회사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는 그룹 위험
관리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함

원칙 6

위험관리조직

은행은 CRO(chief risk officer)의 지시를 받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두어야 하며, 동 조직에게 충분한 지위, 독립성, 자원, 이사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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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조직은 은행의 제2선(second line)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서 은행의 위험인수활동을 감시할 책임이 있음

― 모든 은행은 위험관리조직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CRO(chief risk officer)
또는 이와 대등한 경영진을 두어야 함

―

CRO의 임명, 해임, 기타 인사상 변동에는 이사회와 리스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은행이 CRO를 해임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감독
당국과 CRO 해임사유 등을 논의해야 함

원칙 7

위험의 식별, 모니터링과 통제

위험(Risks)은 은행 전체는 물론 개별 법적실체 단위로 지속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통제되어야 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하부구조는 은행의 위험
프로파일, 외부의 위험지형, 업계의 관행 등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함

―
ㅇ

위험식별은 그룹전체, 포트폴리오, 영업부서 등 은행의 대차대조표
난 내외 항목에 내포된 모든 실체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험식별(risk identification) 및 위험측정(risk measurement)에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은행이 내부통제를 설계함에 있어 중요 위험별로 정책․절차․수단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절차․수단이 의도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
정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함

― 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와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es)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절차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위해
위험 측정치와 실제 결과치를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백테스트
(backtesting)를 실시해야 함

― 위험관리조직은 위험익스포저의 식별, 측정 이외에 위험익스포저 축소
방법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위험 축소 또는 위험 헤지를
지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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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

위험소통

효과적인 위험지배구조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행내부에서 위험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위험이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함

― 위험관리조직 책임자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
하되, 핵심 이슈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

즉각적 결정이나 대응이 필요한 실체적 위험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
(material risk-related ad hoc information)는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위험보고시스템은 위험측정의 결함과 한계 뿐 아니라 위험의존도 및
상관관계와 같은 기본전제에 내포된 결함과 한계도 분명히 해야 함

원칙 9

법규준수

이사회는 은행의 법규준수위험(compliance risk) 관리상태를 감시할 책임이
있음. 이사회는 법규준수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은행의 법규준수위험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조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승인해야 함

― 법규준수조직은 은행의 제2선에서 위험을 방어하는 가장 주요한 조직
으로서, 은행 영업이 법률 · 규정 · 내부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음

―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본원칙을 담아 법규준수정책(compliance
policy)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법규준수조직은 직무활동에 부당한 영향력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법규준수조직 책임자의 겸임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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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0

내부감사

내부감사조직(internal audit function)은 이사회와 독립하여 활동하며, 효과적인
지배구조 절차 및 은행의 장기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지원함

― 내부감사조직은 내부통제제도의 3번째 방어선(third line of defence)으로
내부통제, 위험관리, 지배구조시스템, 지배구조절차의 품질과 유효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사회는 내부감사조직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감사(chief audit executive)의 해임은 공시대상
이며 그 해임사유는 감독당국과의 협의사항임

ㅇ

내부감사조직 책임자는 자신에 대한 선임, 감시, 해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해 1차적 보고의무를 짐

ㅇ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조직이 모든 자료, 파일데이터, 유형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원칙 11

보상

은행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수구조
(remuneration structure)를 마련해야 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 은행 전체의 보수체계의 적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책임을 짐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보상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감시할
보상위원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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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구조(remuneration structure)는 은행의 영업전략, 위험전략, 목표,
가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수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함

ㅇ

보수는 위험인수와 위험성과를 반영해야 함. 실현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한 잠재적 미래수익에 대한 보수지급 관행은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해 세밀하게 평가되어야 함

ㅇ 통제조직(위험관리부서, 법규준수부서, 내부감사부서)의 직원 보수는 영업
부서 직원과 달리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원칙 12

공시와 투명성

은행 지배구조는 주주, 예금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들에게 투명
해야 함

― 모든 은행은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BCBS 지도기준에 따라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이사의 선임방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소속 위원회 현황, 주요
상임위원회의 개최횟수를 반드시 공시해야 함

― 일반적으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따르므로 있으므로,
동 원칙에 제시된 공시기준에 따라 은행의 목표, 조직구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 주주현황, 의결권현황, 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공시해야 함
은행은

― 은행은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익스포저와 위험
관리전략을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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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3

감독당국의 역할

감독당국은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이사회와 경영진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지도 · 감독하고,

필요시

경영개선

조치

(improvement and remedial action)를 발동하는 한편 다른 감독당국자들과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ㅇ 감독당국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지도기준(guidance)을 마련해야 함
ㅇ 감독당국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야 함
ㅇ 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 경영진과 교류(interact)해야 함
ㅇ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은행에게 경영개선조치를 부과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의 정책 및 관행 변경,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강제적
교체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한 제재부과
등과 같은 징벌적 조치(punitive measures)를 취할 수도 있음

ㅇ 감독당국은 다른 감독기관들과 협조하고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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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 (Glossary)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은행(bank) 또는 은행조직(banking organisation)은 (i) 은행 (ii) 은행지주
회사 또는 (iii) 기타회사 중에서 은행감독당국이 적용법률에 따라 은행기업
집단(이하 “은행그룹”)의 모회사로 판단하고 해당법인의 국적국 감독당국도
이러한 판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board)는 회사 내에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supervise) 기구를 의미한다. 이사회의 구조는 국가마다 상이하다.1) 이 글
에서 사용하는 이사회라는 명칭은 현존하는 각양각색의 국가별 모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통제조직(control functions)은 위험관리조직, 준법관리조직, 내부감사조직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통제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며 위험관리,
준법관리, 내부감사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 보고, 보장의 책임을 진다.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회사의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一群의 관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는 회사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수단 및 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한다.2) 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권한과 책임의 분배하고 의사결정방법을 정한다.

1) 문단(이하 “para”) 15 참조.
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지역별 기업지배구조 회의 결과(Experiences from the Regional Corporate Governance
Roundtables)』(200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용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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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의무(duty of care)는 이사의 의무로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
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선관의무는 종종
신중한 사람(prudent person)이 자기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사가 회사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2)

□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이사의 의무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말하다. 이사가 회사 또는 주주의 비용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2)

□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는 경영책임을 부담하는 집행간부인 동시에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갖는다.3)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집행이사는 경영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이사의
지위만을 보유하는 이사를 말한다.

□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는 (i) 경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비집행이사
로서 (ii) 부당한 내부적 영향력, 외부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지배주주
(ownership)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직무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사를 의미한다.3)

□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은 은행의 조직 및 영업 구조를
규율하는 규정과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내부보고절차, 위험관리조직, 준법
관리조직, 내부감사조직이 내부통제 시스템에 포함된다.

□ 위험성향(risk appetite)은 은행이 전략목적과 영업계획 달성을 위해 부담
하려고 하는 위험의 총량적 수준과 그 유형을 의미한다. 위험성향은 위험
수용능력(risk capacity)의 범위 내에서 사전적으로 결정된다.4)
2) OECD, 『지역별 기업지배구조 회의 결과』(200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용어 참조.
3)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 『위험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보고서
(Thematic review on risk governance)』(2013.2) 참조.
4) FSB, 『효과적인 위험성향체계 원칙(Principles for an effective risk appetite framework)』
(201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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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향체계(risk appetite framework, 이하 “RAF”)는 위험성향을 설정,
소통,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절차, 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 방법
체계를 의미한다. RAF에는 위험성향보고서, 위험한도, RAF 이행 상황, 모
니터링 상황에 대한 감시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된다. RAF에는 보험
계약자, 예금자, 투자자,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판을 포함한 실체적 위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RAF는 은행 전략에 부합해야 한다.5)

□ 위험성향보고서(risk appetite statement, 이하 “RAS”)는 은행이 영업목적
달성을 위해 인수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총량적 수준과 그 유형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RAS에는 수익, 자본, 위험측정, 유동성, 기타 적절한
관련지표에 대한 정량적 측정과 함께 자금세탁, 비윤리적 영업관행 등이 초래
하는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영업비리위험(conduct risk)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다.5)

□ 위험수용능력(risk capacity)은 주어진 자본, 위험관리능력, 통제능력과 규제
조건 하에서 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 위험문화(risk culture)는 위험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인식, 위험인수, 위험
관리, 위험통제와 관련된 은행의 모든 규범,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 위험
문화는 경영진과 직원의 일상적 판단과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이들이 인수하는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

□ 위험지배구조체계(risk governance framework)는 전체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위험지배구조체계를 통해 은행의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관리방법을 결정하며, 위험성향과 위험한도를 전략에 연계
시키는 한편 위험전략이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은행은 위험지배구조체계를 통해 위험을 식별, 측정, 관리, 통제한다.7)
5) FSB, 『효과적인 위험성향체계 원칙』(2013.11) 참조.
6) FSB, 『위험문화 개선을 위한 감독당국-금융기관 교류에 대한 지도기준(Guidance on supervisory
interac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n risk culture)』(2014.4) 참조.
7) FSB, 『위험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보고서』(20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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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도(risk limits)는 미래지향적 가정에 근거한 특정한 정량적 수치 또는
한도로서, 은행은 위험총량을 위험의 특성군, 위험 집중, 기타지표에 따라
사업부문과 자회사에 할당하는데 사용한다.8)

□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모든 실체적 위험과 관련위험의 집중도를
적시에 포괄적으로 식별, 측정, 제한, 통제, 축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를 의미한다.

□ 위험프로파일(risk profile)은 특정시점에서 평가한 은행의 총위험익스포져
또는 순위험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위험익스포져는 현재 또는 미래지향적
가정에 근거하여 관련위험 범주 별로 산출된 위험을 합산하여 작성한다.8)

8) FSB, 『효과적인 위험성향체계 원칙』(201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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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서론

서론

1.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은행부문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으로 이어주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금융안정의 중심이 되고,
은행의 영업수행 방식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economic health)과 직결
된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위험전이를 통해 은행부문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매은행의 경우 예금자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에 우선한다.
3. 기업지배구조는 은행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의 분배 형태를 결정한다 . 또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방법을 제공한다.

• 경영전략과 영업목적의 설정
• 직원의 채용 및 감시(oversee)
• 일상적(day-to-day baiss) 영업활동의 수행
• 예금자 이익의 보호, 주주에 대한 책임의

이행,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

이익의 배려

• 은행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activities), 기업행태(corporate behaviour)를 조성

• 통제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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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corporate

4. 이 글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오래전 만들어져 널리 수용된 OECD 원칙은 각국
정부가 자국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감독당국에게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5.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은행의 안전성,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기업지배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은행의 위험프로파일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은행 지배구조가 잘 정비
되면 감독적 개입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비용의 감독절차 유지가
가능해 진다.

6.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감독절차의 많은 부분을 은행 내부절차에
의존할 수 있게 된다 .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 , 위험관리조직과 법규준수
조직과 내부감사조직 사이에는 적정한 수준의 권한과 의무가 분배되고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독
당국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왔다.

7. 2010.10월 BCBS는 “은행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은행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관행 정착을 위한 BCBS의 오랜 노력과 지속적 발전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교훈을 반영하여
은행의 지배구조와 감독당국의 감독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8. 2010년 이후, BCBS와 회원국들은 은행들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검사절차를 개선하였다.

• 대체로 은행들은 이사회의 효과적 감시, 엄격한 위험관리, 강력한 내부통제,
법규준수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 요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많은 은행들이 이사회의 집단적 능력과 자격에 대한 평가, 별도의 리스크
위원회의 설치, 최고리스크관리자(chief risk officer, ‘CRO‘) 도입과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와 리스크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소통 등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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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감독당국은 은행의 기업지배구조와 위험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적
감시기능과 감독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기존의 규제와 지도기준을 개선 강화하고, 위험관리조직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였으며, 이사회 경영진과 자주 만나고,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9. 2013.2월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감독당국과 은행산업이 위험
지배구조(risk governance) 영역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동료 평가

“위험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보고서(Thematic review
on risk governance)“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과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알려졌다. 그러나
효과적인 위험지배구조 체계를 수립하고 동 체계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검토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은행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은
CRO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위험지배구조와 위험문화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감독능력을 강화하고, 은행
이사회 리스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자주 접촉해야 한다.
(peer review)를 실시하고

·

·

10. BCBS는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발전, FSB의 동료 평가(peer review) 권고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2010년에 발표한 지도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9)
11. 금번 지도기준의 개정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사회의 집단적 감시
기능(collective oversight)과 위험지배구조 책임(risk governance responsibilities)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험문화(risk culture), 위험성향(risk appetite),
위험수용능력(risk capacity) 등과 같은 위험지배구조(risk governance)의 구성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된 지도기준에서는 이사회,
리스크위원회 및 경영진에 대한 역할과

CRO 및 내부감사 등을 포함한

통제조직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9) FSB는 회원국에게 금융기관, 특히 시스템적중요은행(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s”)의 건전한 위험지배구조 관행(risk governance practices) 확립을 위한 규제적, 감독적
지도기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FSB는 최근 들어 위험성향체계 및 위험문화 평가에 대한
추가적 지도기준을 발표하였다. 2010년 이후 국제감독기구협의회(Joint Forum) 등을 통해, 금융그룹 또는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 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
감독방법 등 금융그룹 지배구조(group governance)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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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SB는 은행 위험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 리스크위원회에 중요한
역할(critical role)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란 조직내 위험
문화의 평가 개선, 조직 위험성향의 설정, RAS를 통한 위험성향의 이행,
경영진의 위험성향 이행에 대한 감시, 은행전체 지배구조체계에 대한
감시를 말한다.

·

13.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지배구조체계(governance framework)도
조직 내에서 위험을 인식, 관리하는 여러 부서간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본 보고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3개의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은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1방어선에 해당하는 영업
부서는 위험보유자(ownership of risk)로서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 제2방어선에 해당하는 위험관리
조직은 제1방어선과 독립하여 활동하며 기업전체의 측면에서 위험을 식별
하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책임을 진다. 법규준수조직도 제2
방어선에 포함된다. 제3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감사조직은 위험에
위험을

근거한 일반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지배구조체계를 포함한 전체 지배
구조체계의 효과적 작동, 정책과 절차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실행 여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사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4. 이사와 경영진은 은행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리위험(conduct risk)을 명확하게
정의할 책임이 있다.10) 영업비리(misconduct)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고객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 조세, 자금세탁방지, 테러방지, 경제제재

등과 관련된 국내법 또는

국제법 위반

• 리보금리(Libor rates) 및 환율 조작 등 금융시장 조작

10) 그룹30(Group of Thirty, 이하 “G30”), 『은행의 행동과 문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회의 (Banking
Conduct and Culture: a Call for Sustained and Comprehensive Reform)』(2015) 및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
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이하 “ESRB“), 『은행부문 영업비리위험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misconduct risk in the banking sector)』(20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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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경영진의 조직문화와 위험문화 조성활동을
감시한다. 경영진은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을 문서형태로 정립해야 한다.
이들 강령은 고객과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정직한 조직문화,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국가별 차이

15. BCBS는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가진 수많은 국가에 소속된 다양한
은행들의 이사, 경영진, 내부통제책임자 및 감독당국자들에게 일반적 지도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원칙은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 BCBS는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제 체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원칙의 경우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각국 감독당국은 국내법적 여건에 맞추어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바젤 원칙의 경미한 수정이
수반되기도 할 것이다.

3

지배구조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비례성 및 차별성

16. 본 원칙은 은행 및 은행그룹의 규모, 복잡성, 구조, 경제적 중요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형에 맞는 형태로 이행되어야 한다. 낮은 위험프로파일을
보유한 은행에게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조직구조를 지닌 상장
회사는 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11)
시스템적중요은행(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s”)은
국내 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국내 또는 국제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지배관행을
보유해야 한다.

11) 바젤위원회는 일부국가의 경우 대형은행이나 상장은행에 대해 바젤기준보다 더 폭넓고 규제적인 지
배구조 및 회계기준 · 감사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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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당국가가 바젤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를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모든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된다.
모든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18. 본 보고서는 이사회(board)와 경영진(senior management)으로 구성된 기업
지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경영진은 때때로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국가는 이사회의 감독기능(supervisory function)을
분리하여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이원적 이사회 구조(two-tier structure)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적 이사회 구조 하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또는 감사 감독이사회(audit and supervisory
board)로 불리고 별도의 집행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일부국가에서는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된 일원적 이사회 구조(one-tier structur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일부국가에서는 혼합 방식(mixed approach)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집행간부와 이사의 겸임을 금지하기도 하고, 집행이사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사회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비집행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일부국가에서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이하 “CEO”)의 이사회 의장직 수행을 금지하거나

CEO가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19. 이렇듯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특정한 방식의 이
사회 또는 지배구조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사회, 경영진이라는 용어는 일원적 이사회 구조(one-tier board structure)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각국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이 존재
하고, 그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바젤위원회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입법기관, 감독기관, 은행들이
다양한 조직구조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구조 관행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
되었다. 기업지배구조기준(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을 개별국가에
적용하는 경우 국내법과 국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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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주권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이슈중 하나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주주권 문제를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참조하길 바란다.12) BCBS는 주주권의 중요성, 특히 특정 주주가 이사
선임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의 적정성은 해당 이사를 선정한 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은행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2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규제 및 제도적
기초의 정비가 필요하다. 상법, 증권거래법, 회계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시장의 완결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은행감독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장애와 제도적 장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법적 권한을 보유한 경우
효과적 기업지배구조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며,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입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제도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22. 바젤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sound corporate governance)은

국가소유 은행 또는 국가지원 은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3) 국가지원
행위에는 일시적 지원행위도 포함된다.

12) OECD, 『기업지배기준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2004), (www.oecd.org/
corporate/ca/corporategovernanceprinciples/31557724.pdf) 참조. 다만, OECD는 최근 기업부문
및 자본시장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동 원칙의 품질, 관련성, 유용성 등의 제고를 위해
새로운 검토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13) OECD, 『국영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www.oecd.org/daf/ca/oecdguidelinesoncorporate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
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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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원칙 1

이사회의 총괄적 책임

이사회는 은행의 전략적 목표, 지배구조체계, 기업문화와 관련된 경영진의 집행
행위를 승인하고 감시하는 등 은행에 대한 총괄적 책임(overall responsibility)을
진다.

(이사회의 책임)

23. 이사회는 영업전략, 재무건전성, 중요 인사, 내부조직, 지배구조, 지배관행,
위험관리, 법규준수에 있어서 은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ultimate responsibility)을
진다. 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board committee)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책임을 이전할 수는 없다.
24. 은행의 조직구조(organisational

structure)는 이사회가 설립하지만, 이사회

자신도 이러한 조직구조에 구속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은행의 조직
구조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은 조직구조를 통해
분배되고, 위험관리조직과 통제조직의 책임도 이를 통해 확정된다.

25.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해당국가의 국내법과 감독기준에 따라 은행에
대한 선관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이행해야 한다.
26. 이사회의 의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14)

• 이사회는 은행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은행영업과 외부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은행의 장기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적시에
대처해야 한다.

14) 바젤위원회는 국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무기준을 일반회사법에서 직접 규정하기도 하고, 회사법의
위임 하에 감독당국이 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12 -

• 이사회는

은행의 사업목표와 전략의 개발과정을 감시15)하고 개발된

사업목표와 전략을 승인하는 한편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은행의 기업문화와 기업가치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은행의 지배구조체계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은행의
규모, 복잡성, 영업지역, 영업전략, 시장상황 및 규제조건의 중요한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지배구조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 CRO와 함께 은행의 위험성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경쟁
환경, 규제환경, 은행의 장기적 이익, 위험노출정도 및 위험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은행의 RAS(위험성향보고서), 위험정책, 위험한도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은행의 주요정책 이행방법을 승인하고 주요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주요정책에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절차, 자본계획,

유동성계획, 법규준수정책, 법규준수의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다.

• 이사회는 은행의 회계 및 재무 데이터를 담당하는 재무조직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 이사회는

연간 재무제표를 승인하며, 중요사안을 정기적, 독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이사회는 CEO, 주요 경영진, 통제조직책임자에 대한 선임행위를 승인
하고, 이들의 성과를 감시해야 한다.

15) 감시(oversee)라는 용어를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행위책임이 아니라
“감시하여 그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oversee and be satisfied with)”는 결과책임의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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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

집행부에 대한 보수를 모니터링 검토하고, 집행부 보수와

·

은행의 위험문화 위험성향의 균형관계를 평가하는 등 은행의 보상
체계를 감시해야 한다.

• 이사회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은행의 정책 , 절차의 완결성 , 독립성 ,

유효성을 감시해야 한다.

27. 이사회는 그룹내부거래를 포함한 관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하고, 정상
조건에 근거한 거래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사회는
은행자원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28. 이사회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예금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은행과 감독당국이 효과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업문화와 기업가치 )

29.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바람직한 조직규범을

강화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이다. 바람직한 조직규범은 직원들을
책임감 있는 행동, 윤리적인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인식,
위험인수, 위험관리 등을 포함한 위험문화(risk culture) 측면에서 특히 중요
하다.

30. 이사회는 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영방침(tone
the top)을 강화해야 한다.

• 이사회는

at

기업가치(corporate values)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경영진과 직원들의 기업가치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기업가치는
은행의 모든 사업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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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은행의 위험문화를 육성하고 은행 내 위험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사회는 과도한 위험인수 행위를 지원할 의사가 없으며, 모든
직원이 기설정된 위험성향과 위험한계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 이사회는 기업가치, 직업윤리,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은행 내에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조직이 수용할 수 없는 행위 또는 비행
(transgressions)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31. 은행 행동강령, 윤리강령에서는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행위와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

• 은행

행동강령, 윤리강령에서는 부실한 재무보고, 배임적 행위, 경제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로는 사기, 제재 위반, 자금세탁, 반경쟁적 행위, 뇌물
수수 및 부패, 소비자권리 침해 등이 있다.

• 은행 행동강령, 윤리강령에서는 직원들이 법과 규정, 회사정책을 준수
하면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직무를 숙련되고 주의 깊으며
근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2. 은행의 기업가치에는 조직 내 솔직하고 적시적인 토론의 중요성과 상향적
이고 단계적인 문제 제기(escalation of problems to higher levels)의 중요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직원들은

보복의 위험이 없고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불법적 관행,

비윤리적 관행, 이해할 수 없는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은 사내고발정책 등 법률에 부합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절차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중요하고 진지한 걱정거리와 법규
위반 사항을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의 대상에는 감독기관의 중요한 관심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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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책 운용방식에 대해 사내고발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직원

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경영진이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감시해야 한
다. 이사회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해로운 조치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이사회는

사내고발 대상인 중요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주체와 조

사방법을 검토, 승인,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업무는 이사회 자신,
경영진, 객관적 독립적 내부기구, 객관적 독립적 외부기구 중 하나가
수행한다.

( 위험성향, 위험관리, 위험통제 )

33. 이사회는 위험지배구조체계를 전체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일부로서 감시할
책임이 있다. 효과적 위험지배구조체계는 강력한 위험문화, RAS(위험성
향보고서)에 기술된 양호한 위험성향, 통제조직의 책임에 대한 일반적 정
의, 위험관리조직의 책임에 대한 특수한 정의를 포함한다.
34. 위험문화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위험성향을 정립시키고 이를 널리 전
파할 필요가 있다. 위험지배구조체계에서는 위험한도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사항으로는 과도한 위험인
수에 대한 징계조치, 단계적 강화조치, 이사회 보고조치가 있다.
35. 이사회는 은행의 위험성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전략계획, 자본계획, 재무계획, 보상관행에 맞추어
위험성향을 전개해야 한다. 은행의 위험성향은 이사회, 경영진, 종업원,
감독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AS(위험성향보
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36. 은행 RAS(위험성향보고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량적 고려요소와 정성적 고려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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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위험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인수하고자 하는

모든 위험의 개별적 수준과 종합적 수준, 개별적 유형과 종합적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 은행이

영업전략을 추구하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상

고려요소(business consideration)와 업무영역(boundary)을 정의해야 한다.

• 위험성향을 일상적인 영업결정과 연계시키고, 위험이슈와 전략적 관심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수단을 마련해 둠으로써, 이사회가 결정한 위험
성향을 은행 내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시켜야 한다.

37. RAS(위험성향보고서)는 이사회의 리더쉽을 활용한 하향식 방식(top-down)
으로 개발될 수도 있고, 경영진의 관여를 통한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위험성향의 정의는 경영진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위험
성향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포함한 경영진, 위험관리조직, 영업조직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38. 위험지배구조체계에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책임(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을 명확하게 정의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책임은 아래의

3개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이 수행한다.

• 제1방어선 : 영업조직
• 제2방어선 : 제1방어선과 독립된 위험관리조직과 법규준수조직
• 제3방어선 : 제1, 2방어선과 독립된 내부감사조직16)
39. 위에서 언급한 3개 방어선의 구조는 은행의 성격, 규모, 복잡성, 영업
활동의 위험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방어선의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 소통되어야 한다.
16) BCBS의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rinciples for sound operational risk management)』
(www.bis.org/publ/bcbs195.pdf) 및 『은행의 내부감사조직(The internal audit function in
banks)』 (www.bis.org/publ/bcbs22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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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업조직은 제1방어선(first line of defense)에 해당한다. 영업조직은 위험을
인수하고, 인수한 위험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진다. 영업조직은 은행의
위험성향, 위험정책, 위험절차, 위험통제를 고려하여 위험노출 정도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영업조직의 책임이행 방식에는 은행의
현존 위험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사회는 위험노출의 한도와 관리
방법을 준수하는 강력한 위험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41. 제2방어선(second

line of defence)에는 독립적 위험관리조직이 포함된다.

위험관리조직은 모니터링과 보고책임의 이행을 통해 영업조직의 위험
활동을 보완한다. 위험관리조직은 은행의 위험인수활동을 감시하고, 영업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위험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위험관리조직은 위험

·

식별 위험관리에 있어 자신의 감시활동보다는, 경영진 및 영업조직 관리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재무조직은 경영성과를 정확히

·

·

집계하여 , 이사회 경영진 영업조직이 위험결정 , 사업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2. 제2방어선에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법규준수조직(compliance function)이
포함된다. 법규준수조직은 은행이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 정책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사회는 법규준수정책을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법규준수조직은 정책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의 법규준수위험 관리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법규준수조직은 충분한 권한, 지위, 독립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 직접보고가 가능해야 한다.
43. 제3방어선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내부감사조직(internal audit function)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내부감사조직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제1방어선,
제2방어선, 위험지배구조체계의 품질과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지배구조체계 검토
시에는 이들과 조직문화, 전략계획, 사업계획, 보상절차, 의사결정절차와의
연계성(links)도 포함하여야 한다. 내부감사(internal auditors)는 유능하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관리조직, 제1방어선, 제2방어선의 업무수행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원칙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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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사회는 위험관리조직, 법규준수조직, 내부감사조직을 정비하고, 적정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들 조직이 독립적, 객관적,
효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 대처하고, 업무개선 필요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지배
구조체계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 위험관리
책임자, 법규준수책임자, 내부감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주요정책과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 경영진에 대한 감시 )

45. CEO는 이사회가 직접 선임해야 하지만(should), CEO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과 주요인력은 이사회가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그 선임을 위임할
수도 있다(may).

46.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영성과가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의 가치,
위험성향, 위험문화를 고수하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이 위험성향 등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 정책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회합해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와 설명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은행의 장기적 전략목표, 재무건전성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 이사회는

경영진의 집단적 지식 , 전문성이 은행영업의 성질 , 위험

경영진에 대한 성과기준과 보수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프로파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이사회는 CEO 등 주요 경영진의 승계계획(succession plan)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기타 경영진에 대해서도 적정한 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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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이사회의 자격과 구성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개인적, 집단적으로 그 직위에 걸맞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하는 역할과 그
감시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는 은행 업무에 대해 건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이사회의 구성 )

47. 이사회는 그 임무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이사회는 효과적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충분한 수의 독립
이사(independent directors)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48. 이사회는 기능, 다양성, 전문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집단적 측면에서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프로파일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9. 이사회의 집단적 적합성(collective
사항을 고려한다.

• 이사회

suitability)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구성원인 이사는 관련분야의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배경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에 적합한 관련분야로는 자본시장, 금융분석,
금융안정, 재무보고, 정보통신, 전략기획, 위험관리, 보상, 규제 , 지배
구조 , 경영관리를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이사회는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지역경제, 국가경제, 국제경제, 시장의
역학관계,

법률환경,

규제환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reasonable

understanding)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경험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이사

개개인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공조하며,

비판적 토론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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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과 자격요건)

50.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board

candidate)의

발굴, 평가, 선택을 위한 명확

하고 엄격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후보자추천권을 보유하여야 하며17)
이사회는 적절한 이사 승계계획(success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51. 이사 선임절차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은행영업,
위험프로파일과 관련하여 이사 후보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비집행이사
(non-executive directors)의 경우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사후보자가 좋은 평판과
청렴한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
후보자가 책임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후보자가 다른 이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이사후보자에게는 독립적, 객관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타인(특히 경영진, 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 전 · 현직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
• 다른

이사, 경영진, 그룹내 다른 자회사와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관계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

17) 일부 국가의 경우,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사에 대한 추천권과 임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임된 이사의 자격에 대한 심사권은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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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거나, 이사의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사회는
은행 감독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은행은 충분한 수의 독립이사(independent

board members)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후보자추천위원회, 기타 위원회에 대해서는
문단(para)

76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55. 이사회는 신임이사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 유지,
제고하기 위한 전입교육 (induction programmes)을 실시해야 하며 , 기존
이사들에게도 내부자원, 외부자원을 포함하여 관련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충분한
시간, 예산, 기타 자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
해야 한다. 이사회는 재무, 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신임
이사에게는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56. 이사 임명권을 보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동 주주가 이사회의
임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사는 임명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가 특정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로 해당이사의 책임면제(discharge of responsibility)를 위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거나, 책임면제와 관련된 정기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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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이사회의 구조와 관행

이사회는 자신의 적절한 지배구조와 지배관행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지배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동 수단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이사회의 조직과 평가 )

57. 이사회는 감시업무 등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운영에 필요한 덕목(leadership), 규모, 위원회의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필요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이사회 내에서는
의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58. 이사회는 자신의 조직, 권한, 책임, 주요활동을 규율하는 조직규정, 정관,
기타 유사한 문서를 관리하고 정비해야 한다.
59. 이사회는 자신의 성과측정을 위해 스스로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이사회 전체, 위원회, 이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조, 규모, 구성 뿐 아니라 위원회의 구조 및 협조
관계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 각각의 이사회 내 성과를 고려하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에 대한 적정성(ongoing suitability)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이러한 평가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이사회의 지배구조관행과
그 절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발견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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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지속적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평가결과를 이용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감독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60. 이사회는 의사록, 검토요지, 권고내용, 결의내용, 반대의견 등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 의장의 역할 )

61.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이사들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
하는 등 이사회의 효과적 기능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충분하고 건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 의장은 비판적 토론을 유도하고 조장하여야 하며, 의사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62.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의장은 독립이사 또는 비집행이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사회의장에게 집행업무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견제와 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주도하는 이사 또는 경험 많은 독립
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거나, 다수의 비집행이사를 두는 등 적절한
방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위원회 )

63. 이사회는 특수영역에 대한 업무효율 제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립과 수권사항은 이사 전원이 참석
하는 전원이사회(full board)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수와 성격은 은행 규모,
이사회 규모, 사업특성, 위험프로파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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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각각의 위원회는 수임사무, 업무범위, 의사절차를 담고 있는 규정(charter)을
두어야 한다. 위원회 규정에는 전원이사회에 대한 보고방법, 위원의 임무,
임기상한 등을 규정한다. 이사회는 부적절한 권한집중 방지, 새로운 관점의
제공 등을 위해 위원회 의장과 그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65. 이사회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설립사실,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구성, 독립위원 명단 등을 공시해야 한다.
66. 위원회는 의사록, 검토요지, 권고사항, 결의사항 등 자신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이러한 기록은 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을 문서화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감독당국 등이 위원회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도 이용된다.
67. 위원회의장은 독립된 비집행이사가 맡아야 한다.

( 감사위원회 )

68.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8)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은 반드시 감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기타은행(other banks)의 경우 조직규모, 위험
프로파일,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의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 또는
다른 위원회 의장을 겸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독립이사 또는 비집행이사로 구성된다.
18) BCBS, 『은행 외부감사(External audits of banks)(2014)』 (www.bis.org/publ/bcbs280.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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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업무, 재무보고업무, 회계업무의 경험 있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9. 감사위원회는 다음 책임을 부담한다.

• 내부감사정책, 재무보고정책의 수립
•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
• 은행 내부감사, 외부감사에 대한 감시 및 이들과의 교류
• 외부감사 임명,19) 보수지급, 해임에 대한 승인 또는 추천
• 감사범위, 감사빈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승인
• 주요 감사보고서 접수 및 감사 등 통제조직이 인지한 통제제도의 약점,
법규 및 정책 위반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적기 시정조치 유도

• 은행의 회계정책, 회계관행에 대한 감시
• 위험지배구조체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 및 유효성에 대한 제3자 의견
(third-party opinions) 검토

70. 감사위원회는 은행조직의 복잡성, 감사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술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술과 지식이
집단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 회계 , 감사와
관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 일부 국가의 경우 이사회는 외부감사 추천권을 보유하고, 주주는 외부감사 임명권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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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위원회 )

71. 리스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반드시 리스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기
타 은행의 경우에도 조직규모, 위험프로파일,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스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

(finance) 등 관련업무를 공유할 수는 있다.

• 리스크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리스크위원장은 이사
회의장 또는 다른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 리스크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전체위원의 다수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 리스크위원회에는 위험관리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리스크위원회는 위험총량, 위험유형별로 설정된 모든 위험전략을 논의
하고, 이사회에게 위험전략, 위험성향을 권고해야 한다.

• 리스크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은행의 위험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리스크위원회는

경영진의 위험정책 준수절차 시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72. 리스크위원회는 은행의 현재 위험성향과 미래 위험성향 전반에 대해 이
사회에 조언하고, 경영진의 RAS 이행상황을 감시하며, 은행의 위험문화
를 보고해야 한다. 리스크위원회는 CRO를 감시하는 동시에 CRO와 교류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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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리스크위원회는 은행의 각종 전략이 은행의 위험성향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자본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 위험관리전략을 감시해야 한다. 위험
관리전략의 대상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평판위험 등이 포함
된다.
74. 리스크위원회는 CRO 및 관련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원칙6 참조) 이러한 보고와 소통의 대상으로는
은행의 현재 위험프로파일, 현재 위험문화상태, 기설정된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 위험한도 초과 및 축소계획 등이 있다.
75. 감사위원회와 리스크위원회 간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업무공조가
이루어져 한다. 이러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위험
현안을 포함한 모든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
위험지배구조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 보상위원회 )

76.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를 두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은행 보수체계의 설정,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업무를 보조한다 . 보상위원회는 은행 보수체계가 적정성을 유지하고 ,
은행의 문화, 장기적 사업, 위험성향, 경영성과, 통제환경(원칙10 참조), 규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정책, 보상관행, 성과
유인에 대해 유능하고 독립적인 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보수체계(remuneration system) 내의 성과유인를 평가함에
있어서 리스크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리스크위원회는 보상
위원회의 과업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보수체계 내의 성과유인이 위험,
자본, 유동성, 이익 발생 가능성과 실현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정된
것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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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위원회 )

77. 바젤은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s) 설치를 권고한다.

• 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human resources/ governance committee) :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새로운 경영진을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의 역할과 책임,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을 분석한다.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또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가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해서는 더 강한 객관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은행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후보추천
위원회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유효성 평가에 관여해야 하며, 은행의 인사
정책에 대한 감시업무에도 관여하여야 한다.(원칙2 참조)

• 윤리위원회(Ethics and compliance committee): 윤리위원회는 은행이 의사

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평판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며, 법률, 규정,
내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78.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들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적절하게 혼합해야 한다 .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이들 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79. 이사회에 집행간부(executive members)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은행 이사회는 위원회 전원을 비집행이사로 구성하거나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독립이사로 채워 넣는 등 위원회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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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

8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은 은행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활동의

결과 발생할 수 있다 (예 : 은행이 자기매매 형식으로 특정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동시에 그 특정기업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은 또한

은행의 이익, 고객의 이익, 이사회의 이익, 경영진의 이익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예 : 은행 이사와 금전적 이해관계 있는 기업이 해당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

81. 이해상충은 은행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상호간에 영업기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회사가
독립기업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회사에게 특정사업을 강요하는 경우와
같이 은행과 모회사, 은행과 다른 자회사 사이의 보고체계, 정보전달경로를
통해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82. 이사회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의 운영과정과
집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이해상충 문제는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영업관계 설정과 주요
거래행위는 관계법률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영업정책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83. 이사회는 공식 문서화된 이해상충방지정책(conflicts-of-interest polic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해상충방지정책의 이행을 위한 객관적인 법규
준수절차(objective compliance)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방지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이사의

이해상충 회피의무 (이해상충을 야기하거나 이해상충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회피의무)

• 이사 재임 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사례들
• 이사의 겸직활동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전승인절차20)
20) 예를 들어, (i)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위원회가 심사하거나, (ii) 위험관리조직, 준법관리조직, 내부감
사조직 구성원중 1인이 심사절차에 관여하거나, (iii)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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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이해상충 공개의무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할 의무)

• 이사의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예, 이해상충, 객관성 저해, 능력 부족)
• 공정거래를 위한 관계자거래 규율절차
• 정책위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처리방법
84. 이사회는 은행의 이해상충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공시절차 및 관련정보의
감독기관 제공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85. 이해상충 관련정보에는 은행의 이해상충방지정책에 위반되는 중요한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공시방법 및 관리방법, 은행그룹 내 자회사간 제휴와
거래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포함된다.
86.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국가기관이 은행을 감독하는 경우에도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
감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소유기관과
감독기관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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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경영진

경영진(senior management)은 이사회의 지시(direction)와 감시(oversight)에
따른다.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경영전략, 위험성향, 보상, 기타 정책에 따라
은행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87. 경영진은 이사회에게 은행의 건전하고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핵심인사들로 구성된다.
88. 경영진의 조직, 절차, 의사결정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은행의 효과적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 내에 CEO를 포함한 다양한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역할, 권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89. 경영진은 자신의 감독 하에 은행을 경영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험, 능력, 청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자신의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책임분야의 발전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기적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90. 경영진을 구성하는 집행간부(members

of senior management)는 적정한

내부승진 또는 외부채용 절차를 통해 선임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집행간부는 이사회의 면접절차를 통해 선임
되므로, 경영진은 이사회에게 충분한 후보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1. 경영진은 이사회의 경영방침(tone

at the top)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경영진을 구성하는 집행간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을 적절히 감시
하고, 은행의 제반활동이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영업전략, 위험성향에 부합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2. 경영진은 직원에게 직무를 위임하고, 은행 내에서 책임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조직(management structure)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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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영진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영업전략, 위험관리시스템, 위험문화를
구축하고,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process) 및 통제
(control)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또한 법규준수를 위한 절차
및 통제 수단도 마련하여야 한다.

·

• 이러한

절차 및 통제에는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 , 법규

준수조직 , 감사조직 뿐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 전체가 포함된다. 경영
진은 위험관리조직, 법규준수조직, 내부감사조직의 직무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들의 직무이행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94. 경영진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정기적
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이사회에게 다음과 같은 실체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영업전략의 변화 및 위험전략/위험성향의 변화
• 은행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 위험한도 위반 또는 법규준수의무 위반
• 내부통제 실패
• 법적 또는 규제 측면의 우려사항
• 은행의 내부고발로 제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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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은행그룹의 지배구조

은행그룹(group structure) 내에서는 모회사의 이사회(board of the parent
company)가 은행그룹 전체에 대한 책임(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group)을 지며, 은행그룹과 소속회사의 구조, 사업, 위험에 상응하는 명확한
지배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운영한다.21) 이사회와 경영진은 은행그룹의
조직구조와 위험현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 )

95. 모회사 이사회는 은행그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그룹과 자회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위험과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에 대한 적정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되,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된 법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존중해야 한다.
96. 모회사 이사회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법적실체, 사업구조 등 그룹구조를 설계하고, 그룹의
복잡성, 자회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모회사

·

·

이사회는 그룹 사업 자회사의 실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자회사 이사회와 경영조직을 정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그룹 기업지배구조체계가 적정한 정책, 절차, 통제를
갖추고 있는지, 그룹 기업지배구조체계가 사업구조 및 법적구조 전반에
걸쳐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체계가 그룹내부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와 통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21) 은행이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국제감독기구협의회(Joint Forum)의 『금융기업집단의 감독원칙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2013.9) (www.bis.org/publ/
joint29.htm) 참조. 동 원칙에서 모회사(parent company)와 그룹(group)은 금융그룹(financial
group)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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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

이사회는 새로운 조직 ,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 모회사

이사회는 다양한 법적실체 사이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승인하되 , 그룹전체의 정책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그룹을 효과적
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지배구조 요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모회사 규제당국은 물론 모든 자회사 규제당국과도

자회사 이사회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모회사 이사회는 그룹, 그룹의 일부, 모든 자회사에 대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감사조직을 설립해야 한다.22)

• 모회사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체계가 그룹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한 가운데 그룹내부의 잠재적 이해상충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통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 자회사 이사회 )23)

97. 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자회사를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절차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 자회사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는 그룹 위험관리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모회사가 그룹차원의 전략적 위험관리와
기업별 위험정책을 설정하면, 자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러한 정책을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용하고 지역별 위험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에게 적절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회사 이사회는 그룹정책이 해당국가의 법규
및 규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룹정책의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
22) BCBS, 『은행 내부감사의 기능(Internal audit function in banks)』 (www.bis.org/publ/bcbs223.pdf)
참조.
23) Para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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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회사의 전략목표, 위험지배구조,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원칙은 모회사의
전략목표 , 위험지배구조체계 , 기업가치 , 기업지배구조원칙 (이하 “그룹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그룹정책이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건전성기준에 위배되거나,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회는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99. 위험프로파일, 시스템적 중요성, 모회사에 대한 상대적 크기 등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중요한 규제대상 (이하 “중요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
자회사의 이사회는 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책임이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요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조직구조 )

100. 은행은 법률, 규정, 조세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은행의 구조는 영업단위, 지점, 자회사 또는 조직을 복잡하게 만드는
다른 법적실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실체의 수가 많아지고,
법적실체 간의 상호연계성과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경우, 조직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식별과 관리가 곤란해진다.
101.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조직을 운영하는 은행은 재무위험, 법률위험, 평판
위험, 기타 다른 형태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은행이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조직구조를 보유한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한 영업감시
활동이 방해받고, 효과적인 은행감독 활동이 저해된다.24)
102. 경영진(적절한

경우 이사회 포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간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BCBS, 『은행에 고객 실사의무(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2001.10)
(www.bis.org/ publ/bcbs85.htm) 참조. 그러한 예로는, 은행이 회사설립대리인, 조합설립대리인이
되거나, 일정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해 복잡한 구조화금융거래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은행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고객의 적법한 사업목적에
이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불법행위,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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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또는 이사회)은

은행의 경제적 실체가 부족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 경영진(또는 이사회)은 조직 또는 활동을 승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 , 절차 ,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 , 검토해야 한다 .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도입하기 이전단계

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활동의 목적, 관련위험, 위험관리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경영진(또는 이사회)은

새로운 법적실체 또는 자회사 설립에 적용되는

승인기준(criteria)과 중앙집중식 승인절차(centralised proces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영진(또는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실체별로
규제요건, 조세요건, 재무보고요건, 지배구조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휴면자회사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영진(또는 이사회)은 복잡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실체적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수립하여야한다. 실체적
위험에는 경영투명성 부족, 상호연계된 복잡한 자금조달에 의한 운영
위험(operational

risk),

담보위험(collateral

risk),

거래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이러한 실체적 위험을 적정

하게 식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잡한 구조를 승인
해야 한다.

• 경영진(또는 이사회)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은행의 활동과 구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해야 한다.

103.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에게 구조, 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
과의 일치성을 정기적, 공식적, 독립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104. 이사회는 복잡한 구조 및 활동의 수립 유지와 관련된 은행의 정책,
전략에 대해 본국 및 진출국 감독당국과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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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위험관리조직

은행은 CRO(chief risk officer)의 지시를 받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risk management function)을 두어야 하며, 동 조직에게 충분한 지위,
독립성, 자원, 이사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105. 독립적 위험관리조직은 제2방어선(second

line of defence)의 주축을 이룬다.

위험관리조직은 기업 전체의 위험인수활동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위험
관리조직은 실제로도 조직 내에서 감시활동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관리조직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위험관리조직은 중요한 개별위험, 총량위험, 위험현안을 식별해야 한다.
• 위험관리조직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은행의 위험노출 정도를

• 위험관리조직은

이사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 은행의 위험문화, 위험

측정해야 한다.

성향, 위험한도를 포함한 전사적 위험지배구조체계를 구축, 시행한다.

• 위험관리조직은 은행의 위험인수 활동과 위험노출이 이사회가 승인한
위험성향, 위험한도, 필요자본, 유동성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위험관리조직은

은행의 위험성향 위반, 위험한도 위반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와 대응시스템(trigger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 위험관리조직은 실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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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조직은 경영진과 이사회(또는 리스크위원회)에게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에 대한 보고의무를 진다. 보고대상에는 적절한 위험감소
조치가 포함된다.

106. 위험관리자는 영업부서와 밀접한 관련 하에 과업을 수행하지만, 영업
부서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수익창출 활동과는 무관하여야 한다. 독립
성은 위험관리조직이 갖추어야할 필수 구성요소이다. 위험관리조직은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계열사 뿐만 아니라 실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은행내 모든 사업부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하여야 한다.

·

107. 위험관리조직은 시장 상품에 대한 지식, 위험에 대한 지식 등 필수적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5) 위험관리
조직의 직원은 모든 위험국면에서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험관리조직의 직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 CRO의 역할 )

108. 크고, 복잡하고 국제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은행 뿐 아니라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자신의 위험프로파일과 해당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위험관리

CRO 또는 이와 대등한 경영진을 두어야
한다. 은행그룹의 경우 자회사 차원의 CRO와 함께 그룹차원의 CRO를
두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CRO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간부에게
이와 다른 명칭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행간부가 독립성 등
CRO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CRO와 동등하게 볼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25)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들에게 순환근무 형태로 영업부서와 위험관리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건전한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근무 방식은 은행 내에서 위험
관리부서의 위상을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동등하게 하고, 위험에 대한 전행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부서로 하여금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며, 위험관리자에게 영업부서의 운영방식을
이해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자가 이전에 관여했던 영업부서, 사업결정절차 또는 사업승인절차와 관련된 감시활동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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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CRO의 주된 임무는 위험관리기능의 전개(development) 및 이행
(implementation)을 감시하는 것이다. CRO는 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이 은행의
전략목표와 위험인수활동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험관리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위험관리시스템, 위험정책, 위험
절차, 정량적 위험모형, 위험보고체계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CRO는 이사
회의 은행 위험성향과 RAS에 대한 감시업무, 이사회의 위험성향의 위험
한도구조 전환업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CRO는 경영진과 함께 위험인수
대비 경영성과 및 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CRO는 전략계획, 자본계획, 유동성계획, 신상품계획, 서비스계획, 보상계획,
영업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110. CRO는 위험관리활동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지위, 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CRO는 다른 집행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CRO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CRO는
영업조직, 수익창출조직에게 일체의 관리적 책임, 재무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CRO는 CFO, COO(chief operating officer), 감사, 기타
경영진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26) 은행 내에 매우 다양한 공식적 보고라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CRO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CRO는 위험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
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위험문제에 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건설적 대화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CRO와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CRO는 집행간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27)
111. CRO의 임면 등 신상의 변화는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CRO를 해임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감독당국과 함께 CRO
해임사유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CRO의 성과, 보상, 예산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자원이 한정된 소형은행과 같이 임원의 겸임발령이 불가피한 경우 겸임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CRO가 위험관리영역에서 주된 책임을 지는 등 CRO의 역할에 상응해야 하며, 겸임발령으로 인해서
은행 내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27) 일부 은행의 경우, CRO가 은행 신용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용한도 승인을 책임지기도 한다. 이 경우
CRO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기도 하고, 위원회가 잠재위험, 인수관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CRO의 신용위험 모니터링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만, CRO가 장래의 익스포져 결정에 참여함
으로써 사후적 위험관리과정에 이해상충이 형성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O에게 거부권 즉 위원회의 승인에 반대하는 권리만을 부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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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위험의 식별, 모니터링과 통제

위험(Risks)은 은행 전체는 물론 개별 법적실체 단위(individual entity basis)로
지속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통제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하부구조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infrastructure)는 은행의 위험프로
파일, 외부의 위험지형, 업계의 관행 등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한다.

112. 은행 위험지배구조체계는 위험식별, 위험합산, 위험경감, 위험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와 통제과정(control
process)을 포함한다. 위험지배구조체계는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프로

파일 수준에 따라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

113. 위험식별은 그룹전체위험, 포트폴리오위험, 영업부서위험 등 은행의 대
차대조표 난 내외 항목에 내포된 모든 실체적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한다.
효과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CRO 포함)은 은행의 위험

·

현안과 전반적 위험프로파일에 대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평가과정에는 기존위험에 대한 계속적 분석과 신규 식별
위험에 대한 분석이 모두 포함된다 . 위험은 모든 조직단위에서 포착
되어야 한다 . 실체적 위험이 특정부문에 집중(concentration)되어 있는
경우 이것 역시 위험평가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114. 위험식별(risk

identification), 위험측정(risk measurement)에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은행 외부의 영업환경 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성적 검토 및 전사적 검토 역시 위험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은 평판위험과 같이 계량화하기 곤란한 위험도 고려대상에 편입
시켜 평가해야 한다.

115. 은행이 내부통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위험별로 정책,
절차, 수단을 마련하고, 그러한 정책, 절차, 수단이 의도대로 적용,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는 절차적 완결성,
법규준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통제는 재무정보 및 경영
정보의 신뢰성, 적시성, 완결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은행이 각종 정책,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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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내부통제는 권한남용과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과 종업원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형은행의 경우에도 ,
중요한 경영상 결정은 2인 이상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검토
(internal review)를 통해 회사정책과 회사절차의 준수 정도, 법률정책과
규제정책의 준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적정한 상향적 단계적 절차
(escalation procedure)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117. 은행의 위험관리 하부구조(risk management infrastructure)에는 데이터
하부구조, 데이터 아키텍처(data architecture), IT 하부구조가 포함된다.
은행의 위험관리 하부구조는 자산 수익의 증가, 사업의 복잡성, 위험의
재구성, 영업구조의 복잡화, 시장 확대, 인수 합병, 신상품 개발, 신사업

·

·

부서 도입 등과 같은 은행의 발전상황에 맞추어 정비되어 그 정교함을
유지해야 한다.

·

·

118. 은행은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고, 전략적 영업결정을 내리고, 적정

·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 외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위험결정 (risk decisions)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완전성, 정확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8) 은행은
포괄적 위험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에 외부 신용등급 또는 외부
위험모형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위험평가에 대해 궁극적
책임은 은행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119. 위험측정(risk

measurement)과 모델링 기법(modelling techniques)이 부가적

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정성적 위험분석과 모니터링을 대체할 수는

·

없다. 위험관리조직은 위험모형 위험분석의 가정(assumption)과 잠재적
결함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위험과 익스포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속한 대응조치 또는
위험감소 조치가 가능해진다.

28) BCBS, 『효과적인 리스크데이터 합산 및 위험보고 원칙(Principles for effective risk data
aggregation and risk reporting)』(2013.1) 및 『진행상황 보고서(progress report)』(20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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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은행은 부정적 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익스포저(potential risk
exposures)를 이해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의 일환으로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와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es)을 활용해야 한다.29)

• 내부

스트레스

테스트(internal

stress

tests)는

변수간

종속관계

(dependency)와 상관관계(correlation)에 대한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개발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위험분석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승인해야 하고,
이사회는 위험분석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효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 리버스

스트레스 테스트(reverse stress testing)는 은행의 위험포지션

및 잠재적 위험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stress test programme results)는 이사회와 리스크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위험
성향 점검 , 자본적정성 평가절차 , 자본계획 수립절차 , 유동성계획
수립절차 및 관련 예산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회생 및 정리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위험관리조직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관련부서와 관련자들이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21. 은행은 위험관리절차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해, 위험 측정치와 실제 결과치를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백테스트
(backtesting)를 실시해야 한다.

29) BCBS, 『건전한 스트레스 테스트 관행과 감독 원칙(Principles for sound stress testing practices
and supervision)』(2009.5) (www.bis.org/publ/bcbs155.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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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위험관리조직은 위험익스포저의 식별, 측정 이외에 위험익스포저 축소
방법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위험관리조직은 필요한 경우 위험
익스포저 제한을 위해 위험 축소 또는 위험 헤지를 지시할 수 있다. 한편
위험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였거나 위험 축소나 위험 헤지가 불가능
하여 위험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관리조직은 이사회에게 예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험관리조직은 해당위험이 은행의
위험한도체계 및 통제체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예외 승인 한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위험관리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대처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123. 은행은 신상품 판매, 영업부서 신설, 새로운 시장진입 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나 위험측정이 곤란한 대규모의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절차와 위험승인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또한 은행은 조직 ,
기능의 아웃소싱에 대비한 검토 및 승인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30)
위험관리조직은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과 아웃소싱 제공자의 위험관리능력 및 법규준수
능력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완전하고 솔직한
평가와 이들 관련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은행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잠재적 결함에 대한 평가

• 위험관리조직,

법규준수조직,

IT조직, 영업조직, 내부통제조직의 관련

위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수단과 전문성 보유여부 평가
적절한 위험관리절차가 부재할 경우, 은행은 위험관리활동의 적절한 수행이

·

가능해질 때까지 새로운 상품 서비스 출시, 영업부서 신설, 제3자관계

·

·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사업의 도입단계에서는 위험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의 성숙단계에서는 위험관리조치(risk management
treatment)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0) 국제감독기구협의회(Joint Forum), 『금융서비스의 아웃소싱(Outsourcing in financial services)』
(www.bis.org/publ/ joint12.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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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도 효과적인 위험식별방법과 위험측정방법이 필요
하다.31) 실체적 위험을 보유한 관계사와 자회사는 그룹전체의 위험지배
구조체계(overall risk governance framework)에 편입되어 전행적 위험관리
체계(bank-wide risk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32)

·

125. 인수 합병, 자회사 매각 등 조직구조가 변경될 경우 은행의 위험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합병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

이루어지는 자산 부채 실사(due diligence)나 은행의 전략목표 또는 위험
성향과 배치되는 조직변경 행위 등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위험관리조직은 인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31) 그러나 일부국가에서는 자회사가 그룹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 기타 다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법률로 면제하기도 한다. 본절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한 면제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32) 위험지배구조체계는 그룹과 관련된 위험을 보유하는 관계사가 그룹 목적에 합치하도록 자신의 정책,
영업, 전략, 절차, 통제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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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

위험소통

효과적인 위험지배구조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행내부에서 위험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robust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위험이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26. 은행내부의

위험전략

등

위험문제에

대한

지속적

소통(ongoing

communication)은 강력한 위험문화(risk culture)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강력한 위험문화는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
전체적으로도 위험에 대한 관심과 개방적 논의를 촉진시킨다. 통제조직이
효과적으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자신의 중요 계획과
활동에 대해 통제조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127. 이사회와 경영진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험관리조직의 책임자는 이사회와 경영
진에게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핵심 이슈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방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
에게는 간결하고, 전후맥락이 완결된 형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의 증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8. 즉각적 결정이나 대응이 필요한 실체적 위험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
(material risk-related ad hoc information)는 경영진(이사회, 담당임원, 통제
조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되어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와 활동이 이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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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사회에 대한 위험보고는 전행적 차원의 위험, 개별차원의 위험, 기타
위험이 간결하고 유의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만들어져야 한다.
위험보고는 위험익스포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은행의 현재 익스포져, 장래 익스포저
(특히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위험 수익관계, 위험성향, 위험한도 등에 대한
충실한 토론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보고는 은행의 현재 위험

·

프로파일과 장래 위험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여건과 시장 추세를
식별할 수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30. 위험보고시스템은 역동적이고 포괄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본
가정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위험모니터링과 위험보고는 자회사
(disaggregated) 및 그룹전체 차원(aggregated level)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보고시스템은 위험측정의 결함과 한계 뿐 아니라 위험의존도 및
상관관계와 같은 기본전제에 내포된 결함과 한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131. 은행은 회사 내의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저해하고, 특정부서가 정보교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 사일로(organisational silos)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3)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은 이러한
정보공유의 장벽을 극복하고, 은행내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관행을
재평가해야 한다.

33) 조직 사일로(organisational silos)는 영업부서 단위, 법인격 단위, 지역 단위로 그 특성이 형성되는
데, 이들 조직들이 정보교환 없이 고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부서간
경쟁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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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9

법규준수

이사회는 은행의 법규준수위험(compliance risk) 관리상태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법규준수조직(compliance function)을 만들고, 이들이 은행의
법규준수위험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조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132. 은행의 제2방어선(second

line of defence)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적

법규준수조직(compliance function)이다.34)

·

·

법규준수조직은

무엇보다도

은행의 관련 법률 규정 내부정책 준수와 정직한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133.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본원칙을 담아 법규준수정책(compliance
policy)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법규준수원칙에는 은행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법규준수위험을 식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134. 이사회와 경영진은 은행의 법규준수 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법규준수
조직은 은행의 기업가치, 정책,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의무이행과 책임완수 실현에 기여한다.
135. 법규준수조직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은행의 법규준수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법규준수 전개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규준수조직은 직원들에게 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법규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법규준수조직은 정책, 절차의 형태 또는 기타문서(법규
준수매뉴얼 · 직원행동강령 · 실무지침)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지도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34) BCBS, 『은행의 법규준수와 법규준수조직(Compliance and the compliance function in banks)』
(2005), (www.bis.org/publ/bcbs11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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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법규준수조직은 직무활동에 부당한 영향력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영진
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법규준수조직은 필요한 경우 은행의 법규준수
위험 관리방법, 관리현황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137. 법규준수조직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충분한 권한, 지위, 독립성, 자원,
이사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법규준수조직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고 , 그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 법규준수
조직 책임자의 겸임(dual hatting)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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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0

내부감사

내부감사조직(internal audit function)은 이사회와 독립하여 활동하며, 효과적인
지배구조 절차(governance process) 및 은행의 장기적 건전성(long-term
soundness)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지원한다.

13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감사조직은 내부통제시스템(system of internal
control)의 3차방어선을 이룬다. 내부감사조직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지배
구조시스템, 지배구조절차의 품질과 유효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independent assurance)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및 경영진이 은행 조직과 평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35)

139. 내부감사조직은 명확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내부감사조직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되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부감사조직은 효과적,
객관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위, 기술, 자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0. 내부감사조직 책임자의 겸임은 금지된다.
141.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조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조직이 은행의 모든 자료, 파일데이터,

유형자산(physical properti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내부
감사조직의 접근대상에는 은행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록, 모든 자문
기구와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이 포함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조직에게 내부통제, 위험관리, 지배구조

시스템, 지배구조절차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요구
해야 한다.

35) BCBS, 『은행의 내부감사조직(The internal audit function in banks)』(2012) (www.bis.org/publ/
bcbs22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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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에게 IIA(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등의
단체가 수립한 국내외 기준 (professional standards)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감사실 전체 차원에서(audit staff collectively) 은행의
영업활동과 위험에 대한 지식, 기술, 자원을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감사 결과 문제된 부분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조직에게 은행의 전반적 위험지배구조

교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체계에 대한 정기적 평가(periodic assessment)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위험관리조직 및 법규준수조직의 효과성
o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보고의 품질
o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
142. 이사회와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

• 내부감사보고서는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제출되고, 내부감사는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감사조직

책임자는 자신에 대한 선임, 감시, 해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 은행이

1차적 보고의무를 진다.

CAE(chief audit executive)를 면직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CAE 면직사유에 대해 감독당국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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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1

은행은

보상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수구조

(remuneration structure)를 마련해야 한다.

143. 보수체계는

지배구조와 인센티브구조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를 통해 훌륭한 경영성과를 이끌어내고, 위험인수
행위를 수락하며, 은행의 영업문화와 위험문화를 강화시킨다. 이사회(또는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이 은행 전체의 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책임을 진다.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는 은행 전체의
보수체계가 위험관리, 자본관리, 유동성 관리에 바람직한 유인을 제공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
해야 한다.36)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는 보수지급 계획, 절차, 성과를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14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지배구조와 조직의 불가분의 일체로서
보상위원회(board compensation committee)를 두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시스템의 설계, 운영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145. FSB의 보상원칙(principles

on compensation)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에게 적용할 의도로 작성되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비례적인 방법(proportionate manner)으로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소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은 FSB 보상원칙을 직접 이행
하거나 동 원칙을 반영한 해당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146.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CEO, CRO 등 경영진과 내부감사에 대한 보상을
승인하고, 보상정책, 보상시스템, 보상통제절차의 전개상황, 운영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147. 통제조직에는 위험관리조직, 법규준수조직, 내부감사조직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제조직 직원에 대한 보수는 피감대상인 영업부서와 달리 독립적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통제조직에 대한 성과측정은 조직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통제조직 자체 목표의 달성여부에 근거해야 한다.
36) FSB, 『건전보상 관행과 이행기준의 적용 - 제2차 이행상황보고서(Implementing the FSB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ndards – second progress
report)』(2013.8.26),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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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보수구조(remuneration

structure)는 은행의 영업전략, 위험전략, 목표, 가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보수구조는 이해상충 방지수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보수지급계획(remuneration programmes)은 위험인수행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종업원들이 자신이나 소속 부서보다는 고객과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보수구조에 포함된 인센티브가 직원들의 과도한 위험인수
행위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149. 보수는 위험인수와 위험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실현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한 잠재적 미래수익에 대한 보수지급 관행은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해 세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보수체계(remuneration
framework)는 위험성향한도(risk appetite limits) 위반, 내부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 전방위적 위험을 고려하여 조정된 다양한 형태의 보수지급이
가능해야 한다.

150. 은행은 전체 위험프로파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소위 실체적
위험인수자 material risk-takers)에 대한 특별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보수지급
계획은 다년간의 위험성과(risk outcomes)에 민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상과 장기위험성과 간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실체적 위험인수자의 경우 위험성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보상을 이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삭감조항 또는 몰수조항(malus/forfeiture
provisions)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보상지급 전 위험 또는 조건이
실현된 경우 보상이 축소 또는 번복될 수 있다. 보수약정에 환급조항
(clawback provisions)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상 지급
이후에도 부실보고 등 잘못된 전제사실, 종업원의 정책 법률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기지급된 보상을 삭감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은행은 이 경우
환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가능금액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임 경영진이나 직원에게 고액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제도(golden
hellos) 또는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golden parachutes)와 같이
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는 건전한 보상관행
(sound compensation practice)에 부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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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2

공시와 투명성

은행 지배구조는 주주, 예금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들에게 투명
해야(transparent) 한다.

151. 건전하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필요하다. BCBS가 은행 투명성 지도기준37)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주주, 예금자, 기타 이해관계인,
시장참가자들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곤란해진다.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투명성이
하는 역할은 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52. 비상장은행, 특히 단일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의 경우 상세정보까지 공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소매예금
수취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장은행과 동일한 유형의 위험을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다.

153. 공시요건이 완화되는 비상장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은 BCBS가 정의한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은행의 공시의무는
그 규모, 복잡성, 구조, 경제적 중요성, 위험 프로파일에 비례한다. 은행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이사 선임방식과 기술, 배경, 관점의 다양성 보장 여부
• 은행의 위원회 설립현황, 주요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
37) BCBS, 『은행의 투명성 제고방안(Enhancing bank transparency)』(1998.9), (www.bis.org/publ/
bcbs41.htm), 『필라3 공시의무 검토(Review of the Pillar 3 disclosure requirements)』(2014.6)
(www.bis.org/publ/bcbs286.pdf) 및 FSB, 『은행의 위험공시기능 제고방안(Enhancing the risk
disclosures of banks – report of the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2012.10)
(www.financialstabilityboard.org/publications/r_121029.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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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

154. 은행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공시와 투명성에 관한 (disclosure
and transparency section)’의 적용을 받는다 .38) 따라서 은행은 최소한
은행의 목표, 조직구조, 지배구조, 정책(특히 기업지배구조 내용, 보수규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정책과 절차), 주주현황, 의결권현황, 관계자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등과 관련된 실체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FSB 보상원칙에 따라 인센티브정책과 보상정책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한다.
보상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compensation)는 일반대중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보상연차보고서에서는 은행전체의 보상정책에 이용되는 의사결정

·

절차, 성과측정기준 위험조정기준 등 보상시스템의 주요한 특성, 보수에
대한 총량정보, 은행 장기성과를 반영한 성과측정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55. 은행은 보안을 저해하지 않는 한 위험노출 규모, 위험관리전략에 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실체적이고 복잡 불투명한 거래활동에
개입한 경우, 은행은 거래목적, 전략, 구조, 관련위험과 그 통제수단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156. 공시(disclosure)는 주주, 예금자, 기타 이해관계자,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은행은 웹사이트, 연차보고서, 재무보고서, 기타 적정한 방법을 통해 적시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의 일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지배구조 특별보고서, 기업지배구조 일반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시 방법이다. 정기공시 중간에 발생한 실체적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당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
되어야 한다.

38) OECD원칙 제5절: “기업지배구조체계는 기업의 재무상황, 성과, 소유 및 지배구조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모든 실체적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공시를 보장해야 한다.” OECD(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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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3

감독당국의 역할

감독당국은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 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s) 및 이
사회와 경영진과의 정기적 교류(regular interaction)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지도 · 감독하고, 필요시 경영개선 조치(improvement and remedial action)를
발동하는 한편 다른 감독당국자들과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157. 은행 지배구조에 대해 주된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하고,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 평가는 감독당국이 담당한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고 ,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도기준 )

158. 감독당국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정책, 기업지배구조관행 수립에 필요한
지도기준 또는 지도규정을 마련하고, 은행에게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별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규정, 기준, 요건이 은행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지도기준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감독
당국의 지도기준은 무엇보다도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은행 내부의
견제와 균형, 명확한 권한분배, 책임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도기준, 지도규정에 더하여 업계
최선의 지배구조관행(industry best practices)을 자신이 감독하는 은행들과
공유해야 한다.
( 은행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포괄적 평가 )

159. 감독당국은 은행 기업지배구조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서면 자료와 보고서 검토, 은행 임직원 면담,
은행에 대한 검사, 은행 자체평가, 기타 다른 유형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 평가방법에는 은행 이사, 경영진, 리스크조직 책임자,
법규준수조직 책임자 , 내부감사조직 책임자 ,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
면담도 포함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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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감독당국은 은행이 이사회, 경영진의 감시권한 행사에 필요한 효과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경영진이
은행의 전략목표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은행의 전략목표에는 은행의 위험성향, 재무
성과, 자본적정성, 자본조달계획, 유동성, 위험 프로파일, 위험문화, 통제,
보상관행, 경영진 임명, 경영진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위험관리조직, 법규준수조직, 내부감사조직 감시업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이들 조직책임자들의 상호
작용 및 상호회합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내부통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기여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161. 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절차와 선임기준을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은행에 대하여 이사회, 경영진의 전문성, 개인적
특성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 및 경영진의 적격성 기준
(fit and proper criteria)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2원칙(이사회의
자격과 구성)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개인적
적정성, 집단적 적정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62. 은행의 전반적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은 특히 위험

·

문화의 관점에서 이사회 경영진에 의한 지배구조의 유효성(governance
effectiveness)을 평가해야 한다 . 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경영방침과 문화가치의 소통
및 이행방식,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보교환 방식, 잠재적 중요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 등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태적 행태가 반영되어야 한다.

·

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에는 이사회 경영진의 평가결과 검토, 설문조사,
내부문화평가에 사용한 기타정보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인터뷰, 관찰
결과, 기타 정성적 판단도 포함된다. 감독당국의 지배구조평가에 있어서는
피감은행 사이의 일관성 유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독당국 직원은
지배구조 이슈를 평가하고 , 지배구조 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복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9) 외부감사는 자신의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과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BCBS, 『은행 외부감사(External audits of banks)』(2014), para 95 및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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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감독당국이 은행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본 보고서의
제5원칙(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따라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기업
지배구조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 이사회, 경영진과의 정기적 교류 )

164. 감독당국은 이사회, 이사 개인, 경영진, 위험관리조직 책임자, 법규준수
조직 책임자, 내부감사조직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에는 정식회동이나 긴급대화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 개별모임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도 포함된다. 이러한 교류는 은행과 감독당국이
관련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

·

한다. 관련이슈에는 은행의 전략 영업모델 위험, 기업지배구조 유효성,
문화, 경영이슈, 승계계획, 보상 및 인센티브, 감독당국 인지사실, 기타
감독당국이 이사회 관련 중요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동류 그룹과 해당은행간 비교, 시장상황, 새롭게 부각되는
시스템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야 한다.

165. 감독당국과 은행의 교류빈도는 은행의 규모, 복잡성, 구조, 경제적 중요도,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전체와 매년
1회 정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사회의장, 독립이사, 위원회의장과는
이보다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경우 감독
당국과 은행의 이사, 경영진, 위험관리조직 책임자, 법규준수조직 책임자,
내부감사조직 책임자들은 보다 빈번하게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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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와 예방조치의 요구)

166. 감독당국은 은행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은행에게 개선조치,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은행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정책 및 관행
변경,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강제적 교체 등과 같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s)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대한 제재부과 등과 같은 징벌적 조치
(punitive measures)를 취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수단과 시기는 문제가 되는 결함이 해당은행 또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167. 감독당국이 교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행일정을 제시
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문제된 결함을 보완하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다 엄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단계적 가중 절차(escalation procedure)를 마련해야 한다.

( 다른 감독당국과의 협조 및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공유 )

168. 은행감독기구, 행위규제기구 등 관련 공공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정보공유는
이들 기구의 효과적 역할수행을 위해 특히 중요한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의 경우, 본국(home) 감독당국과 진출국(host) 감독당국 간의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40) 감독당국간 협조는 양자간 공조(bilateral basis), 감독자
협의회(supervisory college),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다자간 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41) 감독당국은 기관간 소통을 통해 은행, 특히 해당 금융
그룹의 위험현안과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작업를 개선하고, 상대기관의 금융
시스템 위험평가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보공유는 감독목적과 관련
되어야 하고,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기관간 또는 감독기관과 여타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같은 특별한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40) BCBS, 『효과적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supervision, September)』
(2012), (www.bis.org/publ/bcbs230.pdf, Principle13 (home-host relationships)) 참조.
41) BCBS, 『효과적인 감독공조 원칙(Principles for effective supervisory colleges)』(2014)
(www.bis.org/publ/bcbs287.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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