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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 협약안이 금융 산업에 끼치는 영향 

최근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 관리가 금융 기관의 

핵심 전략으로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럽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위험 규제 자본량을 

통제하는 BASEL II 협약안이 제시되었다.  BASEL II 협약안에 의하면 

위험 관리를 잘하는 금융 기관일수록 위험 규제 자본량이 적어지고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자본량이 늘어나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증대하는 것이다. 2007 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BASEL II 

협약안 상에서 위험 규제 자본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위험 관리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하므로 

국내외 주요 금융 기관은 BASEL II 협약안을 만족시키는 위험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서 현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BASEL II 협약안은 감독 기관이 금융 기관에게 위험 관리를 

종용하는 규제 차원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금융 기관이 자사의 수익성을 안전하고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BASEL II 협약안을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수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1>은 BASEL II 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다. 

 

<표 1> BASEL II 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대적 

영향도 
영향요인 

수익성 
 

- 위험 관리 기법 고도화를 통한 위험 규제 자본량 축소 

- 효과적인 위험관리에 의한 손실 사고 규모 및 빈도의 축소 

업종간 

진입장벽  

- BASEL II 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프로세스/인적 자원 

필요성에 의해 금융업 진출 비용 증가 

- 투자/신사업에 대한 Valuation Skill 이 향상하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타 금융 업종 진출이 줄어듬 

선두/후발 

금융 기관 

간의 격차 
 

- Best-in-Class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특혜(규제자본, 

공시 등) 

-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Risk Adjusted Performance 



Management 및 투자/신사업에 대한 Valuation Skill 향상 

규제 
 

- BASEL II 관련 내부 감독 및 보고를 위한 업무 부담 

- 금융기관, 감독기관 및 투자자 간의 Consensus 확립과 규제에 

대한 검증 기간 소요 

자료: Schroeder Solomon Smith Barney, Sep 2001 

 

BASEL II 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위험관리 역량이 높은 금융 기관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 규제 자본량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자본량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관리를 통해서 각종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출 고객의 도산 혹은 내부 직원의 횡령에 의해 

금융기관이 적잖은 손실을 본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효과적인 위험 

관리 역량을 가진 금융 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ASEL II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융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수익성 측면뿐 아니라 위험성 측면에서도 신사업 진출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간의 무분별한 상호 진출도 

줄어들 것이다. 

셋째, 규제 당국이 위험 관리 역량이 높은 금융 기관들을 각종 

미디어를 통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역량이 높은 금융 

기관에게 보다 유리한 시장 환경이 될 것이다.  또한 위험 관리 

역량은 위험 보정 성과 평가(Risk Adjusted Performance 

Management)와 위험 보정 신사업/신상품 평가(Risk Adjusted 

Valuation) 등과 같은 기업 핵심 역량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위험 

관리 역량의 차이는 보다 근본적인 기업 핵심 역량의 수준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BASEL II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험 관리 절차를 

감독하고 BASEL II 협약에 맞는 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등 규제를 위한 

부가 업무와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BASEL II 시행 



초기에는 금융 기관과 감독 당국 사이에 규제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을 연속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금융 기관의 BASEL II 대응 현황 

해외 선도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전략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BASEL II 협약안 대응을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림 1]은 선두 업체와 후발 업체의 

BASEL II 대응 현황을 해외 금융 기관 임원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 1 천억 달러 이상의 Tier 1 

그룹과 자산 1 천억 달러 미만의 Tier 2 그룹은 BASEL II 기한 내에 

위험 관리 역량을 확보할 확률이 각각 80%와 30%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Tier 1 그룹으로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해외금융 기관의
BASEL II 요건 충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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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M Institute of Business Value, 2002, 전세계주요은행 동향 조사 

[그림 1] 해외 금융 기관의 BASEL II 요건 충족 예상. 



 

국내 금융 기관들도 [그림 2]와 같이 주요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BASEL II 대비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전사 위험 역량 확보를 감안하기보다는 시장/신용/운영위험 

관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보다는 BASEL II 

규제 대응 차원에서 위험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국내외 대형 은행 추진 현황추진단계

• 기업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출범

• 여신종합관리시스템 (CRMS) 개발
중 - 프로세스/시스템 통합

• 운영 리스크 I단계 완료

• 운영리스크 관리 Phase I 프로젝트
출범국내 D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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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조직

국내 E 은행

 

자료: IBM BCS Korea, 2003. 12, 국내 주요은행 동향조사 

 [그림 2] 국내 대형 은행들의 BASEL II 대응 추진 현황. 

 

BASEL II 협약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BASEL II 협약안은 금융 기관의 모든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전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BASEL II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의 대응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하여 IBM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신용위험, 

운영위험, Migration Plan, 그리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신용위험> 

[그림 3]에서와 같이 국내 금융 기관 대부분이 속하는 Tier 2 (자산 

1 천억 달러 미만) 그룹에서는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과 감독 기관의 

정책 미비를 이유로 BASEL II 시행 이후에 Advanced IRB 기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ier 2 그룹의 신용리스크 관리 기법 예상 원인

Undetermined
19%

Standardized
19%Foundation IR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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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dvanced IRB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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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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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oundation IRB
40%

B
A

SEL II D
eadline

2 Years after
B

A
SEL II D

eadline
Foundation IRB 기법이
비용 대비 효과(리스크자
본축소/구축비용)가 뛰어

남

Foundation IRB 기법이
비용 대비 효과(리스크자
본축소/구축비용)가 뛰어

남

Advanced IRB 기법에 대
한 논란이 여지가 아직 많
음

Advanced IRB 기법에 대
한 논란이 여지가 아직 많
음

여신 프로세스 및 데이터
등 인프라의 구축 비용이
큼

여신 프로세스 및 데이터
등 인프라의 구축 비용이
큼

 

자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전세계 주요 은행 조사 결과 

[그림 3] 신용위험 관리기법 채택 동향. 

 

IRB (Internal Rating Based)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신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 2>의 



선진사례에서 보는 같이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선행한 후에 IRB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은행규모 

및 특성에 따라서도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소규모 국내은행의 

경우 SA(Standardized Approach)를, 국제거래가 적은 대형은행의 경우 

FIRB(Foundation IRB)를, 국제 대형은행의 경우 AIRB(Advanced 

IRB)를 수용하는 것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BASEL II 신용 위험 대응 사례 및 시사점. 

관련 사례 시사점 

Deutsche Hypo 

- 여신프로세스와 지원시스템간의 연계기반

확립 

- 금융자회사간의 통합 연계확립 

Standard Chartered 

- BASEL II 를 지원하기 위한 DB 와 모델, 

400 개가 넘는 핵심 데이터 아이템들을

관리할 도구로 DW 구축 

- BASEL II 시행 시기까지 중장기 적

으로 고급기법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신용위험 데이터 수집과 축

적기반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점진

적으로 측정기법을 고급화시켜 나

가는 것이 효과적임 

 

금융기관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언제나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를 통해 생성된 신용위험 

정보는 다양한 계층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운영위험>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 JP Morgan Chase 의 경우 

지속적인 전사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 위험 

요인과 이의 손실 추정액을 파악한 후에 운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프로세스/시스템 개선(Six Sigma 기법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운영리스크
자가평가

비즈니스
개선추진
⌧ 

비즈니스
프로세스

반영

손실가능성

추정

운영리스크관리

운영리스크감소를위한선순환구조 기대효과 시사점

정기적인자가평가를통한
지속적인운영리스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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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 Morgan Chase, Capital Allocation for Operational Risk 

 [그림 4] 선진 금융 기관의 운영 위험 관리 사례. 

 

이러한 활동은 자가 개선을 위한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운영위험 자가평가, 손실 가능성 추정 

및 Six Sigma 등을 통한 비즈니스 개선 추진의 순환적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은행의 운영위험을 감소시실 수 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따라 내재된 운영 위험 요인도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선순환 체계의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위험 관리를 위한 선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운영위험 파악으로 조직/프로세스/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위험 요인이 

있는 가를 파악해야 하며, 둘째, 운영 위험 현황 파악으로 운영 위험 

요인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조직/프로세스/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가에 대한 TO-BE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Migration Plan> 

영국 Abbey National 등과 같은 선진 금융 기관들은 BASEL II 

Planning 을 통해 구축 단계 이후의 조직/시스템/프로세스에 관한 



명확한 청사진과 이를 이루기 위한 Migration Plan 을 조기에 설계하고 

BASEL II 대응 과정에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 

Migration Plan 을 통한 기대효과는 중복투자를 조기에 제거하고 

최적화된 BASEL II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청사진과 비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BASEL II Planning 에는 되도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표 3>은 BASEL II 대응을 위한 청사진의 상세 내용을 보이고 

있다. 

 

<표 3> BASEL II 대응을 위한 Migration Plan 의 상세 내용. 

프로그램 관리방안 위험 정책, 프로젝트 조율, 협력사 관리, 감독기관 현황 파악

위험 담당 조직체계 방안 조직간 역할 및 책임, 보고 체계, 감사 체계 

위험 관리정책 및 프로세스 위험 관리 정책, 프로세스 개선안, 프로세스 모델 

데이터 및 시스템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쳐, 데이터 논리 모델, 보고서 양식 

위험 측정방법론 및 도구 IRB, AMA, 패키지 평가 및 선택 

 

일반적인 BASEL II 대응 과정은 CEO/CRO 주관하의 Planning 

Phase 와 각 LOB(Line of Business)별로 수행되는 Implementation 

Phase 로 나뉘어 진행되며 ([그림 5] 참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Phase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 관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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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ASEL II Migration 을 위한 Lifecycle. 

 

<데이터 관리>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들 역시 국내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위험 데이터 관리를 BASEL II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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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2002, 전세계 주요 은행 조사 결과 (다중 선택으로 

총합이 100%가 넘음) 

[그림 6] BASEL II 대응의 주요 도전 과제들.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세부 도전 과제들로는 크게 재무데이터와 

위험 데이터의 통합성 확보, 그리고 신용위험 IRB 와 운영위험 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데이터 관리부문 세부 도전 과제. 

- 차주정보, 담보정보 등 기반 데이터의 일관성 

- 고객/거래 데이터와의 연계성 재무 데이터와 위험 데이터의 

통합성 확보 - 재무제표, 위험 관리 보고서, 감독 기관 제출 자료

(Disclosure) 간의 일관성 

- 보다 정교한 데이터 축적 신용위험 IRB 와 운영위험 AMA 의 

데이터 충족 요건 - 내부적으로 축적된 부도/손실 데이터 활용 

 



Deutsche Bank 와 같은 선진 금융기관들은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재무 데이터와 위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써 

통합 관리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통합 웨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기반 모델의 활용은 매우 유용하며, 이를 이용하여 Pillar I 

(규제자본 측정)의 데이터 관리 뿐만 아니라, Pillar II (감독당국의 

점검)의 대비 및 Pillar III (시장규율)의 자기자본 구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산출, 관리할 수 있다.  [그림 7]은 기반 모델의 한 예인 IBM 

BDW (Banking Data Warehouse)의 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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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2003. 

[그림 7] IBM BDW 기반 모델 예시. 

 

맺음말 

전사위험 관리는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에 견디면서 비즈니스의 

운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Resilience 역량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조직의 역량은 과거 IT 중심의 Resilience 에서 

점차 개별 조직 그리고 산업 전체 시스템의 Resilience 로 확대 

진화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Resilience 역량을 진정으로 체화시킨 금융 기관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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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2003. 
[그림 8] Resilience 의 성숙단계. 

 

이러한 Resilience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진 수준의 위험 관리 역량은 

단순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프로세스/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전사적인 비즈니스 

전환(Business Transformation)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는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조직 구조, 

팀별 역할 및 책임, 성과 지표 등)를 갖춤과 동시에 전 임직원들이 



수익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문화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업무 체계(승인, 통제, 보고 

체계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사적인 위험성 정도를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사적인 비즈니스 전환은 상당한 자원의 투여와 긴 시간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SEL 

II 협약안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규제 대응뿐 아니라 수익성 보호와 

전략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이므로 선도 금융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