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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1. 선언문

본 자료는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경영 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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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목표 및 방침

글로벌 무역 및 금융 파트너인 한국은 HSBC에 중요한 시장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HSBC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성장하고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SBC는 또한 한국 금융기관과 공기업에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혁·추이

1897년 제물포에 사무소 개설

1920년 제물포 사무소 폐쇄

1982년 02월부산지점 개설

1984년 12월서울지점 개설

1998년 개인금융 업무 시작

1998년 11월 삼성지점 개설

1999년 01월 압구정지점 개설

2000년 01월 서울지점의 개인금융센터 개설

2000년 08월 분당지점 개설

2000년 12월 서초지점 개설

2001년 01월 방배지점 개설

2002년 02월 광장지점 개설

2005년 11월 대구지점 개설

2005년 11월 대전지점 개설

2005년 11월 인천지점 개설

2007년 02월 다이렉트 서비스 시작

2008년 HSBC그룹, 하나생명 지분 50%-1주 인수

하나금융지주와 합작보험사 하나HSBC생명 설립

2013년 HSBC그룹,  하나HSBC생명 지분 50%-1주 매각

2014년 3월 부산지점을 포함한 10개지점 폐쇄



4. 조직

1) 조직도

한국 대표

글로벌뱅킹 글로벌마켓 증권관리부 리스크관리부

법무/

법규준수

준법감시부

기업자금관리

부
수출입부

감사부
금융범죄

준법감시부
업무운영총괄 인사부 지속가능경영부 홍보부

회계/

자금상품관리

부

기업금융

대기업팀

기업금융

금융기관팀

기업금융

다국적기업팀

기업금융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금융팀

기업금융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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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점

2018. 12. 31. 현재

구 분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

국내 1 1

국외

계 1 1

3)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지점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02)200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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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수 및 신규채용 현황

가.  임직원수
(단위:명)

국내 인원수 해외 인원수 합계 국내 인원수 해외 인원수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임원

상근감사위원

8 1 9 - - - 8 1 9 6 2 8 - - - 6 2 8

직원 151 215 366 - - - 151 215 366 150 210 360 - - - 150 210 360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43 119 162 - - - 43 119 162 45 129 174 - - - 45 129 174

  책임자 - - - - - - - - - - - - - - - - - -

202 335 537 - - - 202 335 537 201 341 542 - - - 201 341 542

나.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

2018년도 2017년도

여성 전체 비율 여성 전체 비율

11 18 61% 6 17 35%

  * 여성 신규채용 비율(%) = 여성(명수)/전체(명수) × 100

정규직 신규채용

2017년도

구 분

2018년도

계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구분

일반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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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금

(단위:억원)

증액 감액

2000년 8월 18일 390 30 - 420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분당지점개설)

2000년 12월 4일 420 30 - 450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서초지점개설)

2001년 1월 3일 450 30 - 480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방배지점개설)

2002년 2월 21일 480 30 - 510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광장지점개설)

2005년 11월 21일 510 90 600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대구,인천,대전지점개설)

2006년 12월 20일 600 1,390 1,990 갑기금증액

2007년 11월 30일 1,990 4,180 6,170 갑기금증액

비고년월일 갑기금 잔액
변동내용

변동후 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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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익 성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충당금적립전이익(A) 1,704 1,650 54

제충당금전입액(B) 121 143 -22

대손상각비 0 0 0

지급보증충당금 0 2 -2

퇴직급여 99 81 18

미사용약정충당금 0 2 -2

기타충당금전입액 22 58 -36

제충당금환입액(C) 33 12 21

대손충당금 12 12 0

지급보증충당금 0 0 0

미사용약정충당금 8 0 8

기타충당금 13 0 13

법인세비용(D) 411 352 59

당기순이익(A-B+C-D) 1,205 1,167 38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65 (68) 133

대손준비금 전입후 당기순이익 1,140 1,235 -95

총자산이익률(ROA) 0.53% 0.52% 0.01%

자기자본이익률(ROE) 9.21% 8.38% 0.83%

원화예대금리차(A-B) 1.78% 1.52% 0.26%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2.50% 2.19% 0.31%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0.72% 0.67% 0.05%

명목순이자마진(NIM) 1.16% 1.19% -0.03%

구 분

7.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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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산 성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충당금적립전이익 3 3 0

직원 예수금 127 114 13

1인당 원화예수금 101 88 13

대출금 32 38 -7

원화대출금 26 26 0

평균국내인원(명) 542 560 -18

예수금 68,726 63,732 4,994

1영업 원화예수금 54,823 49,370 5,453

점당 대출금 17,250 21,533 -4,283

원화대출금 14,075 14,405 -330

평균국내영업점수(개) 1 1 0

주)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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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 전 성

(단위 :억원,%)

구 분 증감

-5,114

총여신 기업 -4,682

가계 -432

신용카드 0

34 ( 0.10% ) 41 ( 0.10% ) -7

고정이하여신 기업 0 ( 0.00% ) 0 ( 0.00% ) 0

고정이하여신비율 가계 34 ( 0.10% ) 41 ( 0.10% ) -7

신용카드 0 ( 0.00% ) 0 ( 0.00% ) 0

38 ( 0.11% ) 44 ( 0.11% ) -6

무수익여신 기업 0 ( 0.00% ) 0 ( 0.00% ) 0

무수익여신비율 가계 38 ( 0.11% ) 44 ( 0.11% ) -6

신용카드 0 ( 0.00% ) 0 ( 0.00% ) 0

-114.46%

-53

-8

-0.04%

* -0.03%

연 0.00%

체 0.00%

율 -0.21%

-0.22%

*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은행계정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기준

(계절조정후)   

(계절조정후)

기업대출 기준**

0.13%

0.00%

(계절조정후)

(계절조정후)

0.00%

고정이하여신(B)

총대출채권 기준

가계대출 기준**

0.00%

1.91%

1.95%

0.00%

1.70%

1.73%

신용카드채권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A/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26

35,353

32,781

2,572

0

190.44%

34

0.14%

2018년 2017년

75.98%

40,467

37,463

3,004

0

79

41

0.18%

0.16%



라. 유 동 성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억원)

총 가중치
적용 전1) 금액

(평균4))

총 가중치
적용 후2) 금액

(평균4))

1. 총고유동성자산(HQLA) 74,371

2.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131 13

3. 안정적 예금(stable deposits) - -

4. 불안정 예금(less stable deposits) 131 13

5.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87,954 55,237

6. 영업적 예금(operational deposits) - -

7. 비영업적 조달(non-operational deposits) 87,904 55,187

8. 기타 무담보부 채무증권(unsecured debt) 50 50

9. 담보부 도매자금조달 - -

10. 추가 현금유출액 9,462 8,358

11. 파생상품 익스포져 및 기타 담보제공 관련 현금유출액 7,984 7,984

12. 금융상품의 자금조달원 상실 관련 현금유출액 - -

13. 신용 및 유동성 약정 1,478 374

14. 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채무 2,359 2,359

15.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7,655 377

16.  총현금유출액 66,344

17.  담보부 자금대출(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18.  정상 익스포져로부터의 현금유입액 9,581 6,203

19.  기타 현금유입액 8,660 8,660

20.  총현금유입액 18,241 14,862

21.  조정 후 고유동성자산 합계3) 74,371

22.  조정 후 순현금유출액 합계3) 51,481

23.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144%

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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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동성자산

현금유출액

현금유입액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구성 및 변동 추이

(단위 : %, 억원)

구 분

당분기 중

당월말 기준

당분기 중

전월말 기준
당분기 중

전전월말 기준
직전분기
(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65% 131% 137% 131%

고유동성자산 87,449 67,303 68,360 66,444

 Level 1 자산 87,449 67,303 68,360 66,444

 Level 2 자산 - - - -

* 공시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개월간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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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자본금 6,170 6,170 0

신종자본증권 0 0 0

자본잉여금 26 24 2

이익잉여금 7,333 8,214 -881

자본조정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114 91

자본총계 13,506 14,294 -788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BIS자기자본(A) 23,641 22,766 875

위험가중자산(B) 81,543 70,711 10,832

신용위험가중자산 46,340 48,145 -1,805

시장위험가중자산 35,203 22,566 12,637

BIS자기자본비율(A/B) * 28.99% 32.20% -3.20%

기본자본비율 14.54% 16.10% -1.56%

보완자본비율 14.46% 16.10% -1.64%

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 0.00% 0.00% 0.00%

-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연결총자산(A) 172,202 166,640 5,562

트레이딩자산(B) 65,375 65,328 47

트레이딩비율(B/A) 37.96% 39.2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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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적용대상 은행입니다.

3) 시장리스크기준 BIS자기자본 산출방법

  당행은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표준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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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업규모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대출금 27,006 23,574 3,432

은행계정 27,006 23,574 3,432

신탁계정 0 0 0

유가증권 87,146 63,906 23,240

은행계정 87,146 63,906 23,240

신탁계정 0 0 0

총여신 35,353 40,467 -5,114

은행계정 35,353 40,467 -5,114

신탁계정 0 0 0

총수신 69,545 71,749 -2,204

은행계정 69,545 71,749 -2,204

신탁계정 0 0 0

총자산 172,202 166,640 5,562

은행계정 172,202 166,640 5,562

신탁계정 0 0 0

상호거래(△)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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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단위:억원,%)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예수금 12,805 5.65% 11,858 5.27%

원화자금 CD 92 0.04% 451 0.20%

차입금 1,251 0.55% 3,200 1.42%

RP매도 200 0.09% 25 0.01%

기타 8,013 3.53% 6,924 3.08%

소계 22,361 9.86% 22,458 9.98%

외화예수금 13,904 6.13% 14,362 6.39%

외화자금 외화차입금 1,135 0.50% 3,063 1.36%

조달 본지점 24,668 10.88% 25,671 11.41%

기타 0 0.00% 0 0.00%

소계 39,706 17.51% 43,096 19.16%

62,067 27.37% 65,554 29.14%

요구불예금 41,926 18.49% 37,061 16.48%

기타 자본총계 13,910 6.13% 14,173 6.30%

 (갑기금) 6,170 2.72% 6,170 2.74%

충당금 485 0.21% 554 0.25%

기타 108,413 47.80% 107,589 47.83%

164,734 72.63% 159,376 70.86%

226,801 100.00% 224,930 100.00%

예치금 4 0.00% 24 0.01%

유가증권 73,067 32.22% 63,805 28.37%

대출금 14,770 6.51% 15,545 6.91%

원화자금 매입어음 0 0.00% 0 0.00%

RP매수 1,730 0.76% 68 0.03%

신용카드채권 0 0.00% 0 0.00%

기타 6 0.00% 908 0.40%

원화대손충당금(△) (28) -0.01% (21) -0.01%

소계 89,550 39.48% 80,329 35.71%

운용 외화예치금 863 0.38% 686 0.31%

외화증권 63 0.03% 757 0.34%

대출금 14,149 6.24% 25,050 11.14%

외화자금 매입외환 7,515 3.31% 6,942 3.09%

본지점 39 0.02% 124 0.05%

기타 0 0.00% 0 0.00%

외화대손충당금(△) (5) 0.00% (9) 0.00%

소계 22,624 9.98% 33,550 14.92%

112,174 49.46% 113,878 50.63%

현금 38 0.02% 25 0.01%

기타 업무용유형자산 696 0.31% 703 0.31%

기타 114,203 50.35% 110,635 49.19%

감가상각누계액(△) (310) -0.14% (311) -0.14%

114,627 50.54% 111,052 49.37%

226,801 100.00% 224,930 100.00%

주) 작성대상 :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직전회계연도 원화예수금(평잔) 100억원 이상 해당 외은지점

2018년도 2017년도

수익성자금계

무수익성자금계

운용계

무원가성자금계

조달계

원가성자금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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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요(은행계정)

(단위:억원,%)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율

현금 및 예치금 6,608 3.84% 9,520 5.71% -2,912 -30.59%

유가증권 87,146 50.61% 63,906 38.35% 23,240 36.37%

대출채권 40,692 23.63% 37,195 22.32% 3,496 9.40%

대손충당금(△) (26) -0.02% (27) -0.02% 1 -3.55%

자 현재가치할인차금(△) 0 0.00% 0 0.00% 0 0.00%

원화대출금 15,613 9.07% 12,909 7.75% 2,704 20.95%

외화대출금 11,393 6.62% 10,665 6.40% 728 6.82%

매입어음 0 0.00% 0 0.00% 0 0.00%

매입외환 7,002 4.07% 4,633 2.78% 2,369 51.12%

지급보증대지급금 0 0.00% 0 0.00% 0 0.00%

신용카드채권 0 0.00% 0 0.00% 0 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5,000 2.90% 1,645 0.99% 3,355 0.00%

콜론 0 0.00% 0 0.00% 0 0.00%

산 사모사채 0 0.00% 0 0.00% 0 0.00%

기타 1,709 0.99% 7,370 4.42% -5,661 -76.81%

유형자산 708 0.41% 702 0.42% 6 0.81%

감가상각누계액(△) (312) -0.18% (312) -0.19% 0 -0.15%

기타자산 37,360 21.70% 55,629 33.38% -18,268 -32.84%

자산총계 172,202 100.00% 166,640 100.00% 5,562 3.34%

예수금 69,545 40.39% 71,749 43.06% -2,203 -3.07%

원화예수금 58,685 34.08% 56,696 34.02% 1,989 3.51%

외화예수금 10,811 6.28% 14,870 8.92% -4,059 -27.30%

CD 50 0.03% 183 0.11% -133 -72.71%

부 차입금 47,966 27.85% 17,790 10.68% 30,176 169.62%

원화차입금 0 0.00% 0 0.00% 0 100.00%

외화차입금 677 0.39% 515 0.31% 162 31.4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00% 0 0.00% 0 0.00%

매출어음 0 0.00% 0 0.00% 0 0.00%

외화수탁금 0 0.00% 0 0.00% 0 0.00%

콜머니 0 0.00% 1,071 0.64% -1,071 100.00%

채 기타 47,289 27.46% 16,204 9.72% 31,085 191.84%

사채 0 0.00% 0 0.00% 0 0.00%

기타부채 41,185 23.92% 62,807 37.69% -21,622 -34.43%

부채총계 158,696 92.16% 152,345 91.42% 6,350 4.17%

자본금 6,170 3.58% 6,170 3.70% 0 0.00%

자 자본잉여금 26 0.02% 24 0.01% 2 7.66%

본 자본조정 0 0.00% 0 0.00% 0 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0.01% (114) -0.07% 90 -79.43%

이익잉여금 7,333 4.26% 8,214 4.93% -881 -10.72%

자본총계 13,506 7.84% 14,294 8.58% -788 -5.52%

부채 및 자본 총계 172,202 100.00% 166,640 100.00% 5,562 3.34%

주) ① 잔액기준

②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포함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비고



재무상황 HSBC

10. 대출금운용

(단위:억원,%)

구성비 구성비

기업자금대출금 13,221 84.68% 9,905 76.73%

운전자금대출금 8,914 57.09% 5,293 41.00%

시설자금대출금 4,307 27.59% 4,612 35.73%

가계자금대출금 2,393 15.32% 3,004 23.27%

주택자금대출금 231 1.48% 299 2.32%

기타 0 0.00% 0 0.00%

원화대출금합계 15,613 100.00% 12,909 100.00%

주) 작성대상 :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직전회계연도 원화예수금(평잔) 100억원 이상 해당 외은지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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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

(단위:억원)

취득원가 기말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

(B/S)
운용손익

(I/S)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2,508 33,101 0 1,6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54,045 54,045 38 830

은행계정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0 0 4

자회사 등 투자지분

소계 86,553 87,146 38 2,438

신탁계정 유가증권

합   계 86,553 87,146 38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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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수금

1) 형태별 예수금

(단위:억원,%)

구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원화예수금 58,685 84.38% 54,731 79.64% 56,696 79.02% 48,919 76.76%

요구불예금 46,872 67.40% 41,926 61.00% 43,343 60.41% 37,061 58.15%

저축성예금 11,812 16.99% 12,805 18.63% 13,353 18.61% 11,858 18.61%

수입부금 0 0.00% 0 0.00% 0 0.00% 0 0.00%

주택부금 0 0.00% 0 0.00% 0 0.00% 0 0.00%

외화예수금 10,811 15.54% 13,904 20.23% 14,870 20.73% 14,362 22.53%

CD 50 0.07% 92 0.13% 183 0.26% 451 0.71%

금전신탁 0 0.00% 0 0.00% 0 0.00% 0 0.00%

합계 69,545 100.00% 68,726 100.00% 71,749 100.00% 63,732 100.00%

주) 증권투자신탁 제외

2) 예금자별 예수금

(단위:억원,%)

은 개인 77 0.13% 78 0.14%

행 법인 54,137 92.25% 55,801 98.42%

계 기타 4,471 7.62% 817 1.44%

정 합계 58,685 100.00% 56,696 100.00%

신 개인 0 0.00% 0 0.00%

탁 법인 0 0.00% 0 0.00%

계 기타 0 0.00% 0 0.00%

정 합계 0 0.00% 0 0.00%

주) 원화 예수금 잔액기준

2017년도2018년도

잔액 평균잔액

2018년도

구성비

잔액 평균잔액

구분 2017년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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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화자산 ·부채

가. 형태별 현황

(단위:백만미불)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외국통화 0 0 0

자 예치금 65 119 -54

유가증권 0 67 -67

대출금 1,019 995 24

산 매입외환 626 432 194

콜론 0 0 0

기타자산 4,348 3,063 1,285

대손충당금(△) 0 -1 1

현재가치할인차금(△) 0 0 0

자산총계 6,058 4,675 1,383

예수금 967 1,388 -421

부 차입금 61 48 13

콜머니 0 100 -100

채 사채 0 0 0

기타부채 5,030 3,139 1,891

부채총계 6,058 4,675 1,383

주) Position(대차불일치금액)은 기타자산(부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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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미불)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대출금 유가증권 합계 대출금 유가증권 합계

104 0 104 113 0 113

90 0 90 37 0 37

13 0 13 13 0 13

12 0 12 14 0 14

0 0

219 0 219 177 0 177

주) 국내운용분 제외, 투자금액이 큰 상위  국가순으로 기재

다. 외화만기 불일치갭 비율

(단위 : %)

기간별 30일이내 90일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갭비율(%) 1.69  2.26  2.63  0.84  -0.73  0.54  

주) (만기별 외화자산 - 만기별 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라. 순외환익스포져

(단위:천미불)

현물포지션 선물포지션 종합포지션 자기자본대비

포지션비율(%)

1월 -1,380,143 1,371,124 -9,019 -0.39%

2월 -1,227,003 1,252,797 25,794 1.12%

3월 -2,001,976 1,975,231 -26,745 -1.15%

4월 -2,084,902 2,058,483 -26,419 -1.22%

5월 -3,269,977 3,235,490 -34,488 -1.59%

6월 -2,128,932 2,091,165 -37,766 -1.74%

7월 -1,797,786 1,749,593 -48,193 -2.21%

8월 -1,875,129 1,797,538 -77,591 -3.54%

9월 -2,517,678 2,431,710 -85,968 -3.90%

10월 -1,704,650 1,613,167 -91,483 -4.15%

11월 -1,448,992 1,340,890 -108,102 -4.89%

12월 -3,256,598 3,120,073 -136,525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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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고 매월말 잔액기준으로 작성함.

인도네시아

총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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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손충당금, 대손상각, 매각 및 자산유동화 현황

가. 대손충당금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대손충당금 26 27

대손준비금 529 415

특별대손충당금 0 0

지급보증충당금 0 54

미사용약정충당금 0 8

기타충당금 40 59

채권평가충당금 0 0

나. 여신종류별 부실채권 대손상각 현황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가계자금대출금 0 0 0

신용카드채권 0 0 0

0 0 0

종금계정 0 0 0

신탁계정 0 0 0

합계 0 0 0

다. 대출채권 매각 현황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가계자금대출금 0 0 0

    신용카드채권 0 0 0

574 3,145 -2,571

        합계 574 3,145 -2,571

주) B/S잔액 기준임

주) 기타대출금에는 매입외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은 연말 middle rate를 적용하였음

구분

 기업자금대출금 및 기타대출금

구분

구분

은행계정

기업자금대출금
및 기타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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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산유동화 현황

(단위:억원)

양도인 또는 양수인 또는 

위탁자 수탁자

           해당사항없음

주) ①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은 B/S 잔액 기준임.

     ② 대상채권 종류는 가계, 신용카드, 기업등임. 끝.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1)

비고
(계약상 특이사항 등)

계약 당사자 양도일
또는

신탁일

대상채권
종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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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가.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현황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총여신 35,353 40,467

은행 35,353 40,467

신탁 0 0

무수익여신1) 38 44

은행 38 44

신탁 0 0

고정이하분류여신2) 34 41

은행 34 41

신탁 0 0

주 1) 무수익여신은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의 합계임.

     2)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임.

나.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단위: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증가액 증가사유 비고2)

해당사항없음

주 1) 업체명은 전년대비 무수익 여신잔액이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이상 증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위 20개 업체를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 "(주)****(업종)", 개인명의대출의 경우 "개인대출(홍*동)"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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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단위:억원)

채권재조정

결정일자

2018년말

총여신잔액1)

채권재조정

여신잔액
채권재조정내역 비고

해당사항없음

주) 총여신잔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함.

구분

업체명1)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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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생상품 현황

(1) 파생상품거래 거래승인 및 통제관련 조직도표

      *거래승인

딜러의 특정상품 거래 승인 요청

각 관련 부서의 상품 검토 및 승인

본점 신상품 관리 위원회의 승인

일반약정서에 의거하지 않은 구조화
파생거래의 경우 매 거래전 파생상품 사전

승인권자의 승인

      *거래통제

거래별 한도 설정 : 통화 및 기간별로 미리 주어진 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신용한도 역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에 한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일중(日中)관리 : 자금부내 리스크 관리 담당자에 의한 실시간 관리

                        (시장위험 한도, 신용 한도)

사후(事後)관리 : 리스크관리부 (Wholesale & Market Risk)  (거래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등 관리 및

                       자금부 거래 상대방 별 신용한도 관리)

리스크 관리 상황 보고 : 일반적으로 서울지점 경영진 및 본점 리스크 관리 담당자에게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이 사후 보고되지만, 시장리스크 한도를 넘길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담당자가 본점에 즉각 보고한다.

(2)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기능

   리스크관리는 운용과 통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에 의해 일중(日中)

실시간 및 일과후 관리가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실시간 관리는 자금부에서, 일과 후 사후관리는 후선부서에서 확인한다.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 관리는 외환관련 상품은 외환거래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이자율관련 상품은 이자율 위험 한도 내에서 각각 관리됨.
   또한, VaR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 준수 여부를 일별로 관리함.

(3)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의 개요

       * 통화선도
만기1년이하 : FX swap에 내재된 할인계수로 할인
만기1년이상 : 원화 현금흐름은 원달러 통화스왑 곡선의 할인계수로 할인하고
                    달러 현금흐름은 달러 이자율 스왑 곡선의 할인계수로 할인

       * 이자율스왑
이자율 스왑곡선에서 할인계수를 도출하여 현금흐름을 할인

       * 통화스왑
이자율 스왑과 동일하나 2개 통화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화별 수익률 곡선을 달리 사용.
예를들면, 원달러 통화스왑의 경우 원화 부분은 원달러 통화스왑 곡선 달러 부분은 
이자율스왑 곡선을 이용

       * 통화옵션
Black Sholes Model을 사용

       * 이자율옵션(Cap/Floor, Swaption)
Black Sholes Model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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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9,000 10 18

선      도 0 0 0

선      물 0 0 0

스      왑 9,000 10 18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0 0 0

Match거래(B) 191,571 1,565 1,483

선      도 16,834 108 107

스      왑 167,033 1,427 1,346

장외옵션 7,704 30 30

매매목적거래(C) 1,685,634 13,858 14,981

선      도 1,111,363 8,796 9,808

선      물 3,158 0 0

스      왑 570,713 5,062 5,172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400 0 1

합계(A+B+C) 1,886,205 15,433 16,482

(5)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해당사항없음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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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자율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9,000 10 18

선      도 0 0 0

선      물 0 0 0

스      왑 9,000 10 18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0 0 0

Match거래(B) 137,611 451 372

선      도 0 0 0

스      왑 137,411 449 370

장외옵션 200 2 2

매매목적거래(C) 329,738 1,763 3,052

선      도 7,300 10 608

선      물 3,158 0 0

스      왑 318,880 1,753 2,443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400 0 1

합계(A+B+C) 476,349 2,224 3,442

(7)이자율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해당사항없음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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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화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0 0 0

선      도 0 0 0

선      물 0 0 0

스      왑 0 0 0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0 0 0

Match거래(B) 53,960 1,114 1,111

선      도 16,834 108 107

스      왑 29,622 978 976

장외옵션 7,504 28 28

매매목적거래(C) 1,355,896 12,095 11,929

선      도 1,104,063 8,786 9,200

선      물 0 0 0

스      왑 251,833 3,309 2,729

장내옵션 0 0 0

장외옵션 0 0 0

합계(A+B+C) 1,409,856 13,209 13,040

(9)통화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해당사항없음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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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식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ELW(D)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D)

(11)주식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해당사항없음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ELW(D)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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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13)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해당사항없음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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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억원)

해외물 국내물 계 해외물 국내물 계

(15)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억원)

해외물 국내물 계 해외물 국내물 계

해당사항 없음

신용매도 신용매입

Credit Default Swap

계

신용매도

Credit Linked Notes

기타

신용매입구 분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Default Swap

구 분

계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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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지표

(단위:백만원)

구 분 개별 지표 2018년도 말 2017년도 말

규모 총익스포져            20,014,795            18,893,272

他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4,833,191              5,273,035

他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6,530,808              8,226,940

증권발행규모                     5,000                   18,323

원화결제규모          833,100,385          865,034,822

외화결제규모          799,109,262          597,149,100

보호예수자산          243,396,775          313,768,660

장외파생상품 잔액          139,417,412          101,538,1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합계

             1,119,579                 968,054

외화부채              4,871,171              1,830,238

가계대출                 239,254                 300,433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기타현황 HSBC

18. 여·수신금리결정체계및금리현황

가. 여·수신상품별금리결정체계

   - 개인금융부

①각시중은행의경쟁상품별금리를조사, 분석한다.

②은행내부목표(적정 Net margin, cost 등)를감안하여적용마진을산출한다.

③당행자금부가매일업데이트한시장금리에전략적으로설정된적용마진을더하여여수신금리를결정한다.

   - 기업금융부

기업여신심사결과결정된 Credit grade와시중 Market rates를고려하여개별회사별로결정하며,

기업의 Credit standing의변화가있을경우수시변동함.

나. 여·수신상품별금리현황

(1) 여신금리

(2019.02.28일현재)

신용등급별1) 현황

구분 최상위 최다차주 최하위 비고

등급 해당등급 등급

신용대출 등급

개인대출 (무보증,3년) 적용금리

아파트담보대출 등급

(최장30년) 적용금리

예금담보대출 등급

(정기예금1년) 적용금리

기업일반대출 등급 3 3 3 기준금리

기업대출2) (1년) 적용금리 CD + 1.729% CD + 1.729% CD + 1.729% 3개월 CD

당좌대출 등급 3 3 3 기준금리

적용금리 CD + 1.508% CD + 1.508% CD + 1.508% 3개월 CD

주: 1) 정상등급을대상으로함

      2) 무보증대출기준

(2) 수신금리

(2019.02.28일현재)

구분 기간 최저금리1) 최고금리2)

보통예금 - 0.10% 1.20%

저축예금(MMDA) - 0.05% 0.65%

3개월 1.06% 1.41%

6개월 1.12% 1.42%

1년 1.21% 1.46%

주: 1) 기본고시금리기준

      2) 일반우대금리기준

      3) 기업고객기준

정기예금

해당사항없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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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법감시인 제도

   HSBC 그룹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직성, 높은 윤리 의식, 공정한 거래, 양질의 서비스, 선량한 관리

의무를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그룹이 영업을 하는 지역에서의 관련 법, 규정, 규칙, 거래관행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CEO나 영업 책임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준법감시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적절한 준법감시업무 인원, 직원교육,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그룹의 준법감시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진이 준법감시 기능을 통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영업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하 "당행" 이라 함) 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행 대표 직속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정책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에 관련된 업무들이

보고  되도록 한다.

2.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다.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 회사의 구조 또는 경영조직 변경

   -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 및 준법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3.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즉시 협의한다.

    - 규정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

    - 내외부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규정상의 문제점

    - 고객의 불평 또는 허가 취소된 업무가 직원에 의한 법규 위반으로 고려될 때

    - 기타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 받거나 그룹의 평판에 영향이 있다고

사료될 시

    - 법규위반등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앞 보고사항

4.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준법감시업무 계획을 작성한다.

    -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 현황 및 리스크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Risk and Controls Assessment 등)

    - 준법감시 모니터링 계획

    - 준법감시업무관련 각종 지침, 매뉴얼의 적정성 (Compliance Manual, Regulatory Mapping 등)

    -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 교육

    - 그룹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검사 결과 검토

    - 그룹 내부 지침과 국내 법, 규정, 및 감독기관 지침의 제 개정 사항을 비지니스에 반영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검토 등

5.   당행 대표와 경영진 및 그룹/ 지역의 총 준법감시책임자는 준법감시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상기 준법감시계획이 이행되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며 각 업무 단위 책임자들이 준법감시인을 협조하도록 

지원한다.

6.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정책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심각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당행 대표와 경영진 또는 그룹/지역의 준법감시책임자에 보고하고, 신속히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한다.

현재 당행의 준법감시업무는 '법규준수 준법감시부 (Regulatory Compliance)' 와

 '금융범죄준법감시부 (Financial Crime Compliance)' 에 각각 당행 대표 직속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야별로 준법감시정책 및 업무가 적절한 통제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준법감시부에서는, 당행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사항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반  

시장상황, 금융관행, 신상품 제공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법규제의 취지에 부합한 적절한 통제/관리하에 충실히 법규준수를 이행하여,  건전한 윤리경영방침(Conduct)이

실천/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준법감시부에서는  특히 자금세탁방지, 금융제재, 부패방지 에 관한 법규준수 및 준법감시활동이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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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정기, 특별, 수시감사)

   내부통제의 총괄적인 부서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감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 부문, 상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부의 감사는 리스크단위 또는 사업부/부서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감사 시 파악된 취약점 및 업무개선사항 등을

해당업무의 최고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제공하여,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Top) 리스크, 잠재 (Potential) 리스크 및 최근 발생(Emerging) 리스크에 대한 현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상시감사를 실시합니다. 

2) 내부감사부서 검사방침

내부 감사부는 은행의 직원 및 부서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점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노출된 위험이나 운영상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검사빈도

사업단위, 업무 부문별, 부서별 리스크 크기에 따라 결정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1~4년 주기로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부문별 이슈 사항 발생 및 대외기관의 점검 의뢰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HSBC

21. 금융사고 발생현황

가.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해당사항없음

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금융사고의 사고금액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 또는 피해예상금액을 의미
(회수금액 또는 회수예상금액은 감안하지 않음) 

나.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횡령

유용

배임

사기 해당사항없음

도난피탈

금융질서 금품수수

문란행위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기타

주)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 기타’로 분류

금전사고

총 계

사고금액
주)

기준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총 계

사고유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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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

위반구분 발생월 비율 향후준수계획 약정서체결내용 이행여부 비고

해당사항없음

23.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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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원현황 및 민원발생평가등급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민원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당분기 : 2018년 4분기 (2018.10.1∼2018.12.31)

- 직전분기 : 2018년 3분기 (2018.7.1∼2018.9.30)

가. 민원건수

- 신용카드 비겸영은행

증감율 증감율
(%) (%)

1 -50% 2 1.74 -47% 3.28

0 0% 0 0.00 0% 0.00

1 -50% 2 1.74 -47% 3.28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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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겸영은행

증감율 증감율
(%) (%)

자체 전 체

  민원
1)

신용카드제외
2)

대외 전 체

  민원
3)

신용카드제외
2)

전 체

신용카드제외
2)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민원 건수 :        전체 민원 건수 - 신용카드 민원 건수     

       환산건수 : (전체민원 건수-신용카드민원건수)X100,000

(전체고객수-신용카드거래만 하는 고객수)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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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자체민원
1)

대외민원
2)

합계

구분

민원건수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환산건수

해당사항없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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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민원건수

증감율 증감율
(%) (%)

수     신 0 0% 0 0.00 0% 0.00

여     신 0 -100% 1 0.00 -100% 1.64

신용카드
주1) - - - - - -

외환업무 0 0% 0 0.00 0% 0.00

기 타
주2) 1 0% 1 1.74 6% 1.64

1 -50% 2 1.74 -47% 3.28

주1) 신용카드 겸영은행인 경우 비고에 해당사항을 표시

주2)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홈페이지오류, 직원응대 등

다. 주요 금융상품별 민원건수

증감율 증감율

(%) (%)

정기 예·적금 0 0% 0 0.00 0% 0.00

그 외 수신 0 0% 0 0.00 0% 0.00

주택담보대출 0 -100% 1 0.00 -100% 1.64

신용대출 0 0% 0 0.00 0% 0.00

그 외 여신 0 0% 0 0.00 0% 0.00

- - - - - -
신용카드
업무겸영

0 0% 0 0.00 0% 0.00

1 100% 0 1.74 100% 0.00

0 -100% 1 0.00 -100% 1.64

1 -50% 2 1.74 -47% 3.28

주1) 체크카드 포함, 신용카드 겸영은행인 경우 비고에 해당사항을 표시

25. 수시공시 사항

해당사항없음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유

형

합계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비고

(고객 십만명당 건)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8년
3분기

기타

합계

수
신

여
신

신용카드
주1)

방카슈랑스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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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리스크 관리

1) 리스크관리체계

2)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란 고객이 은행에 행하기로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보증의 경우 보증제공자의 대지급불능위험;

- 외화, 파생상품, 채권거래 등의 경우 거래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불능위험;

- 무역거래의 경우 결제불능위험;

- 역외금융의 경우 통화의 유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위험.

신용리스크는 적절한 담보책정이나 채권서류의 완벽한 구비를 통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본점은 신용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지점이 엄격한 신용승인체계와 보고과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여신 심사 절차

당행은 서울지점 여신지침에 의거하여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울지점(국가별)의 여신지침은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당행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포함)에 대하여, 본점의 지침하에 국내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23단계로 분류하여 여신한도를 설정,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이하에 대한 업체의 경우에는 보다 빈번하게 (월별/분기별/반기별) 

그 상태를 관찰하여 여신 승인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사와 별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 부분 악화된 경우

비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본점에 보고합니다. 여신 심사절차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습니다.

여신심사절차의 첫번째 단계로, 기업 담당자(RM)는 재무분석 등 정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과 국내외 환경, 심사대상 기업, 

산업/시장 동향 및 영업/산업 분석 등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통하여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리스크관리부의 기업여신 심사/승인 담당자는 기업의 재무위험 및 영업위험을 평가하고, 여신의 적정성, 수익성 및

여신 관련 내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RM이 여신심사전산시스템에 정량정보와 정성정보를 입력하여

산출한 차주의 신용등급을 확정합니다. 

나. 여신 사후 관리 운영

기업담당자는 정상여신에 대하여 매년 정기심사하며, 고위험여신인 경우 소관책임(Ownership)을 기업담당자로부터 리스크관리부

특수여신관리팀(Loan Management Unit)으로 이관하여 관리합니다. 대출승인 이후 대출집행을 위한 제반 절차(약정서 등 서류징구), 

한도 관리 및 연체 관리 등의 업무는 업무지원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여신 감리 제도

매년 본점의 여신감리팀 (Wholesale Credit Review Unit)에서 서울지점이 승인한 여신을 대상으로 여신품의, 승인, 사후관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위험;

당행의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은 HSBC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ERMF)를 따르
고 있습니다. 당행은 동체계에 따라 관리할 리스크의 유형을 규정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며, 서로 다른 리스크 간 그리고 리스크와 수익 간의 균형 및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행의 리스크 지배구조는 리스크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하며 조직의 행위를 관리 및 모니터 하는 종합적 절차
를 갖추고 있고, 이 지배구조는 이해당사자와 구성원들의 이해, 지배권, 책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당행은 단일 또
는 복수의 다양한 리스크,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 및 균형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절히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에 따라 리스크관리회의 (Risk Management Meeting, ‘RMM’)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회의는 효율적으로 은행의 리스크를 운영, 관리, 평가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매월 서울지점의 전 상위관리자가 참석
하여,  한국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의 내용,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고, 한국 사정에 맞는 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 및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 를 두어 현지 법규에 부합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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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리스크 관리

시장상황변화에 따른, 금리, 가격, 환율 등의 변화가 보유자산 및 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시장

리스크는 자금부가 종합관리합니다.

지점의 모든 금리 리스크는 당지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기간별, 상품별, 통화별 금리 리스크를  PVBP (Present Value of a Basis

Point)로 환산하여 본점에서 승인된 한도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거래장부에 기표되는 모든 파생상품 및 채권 등의 가격 리스크는 매일 매일 시가평가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본점에서

정한 한도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본점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외환거래는 당 지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기간별, 통화별 포지션잔액을 종합하여 한국은행 및 본점으로부터 승인 받은

한도이내에서 관리합니다.

4)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동성 리스크란 자산과 부채의 자금기일이 크게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 했던 자금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저하게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점의 유동성 한도는 매월말 주기로 점검하여 적정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는 매월 

경영진에게 보고되어 집니다. 또한  본점의 지침에 따른 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는 매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항상 적정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말 그 결과는 경영진 및 본점으로 매월 보고 되어집니다.

5) 경영 리스크 관리

지점장의 주재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ALCO(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회의를 소집하여 은행전반 및 각 고객군/상품군  

경영 리스크를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동 회의에서는 별도로 준비된 경영진 보고용 자료를 바탕으로 월별 손익분석과 함께 자산과 부채의 운용에 따른 신용 리스크 현황, 

시장 리스크 현황, 유동성리스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완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리스크 관리

a. 법규상 준수 리스크

준법감시부에서는  법규준수에 관한 리스크를 3단계 2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매년 각 비지니서 영역별로  적용되는 각종 법, 규정 등을 분석/평가 (Regulatory Mapping)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비지니스 부서의 법규준수현황을 재평가(Risk and Controls Assessemnt)하여 개선방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금융감독사항 (Regulatory Engagement)  및 관련 법규의 제개정 쟁점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위험관리회의 (Risk

Management Meeting) 에 보고하여,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국내 법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영업추진을 위해 모든 신상품 출시 및 새로운 비지니스 시작 전 법률 & 준법감시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b. 운영 리스크

바젤II 의 운영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그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련 손실을 보고받아 리스크가 발생한 업무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 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의 관리범위는 크게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 프로세스와 직원, 시스템 등의 오류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대표적이며, 이를 각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합니다.

각 부문별 리스크 익스포져와 위험요인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위원회을 통해 경영진과 본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 전산시스템 운용 리스크

만약 발생 할 수 있는 전산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복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시부터 3시간 이내에 복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환경의 일일거래자료는 2차 주전산기에 실시간으로 저장되어지며 나머지 OA환경과 관련된

자료는 매일 백업되어 소산 저장되고 있습니다. OA환경의 각종 주요 서버는 백업센테에 설치되어있어 비상시 온라인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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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정책지침의 주요 내용

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신용·운영·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에 의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이하 “트레이딩 정책지침”이라 한

다)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음.

(1) 트레이딩활동과 트레이딩포지션의 범위

(2) 트레이딩 익스포져가 유동성이 양호한 시장을 통해 일일시가평가가 될 수 있는 정도

(3) 트레이딩 익스포져를 모형에 근거한 이론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은행이 익스포져의 중요한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및 헤지할 수 있는 정도; 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헤지할 경우, 헤지를 위하여 보유하는 포지션이 유동성이 양호한 시장
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정도; 은행이 모형의 주요 가정 및 모수와 관련하여 신뢰성있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

(4) 은행이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외부검증을 받은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여야 하는 정도

(5) 법적 제한사항이나 기타 운영요건이 익스포져를 즉시 유동화시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정도

(6) 은행이 트레이딩 익스포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정도

(7) 은행이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간 리스크 또는 익스포져를 이전할 수 있는 정도 및 이전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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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1

여신심사 절차 및 기준(HSBC)

정량분석 정성분석

여신의 종류와 거래조건

·거래형태(잔액,한도,제안금액)

·기간

·조건: 금리 및 마진

·상환스케줄

·담보유무

·여신의 사용용도

·여신의 수익성

·여신의 내/외부 규정 적합성

재무분석 영업분석

·매출,수익성 ·업체개요 및 연혁

·현금흐름(영업활동, 투자 및 재무활동) ·소유권구조

·운전자금분석 ·경영진현황

·유동성 ·사업전략

·자본구조 ·제품(상품)의 경쟁력

·우발채무 ·노사관계

·외환리스크 ·향후 투자계획 및 적정성

산업분석

·시장규모 및 산업내 위치

·산업의 숙성도

·진입 장벽

기업여신 평가 절차

주요 심사기준

Proposal
금액/목적/상환방법/
만기/기타조건

심사대상회사
개요/소유구조/경영진

자본구조,수익성,현금창출능력,
사업전략
재무위험(Financi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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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예금 거래는 예금 가입시 신고한 인감 혹은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거래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과 통장 (무통장 상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을 지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금 거래시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 및 거래하시는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특히 주가지수 연동 예금과 같이 파생 상품에 연계되어 시장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 금리 

상품의 경우 반드시 상품의 내용과 약정 사항을 확인 하시고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거래 인감을 분실하셨을 때는 즉시 서울지점(02-2004-0123) 또는 HSBC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44-3311)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2. 투자 상품

� 이 상품은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 펀드를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 및 운영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및 뮤추얼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받아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해지(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환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매금 지급일 및 기준가 적용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국내외의 공휴일 혹은 증시휴장 등으로 인해 환매금 지급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하시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니 상품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달러, 일본엔, 유로화 등을 기준통화로 하는 해외펀드에 투자하실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상품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체결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해당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을 

열람/교부받아 대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 당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액은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27. 상품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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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신[예금]수수료(내국환 및 전자금융수수료 포함)

(단위:원)

수수료

금액에 관계없이 면제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

(단위:원)

수수료

2,000

2,000

건당 2,000원

*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 서비스 센터 1588-177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행
 (상담원을 통한 이체)

당행
 (상담원을 통한 이체)

28. 수수료

(1) 인터넷 뱅킹 서비스 종료

(3) 폰뱅킹 자금이체 수수료

(2) ATM 기기 서비스 종료

* 이체한도는 폰뱅킹 가입시에 총한도 일일이체한도 1억원, 일회 이체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정

(4) 기타

다이렉트 저축예금 창구거래 수수료

e-자유예금 Plus 계좌 유지 수수료

e-자유예금 Plus 창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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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신[대출]수수료

(단위:원)

수수료

 30,000 (건당)

 30,000 (건당)

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 (잔존일수 반영)

3,000 (추가시 1,000)

근저당권설정비용 국민주택채권(할인)  할인율에 따라 차등적용

주택담보한도대출 한도해지수수료 해지한도 × 한도해지수수료율

* 상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종류

채무인수 수수료

조건변경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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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환수수료

(단위:원)

수수료

Outward 서비스종료 -

Inward 전신환 송금 10,000 or USD 10

일반 외화수표 (추심 후 매입) 20,000

HSBC 외화송금수표 20,000

해외취급수수료 발생시

미화 2.0%

기타통화 3.0%

일반 0.1% (최소 USD 10)

개인의 Inward 전신환 송금 USD 6.5

USD 30 + 해외 취급 수수료

* 현찰수수료는 외환현찰 입금시 징수됩니다. 단, 미화 (USD) 현찰입금 경우에만 현찰 수수료는

면제가 되며, 입금한 후 위에서 정한 현찰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소지하신 외화현찰로 외화송

금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위에서 정한 현찰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외화수표매입

현찰수수료 *

대체료

부도외화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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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수수료

(단위:원)

정액

비정액

자기앞수표 자금화 정액

1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예금관련 제증명 발급을 폰뱅킹으로 신청하실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폰뱅킹 비밀번호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2,000 (추가시 500)

통장 / 증서 재발행 수수료 2,000

2,000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재발급 수수료

4,000

15,000

제사고 신고처리 수수료 (장당) 1,000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50

300

자기앞수표 부도처리 수수료 5,000 (장당)

1,000 (장당)

국내 자금이체 - 당행이체 면제

국내 자금이체 - 타행 이체

2,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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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요용어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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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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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비연결대상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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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통주배당률

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보통주배당누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 보통주배당률 =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말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 X 100

4) 보통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1주당 배당누계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 보통주 주당배당액 :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5)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누계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 배당성향 : 당해연도 결산후 배당누계액

                   / 당해연도 세후 당기순이익 X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은행계정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6) 충당금적립전이익

충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o 충당금적립전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제충당금환입액 + 제충당금전입액(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대손보전기금) + 지도사업전출

                                *대손보전기금, 지도사업전출은 농·수협 해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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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 SPPI 조건을 만족하는 채무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SPPI 조건을 만족하는 채무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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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현금흐름수취뿐만 아니라 매매가 사업모형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채무증권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또는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 계정으로 분류한다. 또한, 채무증권의 계약 상의 

현금흐름이 SPPI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11)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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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증대지급금 + 확정지급보증 + 신용카드채권 + 직불카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 매입외환(내국신용자어음매입 및 관련 미수금 포함) + 사모사채 + 기업어음

             +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 금융리스채권 + 금융리스선급금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분류단계 정 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때 채무상환능력이

정상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

처)에 대한 자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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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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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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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회수의문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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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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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손실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

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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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

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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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 여신산정기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

대상 산 정 기 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환 여신

부도업체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법정관리·

등에 대한 여신 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이 채무상환능력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자 악화 여신 (회수의문거래처)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계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상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여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여신)

신 채권재조정 ② 3월이상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기준금리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12) 고정이하분류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1) 고 정 : 총여신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액

(2) 회수의문 : 총여신중 손실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3) 추정손실 :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3)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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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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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3)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입니다.

5) 잠재적신용익스포져는 리스크요인별, 잔존만기별로 신용환산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4)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

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외은지점의 경우 운영리스크 제외)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입니다.

·

15)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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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0%

85% 30%

90% 40%

95% 50%

16) 단순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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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자본규제의 보완적인 규제

수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레버리지비율로서 기본자본(분자)을 총익스포져

(분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018년

구 분
산업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수협중앙회

60%

70%

80%

90%

은 행 외국은행지점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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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업무용유형자산 비율은 은행이 점포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투자액, 임차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동 투자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18)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자금부문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화대출금수익률에서 원화예수금

비용률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대출운용이 적정수익력 및 저비용성자금(Low Cost Funding) 조달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9) 명목순이자마진

(☞업무보고서 순이자마진 B2510참조)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결산기말에

금융감독원앞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상의 순이자마진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기재한다.

ㅇ 명목순이자마진(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20) 신탁부문이익

은행의 손익발생 원천에서 신탁부문이익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신탁부문이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보전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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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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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행위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의뢰인의 주채무 이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23) 대손준비금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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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ch

장기 투자적격등급                             Aaa ~ Baa3 (10등급) AAA ~ BBB- (10등급)

투기등급                             Ba1 ~ C (11등급) BB+ ~ D (14등급)

투자적격등급                             P-1 ~ P-3 (3등급) F1+ ~ F3 (4등급)

단기 투기등급 NP(1등급) B ~ D (3등급)B ~ SD 및 D (6등급)

Moody's구분 S&P

AAA ~ BBB- (10등급)

BB+ ~ SD 및 D (12등급)

A-1+ ~ A-3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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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Aaa AAA AAA

Aa1 AA+ AA+

Aa2 AA  AA

Aa3 AA- AA-

A1 A+ A+

A2 A A

A3 A- A-

Baa1 BBB+ BBB+

Baa2 BBB BBB

Baa3 BBB- BBB-

Ba1 BB+ BB+

Ba2 BB BB

Ba3 BB- BB-

B1 B+ B+

B2 B B

B3 B- B-

Caa1 CCC+ CCC+

Caa2 CCC CCC

Caa3 CCC- CCC-

Ca CC CC

C C C

DDD

DD

D

ㅇ 단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P-1 A-1+ F1+

(Prime-1) A-1 F1

P-2

(Prime-2)

P-3

(Prime-3)

B

B-1

B-2

B-3

C C

SD 및 D D

25) 신용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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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26) 운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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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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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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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Maybe in Default)

신용등급내용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a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Upper-Medium Grade)

투기
등급

SD 및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Bankruptcy)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Partially Speculative)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Speculative)

최저등급(Extremely Poor)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NP
(Not Prime)

A-3 F3

투기
등급

B

투자
적격
등급

A-2 F2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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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증권투자신탁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 운용사 또는 투자신탁 회사가 전문지식이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분해 주는 투자방법중의 하나입니다. 

ㅇ 수익증권이란 : 증권투자 신탁계약에 따라 원본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ㅇ 뮤추얼펀드란 :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이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 회사에 운용을 맡겨 그 이익금을 투자자(즉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RBWM 폰뱅킹 서비스 

서비스 이용방법

* 1단계 일반고객:1544-3311 연결

* 2단계 상담원 바로 연결

폰뱅킹 서비스 안내 (1544-3311)

상담원 이체 서비스

* 상담원을 통한 1일 최대 이체한도 1억원 (1회 이체최대한도 5천만원)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09:00~17:00

09:00~17:00

09:00~17:00

분실신고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직원상담 이용불가

1544-3311

서비스종류 토/일요일

이
체

당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이체불가

타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이체불가

상담원 바로 연결

상담원

상담원연결(영업시간내)

1) 폰뱅킹 서비스
2) 대출,예금 일반문의
3) 기타

보이스메일(영업시간외)

1)고객이 전화번호와 요청사항을
녹음
2) 익영업일 오전에 직원이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