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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운영

Currency) 관련 연구조직을 확충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스웨덴 등 해외 중앙은행을 중심으
로 CBDC 관련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 중 한국은행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

이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

속하게 대응하고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련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하였다. 금융결제국 전

디지털 혁신 및 IT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

자금융조사팀 내 「디지털혁신연구반」을 폐지하

설·개편하는 한편,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는 대신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고, 팀 내

업무량 및 중요도가 감소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에 「기술반」을 설치하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재정비하였다.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국들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
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행적 차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조직정비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정

한국은행은 1999년 구축된 회계·결제시스템

책운영 및 내부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의 기반기술이 사양화되고 시스템 복잡도가 증

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7월 디지털 혁신

가함에 따라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사업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할 전담조직

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2월 「차세대시스템개

인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하였다.

발단」을 기획협력국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동

디지털혁신실은 전행적 차원의 업무추진 및

시스템 구축작업이 2020년 2월부터 테스트 단

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기획협력국

계에 진입함에 따라 개발조직인 「차세대시스

담당 부총재보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하부조

템개발단」을 운영조직인 전산정보국 소속으로

직으로는 「혁신기획팀」, 「디지털신기술반」, 「데

2020년 2월 이관한 후 조직을 재편하였다. 최

이터서비스팀」을 배치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신 IT 기술을 적용한 신시스템이 2020년 10월

신기술(AI, 빅데이터 등)의 정책수행 및 내부경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 운

영에의 적용방안 연구,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영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업무프로

전략 수립, 최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세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를 담당하게 된다.

나. 조직 운영방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조직 확충
한국은행은 업무량 및 중요도가 감소한 조직
한국은행은 민간 디지털화폐 확산 및 현금

의 재정비를 통해 감축한 자원을 신규사업 추진

수요 감소 등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중앙은

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운용 방식 및

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수행 업무 점검 등을 통해 전산정보국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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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 체계

보보호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정보반」을 폐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

지하였으며, 발권국 「화폐수급지원반」을 「화폐

지스터151)」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

수급시설개선반」으로 통계국 「빅데이터통계연

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구반」을 「통계연구반」으로 전환하였다.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
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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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150)를 관리하고 있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

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

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

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

점검하고 있다.

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

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

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152) 등에도

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

공유하였다.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Ⅳ-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그림 Ⅳ-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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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감

인사 시스템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

염병 확산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개인 전문성, 조직 시너지, 업무 효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등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BOK 2030」은 향

통해 이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후 10년 시계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비전을 “국
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으로

하여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책반(반장: 부총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

재)」을 구성하고 행내 감염 차단 및 확진자 발

연구 역량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유

생 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연성(Agility), 조직 시너지(Collaboration), 전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속계획을 수

문성(Expertise)」을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립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정부 방

「BOK 2030」은 핵심영역별(정책, 조사연구, 디

역정책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하

지털 혁신, 경영인사) 4대 전략목표와 이를 구체

였다.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재택근무, 분산근

화하는 16개 세부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무, 시차출퇴근제도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

여 운영하였으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

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수

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하였다.

단을 확충하며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조
사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다.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수립

로 하였다(정책). 부서별·수직적 조사연구 관행
에서 벗어나 전행적으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12일 창립 제70주년

협업하는 방식으로 심층적 조사연구를 수행하

을 맞이하여,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고 정보통신기술·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구 지원 등을 통해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한국은행을 둘러싼 대외여건을 보면 저성장·

도모하기로 하였다(조사연구). 한편 한국은행

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 전례 없는 위기 발생

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운영하고 방대한 데이

으로 중앙은행의 비상시적 정책수단 활용에 대

터의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

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국내외 금융불균형이 누

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디지털 혁신), 평가·

적되고 있으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도 부

보상 체계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중장기

족하여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시계에서 경영인사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경

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기

영인사)하기로 하였다.

후변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BOK 2030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

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혁신실 신설

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등 조직 개편, 제반 규정 개정, 인프라 구축 등

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운영 및 내부경영 모두에 적극
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혁신 추진과 함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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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

직원들의 니즈(needs)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연

그림 Ⅳ- 3. 「BOK 2030」 전략체계

수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였다. 내부 자문기구
인 「교육과정협의회」와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를 통해 파악된 연수 평가 및 수요 등을 반영하

Agility

Collaboration

Expertise

여 수요가 제한적인 해외 저명교수 초청 「고급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협력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비전
전략
방향

직무연수」, 「법경제학」 등의 과정을 폐지하고
전략
목표

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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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1. 통
 화정책 운영체계 6. 조사연구위원회
개선 추진
설치
2. 금융안정 역할
7. 특별연구원 제도
강화
신설
3. 중앙은행 디지털 8. 경제연구원 역할
화폐 개발 연구 및
확대
준비
4. 경제통계 서비스
고도화
5.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 대응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

9. 디지털혁신실 신설 12. 순환근무 제도의
10. 최고 디지털혁신
탄력적 운영
책임자 임명
13. 평가·보상 체계
11. 업무프로세스 및
개선
환경 개선
14. 의사결정 구조
효율화
15.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16.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고급수학과정은 「확률과정」, 「미분방정식」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는 등 축소조정하였다. 한편
조직개발연수 중 내용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승
진자과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연수 참가 부담 경
감과 전체 연수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각 격년 실시로 변경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라. 교육훈련

아울러 가능한 모든 과정에 사례학습(case
study)과 실습을 포함하도록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한국은행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집합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한 연수운영

연수 실시에 일부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연수조
직도 일부 축소됨에 따라 연수운영의 효율성 제

2020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

고에 주안점을 두고 2020년 연수운영계획을 마

히 확산되면서 집합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

련하였다.

기로 한 대부분의 연수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

우선 지역본부 직원들의 주말 이동 상황이 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수 일정

생하지 않도록 집합연수 대부분의 일정을 축소

및 방식 변경, 철저한 방역 실시 등 제반 조치를

조정(3〜4일→2〜3일)하는 대신 커리큘럼 중

취해 가면서 비대면 연수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교양과정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

등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함으로써 제한된 여건

게 줄어드는 연수 일정과 과정을 충분히 보완

에서나마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가직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

우선 직무연수의 경우 연초 계획된 일정들을

를 미리 학습하도록 한 다음 단기간의 집합연수

연수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재조정하고

로 전환하는 단기집중과정(flipped learning)을

비대면 연수여건이 갖춰진 하반기부터는 대부

강화하였으며 일부 직무연수는 관심 있는 직원

분의 직무연수를 재택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강의

실시하였다. 한편 연수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

(open class) 형태로 개설하였다.

할 때 대면 집합연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

또한 연수의 직무 연계성을 높이고 연수참가

조직개발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외부출입을 엄

워먼트」 등의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및 건강관

격히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리, 세대간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과 관련한 프

일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영하였다.

하고 상반기 계획되었던 연수의 상당수가 불가

아울러 신입 일반기능직원연수를 신설하여

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2020년 직무 및 조직개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발 연수운영 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57%에 그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쳤다.

이 밖에 리더십 지식컨텐츠 학습 프로그램,
소통강화 이러닝연수 등 조직원들의 리더십과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연수 손실

통찰력 함양,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을 일부나마 보완하고자 하였다. CCBS(Centre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퇴직예정자의 은퇴

for Central Banking Studies), Central

후 생애설계와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퇴직

Banking Training 등 주요 연수기관이 실시

준비연수도 내실 있게 실시하였다.

하는 한국은행 직무 관련 온라인 연수프로그
램을 발굴하여 국외업무연수 대체 프로그램으

마. 인력 운영

로 진행하였으며, 이외 IMF-STI 등이 주관하는
Webinar 관련 다양한 정보도 시의성 있게 직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

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택 온라인

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

국외업무연수 기준 마련, 연수학점 부여, 필요

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

기자재 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활발한 연수참

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노력도 병행하

한편 스마트러닝 시스템(직원용 온라인 교육

였다.

시스템)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개편하는 등 사용

2020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55명

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응

을 포함해 모두 110명을 채용하여 2015년 이후

용 데이터 분석」, 「화폐금융론」 등의 신규 컨텐

100명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는 최

츠를 확충하는 한편 「엑셀을 이용한 통계기법

근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의 이론과 응용」 등 노후화된 컨텐츠의 쇄신을

감안한 데 주로 기인한다.

도모하였다.

조직역량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조직개발연수는 조직역량, 관리 및 소통 능력
강화, 조직가치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였
다.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들의 언론 대응 관련
강의시간을 확대한 한편 「코칭 리더십」,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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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연수의 경우 해외 출입국이 사실상

표 Ⅳ-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1)

표 Ⅳ- 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1) 인원
(명, %)

채용구분

2000 2005 2010 2018 2019 2020

종합기획직원

70

64

70

59

59

55

여성관리자

35

76

90

210

230

251

일반사무직원

20

30

30

19

17

20

비중2)

3.6

7.1

8.2

16.4

17.8

19.3

일반기능직원

5

7

21

38

39

24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중 여성직원

기타

9

3

8

13

11

11

합계
남
여
(비중)

9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

채용구분

104

104

129

129

126

110

54

50

69

95

53

53

50
54
60
34
73
57
(48.1) (51.9) (46.5) (26.4) (57.9) (51.8)

2) 종합기획직원 관리자 인원 중 여성 비중
자료: 한국은행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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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
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면접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다.

확충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직
원들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강의등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은

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행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대

CBDC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등 총 11명의

외활동 시 숙지해야 할 지침 및 신고 관련 사항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또한 일반사무직원

등을 구체화화여 제시한 「한국은행 임직원 대

(C3) 채용 시에도 경력직원을 14명 선발함으로

외활동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대외

써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의 채용을

활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운용에 따른 지방인재

한 이해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첫

채용,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지속

번째 영업일을 「청렴 및 청탁금지 강조의 날」로

한 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과정을 운

지정하여 관련 주제를 사내 인트라넷 및 외부홈

용함으로써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강화하였

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였다. 나아가 조직

다.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편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수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 2020년 말 4급 이상 여성 비중이
19.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청렴·반부패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및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
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2인을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 시설관
리 용역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임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정식 가동하였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통합 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도 및 신뢰성에 대

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위

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해 고성능 분석 서버와 고급 분석·시각화 툴을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반 노력을 지

도입하는 한편,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혁신

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 대응하여 기존 데이터분석 전담조직인 데이
터분석팀을 디지털혁신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다섯째, 통계편제 절차 개선, 대국민 통계제
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신경제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하였다. 새로운 경제통계시스템은 2년여에 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IT 기술의 발전 등 대

쳐 구축될 예정이며, 2021년 중 1차 개발을 완

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료하고 계속하여 2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IT시스템을 개선·확충하였다.

여섯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첫째, 2018년에 시작된 차세대 회계·결제시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보호

스템 구축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서버 및 통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초 개발을

기기를 신규 기기로 대체하였으며, 갈수록 지능

완료하고 본부, 지역본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

통합테스트 및 이행검증 단계를 거쳐 목표했던

버위협분석기기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또

10월 12일에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행적으로 시행
된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 지원을 위해 원격접속

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였다.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국
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염병 위기에
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
이 가능하도록 IT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153)들
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별관

셋째, 업무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협업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별관 철거, 통합별관(지

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업무환경에 유연

상16층, 지하4층) 신축,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Digital Workspace를

이 포함된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5일에 공사

구축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국, 전산정보국 등

가 착수되었다.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20년은 기초공사가 진행된 한 해였다. 통

넷째, 조사연구 지원을 위해 2019년 구축한

합별관으로 흡수되는 1별관이 철거되었고 지

조사연구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0년 6월에

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지하층 공사로 인해

153) 한 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준공:1912년),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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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 한국은행은 3년에 걸쳐 추진한 차

국가지정문화재인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

그림 Ⅳ- 5.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현장(2021년 1월 현재)

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
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동이 적은 지하연속
벽(Diaphragm Wall) 공법을 적용하여 지하벽
체를 조성하였다. 2020년 말 현재 지상 1층 골
조가 완성된 상황이고 지하로 흙을 파 내려가며
구조체를 조성하는 역타 공사(Top-down) 방식
으로 지하층을 작업중이며 비교적 순조롭게 공
사가 진행되고 있다.
100

한편 통합별관 건축품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존 설계를 개선하였다. 정부 정책에 부응한
어린이집 확충, 업무 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유사업무 수행부서 집중배치, 견고성을 강화하
는 구조변경, 상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통합
로비 개선 등이다.
2021년에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고 내외부
마감재 공사도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은
행은 대내외 리스크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
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통합별관 건축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림 Ⅳ-4.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참고 Ⅳ-1.

디지털혁신실 신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10년 시계의 중
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수립하여 공표하

표 Ⅳ- 3.	「BOK 2030」 전략방향과 디지털혁신실의
업무 추진 방향 간 관계
디지털 혁신의 유연하고 신속한 추진
유연하고
•디지털 혁신 관련 의사결정과 업무추진 방식
신속한
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
대응(agility) •디지털 전략 추진에 있어 신속한 디지털 혁
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간 균형 추구
협업과
시너지
(collabor
ation)

였다. BOK 2030에서는 향후 급변하는 디지털 경
제 환경에서도 한국은행이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부터 내부경영까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데이터 및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기반 및 분석역량 고도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역량 및 업
무 효율성 제고

자료: 한국은행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혁신의 적
극적 추진을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
국은행은 2020년 7월 디지털 혁신 추진 전담조직

디지털혁신실은 혁신 조직으로서 다음 기능을 수
행한다.

으로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첫째, 디지털 혁신 주관 부서로서 디지털 혁신 전

BOK 2030 전략방향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략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 이행과정

중심의 신속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에서의 리스크 탐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

역량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 전산정보국 및 여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중심의 혁신 수요를 신속

해 신속한 디지털 혁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데이

요구된다.

터 전담조직으로서 데이터 관련 협업 활성화, 데이
터 활용·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중장기 데이터 전략
을 수립·실행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전행적 의사결
정 및 협의 과정을 지원한다.
둘째, 혁신기획팀은 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대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154) 체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데이터서비스팀은 행내 데이터 분석 플
랫폼인 조사연구플랫폼(BReiT, BOK Research
Innovation Technology)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

154) 데이터를 조직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정하는 동시에 데이터 정책과 표준절차를 수립
하고 수립된 정책과 표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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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expertise)

디지털 혁신의 행내 전파와 원활한 정착 도모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혁신 수요를 파
악하여 디지털 혁신의 원활한 정착 및 업무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
•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공유 극대화

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분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신기술반은 사용자 부서의 업무 수
요에 중점을 두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
털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고 그 성과를 행내
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새로운 유형의 데이
터 등을 경제성장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금융경
제의 잠재리스크를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102

연구하는 한편, 업무자동화 등 업무 전반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림 Ⅳ- 6. 디지털혁신실 조직도
디지털혁신실
디지털 경제 및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
을 적극적으로 추진
혁신기획팀

데이터서비스팀

•전행적 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 및 이행
•전행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이행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조사연구플랫폼
(BReIT, BOK Research
Innovation Technology)
개발 및 운영
•조사연구 지원 데이터 서
비스 설계 및 제공

디지털신기술반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
데이터 텍스트 분석 등
디지털신기술 연구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역량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2. 재무 현황

한 대출 증가로 어음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400조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6,480억 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8조 5,881억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

원 증가하였고, 어음대출과 예치금의 잔액은 각

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각 34조 2,723억 원, 28조 8,721억 원으로 2019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

년 말 대비 18조 7,039억 원, 8조 9,741억 원 증

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

가하였다. 또한 외환평가조정금도 원/달러 환율

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

하락 등으로 12조 9,933억 원 증가하였다.

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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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7. 자산 현황1)(주요 항목) (기말 기준)

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

  2020

  2019
(조 원)

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
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

400.6
392.1

유가증권

34.3

어음대출

15.6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
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

28.9

예치금

외환평가
조정금

19.9
17.4
4.4

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기타

적립155)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

57.6
60.7

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주: 1) 자산 총계는 2019년 말 493조 원에서 2020년 말 539조 원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

자료: 한국은행

46조 원 증가

로 납부한다.
부채 및 자본
자산
2020년 말 부채 규모는 516조 5,591억 원
2020년 말 총자산 규모는 538조 7,304억 원

으로 2019년 말의 474조 502억 원보다 42조

으로 2019년 말의 492조 5,748억 원보다 46조

5,089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

1,556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으로 국고채 매입이

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늘어 유가증권 잔액이 증가한 데다 금융중개지

화폐발행이 늘어난 데다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

원대출 한도 증액 및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

화안정계정 및 환매조건부매각증권 규모가 증

155)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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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

가한 데 기인한다.

표 Ⅳ- 4. 손익 현황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발행과 예금, 환매조건

(억 원)

부매각증권의 잔액이 각각 147조 5,569억 원,
147조 3,459억 원, 11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총수익

2019(A)
164,288

2020(B)
198,654

증감(B-A)

34,366

영업수익

163,820

198,192

34,372

(유가증권이자)

(83,920)

(71,749)

(-12,171)

하였다. 통화안정증권발행은 159조 2,570억 원

(유가증권매매익)

(58,274)

(98,978)

(40,704)

으로 2019년 말에 비해 4조 8,053억 원 감소하

영업외수익

468

461

-7

였다.

총비용

90,716

96,764

6,048

영업비용

90,512

96,520

6,008

21조 8,580억 원, 17조 3,003억 원, 3조 원 증가

2020년 말 자본 규모는 22조 1,713억 원으로
104

과목

2019년 말의 18조 5,246억 원보다 3조 6,467억
원 증가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이자)

(31,372)

(22,451)

(-8,921)

(유가증권매매손)

(24,431)

(33,728)

(9,297)

204

244

40

세전이익

73,572

101,890

28,318

법인세 등(-)

20,441

28,231

7,790

당기순이익

53,131

73,659

20,528

영업외비용

항목별로는 적립금이 1조 5,939억 원 증가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2조
528억 원 증가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면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이자 등이 감

그림 Ⅳ- 8. 부채 및 자본 현황1)(주요 항목) (기말 기준)

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20

  2019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가 1조 2,171억 원감
(조 원)

147.6
125.7

화폐발행

159.3
164.1

통안증권
발행

147.3
130.0

예금

11.0

환매조건부
매각증권
통화안정
계정

8.0

가함에 따라 2019년보다 3조 4,372억 원 증가
한 19조 8,192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가 8,921억 원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매매손과 지급잡이자

9.3
3.5
42.1
42.7

기타
자본

소하였으나 유가증권매매익이 4조 704억 원증

22.2
18.5

가 각각 9,297억 원, 7,126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19년보다 6,008억 원 증가한 9조 6,520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 1) 부채 총계는 2019년 말 474조 원에서 2020년 말 517조 원으로 43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처분
손익
202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7조 3,659억 원
2020년 중 당기순이익은 7조 3,659억 원으

중 2조 2,098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41억 원

로 2019년 중 5조 3,131억 원보다 2조 528억 원

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금리 하락, 해외주가 상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5

승 등으로 외화유가증권매매차익이 증가한 반

조 1,220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2020년도 재무제표
표 Ⅳ- 5. 대차대조표 (제7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0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목

2020 말

2019 말

자산

517,448,550

Ⅰ. 유동자산
1. 현금
2. 지금은
3. 특별인출권보유
4. 유가증권(주석 2)
가. 국채

-

-

5,216,697

5,551,371

3,667,368

3,881,477

400,648,018

392,059,859

25,939,881

16,723,089

-

-

다. 외화증권

374,708,136

375,336,770

5. 예치금(주석 3)

28,872,071

19,897,967

가. 당좌예치금

22,145,299

16,911,309

나. 정기예치금

6,726,772

2,986,658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34,272,315

15,5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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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3,023

213,000

313,000

1,519,959

668,381

14. 외국환

65,309

72,238

15. 대리점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석 4)

2,186,814

2,054,379

16. 본지점환

-

-

17. 기타자산

40,786,999

31,444,733

(17,379,820)

(4,386,530)

21,281,839

20,619,849

(외환평가조정금)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가. 출자금(주석 6)
나. 출자증권
다. 전신전화사용권
라. 제가입권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산총계

20,676,073

20,102,520

12,938,554

12,383,661

7,728,607

7,711,243

48

48

8,864

7,568

530,585

511,460

75,182

5,869

538,730,389

492,57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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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보증증권등

471,954,912

과목

2020 말

2019 말

부채

508,628,706

Ⅰ. 유동부채
1. 화폐발행

147,556,869

125,698,873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석 7)

159,256,957

164,062,268

9,250,000

3,500,000

3. 통화안정계정
4. 정부예금
5. 예금
가. 당좌예금
나. 결제전용예금
다. 자금조정예금
라. 별단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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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50,268

마. 외화예수금
바. 기타외화예금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석 8)
7. 특별인출권배분

6,213,551

3,722,048

147,345,917

130,045,640

74,042,782

65,102,108

-

-

60,000

1,182,500

3,696,211

4,470,196

69,546,924

59,290,836

-

-

11,000,000

8,000,000

3,767,790

3,849,613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24,237,622

27,271,826

(-)

(-)

7,930,384

7,899,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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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78

188,642

7,728,607

7,711,242

516,559,090

474,050,152

22,171,299

18,524,609

22,171,299

18,524,609

자본
Ⅰ. 잉여금
1. 이익잉여금
가. 법정적립금

11,367,675

9,773,747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7,365,855

5,313,094

22,171,299

18,524,609

538,730,389

492,574,761

표 Ⅳ- 6. 손익계산서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목

2020

2019
19,819,233

16,381,991

9,438,237

10,233,111

7,174,936

8,391,961

94,424

25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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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5) 어음대출이자

77,760

94,153

(6) 증권대출이자

32,770

4

17

6

Ⅰ. 영업수익
1. 수입이자와 할인료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2) 예치금이자
(3) 당좌대출이자
(4) 할인어음할인료

(7) 자금조정대출이자

45,927

45,132

(9) 정부대출금이자

47,177

34,944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11) 수입잡이자
2. 수입수수료
3. 유가증권매매익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5. 외환매매익
6. 지금은익
Ⅱ. 영업비용
1. 지급이자와 할인료

1,928

6,360

1,963,191

1,401,931

140,686

126,811

9,897,804

5,827,352

-

1,418

342,506

193,299

-

-

9,651,962

9,051,201

5,345,908

5,752,954

1,177,922

1,227,000

(2) 통화안정계정이자

65,247

141,929

(3) 통화안정증권이자

2,245,058

3,137,165

98,083

199,882

(1) 예금이자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759,598

1,046,978

2. 지급수수료
3. 유가증권매매손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165,341

182,331

3,372,767

2,443,115

114,691

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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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과목
5. 외환매매손
6. 지금은손

2019
11,519

-

-

-

31,704

24,688

111,446

99,308

9. 퇴직급여

35,326

29,994

10. 감가상각비

26,549

26,915

4,842

4,831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8. 화폐제조비

11. 무형자산상각비
12. 일반관리비
Ⅲ. 영업이익

431,869

424,910

10,167,271

7,330,790

46,139

46,842

1. 자산처분익

10,401

1,947

2. 잡익

35,738

44,895

24,447

20,439

1. 출연금

10,000

10,000

2. 자산처분손

13,390

9,541

Ⅳ. 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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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Ⅴ. 영업외비용

1,057

898

10,188,964

7,357,192

Ⅶ. 법인세등

2,823,108

2,044,098

Ⅷ. 당기순이익

7,365,855

5,313,094

3. 잡손
Ⅵ.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표 Ⅳ- 7. 자본변동표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

Ⅰ. 2019년 1월 1일(전기초)
Ⅱ. 정부세입 납부

15,461,113

15,461,113

-2,214,203

-2,214,203

-35,395

-35,395

5,313,094

5,313,094

Ⅲ. 농어가기금 출연
Ⅳ. 당기순이익

합계

Ⅴ.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

18,524,609

18,524,609

Ⅵ. 2020년 1월 1일(당기초)

-

18,524,609

18,524,609

-3,685,294

-3,685,294

-33,872

-33,872

Ⅶ. 정부세입 납부
Ⅷ. 농어가기금 출연
Ⅸ. 당기순이익

7,365,855

7,365,855

22,171,299

22,171,299

Ⅳ. 경영 상황 2. 재무 현황

-

Ⅹ.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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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1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21년 2월 25일
제70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20년 2월 27일
(백만 원)

과목

2020
7,365,855

Ⅰ.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2019

-

5,313,094
-

7,365,855

5,313,094
7,365,855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5,313,094

1. 법정적립금 적립

2,209,757

1,593,928

2. 임의적립금 적립

34,112

33,872

(34,112)

(3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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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121,987

3,685,294
-

-

재무제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
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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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
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
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
습니다.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
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
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1) 외화환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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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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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
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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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
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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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종목

국채

국고채권

정부보증증권 등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합계

2020 말

2019 말

25,939,881,384,189

16,723,089,441,763

-

-

374,708,136,406,076

375,336,769,632,006

400,648,017,790,265

392,059,859,073,769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정기예치금
합계

2020 말

2019 말

국외금융기관

22,145,298,688,106

16,911,309,130,597

국외금융기관

6,726,772,026,721

2,986,657,966,724

28,872,070,714,827

19,897,967,097,321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대여처

2020 말

2019 말

34,272,315,000,000

15,568,425,000,000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등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213,000,000,000

313,000,000,000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1,519,959,119,142

668,380,632,403

-

59,003,440

36,005,274,119,142

16,549,864,635,843

증권대출

국내금융기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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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예치기관

2020 말

2019 말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외금융기관

-

443,023,020,000

-

443,023,020,000

합계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출자대상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출자금

소계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합계

2020 말

1,165,000,000,000

2019 말

1,165,000,000,000

645,000,000,000

645,000,000,000

1,810,000,000,000

1,810,000,000,000

11,128,553,904,998

10,573,660,933,234

12,938,553,904,998

12,383,660,9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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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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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말

2019 말

이표채

146,786,957,302,301

152,172,267,998,487

할인채

12,470,000,000,000

11,890,000,000,000

합계

159,256,957,302,301

164,062,267,998,487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과목

2020 말

상대처

2019 말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11,000,000,000,000

8,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외금융기관

-

-

11,000,000,000,000

8,000,000,000,000

합계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2019

원화증권이자

455,327,562,843

429,806,158,714

외화증권이자

6,719,608,758,641

7,962,154,892,211

합계

7,174,936,321,484

8,391,961,050,925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합계

2020

2019

90,533,166,001

166,794,129,245

7,549,736,031

33,087,853,997

98,082,902,032

199,881,983,24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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