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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pliance Risk Management

금융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하며 발생 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전사적 관리 체계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금융사업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2015년 한해 동안 영국 금융감독당국에서 

부과한 벌금만 ￡10억(약 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HSBC는 전체 임직원 수의 약 10%에 이르는 24,300명의 전문가가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7.5억 ~ $8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1.5억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tuart Gulliver, Group Chief Executive, HSBC

금융 컴플라이언스 변화 동인

• 비즈니스 모델의 복잡도 증가

• 핀테크 진화 속도의 광속화

• 노출 취약점 다양화

• 사회와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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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등

규제의 복잡성

다양한 규제들의 
변화와 규제 간 
복잡한 상호 연관성

Regulatory Compliance Risk Management :

Why is regulatory risk in financial institution so important?

최근의 금융 기관들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소극적 법규 준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수준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What are the key challenges?

What’s driving the change? 

Changing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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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 동안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10억
(약 1조 6천억 원)

변화 시기 및 
범위의 불확실성

규제 변화 시기와 
규제 적용 범위 
예측의 불확실성

신규 규제 도입

유럽과 미국, 영국 
등에서 신규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

지속적 비용 소요

성장이 아닌 금융 
규제 변화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지속적 비용 소요

스킬

기술과 능력을 위한 
내부경쟁의 필요성

IT 시스템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IT시스템



금융 기관들이 체감하고 있는 핵심 컴플라이언스 변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need for change

Prioritisation

Overload

Silos

Transparency

Disconnect

Scope Creep

2016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사전 감독에서 사후 감독 방식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하는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 폐지방안 검토

• 과징금 ·과태료 제도 개편, 금전 제재 부과대상 ·금액 확대, 단기 ·일부 영업정지 운영 
등을 통해 기관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엄중 부과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 제고

• 금융회사 자체 감시시스템 기능 강화 유도

Changes in FSS regulatory policy

05Compliance Risk Management  l

검사·제재 개혁의 심화

금융회사 사후책임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상대적 우선 순위의 결정

모든 규제 사항을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상대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업무 과부하

규제 요건의 증가로 일상적 업무 

활동에 부담 가중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관리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서의 관련

업무 기록의 보관 · 유지의 필요성 

투명성 확보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구축

컴플라이언스 대상 범위와 
발생 비용 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련 범위와 비용 증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의 내재화

업무 수행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활동과의 불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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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2016년 현재 40개의 법률과 약 100개의 관련 시행령,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이를 준수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The difficulty of regulatory compliance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s)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저비용·고효율로 유지할 수 있을까?

감독당국의 제재 이전에 어떻게 규제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시행세칙 및 
감독규정

현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간단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제 환경 

변화를 관리할 수 있을까?

컴플라이언스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여 

컴플라이언스 지식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과 

기존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 수 

있을까?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인식과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까?

Compliance Officer’s concerns

•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

• 보험업 시행규칙, 보험업 감독규정 등

• 기타 감독규정 등 

• 은행법 시행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화재보험법 시행령

• 기타 법률에 따른 시행령

• 은행 관련 법률(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 금융투자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공사채 등록법 등)

• 보험 관련 법률(보험업법, 화재보험법 등)

• 기타 서민금융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  및 금융산업 공통 
법률(예금자보호법 등)

특히,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 측면, 수작업 업무 수행으로 인한 현업과 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Compliance

Officers

시행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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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한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 정보의 현업 적시 제공에 대한 요구

• 프로파일링된 방대한 법령 및 감독규정, 체크리스트,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Compliance 부서의 현업 Compliance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효과적 독려 방안 마련

• 담당 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맞춤형 Reporting”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 금융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측면의 유효성 강화 

Regulatory Compliance Risk Management IT System

시스템에서 법규 및 관련 감독
규정의 (제)개정 사실을 통보

(제)개정된 연관된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warnning

해당 업무 개선 작업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적합한지 검토

법 위반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Compliance IT 시스템의 주요 기능적 방향성은 효율적 Compliance 업무 수행 지원, 체계적 Compliance 정보 

관리 및 전사 통합 관점에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ompliance IT 시스템 기반 Regulatory Compliance Process 

전사 통합 관리

Compliance 정보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

업무 효율화

관리 부서의 업무 기능은 강화

현업의 업무 부담은 완화

현업 참여 극대화

시스템적으로 현업 Compliance 활

동 참여 극대화 통한 문화 확산

법규 및 감독규정

(제)개정 발생
(제)개정 
사실 통보

관련 업무 
파악

관련 업무
개선

관련 업무
적합성 검토

지속적 
모니터링





“ I won’t sell the future 

for short-term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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