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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은행감독규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희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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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경 영 목 표 및 방 침 경 영 목 표 및 방 침 경 영 목 표 및 방 침 경 영 목 표 및 방 침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경영방침은 본점과 지역본부의 협조하에 

서울지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수행 관련

제반 시스템의 적정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관리 역량이 금융산업의 핵심 성공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을 엄격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3. 3. 3. 연 혁 및 추 이연 혁 및 추 이연 혁 및 추 이연 혁 및 추 이

    비엔피파리바은행은 1976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금융산업 및 실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와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의 주요 주주로서 자산운용 분야 및 

방카슈랑스 부문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엔피파리바은행은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여 한국시장에 대한 

그룹차원의 Commitment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4. 4. 4. 조 직조 직조 직조 직

가가가가)))) 조 직 도조 직 도조 직 도조 직 도

- * 별지 참조

나나나나)))) 영 업 점 영 업 점 영 업 점 영 업 점 

(단위: 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지       점              지       점              지       점              지       점       출   장   소출   장   소출   장   소출   장   소 사   무   소사   무   소사   무   소사   무   소 계계계계

국       내 1 1

국       외

계 1 1

주) 국내의 지점에는 본점이 1개 영업점으로 포함되어 있음.
 



 5. 5. 5. 5. 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

(단위: 명)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

해외 해외 해외 해외 
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

합계합계합계합계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
해외 해외 해외 해외 

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
합계합계합계합계

상    임

사외이사

책 임 자 51 51 51 51

행    원 63 63 64 64

서무/별정직원 12 12 10 10

126 126 125 125

 6. 6. 6. 6. 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단위: 억원)

증액증액증액증액 감액감액감액감액

2017.12.31 1,400

직  원

계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임  원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변동후 갑기금변동후 갑기금변동후 갑기금변동후 갑기금 비고비고비고비고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갑기금 잔액갑기금 잔액갑기금 잔액갑기금 잔액

 



7. 7. 7. 7. 개   요개   요개   요개   요

가가가가. . . . 수 익 성수 익 성수 익 성수 익 성

(단위:억원,%)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  감증  감증  감증  감

 충당금적립전이익(A) 459 230 229

 제충당금전입액(B) 87 41 46

대손상각비 50 16 34

지급보증충당금 0 0 0

퇴직급여 19 20 -1 

미사용약정충당금 19 5 14

기타충당금 0 0 0

 제충당금 환입액(C) 24 24 -0 

대손충당금 0 0 0

지급보증충당금 0 12 -12 

미사용약정충당금 0 0 0

기타충당금 24 12 12

법인세비용(D) 85 101 -16 

당기순이익(A-B+C-D) 311 113 198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22 118 -140 

대손준비금 반영후 당기순이익 333 -5 338

총자산순이익율(R.O.A) 0.19% 0.07% 0.12%

자기자본순이익율(R.O.E) 9.31% 3.55% 5.76%

원화예대금리차 (A-B) 0.40% 0.45% -0.05%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1.67% 1.77% -0.10%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1.27% 1.32% -0.05%

명목순이자마진(N.I.M) 0.63% 0.74% -0.11%



  나  나  나  나. . . . 생 산 성생 산 성생 산 성생 산 성

(단위:억원)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충당금적립전이익 4 2 2

예수금 115 85 30

원화예수금 64 40 24

대출금 81 56 25

원화대출금 57 34 23

123 121 2

예수금 14,154 10,280 3,874

원화예수금 7,930 4,869 3,061

대출금 9,953 6,708 3,245

원화대출금 7,012 4,096 2,916

1 1 0

주) 국내분 기중평잔기중평잔기중평잔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1영업점당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직원 1인당

평균국내인원(명)

평균국내영업점수(개)

 



  다  다  다  다. . . . 건 전 성건 전 성건 전 성건 전 성

(단위:억원)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49,749 46,691 3,058

기업 49,749 46,691 3,058

가계

신용카드

262 332 -70

0.53% 0.71% -0.18%

기업 262 332 -70

0.53% 0.71% -0.18%

가계

신용카드

245 275 -30

0.49% 0.59% -0.10%

기업

가계

신용카드

대손충당금적립률(A/B) 42.17% 21.09% 21.08%

111 70 41

262 332 -70

총대출채권 기준 0.56% 0.99% -0.43%

(계절조정후)

기업대출 기준**

연체율* (계절조정후)

가계대출 기준**

(계절조정후)

신용카드채권 기준

(계절조정후)

  *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은행계정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라라라라. . . . 유 동 성유 동 성유 동 성유 동 성

1) 1) 1)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억원,%)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적용 전적용 전적용 전적용 전
1)1)1)1)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평균평균평균평균
4)4)4)4)))))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총 가중치 

적용 후적용 후적용 후적용 후
2)2)2)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평균평균평균평균
4)4)4)4)))))

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

1 총고유동성자산총고유동성자산총고유동성자산총고유동성자산(HQLA)(HQLA)(HQLA)(HQLA) 7,878 7,878

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2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0 0

3     안정적 예금(stable deposits) 0 0

4     불안정 예금(less stable deposits) 0 0

5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15,035 7,385

6     영업적 예금(operational deposits) 0 0

7     비영업적 조달(non-operational deposits) 14,955 7,305

8     기타 무담보부 채무증권(unsecured debt) 80 80

9 담보부 도매자금조달담보부 도매자금조달담보부 도매자금조달담보부 도매자금조달 0 0

10 추가 현금유출액추가 현금유출액추가 현금유출액추가 현금유출액 10,110 4,765

11     파생상품 익스포져 및 기타 담보제공 관련 현금유출액 2,687 2,687

12     금융상품의 자금조달원 상실 관련 현금유출액

13     신용 및 유동성 약정 7,423 2,079

14 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

15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10,673 465

16 총현금유출액총현금유출액총현금유출액총현금유출액 35,818 12,615

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

17 담보부 자금대출담보부 자금대출담보부 자금대출담보부 자금대출((((예예예예: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환매조건부채권매수환매조건부채권매수환매조건부채권매수)))) 600 0

18 정상 익스포져로부터의 현금유입액정상 익스포져로부터의 현금유입액정상 익스포져로부터의 현금유입액정상 익스포져로부터의 현금유입액 7,683 4,014

19 기타 현금유입액기타 현금유입액기타 현금유입액기타 현금유입액 807 807

20 총현금유입액총현금유입액총현금유입액총현금유입액 9,089 4,821

21 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
3)3)3)3) 7,878 7,878

22 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
3)3)3)3) 26,729 7,795

23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4)4)4)4) 29.47% 101.07%

1) 30일 이내 만기도래 및 상환가능한 금액(현금유출 및 현금유입)

2) 할인율(고유동성자산) 또는 이탈율 및 유입률(현금유출 및 현금유입) 적용 후 금액

3) 할인율, 이탈율 및 유입률과 한도(Level 2 및 Level 2B 자산 한도, 현금유입 한도) 적용 후 금액

4) 분기 중 매월말 기준으로 산출한 각 구성항목의 가중치 적용 전 및 적용 후 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공시하므로, 

분기 중 매월말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평균으로 공시된 ‘23.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1. 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를 ‘22. 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로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2) 2) 2)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고유동성자산 구성 및 변동 추이고유동성자산 구성 및 변동 추이고유동성자산 구성 및 변동 추이고유동성자산 구성 및 변동 추이

(단위:억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

당월말 기준당월말 기준당월말 기준당월말 기준
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

전월말 기준전월말 기준전월말 기준전월말 기준
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당분기 중

전전월말 기준전전월말 기준전전월말 기준전전월말 기준

직전분기직전분기직전분기직전분기
((((평균평균평균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1.07% 187.43% 100.79% 128.31%

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고유동성자산 7,878               8,809               11,437            12,106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자산자산자산자산 7,878               8,809               11,437            12,106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자산자산자산자산 -                   -                       -                      -                       

* 공시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개월간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1) B/S  1) B/S  1) B/S  1) B/S상 자기자본상 자기자본상 자기자본상 자기자본
(단위:억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1,400 1,400 0

신종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 0 0 0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2,448 2,137 311

자본조정자본조정자본조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 -4 -7

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3,838 3,533 305

 마 마 마 마. . . . 자본의 적정성자본의 적정성자본의 적정성자본의 적정성

 



  2) BIS  2) BIS  2) BIS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억원,%)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6,393 5,592 801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자산(B)(B)(B)(B) 41,740 47,145 -5,405

  신용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 27,005 27,854 -849

  시장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14,735 19,291 -4,556

15.32% 11.86% 3.46%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1)1)1)1) 7.66% 5.93% 1.73%

보완자본비율보완자본비율보완자본비율보완자본비율 7.66% 5.93% 1.73%

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 0.00% 0.00% 0.00%

  3)   3)   3)   3) 트레이딩목적 자산트레이딩목적 자산트레이딩목적 자산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 현황부채 현황부채 현황부채 현황

(단위:억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연 결 총 자 산연 결 총 자 산연 결 총 자 산연 결 총 자 산(A)(A)(A)(A) 187,489 117,957 69,532

트레이딩자산트레이딩자산트레이딩자산트레이딩자산(B)(B)(B)(B) 123,628 128,460 -4,832

트레이딩비율트레이딩비율트레이딩비율트레이딩비율(B/A)(B/A)(B/A)(B/A) 65.94% 108.90% -42.96%

-당행은 "일별 트레이딩 포지션 1천억원 또는 총자산대비 일별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

 비율 5%이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적용대상은행입니다.

  4)   4)   4)   4) 시장리스크기준 시장리스크기준 시장리스크기준 시장리스크기준 BISBISBISBIS자기자본 산출방법자기자본 산출방법자기자본 산출방법자기자본 산출방법

당행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2004년 6월 30일까지 표준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리스크 측정시 선진화된 기법의 사용은 물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질적,양적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표준방법에 비하여 시장리스크를

정확히 측정,관리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내부모형을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모형승인 주요사항내부모형승인 주요사항내부모형승인 주요사항내부모형승인 주요사항

최대손실예상액(VAR)                 
산출방법

승인받은       
리스크 범주

포지션         
보유기간

단측               
신뢰구간

트레이딩 자산종류에 따라 
리스크측정

금리,주식,외환리
스크

1영업일 10 DAY'S VAR

요소별 VAR측정

또한 당행은 2012년 2월부터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기존의 VaR에

위기상황하의 최대손실예상액(SVaR)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BISBISBISBIS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A/B)(A/B)(A/B)(A/B)

    BIS    BIS    BIS    BIS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A)(A)(A)(A)



    

8. 8. 8. 8.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억원,%)

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예수금 4,545 2.75% 3,438 2.26%
CD 461 0.28% 100 0.07%

차입금 2,635 1.59% 4,002 2.63%
RP매도 102 0.06% 0 0.00%
기타 12 0.01% 259 0.17%
소계 7,755 4.69% 7,799 5.12%

외화예수금 6,224 3.77% 5,412 3.56%
외화차입금 1,769 1.07% 1,843 1.21%

본지점 29,668 0.00% 32,868 0.00%
기타 4 0.00% 6 0.00%
소계 37,665 22.79% 40,129 26.37%

45,420 27.48% 47,927 31.49%
요구불 예금 2,923 1.77% 1,331 0.87%
자본총계 5,872 3.55% 4,859 3.19%
(갑기금) 1,400 0.85% 1,400 0.92%
충당금 0 0.00% 6 0.00%
기타 111,078 67.20% 98,062 64.44%

119,874 72.52% 104,258 68.51%
165,293 100.00% 152,185 100.00%

예치금 1,513 0.92% 2,023 1.33%
유가증권 9,740 5.89% 11,284 7.41%
대출금 7,242 4.38% 4,224 2.78%

매입어음 0 0.00% 0 0.00%
RP매수 3,916 2.37% 2,360 1.55%

신용카드채권 0 0.00% 0 0.00%
기타 400 0.24% 483 0.32%

원화대손충당금(-) 0 0.00% 0 0.00%
소계 22,812 13.80% 20,374 13.39%

외화예치금 282 0.17% 267 0.18%
외화증권 0 0.00% 460 0.30%
대출금 25,342 15.33% 26,147 17.18%

매입외환 5,182 3.13% 4,284 2.81%
본지점 407 0.25% 310 0.20%
기타 0 0.00% 0 0.00%

외화대손충당금(-) 136 0.08% 96 0.06%
소계 31,077 18.80% 31,371 20.61%

53,889 32.60% 51,746 34.00%
현금 0 0.00% 0 0.00%

업무용 유형자산 64 0.04% 64 0.04%
기타 111,375 67.38% 100,402 65.97%

감가상각누계액(-) 35 0.02% 26 0.02%
111,405 67.40% 100,439 66.00%
165,293 100.00% 152,185 100.00%

원가성 자금계

조달

운용

운용계

외화자금

기타

무수익성 자금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기타

원화자금

구분구분구분구분

수익성 자금계

무원가성 자금계
조달계

원화자금

외화자금

 
 



9. 9. 9. 9.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 ) ) 

(단위:억원,%)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현금 및 예치금 978 0.52% 418 0.35%

유가증권 7,873 4.20% 9,222 7.82%

대출채권 40,992 21.86% 43,833 37.16%

자   대손충당금(△) 111 0.06% 70 0.06%

  현재가치할인차금(△) 0 0.00% 0 0.00%

  원화대출금 7,735 4.13% 5,597 4.74%

  외화대출금 21,661 11.55% 25,319 21.46%

  매입어음 0.00% 0.00%

  매입외환 6,495 3.46% 4,158 3.53%

  지급보증대지급금 0.00% 0.00%

  신용카드채권 0.00% 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600 0.32% 6,000 5.09%

  콜론 0 0.00% 0 0.00%

  사모사채 0.00% 0.00%

산   기타 4,612 2.46% 2,829 2.40%

유형자산 27 0.01% 33 0.03%

기타자산 137,620 73.40% 64,451 54.64%

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 187,489 100.00% 117,957 100.00%

예수금 16,246 8.67% 17,446 14.79%

  원화예수금 7,594 4.05% 6,532 5.54%

  외화예수금 8,192 4.37% 10,814 9.17%

부   CD 460 0.25% 100 0.08%

차입금 0 0.00% 0 0.00%

  원화차입금 0 0.00% 0 0.00%

  외화차입금(역외포함) 0 0.00% 0 0.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00% 0 0.00%

  매출어음 0.00% 0.00%

  외화수탁금 0.00% 0.00%

  콜머니 0 0.00% 0 0.00%

채   기타 0 0.00% 0 0.00%

사채 0.00% 0.00%

기타부채 167,406 89.29% 96,977 82.21%

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 183,652 97.95% 114,423 97.00%

자본금 1,400 0.75% 1,400 1.19%

자 자본잉여금 0 0.00% 0 0.00%

자본조정 0 0.00% 0 0.00%

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 -0.01% -4 0.00%

이익잉여금 2,448 1.31% 2,137 1.81%

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3,838 2.05% 3,533 3.00%

187,489 100.00% 117,957 100.00%

주) 1. 잔액기준

    2. 외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환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포함

부채 및 자본총계부채 및 자본총계부채 및 자본총계부채 및 자본총계

구분구분구분구분



10. 10. 10. 10. 대출금 운용대출금 운용대출금 운용대출금 운용

(단위:억원,%)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기업자금대출금 7,735        100.00% 5,597       100.00%

운전자금대출금 6,225        80.48% 4,153       74.20%

시설자금대출금 1,510        19.52% 1,444       25.80%

가계자금대출금

주택자금대출

7,735        100.00% 5,597       100.00%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원화대출금 합계

 
 
 
 

기타

구분구분구분구분

 



11. 11. 11. 11. 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

(단위:억원)

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 기말장부가액기말장부가액기말장부가액기말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평가손익잔액평가손익잔액평가손익잔액((((

B/S)B/S)B/S)B/S)
운용손익               운용손익               운용손익               운용손익               
(I/S)(I/S)(I/S)(I/S)

당기손익인식증권(A) 1,995 1,988 25          

매도가능증권(B) 5,904 5,885 -11 99          

은행계정 만기보유증권(C)

자회사 등 투자지분(D)

소계(A+B+C+D) 7,899 7,873 -11 124         

신탁계정 유가증권

7,899 7,873 -11 124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는 연말 결산시 이연법인세로 조정된 3.4억원 포함되어 있음.

구분구분구분구분

합계

 



12.  12.  12.  12.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가가가가. . . . 형태별 예수금형태별 예수금형태별 예수금형태별 예수금
(단위:억원,%)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7,594    46.74% 7,469   52.77% 6,532    37.44% 4,768   46.38%

요구불 예금 3,793    23.35% 2,923   20.65% 3,582    20.53% 1,331   12.94%

저축성 예금 3,801    23.39% 4,545   32.11% 2,950    16.91% 3,438   33.44%

수입부금 -        0.00% -       0.00% -        0.00% -       0.00%

주택부금 -        0.00% -       0.00% -        0.00% -       0.00%

8,192    50.43% 6,224   43.97% 10,814   61.98% 5,412   52.64%

460      2.83% 461     3.26% 100      0.57% 100     0.98%

-        0.00% -       0.00% -        0.00% -       0.00%

16,246   100.00% 14,154  100.00% 17,446   100.00% 10,280  100.00%

주) 증권투자신탁 제외

나나나나. . . . 예금자별  예수금예금자별  예수금예금자별  예수금예금자별  예수금
(단위:억원,%)

개인

법인

기타

합계

개인

법인

기타

합계

주) 원화예수금 잔액기준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구분구분구분구분 잔액잔액잔액잔액 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 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평균잔액

0.00%

100.00%

100.00%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CD

원화예수금

금전신탁

외화예수금

 
은
행
계
정
 
 
신
탁
계
정
 

합계

구분구분구분구분

-                  

7,594

-                  

6,532              

6,532              

0.00%

100.00%

100.00%7,594

 



13. 13. 13. 13. 외화자산외화자산외화자산외화자산,,,,부채부채부채부채

가가가가. . . . 형태별 현황형태별 현황형태별 현황형태별 현황

(단위:백만미불)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증 감증 감증 감증 감 주요증감요인주요증감요인주요증감요인주요증감요인

외국통화 0 0 0

예치금 6 3 3 외화예치금 3백만불 증가

유가증권 0 0 0

대출금 2,022 2,095 -73

외화대출금 99백만불 증가,
은행간외화대출 50백만불 감소,
내국수입유산스 10백만불 감소,
역외외화대출금 112백만불 감소등

매입외환 606 344 262

콜론 0 0 0

기타자산 5,461 1,744 3,717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3350백만불 증가,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9백만불 증가
외화파생상품자산 135백만불 감소등

대손충당금(-) 10 5 5

현재가치할인차금(-) 0 0 0

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 8,0858,0858,0858,085 4,1814,1814,1814,181 3,9043,9043,9043,904

예수금 765 895 -130

차입금 0 0 0

콜머니 0 0 0

사채 0 0 0

기타부채 7,320 3,286 4,034

외화본지점 302백만불 증가,
외화미지급금 15백만불 증가,
외화선수수익 6백만불 증가,
외화파생상품부채 111백만불 감소,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3820백만불 증가등

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 8,0858,0858,0858,085 4,1814,1814,1814,181 3,9043,9043,9043,904

주) position(대차불일치금액)은 기타자산(부채)에 포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자자자자
    
    
    
산산산산

부부부부
    
    
채채채채

 



나나나나. . . . 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

(단위:백만미불)

대출금대출금대출금대출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합계합계합계합계 대출금대출금대출금대출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합계합계합계합계

브라질 238       238       브라질 238       238        

스위스 137       137       프랑스 161       161        

프랑스 133       133       스위스 160       160        

호주 116       116       호주 130       130        

사우디아라비아 105       105       사우디아라비아 125       125        

기타 932       932       기타 956       956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1,661     0 1,661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1,770     0 1,770      

주) 국내운용분 제외, 투자금액이 큰 상위 5개 국가순으로 기재

다다다다. . . . 외화만기 불일치갭 비율외화만기 불일치갭 비율외화만기 불일치갭 비율외화만기 불일치갭 비율(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12121212월말 현재월말 현재월말 현재월말 현재))))

외화총자산에 대한 기간별 현물운용,조달 만기불일치 금액비율 (단위:%)

기간별기간별기간별기간별 30303030일 이내일 이내일 이내일 이내 90909090일 이내일 이내일 이내일 이내 6666개월 이내개월 이내개월 이내개월 이내 1111년 이내년 이내년 이내년 이내 3333년 이내년 이내년 이내년 이내 3333년 초과년 초과년 초과년 초과

갭비율갭비율갭비율갭비율 -9.3 -12.0 -12.0 -17.7 -16.9 2.5

주1) (만기별 외화자산-만기별 외화부채)/총외화자산

주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준수 의무가 있는 은행은 30일 이내 갭비율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라라라라. . . . 순외환익스포져순외환익스포져순외환익스포져순외환익스포져

(단위:천미불, %)

자기자본 대비자기자본 대비자기자본 대비자기자본 대비

포지션비율포지션비율포지션비율포지션비율

1111월월월월 1.40

2222월월월월 7.43

3333월월월월 8.79

4444월월월월 13.05

5555월월월월 9.27

6666월월월월 13.04

7777월월월월 6.31

8888월월월월 6.53

9999월월월월 -3.65

10101010월월월월 -6.46

11111111월월월월 1.02

12121212월월월월 -11.14

주) 이종통화는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작성하며, 매입포지션은 (+),매도포지션은 (-)로 표시하고

매월말 잔액기준으로 작성함.

현물포지션현물포지션현물포지션현물포지션 종합포지션종합포지션종합포지션종합포지션선물포지션선물포지션선물포지션선물포지션

2017201720172017년도년도년도년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16201620162016년도년도년도년도

122,407

-408,499 80,766

287,832 120,123

-707,940 13,124721,064

-1,126,227 

1,646,181

-889,124 -104,193

-1,352,627 -34,266

-975,859 -61,830

-1,533,049 9,674

914,029

58,603

-966,615 60,579

68,964

-1,560,650 85,531

-767,212 

1,195,191

489,265

-167,709 

784,931

889,619

1,003,944

1,027,194

1,318,361

-945,341 

1,542,723

 



14. 14. 14. 14.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 , , 대손상각대손상각대손상각대손상각, , , , 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

가가가가. . . .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단위:억원)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111         70          

417         440         

-           -           

23          6           

74          98          

나나나나. . . . 여신종류별 부실채권 대손상각 현황여신종류별 부실채권 대손상각 현황여신종류별 부실채권 대손상각 현황여신종류별 부실채권 대손상각 현황

(단위:억원)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          

-           -           -          

다다다다. . . . 대출채권 매각 현황대출채권 매각 현황대출채권 매각 현황대출채권 매각 현황
(단위:억원)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감증감증감증감

248         -           248        

248         -           248        

주) B/S 잔액 기준임 (매각일기준 환율 적용함)

라라라라. . . . 자산유동화 현황 자산유동화 현황 자산유동화 현황 자산유동화 현황 - - - -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양도인 또는 양도인 또는 양도인 또는 양도인 또는 
위탁자위탁자위탁자위탁자

양수인또는 양수인또는 양수인또는 양수인또는 
수탁자수탁자수탁자수탁자

주) 1)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은  B/S 잔액 기준임.
    2) 대상채권 종류는 가계, 신용카드, 기업 등임.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 또는 신탁금액 또는 신탁금액 또는 신탁금액 

비고비고비고비고((((계약상 계약상 계약상 계약상 
특이사항 등특이사항 등특이사항 등특이사항 등))))

합    계

양도일 또는 양도일 또는 양도일 또는 양도일 또는 
신탁일신탁일신탁일신탁일

 대상채권  대상채권  대상채권  대상채권 
종류 종류 종류 종류 

구분구분구분구분

가계자금대출금

신용카드채권

기업자금대출금 및 기타대출금

채권평가충당금

기 타 충 당 금

구분구분구분구분

구분구분구분구분

지급보증충당금

대 손 충 당 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대 손 준 비 금

특별대손충당금

합    계

은행계정

신용카드채권

기업자금대출금 및 기타대출금

종금계정

신탁계정

가계자금대출금

  



15. 15. 15. 15.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가가가가. . . .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

(단위:억원)

은행
신탁

은행
신탁

은행
신탁

주1)무수익여신은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의 합계임.

  2)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 여신의 합계임.

나나나나. . . .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증가액증가액증가액증가액 비고비고비고비고

해당 사항 없음

주 1) 전년대비 무수익 여신잔액이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이상 증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위 20개업체 기재.

     2) 비고란은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을 표시함.

   

다다다다. . . . 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
결정일자 결정일자 결정일자 결정일자 

2017201720172017년말년말년말년말
총여신잔액총여신잔액총여신잔액총여신잔액

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채권재조정
여신잔액여신잔액여신잔액여신잔액

비고비고비고비고

해당 사항 없음

총여신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                               

구분구분구분구분

(단위:억원)

-                              
245                            

245                            

2017 2017 2017 2017 년도년도년도년도
46,691                          
46,691                          

-                               

332                             

49,749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

245                            

주) 총여신잔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함.

무수익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

채권재조정내역채권재조정내역채권재조정내역채권재조정내역

245                            275                             
275                             

-                              

증가사유증가사유증가사유증가사유

49,749                         
-                              

-                               
332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16. 16. 16. 16. 파생상품현황파생상품현황파생상품현황파생상품현황

   파생계약은 장내계약 및 장외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활성화된 시장에서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1에 포함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활성화된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시장가격을

산정하거나, 비활성화 시장에서 산정된 유사한 시장가격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준 2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고시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공정가치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공정가치평가를 위한 투입변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들은 calibration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행은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valuation adjustment를 사용합니다.  Market Risk Reserve나 Credit Value

Adjustment 등의 valuation adjustment를 통해서 공정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1) 1)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분구분구분구분 잔액잔액잔액잔액 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선도 -                        -                        -                       

선물 -                        -                        -                       

스왑 -                        -                        -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16,832              176                   176                  

선도 1,113.34           4                       4                      

스왑 4,179                38                     38                    

장외옵션 11,539              133                   133                  

매매목적거래(C) 5,267,088         60,744              62,885             

선도 915,853.42       17,526.89         17,041             

선물 6,541                -                        -                       

스왑 4,276,119         42,377              45,070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68,575              839                   774                  

합계(A+B+C) 5,283,919         60,920              63,061             

2) 2) 2) 2)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3) 3) 3)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분구분구분구분 잔액잔액잔액잔액 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0 0 0

선도 0 0 0

선물 0 0 0

스왑 0 0 0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0 0 0

Match거래, 중개거래(B) 2,235 25 25

선도 0 0 0

스왑 1,771 25 25

장외옵션 463 0 0

매매목적거래(C) 3,894,239 29,928 30,990

선도 3,214 0

선물 1,574

스왑 3,822,300 29,088 30,216

장내옵션 0

장외옵션 67,151 839 774

합계(A+B+C) 3,896,474 29,953 31,016

4) 4) 4) 4)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5) 5) 5) 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분구분구분구분 잔액잔액잔액잔액 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선도 -                        -                        -                       

선물 -                        -                        -                       

스왑 -                        -                        -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14,597              151                   150                  

선도 1,113                4                       4                      

스왑 2,408                13                     13                    

장외옵션 11,076              133                   133                  

매매목적거래(C) 1,372,849         30,816              31,895             

선도 912,639            17,527              17,041             

선물 4,967                

스왑 453,819            13,289              14,854             

장내옵션 -                        

장외옵션 1,424                

합계(A+B+C) 1,387,445         30,967              32,045             

6) 6) 6) 6) 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통화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7) 7) 7) 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8) 8) 8) 8) 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주식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9) 9)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10) 10)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11) 11) 11) 1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단위:억원)

해외물해외물해외물해외물 국내물국내물국내물국내물 계계계계 해외물해외물해외물해외물 국내물국내물국내물국내물 계계계계

Credit Default Swap 0 0

Total Return Swap 0 0

Credit Option 0 0

Credit Linked Notes 0 0

기    타 0 0

계 0 0 0 0 0 0

12) 12) 12) 1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구분구분구분구분
신용매도신용매도신용매도신용매도 신용매입신용매입신용매입신용매입

 

 

 

 

 



17. 17. 17. 17.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지표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지표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지표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개별 지표개별 지표개별 지표개별 지표 2017201720172017년도 말년도 말년도 말년도 말 2016201620162016년도 말년도 말년도 말년도 말

규모 총익스포져                  16,574,593                      9,281,769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2,177,032                      1,728,150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2,936,259                         714,452 

증권발행규모                         46,000                          10,000 

원화결제규모                276,850,222                  258,377,942 

외화결제규모                235,680,713                  211,558,633 

보호예수자산                                -                                  - 

장외파생상품 잔액                175,736,541                  136,804,993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증권
합계

                                0                                  - 

외화부채                    3,704,687                      3,947,486 

가계대출                                -                                  -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18. 18. 18. 18. 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및 금리 현황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및 금리 현황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및 금리 현황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및 금리 현황

가가가가....여수신 상품별 금리 결정체계여수신 상품별 금리 결정체계여수신 상품별 금리 결정체계여수신 상품별 금리 결정체계

당점의 여신 적용금리는 기업의 재무제표현황,영업현황,산업분석등의 신용 분석을 통한 본점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수신 금리는 자금운영의 기준이 되는 은행간

CD RATE 및 정부채권에서 일정부분을 감하여 결정한다.

나나나나....여수신 상품별 금리 현황여수신 상품별 금리 현황여수신 상품별 금리 현황여수신 상품별 금리 현황

1) 1) 1) 1) 여신금리여신금리여신금리여신금리 (2017년 2월 28일 현재)

구분구분구분구분 최상위최상위최상위최상위 최다 차주최다 차주최다 차주최다 차주 최하위최하위최하위최하위 비고비고비고비고

등급등급등급등급 해당등급해당등급해당등급해당등급 등급등급등급등급

신용대출 등급

(무보증,1년) 적용금리

개인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등급

(1년) 적용금리

예금담보 대출 등급

(정기예금1년) 적용금리

기업일반대출 등급 4+ 4+ 6

기업대출2) (1년) 적용금리

기준금리+0.67% 기준금리+0.67% 기준금리+2.35% *기준금리는 대출만기별

로 상이함. 적용금리는 

평균치임.

등급 5+ 5+ 5+

적용금리 기준금리+0.4% 기준금리+0.4% 기준금리+1.55%
*적용기준 금리: 3M CD 또는 

Basic OD rate

주: 1)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

    2)무보증대출 기준

신용등급별신용등급별신용등급별신용등급별 1) 1) 1) 1)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당좌대출

 

 



2) 2) 2) 2) 수신금리수신금리수신금리수신금리 (2017년 2월 28일 현재)

최저금리최저금리최저금리최저금리
1)1)1)1) 최고금리최고금리최고금리최고금리

2)2)2)2) 비고비고비고비고((((우대금리우대금리우대금리우대금리))))

0.01% 1.50%

- - -

- - -

- - -

- - -

- - -

우대금리-0.5% 우대금리 3개월대고객CD금리

우대금리-0.5% 우대금리 6개월대고객CD금리

우대금리-0.5% 우대금리 1년 국채 금리

우대금리-0.5% 우대금리 2년 국채 금리

우대금리-0.5% 우대금리 3년 국채금리

- - -

주:  1)기본고시금리 기준

     2)일반우대금리 기준

정기예금 1년

3년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년

3년

정기적금 2년

구분구분구분구분 기   간기   간기   간기   간

보통예금 1년

저축예금 1년

 



19191919....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    제도제도제도제도        

  

가가가가. . . . 준법감시인의준법감시인의준법감시인의준법감시인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 법규 및 은행실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은행법상

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지점장이 본점 및 지역본부의 준법감시부서장과 협조

하여 임명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

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나나나나. . .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    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    

 

h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h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h 준법감시인은 국내 법규 및 본점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

한다. 

h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정기 및 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기

록관리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관련 질의에 대해 자문한다. 

h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당 지점의 업무가 적법하게 이

뤄지도록 협조한다.  

h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당국 및 검사조직과 협조한다.  

    

 

 

 

 

 

 

 

 

 

 

 

 

 



20202020. . . . 내부통제내부통제내부통제내부통제        

비엔피파리바은행의 내부통제는 그룹의 내부통제헌장 및 내부감사헌장에 기초를 둔다. 

 

가가가가. . . . 내부통제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부통제는 경영진에 의해 실행되는 업무절차 및 검증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은행 내부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 내, 외부 정보의 신뢰성 

� 거래의 보안성 

� 법률, 규정 및 내부정책의 준수 

 

나나나나. . . . 내부감사원칙내부감사원칙내부감사원칙내부감사원칙    

독립성독립성독립성독립성    및및및및    감사영역감사영역감사영역감사영역    

� 비엔피파리바은행의 내부감사조직은 그룹의 모든 부문과 독립되어 있으며, 모든 그룹 

부문과 자회사 및 관련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의 외주부문까지 감사영역에 

포함된다. 

 

감사업무의감사업무의감사업무의감사업무의    목표목표목표목표 

� 법규준수감사 – 내부 및 외부법규의 준수 및 재무, 영업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 효율성감사 –절차, 방법 및 인력, 자원의 효율적 운영 

� 경영감사 –경영역량 및 영업전략 등의 적합성, 그룹정책과 부합  

 

다다다다. . . . 내부내부내부내부감사절차감사절차감사절차감사절차    및및및및    주기주기주기주기    

감사절차감사절차감사절차감사절차    

� 연간리스크평가 – 감사영역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주기를 결정 

� 연간감사계획 –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수립 

� 연간감사 -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수행 및 감사 지적사항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감사감사감사감사    실행실행실행실행    주기주기주기주기  

� Critical Risk :   매년 

� High Risk     :   12 개월 에서 24개월  

� Medium Risk   :   24 개월 에서 36 개월  

� Low Risk      :   36 개월 에서 48 개월  

 

 

 



21. 21. 21. 21. 금융사고 발생현황금융사고 발생현황금융사고 발생현황금융사고 발생현황

가.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사고금액사고금액사고금액사고금액
주주주주))))

 기준 기준 기준 기준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1111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2222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총   계

나. 금융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건)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1111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2222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도난피탈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기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금융질서 문란행위

총   계

주)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 기타'로 분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사고유형기준사고유형기준사고유형기준사고유형기준

금전사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금융사고의 사고금액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른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 또는 피해예상금액을 의미(회수금액 또는 회수예상금액은 감안하지 않음)

해당사항없음

 

 

 

 

 

 

 

 

 

 

 

 



22. 22. 22. 2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

위반구분위반구분위반구분위반구분 발생월발생월발생월발생월 비율비율비율비율
향후 향후 향후 향후 

준수계획준수계획준수계획준수계획
약정서체결내약정서체결내약정서체결내약정서체결내

용용용용
이행여부이행여부이행여부이행여부 비고비고비고비고

23. 23. 23. 23.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

24.  24.  24.  24.  민원건수 및 민원발생평가등급민원건수 및 민원발생평가등급민원건수 및 민원발생평가등급민원건수 및 민원발생평가등급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민원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당 분기 :   2017년 4분기(2017.10.1∼2017.12.31)

  - 직전 분기 : 2017년 3분기(2017.7.1∼2017.9.30)

 가. 민원건수

증감률(%) 증감률(%)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나. 유형별 민원건수

증감률(%) 증감률(%)

수신

여신

신용카드주1) 신용카드 
업무겸영

외환업무

기타
주2)

주1) 신용카드 겸영은행인 경우 비고에 해당사항을 표시

주2)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홈페이지 오류, 직원응대 등

 다. 주요 금융상품별 민원건수

증감률(%) 증감률(%)

정기 
예·적금
그 외 수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외 여신

신용카드 
업무겸영

주1) 체크카드 포함, 신용카드 겸영은행인 경우 비고에 해당사항을 표시

구분

민원건수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환산건수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자체민원1)

대외민원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합 계

주2)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금융회사로 이첩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민원(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유형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합 계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4444분기분기분기분기

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3333분기분기분기분기

합 계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수신

여신

신용카드
주1)

방카슈랑스

펀드

기타



25. 25. 25. 2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부문별 평가 결과 부문별 평가 결과 부문별 평가 결과 부문별 평가 결과

(2017(2017(2017(2017년년년년) ) ) ) 

1. 민원건수

계량 2. 민원처리기간

부문 3. 소송건수

4. 영업 지속가능성

5. 금융사고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비계량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부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소비자정보 공시

주1)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주2)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3) 회사별 평가결과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http://www.kfb.or.kr/counsel/consumer_protection.html?S=CFD)

26. 26. 26. 26. 수시공시사항 수시공시사항 수시공시사항 수시공시사항 

수시공시일자 수시공시내역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2227777. . . . 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    관리관리관리관리 

 

가가가가....        리스크관리체계리스크관리체계리스크관리체계리스크관리체계    및및및및    운영상황운영상황운영상황운영상황    

  

1) 리스크관리시스템 

당행의 “리스크(RISK)”관리부는 BNP Paribas 그룹내  리스크관리 업무의 2차 방어를 수행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BNP Paribas 서울지점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각 리스크 부문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는  글로벌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2) 신용리스크관리 상황 

모든 여신신청은 당행의 글로벌여신 정책에 따른 해당여신 정책과 절차에 따라 현행법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신실행 이전, 차주의 영업계획, 구조적 운영상황, 모니터링 

가능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여신심사를 실행하고, 모든 여신에 대하여 적절한 신

용등급과 여신회수율을 부여하며 이에 대한 연간 여신심사를 행하고 있다. 

 

3) 시장리스크관리 상황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당행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의한 금리감응보고서를 생산하여 리스크

금액(EUR환산금액)이 지점, 지역본부 및 본점 승인한도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매일 

보고 및 관리 감독하고 있다. 

 

가격변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들오피스와 함께 당일 손익을 최대손실한도(stop loss 

limits)와 체크하며, 일정 손실 발생시 당행 임원진에게 보고함으로써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book)에 과도한 리스크 및 포지션 exposure를 방지하고 있다. 

 

외환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일 각 통화별 포지션을 확인하며 각각의 exposure에 대하여 

본점에서 승인된 방식에 의한 리스크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4) 유동성리스크관리 상황 

유동성리스크는, 시장에서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

들의 거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유동성리스크는 불확실한 유동성에 기인한 재

무적 리스크이며, 이러한 기본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은 신용도 하락,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현금

유출, 기타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피하도록 만드는 여러 사유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

국 은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행의 “리스크(RISK)”관리부는 자금부와 영업부서 간의 

미달러화 및 원화자금 조달상황(금액 및 이자율 등)을 매일 모니터하고 있다. “리스크(RISK)”관



리부는 미래의 현금유출로부터 오는 과도하거나 구체적인 유동성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지점의 미달러 현금흐름을 감시하는 보고서를 매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격주로 자금조달 내역 

(포지션 및 이자율 포함)과 자금조달 및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분기 단위로 열리는 ALCO 회의에서 모든 관련 부서들은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검

토하며 잠재적인 유동성 이슈, 앞으로의 전략 및 시장의 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내부통제현황내부통제현황내부통제현황내부통제현황    

 

1)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지점의 활동에 대해 연간 리스크평가를 수행하고 리스크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는 감사기간 중에 내부통제의  

적정성, 법규준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위험 모니터링 절차를 점검한다. 

 

2) 리스크 Controller 기능 

     각각의 리스크 콘트롤러는 본점규정에 의해 설정된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용관리되며 

     또한 지역본부와 본점으로의 정기적 보고서 제출을 통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통제를 기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    

  

은행계정 및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 대해 적용된다. 

 

1)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원칙 

 

         금융상품에 대한 포지션은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book)과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트레이딩 포지션

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환포지션은 취득의도와 관계없이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

율 산출기준" 제2장 3절에 규정된 모든 포지션을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한다. 

 

  ①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②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③ 인수․중개 및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단, 지급보증으로 회계처리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제외)  

  ⑤ 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⑥ 기타 트레이딩 포지션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포지션으로서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2) 트레이딩 포지션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 등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①『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해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자산 

   ②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및 이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취하는 파생상품 

   ③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있는 시가평가대상 신탁계정의 유가증권(단, 8조에 해당하는 포지션은 

제외 가능) 

   ④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2장 3절에 규정된 외환포지션 

   ⑤ 기타 트레이딩포지션 구분원칙에 부합되는 자산 및 부채 등 (예: CD, RP 등) 

 

 

3)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투자수단의 종류 

 

①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주식 및 채권과 유사한 가격변

동을 나타내는 전환사채, 우선주, 수익증권 등 기타 금리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

(대여유가증권을 포함),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②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제 2-1 조에 규정된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  

③ 대지급이 확실시되고 회수 불가능한 외화지급보증(외환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하거나 제외가능함) 

④ 이미 완전히 헷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순수입 또는 지불액 

⑤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4절에 규정된 델타환산포지션으로 산출된 통화옵

션거래 

    

 

4)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지션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일일 공정가액평가가 불가능한 포지션 

   ②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시장중개가 일반적이지 않은 포지션 

   ③ 일별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포지션 

   ④ 일일 공정가액평가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매각이 제한된 포지션 



 

라라라라. . . . 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    및및및및    역할역할역할역할        

 

        리스크관리운영의 관련 부서 및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 콘트롤러 (Risk – Global Markets) : 시장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정책 지침의 개정, 한도초과 여부와 관련된 상시검사 및 조치사항 

 

② 자금부 (Dealing Room) 

  ⓐ 원화 및 외화부문 트레이딩포지션의 운영 및 관리 총괄 

   ⓑ 신탁부문 트레이딩포지션의 운영 및 관리 총괄 

 

③ 회계부 : 트레이딩포지션과 관련된 회계처리 

 

④ 정보시스템부 (IT) : 전산데이타 제공에 관한 사항, 전산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내부감사 (Internal Audit) :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28. 28. 28. 28. 상품이용시 유의사항상품이용시 유의사항상품이용시 유의사항상품이용시 유의사항

   1) 은행거래는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2)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우리은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3) 대출의 이용은 채무자 본인의 수입등으로부터 무리없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4) 담보부여신의 이용시에는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9. 29. 29. 29.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문별부문별부문별부문별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수수료명칭수수료명칭수수료명칭수수료명칭 적용요율적용요율적용요율적용요율 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

송금수수료 건별 40,000원

송금수수료
(인터넷뱅킹)

건별 30,000원

우편료 지역별해당요금

전신료 건별 10,000원

타발송금(해외) 송금수수료 건별 30,000원 

외화현찰대체매매 현찰수수료 -

추심(당타발 공통) 추심수수료 건별
당발 : 40,000원
타발 : 30,000원

외화대체 대체료 0.00% -

원화송금수수료 건별 15,000원

10억이하 : 500원

10억초과 : 10,000원

급여이체 : 500원

지로/공과금이체 : 500원

외화송금수수료 건별 20,000원

외화송금수수료 

(인터넷뱅킹)
건별 10,000원

신용장통지 통지수수료 건별 KRW30,000

신용장통지 우편료 건별 KRW3,000

신용장변경 변경수수료 건별 KRW30,000

신용장양도 양도수수료 건별
KRW30,000원 (해외 양도: 고객별 

해당요금 적용)

신용장확인 확인수수료 건별 지역별해당요금

신용장취소 취소수수료 건별 USD50.00

일람불수출환어음매입/재매입 환가료 Libor + 고객별마진

유산스수출환어음매임/재매입 환가료 Libor + 고객별마진

수출환어음추심 추심수수료 건별 USD80.00

매입/추심 우편료 건별 USD60.00

매입/추심 대체료 0.05% FLAT 최저 USD50.00

매입/추심 전신료 건별 USD30.00

신용장개설 개설수수료
고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일할 징수

최저수수료 : KRW30,000 (수입대금 
결제후 수수료 환급)

신용장개설 전신료 건별 KRW30,000

기한연장/증액 연장/증액 수수료
고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일할 징수

최저수수료 : KRW30,000 (수입대금 
결제후 수수료 환급)

기타조건변경 조건변경수수료 건별 KRW10,000

기타조건변경 전신료 건별 KRW10,000

추심 추심수수료 건별 USD80.00

S/G 발행 발행수수료 건별 KRW30,000

S/G 발행 보증료 0.3% per year 최저 수수료 KRW30,000

일람불어음결제 환가료 Libor + 고객별마진
환가료일수 : 고객의 실제 상환일까지 

징구
수입어음결제 상환수수료 건별 USD100.00

수입어음결제 하자수수료 건별 USD100.00

지급보증개설 개설수수료
고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일할 징수

최저 (국내: KRW50,000, 해외: 

EUR350.00)

기한연장/증액 연장/증액 수수료
고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일할 징수

최저 (국내: KRW50,000, 해외: 
EUR350.00)

기타조건변경 변경수수료 건별 KRW50,000 OR USD50.00

지급보증개설/조건변경 전신료 건별 KRW20,000 OR USD20.00

지급보증개설/조건변경 수입인지 건별
KRW10,000 OR EUR10.00 (거주자 고객 

제외)

지급보증취소 취소수수료 건별 KRW50,000 OR USD50.00

팩토링채권 Arrangement fee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일회성 징수

팩토링채권 Annual fee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년간 으로 징수

건별

팩토링

수입

지급보증

당발송금(해외)

수수료 일람표수수료 일람표수수료 일람표수수료 일람표

외환

수출

수신 당발송금(국내)

원화송금수수료  
(인터넷뱅킹)



30303030. . . . 주요용어해설주요용어해설주요용어해설주요용어해설    

    
주요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봅니다.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비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의 지분율이 15% 초과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를 비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 보통주배당률 

     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보통주배당누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보통주배당률 =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말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 × 100 

 

   - 보통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1주당 배당누계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보통주 주당배당액 :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누계액의 비율로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배당성향 : 당해연도 결산후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 세후 당기순이익 ×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은행계정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 충당금적립전이익 

     충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ㅇ충당금적립전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제충당금환입액 + 제충당금전입액(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대손보전기금) 

+ 지도사업전출  

        * 대손보전기금, 지도사업전출은 농수협 해당 

 

   - 특별유보금과 채권평가충당금   

       (1) 특별유보금 :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2) 채권평가충당금 :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을 대출금 등으로 운용할 때에 대출금 

등의 대손에 의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 당기손익인식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당기손익인식지정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최초 취득시점에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를 말합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 증권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2)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할 경우 

(3) 복합계약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리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유가증권이거나 당기손익인식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총여신 : 대출금(원화, 외화, 역외외화, 신탁계정 대출금 포함) + 내국수입유산스 + 

지급보증대지급금+확정지급보증+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채권+여신성가지급금+매

입외환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및 관련 미수금 포함) + 사모사채 + 기업어음 + 

종합금융계정의대출채권+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등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분류단계 정                  의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    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 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 월 이상 12 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약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 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무수익 여신산정기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 

 

 대상 산정기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 

자 

미 

계 

상 

여 

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     신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법정관리, 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 

자 

미 

계 

상 

여 

신 

채무상환 

능력악화 

여    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수의문거래처)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 

자 

미 

계 

상 

여 

신 

채    권 

재 조 정 

여    신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② 3월이상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기준금리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이하분류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1) 고    정 : 총여신 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액 

       (2) 회수의문 :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3) 추정손실 :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파생상품거래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입니다.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입니다. 

       3) 헤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입니다.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헤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입니다. 

       5) 잠재적신용익스포져는 리스크요인별, 잔존만기별로 신용환산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외은지점의 경우 

운영리스크 제외)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재무건정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입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1개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토록 하는 단기 유동성비율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비율은 100%이상(외국은행 국내지점은 

60%이상)입니다. 다만, 동 경영지도비율은 은행별 성격 및 국제기준의 단계적 이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구 분 은 행 외국은행지점 
산업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수협중앙회 

2015년 80% 20% 60% 

2016년 85% 30% 70% 

2017년 90% 40% 80% 

2018년 95% 50% 90% 

 

 

 

 



   - 단순자기자본비율 

       은행이 자산규모(총익스포져) 대비 자기자본(기본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자산증자를 억제하는 자본규제의 보완적인 규제 수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레버리지비율로서 기본자본(분자)을 총익스포져(분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업무용유형자산 비율은 은행이 점포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 투자액, 

임차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동 투자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자금부문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화대출금 수익률에서 

원화예수금 비용률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대출운용의 적정수익력 및 저비용성자금(Low Cost 

Funding)조달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명목순이자마진 

    (☞ 업무보고서 순이자마진 B2510 참조)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결산기말에 금융감독원앞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상의 순이자마진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기재한다. 

    ㅇ명목순이자마진(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 신탁부문이익 

      은행의 손익발생 원천에서 신탁부문이익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신탁부문이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보전금 

 

 

   - 순외환익스포져 

      순외환익스포져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투기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설정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순외환익스포져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50% 이내입니다. 



 

   - 지급보증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확정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 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 행위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2) 미확정지급보증 : 화물선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 의뢰인의 주채무 이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대손준비금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이며, Moody's, S&P, Fitch 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기간에 따라 장/단기, 통화에 따라 자국통화표시/외화표시, 

종류에 따라 채권(부채)/예치/발행 관련 신용등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단기에서 

단기등급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을 나타내며, 

국내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사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평가사가 1～2개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3대 신용평가사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신용평가사별 신용등급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Moody's S&P Fitch 

장기 

투자적격 등급 
Aaa～Baa3 

(10등급) 

AAA～BBB- 

(10등급) 

AAA～BBB- 

(10등급) 

투기등급 
Ba1 ～ C 

(11등급) 

BB+ ～ SD 및 D 

(12등급) 

BB+ ～ D 

(14등급) 

단기 

투자적격 등급 
P-1 ～ P-3 

(3등급) 

A-1+ ～ A-3 

(4등급) 

F1+ ～ F3 

(4등급) 

투기등급 
NP 

(1등급) 

B ～ SD 및 D 

(6등급) 

B ～ D  

(3등급) 

 

 

 

 

 

 

 

 

 

 

 

 



o 장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Aaa AAA AAA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1 

Aa2 

Aa3 

AA+ 

AA   

AA- 

AA+ 

AA 

AA- 

Aaa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A1 

A2 

A3 

A+ 

A 

A- 

A+ 

A 

A-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 

Baa1 

Baa2 

Baa3 

BBB+ 

BBB 

BBB- 

BBB+ 

BBB 

BBB-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투기등급

Ba1 

Ba2 

Ba3 

BB+ 

BB 

BB- 

BB+ 

BB 

B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Partially Speculative) 

B1 

B2 

B3 

B+ 

B 

B- 

B+ 

B 

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Speculative)  

Caa1 

Caa2 

Caa3 

CCC+ 

CCC 

CCC- 

CCC+ 

CCC 

C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Ca CC 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C C C 최저등급(Extremely Poor) 

  SD 및 D 

DDD 

DD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Bankruptcy) 

   

 

 

 

 

 

 

 

 

 



o 단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P-1 

(Prime-1) 

A-1+ 

A-1 

F1+ 

F1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2 

(Prime-2) 
A-2 F2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P-3 

(Prime-3) 
A-3 F3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투기등급

NP 

(Not 

Prime) 

B 

B-1 

B-2 

B-3 

B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C C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SD 및 D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신용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 시장리스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 금리리스크 

       금리가 금융기관의 금리민감 자산, 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서 

금리 EaR(Earning at Risk)과 금리 VaR(Value at Risk) 등으로 측정됩니다. 



31~3631~3631~3631~36.  .  .  .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참조참조참조참조....    



****    별별별별    지지지지    ((((조조조조    직직직직    도도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