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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운영

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건
전성 점검, 여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1년 중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등의 업무를 본격화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핀테

에 대응하여 분석·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운영

크 도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리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

크에 대한 점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였다. 한편 디지털화폐,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등으로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

운영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IT 업무환경 변화, 외화자산 거래상품 복잡성
증가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

가. 조직 체계

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기능 강화

격 가동(2020년 10월) 등 IT 업무환경이 급변
하는 가운데 IT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최근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위한 아웃소싱도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 가속화,

전행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IT 리스크를 관리

암호자산 규제 논의 본격화 등으로 CBDC 관련

하는 「IT리스크부」를 전산정보국내 설치하였다.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업무량

「IT리스크부」는 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산 장

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법률·

애, 재해, 아웃소싱 관련 리스크 관리업무를 총

제도 변화, 중장기과제 연구 등을 전담하는 「디

괄하며, 하부조직으로 「IT리스크총괄팀」, 「정보

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금융결제국에 신설하

보호팀」, 「품질관리팀」을 두고 있다. 더불어 코

였다. 기존 해당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화폐

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연하고 지속

연구팀」은 CBDC 관련 업무 총괄 및 정책과제

가능한 근무환경 구축을 전담하는 「스마트워크

연구, 대내외 협력 및 홍보, 국제협력 등에 주력

추진반」도 신설하였다.

하고, 신설된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에서는 관

한편 외화자산 국외운용시 발생하는 장외파

련 동향 조사·분석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한국

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

은행 CBDC 관련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하기 위해 담보관리,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담보관리반」을 외자운용원에 설치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분석기능 제고

한국은행은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의 경영실태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검사실
내 「인터넷전문은행반」을 「인터넷전문은행팀」
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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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됨에 따라 제한된 인적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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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운영방식

그림 Ⅲ-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합리적 조직 운영을 위해 개발사
업 마무리 등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한 「개발총
90

괄반」 및 「ECOS재구축반」을 폐지하는 한편, 업
무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운용 방식 점검을 통
해 경영지원조직 경량화, 단순 사무업무 통폐합

자료: 한국은행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적자원을
디지털혁신, CBDC 등 기능 확충이 필요한 분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

야에 재배분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스터175)」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였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를 관리하고 있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

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

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

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

점검하고 있다.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

174)

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

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176) 등에도

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유하였다.

174)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
손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175) 리스크 관리와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연계 수행을 위해 2015년 도입한 리스크 레지스터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 조직, 반부패지
표 여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통제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76) 각 국 중앙은행, BIS 및 IMF 등 100여개 이상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그림 Ⅲ-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직혁신추진위원
회에는 부총재, 부총재보 등 경영진과 직원 대
표인 Change Agent177)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Change Agent는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인사
혁신에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조직혁신추진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으며, 조직혁신추진위원회는 이를

자료: 한국은행

바탕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또한 한국은행은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역동적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감

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인사 혁

염병 확산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효과적으로

신에 착수하였다. 외부전문업체가 수립한 권고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안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등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

통해 이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련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인터뷰, 직원 앞 설명

2021년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회, 조직혁신추진위원회 논의, 부서장 토론회,

방역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수시로 행내 방역지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침을 점검 및 보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재택근무, 분산근무 등을

노력하고 있다.

확대 시행하였으며,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수
행방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라. 교육훈련

다.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인사 혁신 추진

조직문화 개선 및 디지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
는 연수 프로그램 편성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의
일환으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한국은행은 팬데믹의 지속으로 변화된 연수

고 경영인사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 하에서 조직문화 개선 과제인 리더십역량

우선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사연구

향상과 「BOK 2030」의 전략목표인 디지털 혁신

협업 강화, 업무 효율성 제고, 리더십 역량 향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상 등 우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

주안점을 두고 2021년도 연수를 운영하였다.

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 과정을 뒷받침하고

조직문화 개선과제인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 대

해 공통역량과 각 직급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

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혁신

등을 감안하여 리더십 역량 향상 과정을 체계적

177) 조직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임직원 간 양방향 소통채널의 역할
을 하고 있다. 1기 Change Agent는 직급별 직원 비중을 고려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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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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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감

교양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 확충 노력을 지속하

성리더십, 신임팀장리더십 등 수요자 중심의 맞

였다.

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조직개발연수 공통과

직무 연계성을 높이고 참가직원들의 니즈

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조직내 MZ

(needs)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연수 프로그램을

세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

개선하였다.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당행 내부 자

및 협업이 한층 중요하게 되어 소통역량 향상을

문기구인 「교육과정협의회」와 전직원 대상 설문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BOK 소통 과정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수 평가 및 수요 등을 반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영하여 6급 및 일반사무직원 대상 실무기초과

직급별 과정인 역량 강화 과정의 경우 관리능
력, 언론대응 관련 강의시간을 확대하고 스트레

정에 사례학습(case study)을 포함하도록 업무
연계성을 제고한 연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스 및 건강관리, 세대간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

아울러 행외 이러닝 방식의 연수과정에 리더

관리 등과 관련한 주제를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십, 통찰력 함양, 소통 강화, 코딩교육 및 스마트

각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폰외국어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편성하

하였다.

거나 늘렸으며, 퇴직예정자의 은퇴 후 생애설계

디지털 혁신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와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퇴직준비연수도

신기술, 데이터 분석기법 등 데이터 사이언스 관

퇴직 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

련 과정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부서와 협

로 편성하였다.

력하여 빅데이터, 분산원장, 인공지능 등의 연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연수 프로그

코로나19 상황 하의 탄력적 연수 운영

램을 개발하였으며, R 및 Python 등 업무활용
도가 높은 통계패키지 과정은 기능학습 중심에
서 빅테이터 분석·활용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전통적 연수 방법인 집합연수 실시 여건이 녹
록치 않은 가운데 연수 방식에 대한 직원의 수
요변화도 십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연수 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육

중을 확대하였다. 집합연수의 필요성이 적은 연

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

수과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집합연수
필요과정도 여건 변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통찰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온·오프라인 방식
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국외업무연수의 경우 방역지침 강화로 출입

개발·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의 관심

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제

도가 높은 자산시장 분석 과정을 개설하는 한

를 중심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영

편, 감염증, 기후·인구 변화, 그린산업, 인공지

란은행, 뉴욕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이 실시하

능 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성

는 당행 직무 관련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을 발

있는 현안과 미래지향적 이슈 관련 특강을 실시

굴하였으며, SEACEN, IMF-STI 등이 주관하

하였다. 이 밖에도 외부기관 위탁을 통한 인문·

는 Webinar 관련 다양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택 온라

표 Ⅲ-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1)

인 국외업무연수 기준 마련, 연수학점 부여, 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요 기자재 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채용구분

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활발한 연수참여를 유도

종합기획직원

64

70

일반사무직원

30

30

일반기능직원

7

21

하고자 하였다.

59

59

55

50

19

17

20

32

38

39

24

22

온라인 연수 시 강사-연수생-운영자 간 소통

기타

3

8

13

11

11

5

을 원활히 하고 연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

합계

104

129

129

126

110

109

록 안면인식 영상추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 온라인 컨텐츠를 확충하는 등 연수 관련 디
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마. 인력 운영

여
(비중)

50
69
95
53
53
53
54
60
34
73
57
56
(51.9) (46.5) (26.4) (57.9) (51.8) (51.4)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
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

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면접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다.

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

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도 적극 노력하였다. 일반사무직원(C3) 채용 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노력도 병행하

경력직원을 25명 선발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

였다.

을 두루 갖춘 인재를 채용하였다. 또한 박사급

2021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50명을
포함해 모두 109명을 채용하여 2016년 이후

조사연구인력, 전문인력 등 외부 전문가 채용
(5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100명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는 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운용에 따른 지방인재 채

근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용,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지속한

고려하되 인력의 효율적 운용기조를 유지한 데

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과정을 운용함

기인한다.

으로써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수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 2021년 말 4급 이상 여성 비중이
20.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93
Ⅲ.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스마트러닝 시스템(직원용 온라인 교육시스템)

남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한국은행 아카이브 설립

표 Ⅲ- 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1) 인원
(명, %)

채용구분

2000 2005 2010 2019 2020 2021

여성관리자

35

76

90

230

251

270

비중2)

3.6

7.1

8.2

17.8

19.3

20.9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중 여성직원
2) 종합기획직원 관리자 인원 중 여성 비중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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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임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행
의 종합청렴도 등급은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
으로 상승하여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상위기
관에 위치하고 있다.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도 및 신뢰성에 대
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인프라를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반 노력을 지
속해 나갈 계획이다.

확충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직 내 청렴·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

사.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전문성 및 효
율성 강화

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청렴정책 체계 및 추진
과제178)」를 마련하고,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들
을 실시하였다.

2021년 중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먼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

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청탁금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본

지시스템의 자료를 확충하고 구성을 개편하였

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20년 하반기 신설된

다. 그리고 청렴실천 서약식 및 청렴라이브 개

디지털혁신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사업의

최 등 참여·공감의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

신속한 추진 및 디지털 역량 고도화를 위한 제

러 「청렴 및 청탁금지의 날179)」의 안내방식을 사

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례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청렴의식을 높일 수

첫째,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렴·반부패 및 청탁금지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확

법 교육을 실시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운영하

립하였다. 「디지털혁신규정」 제정을 통해 최고

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직 내 청렴문화가

디지털혁신책임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혁신과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서간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및 신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

둘째,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조직의 핵심자산

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을 청렴시민

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

178) 청렴정책 추진기반 강화,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 참여·공감의 청렴활동 추진,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추진과제로 구성
된다.
179) 매월 첫 번째 영업일을 지정하여 청렴·반부패 관련 내용들을 사내 인트라넷.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180)

무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술적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아. IT 시스템 개선·확충

추진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거버
2021년 중 한국은행은 직원의 비대면 근무가

전행적 전략으로 격상하고 전행적 데이터 협업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IT 시스템을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확충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IT 부문

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고급 분석을 지원하고 빅데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정보시스

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활

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업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협업을 촉진하도록 디지털 업무공간

셋째, 데이터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DigiWorks, Digital Workspace)을 구축하여

하기 위해 부서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조사연

커뮤니케이션국, 전산정보국 등 8개 부서를 대

구플랫폼(BReiT)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 시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

템의 전 부서 확산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로 확충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

DigiWorks 포털 구축, 부서 사이트 신설, 인프

비스 제공, 데이터 업무 자동화, 시각화 대시보

라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중이다.

드 개발을 통해 데이터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

둘째,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비대면 회의가 급

성을 개선하였다.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고급

증하면서 크게 늘어난 영상회의 수요를 충족시

데이터 분석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및 데이

키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의 회의 개설 가능 개

터 분석 관련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데이터 역

수를 증설하고 서버를 이중화하는 한편 원격접

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속시스템의 동시 접속자 수를 확대하였다.

넷째,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

셋째, 인터넷메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

및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반의 효

하여 개인별 메일 용량 확충, 모바일 기능 추가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공지능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캘린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

더, 드라이브, 메신저, 화상회의 등 다양한 편의

(GDP nowcasting)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신 협업

하였다. 또한 음성 파일의 회의록 변환 시스템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을 개발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하였으

넷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

며, 민원인들이 외환거래 신고와 심사를 온라인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대응체계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를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서버 및 통신기기를

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과 외환심사 업

신규 기기로 교체하였으며, 사이버 위협에 효과

181)

180) 데이터가 조직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산으로 적절하게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절차 및 기술을
통해 계획, 실행 및 점검하는 행위 또는 그 수행 체계를 말한다.
181) 자세한 내용은 <참고 Ⅱ-3>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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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규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관제 영역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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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사가 착수되었다.

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은 지상 골조공사가 진행된 한해였다.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

리모델링 되는 본관은 코어의 위치가 기존 중앙

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에서 북쪽으로 이동되었고 골조가 크게 보강되

다섯째,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

었다. 본관 서쪽에 신축되는 통합별관은 골조공

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사와 함께 외벽 커튼월(curtain wall)이 설치되

(2022~26년) IT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

면서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있다. 또한 본

대 목표 및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10차 정보

관과 통합별관의 상층부를 이어주는 스마트워

화·디지털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크(smart-walk), 저층부를 확장·신설하는 포디
움(podium)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표 Ⅲ- 3. 제10차 정보화·디지털 전략계획의 목표와 과제

하반기에는 입주시 사무공간 계획 점검, 건
축품질 개선 등을 위해 본관 6층에 목업룸(샘
플공간)을 설치·운영하였다. 사무실 Layout,
조명, OA실 등을 준공시와 유사하게 조성하고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신규 IT기기 및 사무
용 가구를 배치해 보았다. 각 부서 관리총괄 및
Change Agent를 대상으로 관람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사항을 시공과정에 반영하
기로 했다.
2022년에는 잔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순
차적으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
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도

자료: 한국은행

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2022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자. 통합별관 건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들182)
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별관 철거, 통합별관(지
상16층, 지하4층) 신축,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
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5일
182) 한 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준공:1912년),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그림 Ⅲ-3.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97

그림 Ⅲ- 4.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현장
(2021년 12월 현재)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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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2. 재무 현황

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유가증권과 어음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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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5,842억 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34조 9,362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

억 원 증가하였고, 어음대출과 예치금의 잔액은

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또한 국

각각 40조 2,798억 원, 29조 9,644억 원으로

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

2020년 말 대비 6조 75억 원, 1조 923억 원 증

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가하였다.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
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그림 Ⅲ- 5. 자산현황1) (주요 항목) (기말 기준)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

  2021

  2020
(조 원)

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
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

어음대출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치금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
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

기타2)

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183)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
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

435.6

유가증권

400.6
40.3
34.3
30.0
28.9
89.8
74.9

주: 1) 자산 총계는 2020년 말 539조 원에서 2021년 말 596조 원으로   
57조 원 증가
2) 특별인출권보유와 기타유동자산이 각각 14.6조 원, 12.7조 원
늘어나고 외환평가조정금이 17.4조원 감소함에 따라 14.9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로 납부한다.
부채 및 자본
자산
2021년 말 부채 규모는 570조 7,646억 원으
2021년 말 총자산 규모는 595조 6,437억 원

로 2020년 말의 516조 5,591억 원보다 54조

으로 2020년 말의 538조 7,304억 원보다 56

2,055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

조 9,133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원/달러 환율

로 인한 화폐 환수율 하락으로 화폐발행이 늘어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평가액이 증가한 데

나고 정부예금 및 금융기관 등의 예금이 증가한

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데 기인한다.

으로 국고채 매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회사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발행, 정부예금 및 예

183)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금 잔액이 각각 167조 5,719억 원, 22조 7,650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억 원, 152조 5,590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와 외환매매익이 각

20조 150억 원, 16조 5,514억 원, 5조 2,131억

각 4,963억 원, 3,281억 원 감소함에 따라 2020

원 증가하였다. 반면 통화안정증권발행 잔액은

년보다 7,808억 원 줄어든 19조 384억 원을 기

140조 2,185억 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19조

록하였다.

385억 원 감소하였다.

영업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와 유가증권매
매손이 각각 7,816억 원, 6,053억 원 감소함에

2020년 말의 22조 1,713억 보다 2조 7,077억 원

따라 2020년보다 1조 3,791억 원 줄어든 8조

증가하였다.

2,729억 원을 기록하였다.

항목별로는 적립금이 2조 2,098억 원 증가하
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4,980

표 Ⅲ- 4. 손익 현황

억 원 증가하였다.

(억 원)

과목

그림 Ⅲ- 6. 부채 및 자본 현황1) (주요 항목) (기말 기준)
2021

화폐발행

167.6
147.6

통안증권
발행

140.2
159.3
175.3
153.6

정부예금
및 예금

11.2
11.0

환매조건부
매각증권
통화안정
계정

7.0
9.3
69.5

자본

35.9
24.9
22.2

주: 1) 부채 총계는 2020년 말 517조 원에서 2021년 말 571조 원으로
54조 원 증가

증감(B-A)

198,654

190,832

-7,822

영업수익

198,192

190,384

-7,808

(유가증권이자)

(71,749)

(66,787)

(-4,963)

(3,425)

(144)

(-3,281)

(98,978) (102,567)

(3,589)

(외환매매익)
(유가증권매매익)
영업외수익
총비용

461

448

-14

96,764

83,418

-13,346

96,520

82,729

-13,791

(통화안정증권이자)

(22,451)

(14,635)

(-7,816)

(유가증권매매손)

(33,728)

(27,674)

(-6,053)

244

689

444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기타2)

2021(B)

총수익

2020
(조 원)

2020(A)

101,890

107,414

5,525

법인세 등(-)

28,231

28,776

545

당기순이익

73,659

78,638

4,980

세전이익

자료: 한국은행

2) 외환평가조정금, 특별인출권배분 및 기타유동부채가 각각 7.4조 원,
13.9조 원 및 12.5조 원 늘어남에 따라 33.6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손익

당기순이익 처분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7조 8,638억 원 중
2조 3,592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66억 원은

2021년 중 당기순이익은 7조 8,638억 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

2020년 중 7조 3,659억 원보다 4,980억 원 증

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5조

가하였다. 이는 외화자산운용이자 감소 등에 따

4,78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라 총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매매손 및
통화안정증권이자 등 총비용이 보다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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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자본 규모는 24조 8,790억 원으로

2021년도 재무제표
표 Ⅲ- 5. 대차대조표 (제7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목

2021 말

2020 말

자산

574,136,194

Ⅰ. 유동자산

100

1. 현금
2. 지금은
3. 특별인출권보유
4. 유가증권(주석 2)
가. 국채
나. 정부보증증권등

517,448,550

-

-

5,684,186

5,216,697

18,220,372

3,667,368

435,584,182

400,648,018

28,959,293

25,939,881

-

-

다. 외화증권

406,624,889

374,708,136

5. 예치금(주석 3)

29,964,400

28,872,071

가. 당좌예치금

23,983,588

22,145,299

나. 정기예치금

5,980,812

6,726,772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40,279,849

34,272,315

-

-

9. 어음대출(주석 4)
10. 증권대출(주석 4)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석 5)
12. 정부대출금(주석 4)

4,282,478

-

-

213,000

1,498,708

1,519,959

14. 외국환

65,099

65,309

15. 대리점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석 4)

2,496,004

2,186,814

16. 본지점환

-

-

17. 기타자산

36,060,916

40,786,999

(-)

(17,379,820)

Ⅱ. 비유동자산

21,507,459

21,281,839

1. 투자자산

20,848,794

20,676,073

13,068,652

12,938,554

7,772,761

7,728,607

19

48

(외환평가조정금)

가. 출자금(주석 6)
나. 출자증권
다. 전신전화사용권
라. 제가입권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산총계

7,363

8,864

597,907

530,585

60,758

75,182

595,643,654

538,730,389

과목

2021 말

2020 말

부채

562,787,446

Ⅰ. 유동부채

508,628,706

1. 화폐발행

167,571,891

147,556,869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석 7)

140,218,466

159,256,957

7,000,000

9,250,000

3. 통화안정계정
4. 정부예금
5. 예금
가. 당좌예금
나. 자금조정예금

라. 외화예수금

6,213,551
147,345,917

81,351,667

74,042,782

22,000

60,000

2,760,650

3,696,211

68,424,697

69,546,924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석 8)

11,153,400

11,000,000

7. 특별인출권배분

마. 기타외화예금

17,638,360

3,767,790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43,881,363

24,237,622

(7,389,912)

(-)

7,977,162

7,930,384

(외환평가조정금)
Ⅱ. 비유동부채
1. 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출자증권발행
부채총계

-

-

204,401

201,778

7,772,761

7,728,607

570,764,608

516,559,090

24,879,046

22,171,299

24,879,046

22,171,299

13,577,432

11,367,675

자본
Ⅰ. 잉여금
1. 이익잉여금
가. 법정적립금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7,863,846

7,365,855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4,879,046

22,171,299

595,643,654

538,7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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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단예금

22,764,952
152,559,014

표 Ⅲ- 6. 손익계산서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목
Ⅰ. 영업수익
1. 수입이자와 할인료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2) 예치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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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좌대출이자
(4) 할인어음할인료
(5) 어음대출이자
(6) 증권대출이자
(7) 자금조정대출이자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9) 정부대출금이자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11) 수입잡이자
2. 수입수수료
3. 유가증권매매익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5. 외환매매익
6. 지금은익
Ⅱ. 영업비용
1. 지급이자와 할인료

2021

2020
19,038,390

19,819,233

8,621,125

9,438,237

6,678,666

7,174,936

27,412

94,424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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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273

77,760

-

32,770

16

17

1,612

45,927

884

47,177

830

1,928

1,801,997

1,963,191

137,804

140,686

10,256,699

9,897,804

8,348

-

14,414

342,506

-

-

8,272,908

9,651,962

4,629,718

5,345,908

1,504,219

1,177,922

(2) 통화안정계정이자

54,624

65,247

(3) 통화안정증권이자

1,463,502

2,245,058

108,496

98,083

(1) 예금이자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498,877

1,759,598

2. 지급수수료
3. 유가증권매매손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173,837

165,341

2,767,437

3,372,767

54,457

114,691

과목
5. 외환매매손
6. 지금은손

2021

2020
2,000

11,519

-

-

-

31,704

128,388

111,446

9. 퇴직급여

30,940

35,326

10. 감가상각비

28,665

26,549

11. 무형자산상각비

19,752

4,842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8. 화폐제조비

12. 일반관리비
Ⅲ. 영업이익

1. 자산처분익
2. 잡익
Ⅴ. 영업외비용
1. 출연금
2. 자산처분손

431,869
10,167,271

44,787

46,139

4,541

10,401

40,246

35,738

68,854

24,447

65,000

10,000

3,005

13,390

849

1,057

Ⅵ.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10,741,415

10,188,964

Ⅶ. 법인세등

2,877,570

2,823,108

Ⅷ. 당기순이익

7,863,846

7,365,855

3. 잡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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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외수익

437,714
10,765,483

표 Ⅲ- 7. 자본변동표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분

자본금

-

Ⅰ. 2020년 1월 1일(전기초)
Ⅱ. 정부세입 납부

이익잉여금

합계

18,524,609

18,524,609

-3,685,294

-3,685,294

-33,872

-33,872

7,365,855

7,365,855

Ⅲ. 농어가기금 출연
Ⅳ.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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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22,171,299

22,171,299

Ⅵ. 2021년 1월 1일(당기초)

-

22,171,299

22,171,299

-5,121,987

-5,121,987

-34,112

-34,112

Ⅶ. 정부세입 납부
Ⅷ. 농어가기금 출연
Ⅸ. 당기순이익

-

Ⅹ.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7,863,846

7,863,846

24,879,046

24,879,046

표 Ⅲ-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2022년 2월 24일
제71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2021년 2월 25일
(백만 원)

과목

2021
7,863,846

Ⅰ.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2020

-

7,365,855
-

7,863,846

7,365,855
7,863,846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7,365,855

1. 법정적립금 적립

2,359,154

2,209,757

2. 임의적립금 적립

26,615

34,112

(26,615)

(34,112)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3. 정부세입 납부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5,478,077

5,121,987
-

-

재무제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
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

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
하고 있다.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
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
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
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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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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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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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
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다.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다.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
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
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
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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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인세등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종목

국채

국고채권

정부보증증권 등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합계

2021 말

2020 말

28,959,292,668,944

25,939,881,384,189

-

-

406,624,889,085,299

374,708,136,406,076

435,584,181,754,243

400,648,017,790,265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정기예치금
합계

2021 말

2020 말

국외금융기관

23,983,588,411,678

22,145,298,688,106

국외금융기관

5,980,811,783,193

6,726,772,026,721

29,964,400,194,871

28,872,070,7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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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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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등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증권대출

2021 말

40,279,849,000,000

34,272,315,000,000

-

213,000,000,000

1,498,707,598,241

1,519,959,119,142

-

-

41,778,556,598,241

36,005,274,119,142

국내금융기관
합계

2020 말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상대처

2021 말

2020 말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내금융기관

4,000,000,000,000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외금융기관

282,477,773,377

-

4,282,477,773,377

-

합계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출자대상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출자금

소계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합계

2021 말

1,165,000,000,000

2020 말

1,165,000,000,000

645,000,000,000

645,000,000,000

1,810,000,000,000

1,810,000,000,000

11,258,651,742,502

11,128,553,904,998

13,068,651,742,502

12,938,553,904,998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1 말

2020 말

이표채

130,128,466,439,291

146,786,957,302,301

할인채

10,090,000,000,000

12,470,000,000,000

합계

140,218,466,439,291

159,256,957,3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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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과목

2021 말

상대처

2020 말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11,000,000,000,000

11,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외금융기관

153,399,662,052

-

11,153,399,662,052

11,000,000,000,000

합계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목

2021

2020

원화증권이자

550,386,532,126

455,327,562,843

외화증권이자

6,128,279,624,783

6,719,608,758,641

합계

6,678,666,156,909

7,174,936,321,484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목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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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

108,496,217,256

90,533,166,001

-

7,549,736,031

108,496,217,256

98,082,902,03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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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 상황 2. 재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