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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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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KB 금융지주는 지속 성장, 기업가치 증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
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
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
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KB 금융지주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
와 경영진에게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중요한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
다. 경영진 견제기능에 대한 이사회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진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
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
(2018 년말 현재 전체 이사회 구성원 9 명중 7 명(78%)이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
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
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여러 분야
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18 년말 현재 사외이사는 금융경영 2 명, 재무 1 명, 회계 1
명, 법률/규제 1 명, 리스크관리 1 명, 소비자보호 1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
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
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
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
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https://www.kbfg.com)
KB 금융지주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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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 명)

(2018.12.31.기준)

주주총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이사회사무국
(4 명)

이사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4 명)

대표이사 회장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 명)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부
(16 명)
HR 부
(14 명)

(이사 5 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 4 명)

리스크관리부
(16 명)

* 상기 위원회 중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 기구이며, 지배구조위원회는 3 월 23 일에 폐지
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되었음.

(2) 지배구조의 특징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KB 금융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
하여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한다.)」 및 「정관」에 따라 2018 년
말 현재 사외이사 7 명, 상임이사 1 명, 비상임이사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KB 금융지주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
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
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기 위원회 중 위원회 운영의 특성상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와 회장후보보추천위원회는 사
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기능 중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일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 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 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객관적이
고 투명한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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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지주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선발하여 검증한 뒤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
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외부 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
군을 관리하며, 후보 추천시 법규 등에서 정한 자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합니다. KB 금융지
주는 금융업계 최초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 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 관리
현황 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18.12.31. 기준)

내부기관

주요역할

이사회

주요경영사항
검토, 의사결정

구성

의장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이름/상임·
사외·비상임 여부)

관련규정

7/9

유석렬
(사외)

정관
이사회규정
정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4/4

박재하
(사외)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외이사 전원

유석렬
(사외)

정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5

윤종규
(상임)

정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감사업무관련
총괄

4/4

한종수
(사외)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평가보상위원회

평가·보상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의사결정

4/4

최명희
(사외)

정관
평가보상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관련
정책/제도수립, 의사결정

4/4

선우석호
(사외)

정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비상설)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

사외이사 전원

최영휘
(사외)

정관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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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이사회규정

-

첨부 3.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6.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7.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8. 평가보상위원회규정

-

첨부 9.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10.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11. 경영승계규정

* 첨부된 규정은 2018. 12. 3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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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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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본연의
견제 기능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2019년 그룹 경영전략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리딩금융그룹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도
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2018~2020년) 경영전략과 연계
된 2019년 경영전략방향 키워드를 ‘RISE’로 정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민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경영전략방향(RISE)은 크게 4가지로, 그룹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본업 경쟁력
강화(Reinforcement), 고객 중심의 핵심 Biz Infra 혁신 및 고도화(Innovation),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New KB문화’ 정착(Smart Working), 구조적 격차 확보 및 경쟁구
도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영역 확장(Expansion) 입니다.
2019년 그룹 경영계획(안)은 2019년 그룹 경영전략 방향하에서 수립된 각 계열사 경
영계획(안)

리뷰(’18.10월)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

그룹

경영진

Workshop(’18.11월) 및 이사회 Workshop(’18.11월)에서 2019년 경영환경, 그룹 경영
방향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년 12월 제14차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심의 후 제12차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였습니
다.
2019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정적 리스크관리 기반하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익력 제고를 통한 확고한 리딩금융그
룹 위상확보를 경영계획 수립방향으로 설정하고 4가지 Agenda를 제시하였습니다. 4가
지 Agenda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미래성장부문 중심의 수익구조
다변화,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 시장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2019년 경영전략방향(RISE)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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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관변경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결의합니다.
(관련규정: 상법 제 393 조의 2, 상법 제 433 조, 이사회규정 제 11 조)
-

제 3 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 변경(안) : 제 10 기 정기주주총회(2018.3.23)
승인

- 변경목적
• 이사회내 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의 기능별 분리·운영을 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근거법령명, 외부감사
인선임주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는 주주총회 시기 변경과 관련된 정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이사회내 위원회 폐지 및 신설
• 이사회내 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분리·운영하기 위해 이
사회 내 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한
정관상 근거 마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① 정관에 인용된 근거 법령명 변경
②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는 주주총회 시기 변경과 관련된 조문 변경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대외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회사의 예산안 및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을 결의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안은 지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 부의안을 심의・
결의한 후
에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하고 있으며,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부
의할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배당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및 결산승인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이사회규정 제 11 조)
이에 따라, 2018 년 12 월 지주 경영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 2018 년 12 월 개최된
제 12 차 이사회에서 2019 년 예산안을 결의하였으며, 예산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2019 년 예산은 그룹의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지원 강화, 생산성 제고
를 위한 Biz Infra 고도화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주요 편성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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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결산안은 2018 년 2 월 개최된 제 1 차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년 결산 결과 연결총자산은 전년대비 61 조 1,119 억원 증가한 436 조 7,856 억원,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 조 1,677 억원 증가한 3 조 3,114 억원이며, 2017 년 배당
금액은 총 7,667 억원(주당 1,920 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중요한 변경사항과 자회사 등의 설립, 취
득, 합병 및 매각에 대해 심의 결의합니다.
(관련규정 : 이사회규정 제 11 조)
2018 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KB 금융지주의「내부통제규정」은 2008.9.29 제정된 이후 4 회에 걸쳐 개정
되었으며, 제•개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2010.2.10. 개정사항]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기조
항 신설, 준법감시인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7. 개정사항] 계열사 경영관리업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주회사 업무수행 시 의사전달방법 관련 조문 신설
[2016.10.20. 개정사항] 금융사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정사항 및 금융감독원의「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개정사항 반영
[2018.4.19. 개정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
조 감독규정」개정사항 반영

이사회는 회사의 건전경영활동 및 임직원 법규준수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내부통제 평가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로부터의 감사수행 결과(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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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 쟁점사항
*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감사위원회규정 제 17 조)
이에 따라 2018 년 이사회가 보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년 4 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18-2 차, 이사회(2018.2.8.)]
* 2017 년 감사수행 결과보고 [2018-5 차, 이사회(2018.3.23.)]
*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8-5 차, 이사회(2018.3.23.)]
* 2018 년 1 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18-7 차, 이사회(2018.4.19.)]
* 2018 년 2 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18-9 차, 이사회(2018.7.19.)]
* 2018 년 3 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18-10 차, 이사회(2018.10.25.)]

(바) 위험관리 기준 수립・평가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준의 수립과 평가와 관
련해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4 조 제 1 항)
이사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그룹의 통합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
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에 부합
하는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
정합니다. 그룹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리스
크 부담수준 및 리스크 감내수준을 설정하며, 리스크 유형 및 계열사별 위험자본을 적
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
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리스크 특성과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원칙 및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승계규정」등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변화하는 환경 및 제도에 따라 해당 내용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4.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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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상충행위 관리 감독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대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 내용을 승인하고 감독하며,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습니다.
(관련규정: 정관 제 44 조 제 7 호)
2018 년에 이해상충 행위 감독을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년 10 차 이사회(2018.10.17)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점검결과 보고

회사가 회사의 계열사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 398 조 및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8 년에는 이
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없습니다.
또한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해당 거래의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 부서가
사전에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심의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 등을
보류시킴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되었을 때 다
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될 수 없는 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결’로 처리하
여 계약체결 등 해당 거래를 제한합니다.

(자) 기타
기타 KB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에 첨부된 회사의 내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KB 금융지주 정관 제 35 조에 의하면 이사의 수는 30 인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 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이는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
다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2 조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관 제 40 조에 의하면 이
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 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23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이를 근거로 2018 년말 KB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7 명, 상임이사(대표이사 회장)
1 명, 비상임이사 1 명 총 9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018 년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Skill Matrix 별로 금융경
영 2 명, 재무 1 명, 회계 1 명, 법률/규제 1 명, 리스크관리 1 명, 소비자보호 1 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Skill Matrix>
구분

금융경영

사외이사 A

●

사외이사 B

●

사외이사 C

재무

회계

법률규제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

사외이사 D

●

사외이사 E

●

사외이사 F

●

사외이사 G

●

이사회규정 제 6 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 있
습니다.
2018 년도에는 3 월 23 일에 개최되었던 제 6 차 이사회에서 유석렬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전문분야 재임기간, 경력 등은 동
보고서에 기재된 해당 사외이사의 약력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2018 년말 재임이사)
(가) 사외이사 유석렬
-

직위: 이사회의장, 회장후보추천위원장, 평가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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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삼성전자 고문

*

삼성토탈 대표이사

*

여신금융협회 회장

*

삼성카드 대표이사

*

삼성생명 대표이사

(나)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

직위: 리스크관리위원, 평가보상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7. 3. 24. ~ 2019. 3. 23.

-

경력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장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Executive Vise President and Representive Director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Executive Managing Director

(다) 사외이사 선우석호
-

직위: 리스크관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

임기: 2018. 3. 23. ~ 2020. 3. 22.

-

경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사) 한국재무학회 회장

*

(사) 한국금융학회 회장

(라) 사외이사 최명희
-

직위: 평가보상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
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8. 3. 23. ~ 2020. 3. 22.

-

경력
*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

한국외환은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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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

(마) 사외이사 정구환
-

직위: 감사위원, 평가보상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8. 3. 23. ~ 2020. 3. 22.

-

경력
*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 변호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바) 사외이사 박재하
-

직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
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9. 3. 22.

-

경력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부소장

*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전북은행, 대우증권, 신한은행 사외이사

*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사) 사외이사 한종수
-

직위: 감사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9. 3. 22.

-

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

대한회계학회 회장

*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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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아) 대표이사 회장 윤종규
-

직위: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4. 11. 21. ~ 2020. 11. 20.

-

경력
*

KB 금융지주 회장

*

KB 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 은행장

*

KB 금융지주 재무담당 부사장

*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

*

국민은행 재무전략기획본부장/부행장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자) 비상임이사 허인
-

직위: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7. 11. 20. ~ 2020. 3 월 주주총회

-

경력
*

KB 국민은행 은행장

*

KB 국민은행 영업그룹대표

*

KB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

*

KB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장

(3) 구성원(2018 년말 퇴임 이사)
(가) 사외이사 최영휘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8. 3. 23.

-

경력
*

신한금융지주 사장

*

신한은행 부행장

*

재무부 이재국 행정사무관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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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외이사 이병남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8. 3. 23.

-

경력
*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사장

*

LG 구조조정본부 인사지원팀 팀장, 부사장

*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조교수

*

대우실업 프로젝트 분석가

(다) 사외이사 김유니스경희
-

임기(최초 선임일 기준) : 2015. 3. 27. ~ 2018. 3. 23.

-

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수석변호사

*

일본 씨티은행 수석준법감시인

*

한국 씨티은행 법무담당 부행장

*

Franklin Templeton 투자신탁운용㈜ 부사장

(4) 요약
(2018. 12. 31. 기준)
성명

유석렬

Stuart B.
Solomon

상임/
사외

직위

사외

이사회의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사외

-

선우석호

사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명희

사외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경력

최초
선임일

’15.3.27.

상기
세부
경력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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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4.

임기
만료일

’19.3.22.

’19.3.23.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45 개월

평보위
사추위
대추위
회추위

21 개월

리스크위
평보위
회추위

’18.3.23.

’20.3.22.

9 개월

’18.3.23.

’20.3.22.

9 개월

감사위
리스크위
사추위
회추위
리스크위
평보위
대추위
회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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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환

사외

-

’18.3.23.

’20.3.22.

9 개월

감사위
평보위
회추위
감사위
사추위
대추위
회추위
감사위
리스크위
사추위
회추위

박재하

사외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15.3.27.

’19.3.22.

45 개월

한종수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15.3.27.

’19.3.22.

45 개월

윤종규

상임

대표이사 회장
계열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14.11.21.

’20.11.20.

49 개월

대추위

허 인

비상임

-

’17.11.20.

’20.3 월
주총

14 개월

대추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8 년에는 총 13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4.9%였습니다.
2018 년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규정 개정,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내규
개정, 2019 년 그룹 경영계획,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승인 등에 관한 안건
들이 논의 및 결의되었고, 분기별로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별 안건처리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회차별 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1 차 (임시)이사회: 2018. 1. 22.(09:10 ~ 11:30)

[안건 통지일: 2018.1.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영휘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Solomon
참석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

불참

참석

김유니스

참석

3. 보고(심의)안건
특별감사 실시 보고

특이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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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경희
참석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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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

-

-

-

-

-

* 개인 일정으로 불참

-

제 2 차 (임시)이사회: 2018. 2. 8.(09:00 ~ 14:30)

[안건 통지일: 2018.2.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영휘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Solomon
참석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참석

참석

비고

김유니스
경희

참석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2017 년 경영성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지주회사 집행임원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7 년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특이의견 없음

업무 수행 내역
2017 년 4/4 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특이의견 없음

및 이용관련 점검 결과
2017 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특이의견 없음

보고
4. 결의안건
2017 년 배당(안)
제 10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2018 년 회사채 발행(안)
이사회 등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안)
이사회사무국장 임명 및 해임 추인
동의(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3 차 (임시)이사회: 2018. 2. 22.(11:00 ~ 12:10)

[안건 통지일: 2018.2.19.]
항목
1. 이사 성명

이사별 활동내역
최영휘

Stuart B.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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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비고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윤종규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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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주주제안 접수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정관 변경(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4 차 (임시)이사회: 2018. 2. 23.(10:10 ~ 12:00)

[안건 통지일: 2018.2.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영휘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Solomon
*

불참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참석

참석

비고

김유니스
경희

참석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주제안 관련 의견 표명(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가결

제 1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한도(안)

* 개인 일정으로 불참

-

제 5 차 (임시)이사회: 2018. 3. 21.(16:00 ~ 16:25)

[안건 통지일: 긴급개최]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영휘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Solomon
참석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참석

참석

비고

김유니스

참석

경희
*

한종수 윤종규 허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제 10 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
수정(안)

찬성

찬성

* 개인 일정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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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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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차 (임시)이사회: 2018. 3. 23.(11: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3. 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이사회 등 연간 일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특이의견 없음

평가결과 보고
2017 년 감사수행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특이의견 없음

운영실태 평가결과
4. 결의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최영휘, 이병남,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2018.3.23)에 따라 퇴임.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사회규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본인이 본인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안건에 참여하지 않음.

-

제 7 차 (정기)이사회: 2018. 4. 19.(09:30 ~ 12:00)

[안건 통지일: 2018.4.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1 분기 경영성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외이사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특이의견 없음

기부금 보고
2018 년 1/4 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특이의견 없음

및 이용관련 점검 결과
4. 결의안건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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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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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 규정 개정(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8 차 (임시)이사회: 2018. 6. 21.(11:3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6. 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

3. 보고(심의)안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관리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관리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

-

-

제 9 차 (정기)이사회: 2018. 7. 19.(09: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7. 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8 년 2/4 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특이의견 없음

및 이용 관련 점검 결과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

-

-

제 10 차 (정기)이사회: 2018. 10. 25.(09: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10.17.]
항목
1. 이사 성명

이사별 활동내역
유석렬

Stuart B.

33

선우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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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참석

Solomon

석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3 분기 경영성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특이의견 없음

이해상충 행위 점검결과 보고
2018 년 3/4 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특이의견 없음

및 이용 관련 점검 결과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

-

* 개인 일정으로 불참

-

제 11 차 (임시)이사회: 2018. 11. 30.(16:30 ~ 17:10.)

[안건 통지일: 긴급개최]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

불참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자기주식 취득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개인 일정으로 불참

-

제 12 차 (임시)이사회: 2018. 12. 7.(14:00 ~ 18:00)

[안건 통지일: 2018. 11.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내부통제 실태점검 결과 및

특이의견 없음

자금세탁 방지 업무 이행현황 보고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관리현황

특이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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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보고
4. 결의안건
2019 년 그룹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 년 지주회사 예산 편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 년 이사회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도 이사회 등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 년 KB 금융그룹 성과평가
체계(안)
외부감사법 시행관련 내규
개정(안)
손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관련 내규 개정(안)

-

제 13 차 (임시)이사회: 2018. 12. 26.(10:00 ~ 11:30)

[안건 통지일: 2018.12.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윤종규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2018 년 계열사 임직원

특이의견 없음

주식기준보상 이전 현황 보고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특이의견 없음

List) 관리현황 보고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특이의견 없음

관리현황 보고
4. 결의안건
지주회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 이사회 평가
KB 금융지주는 이사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이사회 활동내역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독립성,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적정성, 이사회 책임, 주주권리 및 주주관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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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는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Feedback 을 통해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매년 설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평가, 이사회
구성원간의 동료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연차보고서 7. 사외이사 활동ㆍ보수등 -바. 사외이
사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018 년에는 유석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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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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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임)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
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외이사 3 명을 포함한 총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비롯하여 후보자 심사 및 선정 등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 규정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KB 금융지주는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이사
회 내 위원회인「지배구조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기
능에 따른 위원회 분리의 필요성,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2018 년 3 월에 개최된 정기주
주총회 이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하였습니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 명을 위원으
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위원장인 대표이사 1 명과 비상임이사 1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
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년 중 재임하였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지배구조위원회 구성

(2018.3.2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윤종규

상임이사

위원장

2017.11.21

2018.3.23

최영휘

사외이사

위원

2017.3.24

2018.3.23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

2017.3.24

2018.3.23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

위원

2017.3.24

2018.3.23

허인

비상임이사

위원

2017.11.21

2018.3.23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8.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윤종규

상임이사

위원장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유석렬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최명희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허인

비상임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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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 년 중 (상시)지배구조위원회는 총 1 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회 개
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상시)지배구조위원회 결의안건 1 개, 계열사대표이
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안건 3 개로 4 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제 1 차 (상시)지배구조위원회에서는 KB 인베스트먼트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
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된 후 처음 개최
된 제 1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을 확정하였습니다.
제 2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의 후보자군을 보완한 계열사 대표이사 후
보자군을 확정하였습니다. 제 3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대표이사 임
기만료에 따라 KB 증권, KB 손해보험,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부동산신탁, KB 신용정
보, KB 데이타시스템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지배구조위원회
-

제 1 차 (상시)지배구조위원회: 2018. 2. 23. (09:40 ~ 10:10)

[안건 통지일: 2018. 2. 19.]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종규

최영휘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허 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 1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6. 1. (15:10 ~ 15:40)

[안건 통지일: 2018. 5. 24.]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종규

유석렬

최명희

박재하

허 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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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4. 결의안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선정(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1. 13. (14:30 ~ 15:10)

[안건 통지일: 2018. 11. 5.]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종규

유석렬

최명희

박재하

허 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선정(안)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3 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2. 19. (15:00 ~ 15:55)

[안건 통지일: 2018. 12. 12.]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종규

유석렬

최명희

박재하

허 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항
KB 금융지주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4.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6.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며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은 8.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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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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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임)
KB 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경영승계 절차 이행을 위해 이
사회내 위원회인「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안정
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회장 후보자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KB 금융지주는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이사
회 내 위원회인「지배구조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
해 2018 년 3 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이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
천위원회로 분리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8.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유석렬

사외이사

위원장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선우석호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최명희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정구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한종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년 정기주총일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과 당사 지배
구조 내부규범 및 경영승계규정에 있는 대표이사 회장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회장 후보
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임원의 자
격요건은 동법 제 5 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첨부 3.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 11.경영승계규정을 참고하
시면 됩니다.

(2) 후보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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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된 후보자군에서 최종
후보자군을 선정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검증결과를 참고하고, 최고경영
자의 자질 등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군 중에서 최종 후보자 1 인을 선정합
니다.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 8.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나.최
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 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 회 개최되었습니다. 2018 년 제 1 차 위원회에서는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원칙 및 선정 절차(안)’을 논의 및 가결하
였으며 회장 내부 후보자군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 ‘CEO 경영승계 프로
그램 내실화(안)’을 논의 및 가결하였습니다. 제 2 차 위원회에서는 제 1 차 위원회에서 정
한 후보군 구성 원칙 및 선정 절차에 따라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을
확정하였습니다. 제 3 차 및 제 4 차 위원회에서는 제 1 차 위원회에서 정한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회장 내부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경영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원칙 및 선정 절차
(안)’를 논의 및 결의하고 제 6 차 위원회에서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을 확정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1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6. 7. (14:00 ~ 16:00)

[안건 통지일: 2018. 5. 3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원칙 및 선정 절차(안)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내실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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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6. 21. (08:30 ~ 11:30)

[안건 통지일: 2018. 6. 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3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10. 11. (10:00 ~ 16:00)

[안건 통지일: 2018. 10. 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3. 보고(심의)안건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특이의견 없음

List) 경영현안 보고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

-

제 4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10. 15. (09:00 ~ 15:00)

[안건 통지일: 2018. 10. 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특이의견 없음

List) 경영현안 보고
4. 결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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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안건 없음

-

-

-

-

-

-

-

-

-

제 5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11. 1. (10: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10.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원칙 및 선정 절차(안)

-

제 6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 11. 15. (09: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11. 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유석렬

2. 참석여부

참석

Stuart B.

선우

Solomon

석호

참석

참석

비고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특이의견 없음

List) 경영현안 보고
4. 결의안건
2018 년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KB 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
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운영 규정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성과 검토
등이 있습니다.
본 평가는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Feedback 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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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2018 년에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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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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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임)
KB 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5 조와 제
10 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고자 금융경영,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관리, HR, IT, 소비자보호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 후보군 관리 등의 활동
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KB 금융지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 인과 대표이사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2018 년 2 차 위원회(2018.2.5)부터 대표이사
회장이 불참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8 년 2 차 이사회(2018.2.8)에서 ‘위원회는 4 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4 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8.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장

2018.3.23.

유석렬

사외이사

위원

2018.3.23.

선우석호

사외이사

위원

2018.3.23.

한종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48

위원 임기만료일

2019년
정기주총일

2019년
정기주총일

2019년
정기주총일

2019년
정기주총일

약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부소장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전북은행, 대우증권, 신한은행
사외이사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삼성전자 고문
삼성토탈 대표이사
여신금융협회 회장
삼성카드 대표이사
삼성생명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사) 한국재무학회 회장
(사) 한국금융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대한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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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KB 금융지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사외
이사의 자격요건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
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 관련 내규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8 제 5 항 후단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7 조
제 4 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
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보 추천절차
KB 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사외이사 후보군 평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주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를 추
천합니다.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금융경영,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관리, HR,
IT, 소비자보호 총 8 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합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과 주주로부터 예비 후보를 추천받은 후 자질과 능력에 대해
심의하여 후보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KB 금융지주는 금융업계 최초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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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주식을 1 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라도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
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금융, 지배구조,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선자문위원
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하며, 압축된 후보군에 대해 외부 전
문기관을 통해 평판 조회를 진행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인선자문위원의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등
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투표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
총회에 추천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KB 금융지주는 주주, 외부 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 받은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자격검증을 위해 2018 년 총 10 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
며 후보군 관리 현황은 마. (9)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8 년에는 3 명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유석렬, 박재하, 한종수)와 3 명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를 추천하였습니다. 중임을 희망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중임 동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3 명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받았습니다. 중임 및 신임 사외
이사 후보 6 명 모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의기준’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자격
검증을 마친 후 2018 년 2 월 23 일에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6 명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동일 개최된 제 4 차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8 년 3 월 23 일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1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 16.(14:00 ~ 15:00)

[안건 통지일: 2018. 1. 11.]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유석렬

최영휘

이병남

윤종규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보고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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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인선자문위원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2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2. 5.(09:00 ~ 12:00)

[안건 통지일: 2018. 2. 1.]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유석렬

최영휘

이병남

윤종규

참석

참석

참석

불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신임 사외이사 후보군 평판조회(안)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중임 사외이사 후보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 2 차 위원회부터 불참 통지/위원회를 4 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
(2018.2.8)

-

제 3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2. 12.(14:00 ~ 16:50)

[안건 통지일: 2018.2.7.]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유석렬

최영휘

이병남

-

참석

참석

참석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
신임 사외이사 후보군 평판조

특이의견 없음

회 결과 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 심의(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

-

-

제 4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2. 14.(14:30 ~ 16:00)

[안건 통지일: 긴급개최]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유석렬

최영휘

이병남

-

참석

참석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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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심의)안건
신임 사외이사 후보 재심의(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수정(안)

-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제 5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2. 23.(09:00 ~ 09:30)

[안건 통지일: 2018. 2. 20.]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유석렬

최영휘

이병남

-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심의)안건
사외이사후보 자격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보고
주주제안권 행사에 따른 사외
이사후보(권순원)

특이의견 없음

자격검증 결과 보고
4. 결의안건
사외이사후보 추천 결의(안)
주주제안권 행사에 따른 사외이사후보
(권순원) 주주총회 부의 결의(안)

-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제 6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5. 17.(14:00 ~ 15:00)

[안건 통지일: 2018. 5. 8.]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재하

유석렬

선우석호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

4. 결의안건
2018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개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부결

* 추가 검토 필요에 따른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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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6. 15.(17:00 ~ 17:30)

[안건 통지일: 2018. 6. 7.]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재하

유석렬

선우석호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

-

찬성

찬성

가결

제 8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1. 20.(14:00 ~ 14:50)

[안건 통지일: 2018. 11. 13.]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재하

유석렬

선우석호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

-

찬성

찬성

가결

제 9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2. 12.(14:00 ~ 15:30)

[안건 통지일: 2018. 12. 5.]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재하

유석렬

선우석호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보고(심의) 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선정 절차(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10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12. 27.(14:00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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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통지일: 2018. 12. 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비고

박재하

유석렬

선우석호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
2018년

사외이사

동료평가

특이의견 없음

결과 보고
4. 결의안건
중임 사외이사 후보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신임 사외이사 후보군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인선자문위원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KB 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
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운영 규정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성과
검토 등이 있습니다.
본 평가는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Feedback 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2018 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 후보 유석렬
(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50 년

-

출신학교
*

한국과학원 산업공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기고등학교

-

경력
*

2014 – 2017 삼성전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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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2010 삼성토탈 대표이사

*

2006 - 2007 여신금융협회 회장

*

2003 - 2009 삼성카드 대표이사

*

2001 - 2003 삼성생명 대표이사

-

사외이사 경력
*

해당 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영휘 위원(최초 후보제안자 : 외부 전문기관)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KB 의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끌었으며,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
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재무적 이슈에 대한 의
견과 해결 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4 차 산업 변화의 흐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장
기 전략 방향의 수립과 그룹의 균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KB 의 성
장과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 추천 경로

유석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영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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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격충족 여부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

평가

유석렬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재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의 입지를 다졌으며, 증권, 생명보험, 카드 등 삼성그
룹 5 개사 CEO 를 경험한 금융 및 경영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결의
유석렬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
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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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
건은 본인을 제외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선우석호
(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51 년

-

출신학교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워튼스쿨 경영학 박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응용수학 학사

-

경력
*

2017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1991 – 2017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부교수/교수, 경영대학원장

*

2007 – 2007 (사)한국재무학회 회장

*

2009 – 2010 (사)한국금융학회 회장

-

사외이사 경력
*

2006 – 2012 ㈜엘지패션

*

2002 – 2003 한국외환은행

*

1999 – 2001 한미은행

(나) 후보제안자
-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외부 전문기관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연구위원장, 한미은행, 외환은행, 엘지패션
사외이사 경험 등을 통해 금융사의 현안 파악 및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분
한 이해도를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사외이사인력뱅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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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장리스크 및 평판리스크 관리, 수익성 개선 방안, 국제화 전략을 포함한 미래전략
설정에 있어 구체적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재무분야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신임 사외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 추천 경로

선우석호 후보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

평가

선우석호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재무와 리스크관리 분야에
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은 재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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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결의
선우석호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
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
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도 있
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최명희
(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52 년

-

출신학교
*

-

연세대학교 영문학 학사

경력
*

2011 – 현재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

2005 – 2009 한국외환은행 감사

*

2003 – 2005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

1974 – 1991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

-

사외이사 경력
*

해당 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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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APG Asset Management Asia(주주)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광범위한 전문적 배경지식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금융기관이 노출되어 있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주를
대신하여 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 추천 경로

최명희 후보는 주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평가

최명희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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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금융업과 감독기관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최고의 입지를 다졌으며,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내부통제와 규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결의
최명희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
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정구환
(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53 년

-

출신학교
*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

2016 – 현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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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20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

*

2006 – 20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사외이사 경력
*

해당 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외부 전문기관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30 년의 경력을 가진 정통 법조인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이며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로 검사 시절 다수의 굵직한 사건처리와 소비자 보호원의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쌓은 경험이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소비자 보호분야에 대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할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 추천 경로

정구환 후보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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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평가

정구환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30 년간 법률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졌으며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소비자보호와 법률 분야의 최고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결의
정구환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
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
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5) 사외이사 후보 박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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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57 년

-

출신학교
*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전주고등학교

-

경력
*

1991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1 – 2015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

2008 – 2010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2008 – 2009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1999 – 2000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

사외이사 경력
*

2009 – 2010 대우증권 사외이사

*

2007 – 2011 신한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

2004 – 2007 전북은행 사외이사

(나) 후보제안자
-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석렬 위원장(최초 후보제안자 : 주주 신상훈, 외부 전
문기관)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적시
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이끌었
으며, 감사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
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
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경영진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

64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극적으로 조언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KB 의 성장과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 추천 경로

박재하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석렬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

평가

박재하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 년이상 종사한 금융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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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결의
박재하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
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
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6) 사외이사 후보 한종수
(가) 후보 인적사항
-

출생연도: 1960 년

-

출신학교
*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회계학 박사

*

연세대학교 회계학 석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환일고등학교

-

-

경력
*

2006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13 –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

*

2018 – 2018 대한 회계학회 회장

*

2011 - 2012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2011 – 2013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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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석렬 위원장(최초 후보제안자 : 외부 전문기관)

후보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 추천 이유
후보자는 결의기구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회계, 재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적
인 식견으로 의견 제시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 회
계적 관점에서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회사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의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조언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감
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KB 의 성장과 발전
에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 추천 경로

한종수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석렬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 KB 금융지주와의 관계
KB 금융지주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

소극적 요건(관련 법령)
*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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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한종수 후보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합니다.

-

KB 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KB 금융지주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후보는 2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공인회계사로서 5 년 이상 종사하여 회계전문가로 전문성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

직무공정성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로 적합한 윤리의식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한종수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 년 2 월 23 일 제 5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5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
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
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7)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총 3 명 중 3 명 모두가 연임하였으며
평가 결과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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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말 재임이사 기준)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

평가 여부

유석렬

3년

연임

95%

평가

박재하

3년

연임

100%

평가

한종수

3년

연임

100%

평가

*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 이후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임
** 이사회등 출석률은 2017 년 정기주총 후부터 2018 년 정기주총 전까지의 출석률임

(8)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요약(2018 말 재임 사외이사 기준)
① 사외이사 유석렬
유석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KB 의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
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끌었으며,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를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외이
사 후보 추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재무적 이슈
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4 차 산업 변화의 흐름에 대한 예리한 통찰
력으로 장기 전략 방향의 수립과 그룹의 균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2.사외이사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외이사 박재하
박재하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리스
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
록 이끌었으며, 감사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
크 관리 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경영진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2.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외이사 한종수
한종수 사외이사는 결의기구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회계, 재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
은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의견 제시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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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 회계적 관점에서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회사가 관련 국내
외 주요 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조언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2.사외
이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2. 사외이사 검토 보고서

(9)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KB 금융지주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를 적시에 주주총회에 추천하
기 위해 매 반기마다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KB 금융지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외부 전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
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17 일에 개최된 6 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에서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을 논의 및 결의하
였고, 2018 년 6 월 15 일에 개최된 7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을
결의하였습니다. 2018 년 11 월 20 일 개최된 8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을 결의하였으며, 2018 년 12 월 12 일에 개
최된 9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기관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을 보고
받고 동 위원회에서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2018. 6. 15., 7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금융경영

20

19.2%

회계

18

17.3%

재무

14

13.5%

법률/규제

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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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13

12.5%

HR

8

7.7%

IT

17

16.3%

소비자보호

5

4.8%

합계

104

100%

-

외부 전문기관 추천 103 명, 주주 추천 1 명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2018. 12. 12., 9 차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금융경영

23

19.8%

회계

21

18.1%

재무

19

16.4%

법률/규제

7

6.0%

리스크관리

19

16.4%

HR

6

5.2%

IT

16

13.8%

소비자보호

5

4.3%

합계

116

100%

비고

외부 전문기관 추천 115 명, 주주 추천 1 명

(1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보고 (2018. 6. 21., 8 차 이사회)
*

-

보고 내용은 (9)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 (다) 후보군 현황의 2018 년 상반
기 사외이사후보군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보고 (2018. 12. 26., 13 차 이사회)

*

보고 내용은 (9)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 (다) 후보군 현황의 2018 년 하반
기 사외이사후보군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1)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
적으로 보고한 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18.5.17.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

2018.6.15.

2018 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

2018.11.2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 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
외부 전문기관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2018.12.12.

2018 년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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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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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7 조 따른 위원회로서 KB 금융지주는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KB 금융지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설기구
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까지입니다.
(2018 년 감사위원 추천시 위원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최영휘

직위 등

비고

위원장

Stuart B. Solomon
유석렬
이병남

사외이사
위원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

다. 선임기준
KB 금융지주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자격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
준보다 더욱 엄격하며, 이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
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내규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철저하게 검증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기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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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아래와 같
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감사위원회규정 제 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한 각 호
의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 후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2018 년말 감사위원회 재임 위원 기준입니다.
후보자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제8 조 제2 항
1호
2호
1호
-

제8 조 제3 항
1 호, 2 호
2호
-

비고
정관 제 8 조제 4 항제 5 호 충족

* 박재하 후보는 2017 년 2 월 24 일에 개최된 2 차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자격인정(안)’이
가결되어 정관 제 8 조 제 4 항 제 5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함.

감사위원회규정 제 8 조(구성 및 자격)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
무에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정관 제 8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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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후보 추천절차
KB 금융지주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KB 금융지주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
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후보를 선정하고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회의 개최 내역

-

제 1 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18. 2. 23.(제 4 차 이사회 정회 中)

[안건 통지일: 2018.2.19.]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최영휘

Stuart B.
Solomon

참석

불참

*

비고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특이의견 없음

후보 자격검증 결과보고
4. 결의안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결의(안)

찬성

-

* 개인 일정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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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KB 금융지주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를 추천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
다.

마.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KB 금융지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8 년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2018 년 2 월 23 일에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
하 후보 4 명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별, 후보별 인적사항은 본 보
고서 ‘2. 나. (2) 이사회 구성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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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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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활동 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2018 년말 재임 사외이사 기준, 참석횟수
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시 기준)
(가) 사외이사 유석렬
사외이사 유석렬은 2018 년도에 개최된 이사회 13 회 중 12 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 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2 회 모두, 평가보상위원회 3 회 중 2 회,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 10 회 모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회 모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18 년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그룹 차원의 Digitalization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배
구조법 등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 지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인 계열사 시너지를 위한 조언과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사회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
라 원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
였습니다.
사외이사 유석렬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338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은 해외에 거주함에도 2018년도에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0회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3회 모두, 평가보상위원회 7회 모두,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6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18 년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인터넷 뱅크’와 ‘글로벌 전략 추진 현황’에 대해 상반기
이사회 워크숍에 보고를 요청하여 4 차 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추진 현황과 글로벌
전략 점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KB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현황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여 보고 받았고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으로서 ‘그룹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불확실성과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탁월한 국제감각으로 그룹의 글로벌 전략 방향 수립시 실질적인 조언을 하였으며, 평소
외국인 주주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룹내
에서 보험사의 역할과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비은행부문 성
장에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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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Stuart B. Solomon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도에 총 245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선우석호
사외이사 선우석호는 2018 년 3 월 23 일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
된 이후 개최된 이사회 8 회 모두, 감사위원회 12 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3 회 모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회 모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월 그룹의 리스크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
해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Overview 및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
였습니다. 또한, 4 차 산업, 글로벌 등 주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를 경영진
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사후 조치 방안 마련
을 요청하였고, 계열사 감사시 실질적인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해외지점에 대한 내
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우석호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295 시간을 할
애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최명희
사외이사 최명희는 2018 년 3 월 23 일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개최된 이사회 8 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3 회 모두, 평가보상위원회 3 회 모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회 모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
다.
2018 년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지주를 포함한 각 계열사의 내부통제 부문에 관한 현황
을 보고받고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IRR 관련 평가와 보상의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투
자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등 주요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감독기관의 바젤 3 등 규제 도입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최명희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201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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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외이사 정구환
사외이사 정구환은 2018 년 3 월 23 일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개최된 이사회 8 회 모두, 감사위원회 12 회 모두, 평가보상위원회 3 회 모두, 회
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내부통제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을 요청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의 내부통제 업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및 업무에 관한 법령집 작성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경험을 살려 주요 현안에 대
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였습
니다.
사외이사 정구환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262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박재하
사외이사 박재하는 2018 년도에 개최된 이사회 13 회 모두, 감사위원회 16 회 모두, 리
스크관리위원회 2 회 모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회 모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
천위원회 4 회 모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18 년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그룹 시너지 주요 부문인 자본시장, WM, CIB 에 관한 추
진계획을 요청하여 하반기 이사회 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법 개정(예정)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후
보 추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선제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임직원에 대한 Digitalization 교육 체계
화 의견을 제안하고 해외 지점 등에 대한 감사시 주요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재하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387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한종수
사외이사 한종수는 2018 년도에 개최된 이사회 13 회 모두, 감사위원회 16 회 모두, 리
스크관리위원회 2 회 모두, 평가보상위원회 4 회 모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회 모
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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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경영성과 보고시에 시계열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의 다양
성을 높였으며 은행의 혼잡점포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상반기 이사회 워크숍에서 보고
받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감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법률 리
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RBC 관리와 K-ICS 도입
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계 부문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하여 그룹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외이사 한종수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 년도에 총 400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활동내역 요약(2018.1.1. ~ 2018.12.31.) (2018 년말 재임이사 기준)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
사외
이사명

개최 참여

유석렬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평가보상
위원회

활동
계열사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후보
감사위원
시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
추천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13

12

4

4

2

2

3

2

3

3

6

6

10

10

1

1

338

Stuart B
13
Solomon

10

-

-

3

3

7

7

-

-

6

6

-

-

1

1

245

선우석호

8

8

12

12

3

3

-

-

-

-

6

6

5

5

-

-

295

최명희

8

8

-

-

3

3

3

3

3

3

6

6

-

-

-

-

201

정구환

8

8

12

12

-

-

3

3

-

-

6

6

-

-

-

-

262

박재하

13

13

16

16

2

2

-

-

4

4

6

6

5

5

1

1

387

한종수

13

13

16

16

3

3

4

4

-

-

6

6

5

5

1

1

400

*

2018 년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최 및 참여한 횟수

**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8 년 정기주주총회(3.23)에서
선임된 시점부터임

*** 지배구조위원회(상시지배구조위원회,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2018 년 4 월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 상시지배구조위원회 개최 횟수(1 회)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 포함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KB 금융그룹은 임원 및 사외이사의 배상책임 손해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
입되어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 및 사외이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제기
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임원 및 사외이사가 입은 재무적 손실을 보상(소송비용 포함)하
고 있으며, 정치단체 등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수수료, 사례금, 기타 급부의 지급 등
으로 인하여 초래된 배상청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으로 인한 배
상청구,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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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적용중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최대 950 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룹 전체 보험료는 5,359,991,100 원 입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초선임일자

유석렬

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15.3.27.

‘17.3.24.

‘18.3.23.

‘18.3.23.

‘18.3.23.

‘15.3.27.

‘15.3.27.

1. 교육ㆍ연수 실시 내역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교육명 : KB 금융그룹 현황 및 경영전략방향(주관 : KB 금융지주)
- 교육일시 : 2015.4.3.(금) 13:30 ~ 17:10
참석

-

-

-

-

참석

참석

- 교육명 : 바람직한 이사회의 기능과 사외이사의 역할(주관 : KB 금융지주)
- 교육일시 : 2015.6.2.(금) 13:30 ~ 16:30
참석

-

-

-

-

참석

참석

- 교육명 : 사외이사 평가제도 운영 방향, KB 금융그룹 중장기 전략(주관 : KB 금융지주)
- 교육일시 : 2015.10.16.(금) 14:00 ~ 18:00
참석

-

-

-

-

참석

참석

- 교육명 :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프로그램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삼정 KPMG)
- 교육일시 : 2016.5.20.(금) 10:00 ~ 15:50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

-

참석

-

-

참석

- 교육명 : 임직원 대상 기업분석 특강(KB 국민은행)
- 교육일시 : 2016.6.8.(수) 14:30 ~ 16:30
-

-

-

-

- 교육명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 SEC 상장기업 감사위원회 역할 (삼정 KPMG)
- 교육일시 : 2016.7.7.(목) 15:30 ~ 18:15
-

-

-

-

-

-

참석

- 교육명 : 신임 사외이사 Orientation (KB 금융지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7.3.24.(금) 15:00 ~ 18:00
- 발표자 : KB 금융지주 전략 및 재무 담당 임원, 이사회 내 위원회 담당 임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참석

-

-

-

-

-

- 교육명 : 신임 사외이사 Orientation (주관 : KB 금융지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8.3.28.(수) 14:00 ~ 18:00
- 발표자 : KB 금융지주 전략 및 재무 담당 임원, 이사회 내 위원회 담당 임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참석

참석

참석

- 교육명 : 경영특강 ‘Bank, Beyond’(주관 : KB 금융지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8.5.25.(금) 13:30 ~ 14:30
- 발표자 :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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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교육명 :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주관 : KB 금융지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8.7.4.(수) 14:00 ~ 17:00
- 발표자 :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삼정 KPMG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 교육명 : 인문학 특강,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주관 : KB 금융지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8.11.22.(목) 11:00 ~ 12:30
- 발표자 :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2. 누적 교육 시간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3.1

4

9.5

6.5

9.5

16.1

26.7

* ‘2. 누적 교육 시간’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시간을 합산하여 기재
**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교육•연수 활동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2018 년말 재임이사 기준)
2018 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1) 사외이사 유석렬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유석렬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삼성그룹에서 12 년간 증권, 보험, 카드 등의 CEO 를 역임하며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
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금융경영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룹 전략 방향과 선제적 대응 과제를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의 요건
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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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렬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외
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과 Global Trend 변화에 구체적인 방
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룹의 장기 전략 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배구조 선진
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등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유석렬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총 338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
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2)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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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보험회사 대표이사와 제조업 등의 사외이사 경험을 통
해 기업에 대한 높은 통찰력을 보유한 금융경영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장 방향을 조언하였으며 ‘그룹의 국제 신용등급 향
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였
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
습니다. 사외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안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등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2018 년에 해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의
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
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245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
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나)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1. 소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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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3) 사외이사 선우석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재무와 리
스크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은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한, 다양한 회사의
사외이사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등에도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훌륭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외이사는 해
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
외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월 그룹의 리스크 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외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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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
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
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295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
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4) 사외이사 최명희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최명희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최명희 사외이사는 금융업과 감독기관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최고의 입지를 다졌으며,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내부통제와 규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87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한 통찰력으로 준법감시와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깊이 있는 시
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훌륭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최명희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외
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최명희 사외이사는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IRR 관련 평가와 보상의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투자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등 주요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감독기관의 바젤 3 등 규제
도입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최명희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201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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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 정구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정구환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정구환 사외이사는 30 년간 법률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졌으며 소비자분쟁조정 위
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소비자보호와 법률 분야의 최고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
로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에서 규정
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정구환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외
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정구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내부통제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을 요청
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의 내부
통제 업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경험을 살려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
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정구환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262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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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6) 사외이사 박재하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박재하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박재하 사외이사는 경기상황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리스크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한, 금융정책 수립 경험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경력을 통해 축적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
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에
서 규정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박재하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외
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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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박재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법 개정(예정)과 관
련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선제적인 검
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임직원에
Digitalization 교육 체계화 의견을 제안하고 해외 지점 등에 대한 감사시 주요 고려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
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박재하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387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7) 사외이사 한종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관련 법령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한종수 사외이사는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며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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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1 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기준위원, IFRS 해석위원회 위원이며,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
과 회계학 전공 교수로서의 학문적 지식을 겸비한 재무회계와 회계 감사 분야의 권위
자입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사항과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2 호〗
한종수 사외이사는 KB 금융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전혀 없으며, 사외
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윤리성/책임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3 호〗
한종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감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
로 마련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RBC
관리와 K-ICS 도입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계 부문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하여 그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이해관계
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판단근거 : 정관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2 항 제 4 호〗
한종수 사외이사는 2018 년에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연간 400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지주 및 계열사와 거래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1. 소극적 자격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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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 활동 내역 고려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사외이사

(최초선임일)

법인등의 명칭

홍익대학교

사외이사와
관계

(단위:만원)
선임 전

본인

KB 손해보험

경영대학 원장

(계열사)
KB 국민카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원 내역

기부한
금융회사

(계열사)

선우석호

선임 후

‘17 년 : 630

‘16 년 : 2,000
‘16 년 : 2,000

(’18.3.23.)

한국세무학회

‘17 년 : 2,000

직계혈족
KB 국민은행

‘18 년 : 2,000

(계열사)

‘16 년 : 2,000

한국회계학회

‘17 년 : 2,000
*

‘18 년 : 2,000

박재하
(‘15.3.27.)

서울대학교

배우자

KB 데이타시스템

교수로 재직

(계열사)

‘15 년 : 400

-

‘13 년 : 2,000

한종수
(‘15.3.27.)

한국회계학회

본인

KB 국민은행

‘14 년 : 2,000

‘16 년 : 2,000

부회장으로 재임

(계열사)

‘15 년 : 2,000

‘17 년 : 2,000

*

‘18 년 : 2,000
* 2018 년도에 한국회계학회에 1 회 기부금 지원(중복 지원 아님)

바. 사외이사 평가
(1) 내부 및 동료평가
(가) 개요
-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사외이사 활동을 근접 관찰할 수 있
는 내부인력에 의한 내부평가와 각 사외이사에 대한 동료평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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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사외이사별로 연간 활동 내역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기타 회의 출석률(%)을
참고하여 정성평가 방식으로 내부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절차

각 사외이사에 대한 서면평가서 작성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장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내부평가, 동료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KB 금융지주는 2018 말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습니다. 내부평가 및 동료평가 결과 7 인의 사외이사 전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① 사외이사 유석렬
유석렬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전체 주
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과 Global Trend
변화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룹의 장기 전략 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
으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사회를 견제와 균형
의 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하였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EO 경영승
계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총 338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Stuart B. Solomon 사외이사는 탁월한 국제감각으로 그룹의 글로벌 전략 방향 수립시
실질적인 조언을 하였으며, 평소 외국인 주주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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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룹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방안’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불확실성과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
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내에서 보험사의 역할과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
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비은행부문 성장에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
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팀워크 향상을 위해 이사들간
의 소통과 의견 조율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업에 관한 주요 안건에 대
해 경영진과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리더십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
습니다. 해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245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③ 사외이사 선우석호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월 그룹의 리스크 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외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
었습니다. 또한, 적시에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위원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탁월한 리
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
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
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
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295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④ 사외이사 최명희
최명희 사외이사는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IRR 관련 평가와 보상의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투자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등 주요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감독기관의 바젤 3 등 규제
도입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보상원칙과 프레임을 수립하고 성과보상
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평가보상위원회를 균형적인 리더십을 통해 훌륭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경영진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201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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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외이사 정구환
정구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내부통제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을 요청
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의 내부
통제 업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경험을 살려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
지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적
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요 안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위원들과 화합하여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
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
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262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⑥ 사외이사 박재하
박재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법 개정(예정)과 관
련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선제적인 검
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임직원에 대한
Digitalization 교육 체계화 의견을 제안하고 해외 지점 등에 대한 감사시 주요 고려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한,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계열
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
회, 간담회 등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387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⑦ 사외이사 한종수
한종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감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
로 마련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RBC
관리와 K-ICS 도입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계 부문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하여 그룹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집
행부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3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었으며, 외감법
시행 등 주요 현안들에 관해 경영진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원장
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위원들과 화합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간담회 등 의안 사
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연간 400 시간을 할애하여 이사
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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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폐지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18 년에는 유석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
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KB 금융지주는 이사회규정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이사회사무국에서 담당하도
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 년말 현재 이사회사무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수는
국장 1 명, 팀장 1 명, 팀원 2 명으로 총 4 명입니다.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사무국의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유지
-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사외이사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지원
- 경영승계 프로그램 실무지원
-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지원
- 이사 연수에 관한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업무
KB 금융지주 이사회사무국은 2018 년도 중 이사회 13 회, 감사위원회 16 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5 회, 평가보상위원회 7 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 회, 상시 지배구조위원회
1 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6 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
원회 1 회, 이사회 워크숍 2 회, 사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사
회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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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기록유지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지시사
항 처리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최초 선임일 기준, 2018 년말 재직이사 기준)
① 사외이사 유석렬
-

재직기간 : 45 개월(’15.3.27.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산출내역

94 백만원
기본급

59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35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기사포함 승용차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②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

재직기간 : 21 개월(’17.3.24.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72 백만원
기본급

48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4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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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기사포함 승용차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③ 사외이사 선우석호
-

재직기간 : 9 개월(’18.3.23.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산출내역

71 백만원
기본급

42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9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1 회
기사포함 승용차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④ 사외이사 최명희
-

재직기간 : 9 개월(’18.3.23.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64 백만원
기본급

42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2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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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지원

1회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1 회
기사포함 승용차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⑤ 사외이사 정구환
-

재직기간 : 9 개월(’18.3.23.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산출내역

62 백만원
기본급

37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5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기사포함 승용차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⑥ 사외이사 박재하
-

재직기간 : 45 개월(’15.3.27.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93 백만원
기본급

54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39 백만원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100

산출내역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종합검진 1 회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기사포함 승용차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⑦ 사외이사 한종수
-

재직기간 : 45 개월(’15.3.27. ~ 2018.12.31.)

-

보수
항목

금액

가. 보수총액

산출내역

95 백만원
기본급

54 백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41 백만원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종합검진 1 회

회의참석 등

차량제공

기사포함 승용차

필요 시에만 제공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 기타수당은 이사회등의 회의 참석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이며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 1 백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자. 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18 년에는 KB 금융지주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

임기만료

(퇴임일)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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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목

이경재

고승의

배재욱

김영진

09.03.27.

10.03.26.

10.03.26.

11.03.25.

11.03.25.

14.03.21.

14.11.21.

14.12.05.

14.03.21.

15.03.27.

59 개월

운영위
(10.03~12.03)
경영전략위
(09.03~14.03)
리스크위
(11.03~12.03)
평보위
(09.03~11.03)
(12.03~14.03)

55 개월

운영위
(10.03~14.11)
감사위
(10.03~12.03)
(13.03~14.11)리
스크위
(12.03~13.03)
(14.03~14.11)
평보위
(10.03~12.03)

56 개월

운영위
(10.03~13.03)
감사위
(10.03~12.03)
(13.03~14.12)
경전위
(12.03~13.03)
(14.03~14.12)
리스크위
(10.03~13.03)
평보위
(13.03~14.12)

35 개월

이사회운영위원회
(12.03~14.03)
감사위
(11.03~14.03)
리스크위
(13.03~14.03)
평보위
(11.03~13.03)

48 개월

운영위
(12.03~13.03)
(14.03~15.03)
감사위
(12.03~15.03)
리스크위
(11.03~15.03)
평보위
(11.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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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0.03~11.03)

에이스리서치
대표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1.03~12.03)

이사회 의장
(10.03~14.11)

前 중소기업은행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10.03~12.03)
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12.03~13.03)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2.03~13.03)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배재욱법률사무소
변호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3.03~14.03)

감사위원회 위원장
(14.03~15.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2.03~13.03)
이사회 의장
(15.01~15.03)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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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황건호

김영과

조재호

김명직

신성환

최운열

11.03.25.

12.03.23.

13.03.22.

14.03.28.

14.03.28.

14.03.28.

15.03.27.

15.03.27.

15.03.27.

15.03.21.

15.03.27.

15.03.27.

15.03.27.

16.03.26.

48 개월

36 개월

운영위
(12.03~15.03)
감사위
(11.03~15.03)
리스크위
(13.03~14.03)
평보위
(11.03~13.03)
(14.03~15.03)
운영위
(13.03~15.03)
감사위
(12.03~13.03)
리스크위
(13.03~15.03)
평보위
(12.03~14.03)
사추위
(15.01~15.03)

감사위원회 위원장
(12.03~14.03)

前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4.03~15.03)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3.03~14.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4.03~15.03)

前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5.01~15.03)

24 개월

운영위
(14.03~15.03)
경영전략위
(13.03~15.03)
평보위
(13.03~15.03)

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14.03~15.03)

前 한국증권금융 사장

12 개월

리스크위
(14.03~15.03)
평보위
(14.03~15.03)
사추위
(15.01~15.03)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2 개월

리스크위
(14.03~15.03)
평보위
(14.03~15.03)
사추위
(15.01~15.03)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경제금융대학 교수

12 개월

감사위
(14.03~15.03)
경영전략위
(14.03~15.03)
사추위
(15.01~15.03)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2 개월

감사위
(15.03~16.03)
사추위
(15.03~16.03)
지배위
(15.03~16.03)

감사위원회 위원장
(15.03~16.03)

前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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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휘

Stuart B.
Solomon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15.03.27.

17.03.24.

15.03.27.

15.03.27.

15.03.27.

15.03.27.

18.03.23.

19.03.23.

19.03.22.

18.03.23.

19.03.22.

18.03.23.

36 개월

감사위
(15.03~17.3)
사추위
(15.03~18.03)
리스크위
(17.03~18.03)
지배위
(15.03~18.03)

21 개월

리스크위
(18.03~현재)
평보위
(17.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45 개월

감사위
(17.03~18.03)
리스크위
(15.03~18.03)
평보위
(15.03~17.03)
(18.03~현재)
사추위
(15.03~현재)
계열사대추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36 개월

평보위
(15.03~18.03)
지배위
(15.03~17.03)
사추위
(16.03~18.03)

45 개월

감사위
(17.03~현재)
리스크위
(15.03~18.03)
평보위
(15.03~17.03)
지배위
(16.03~18.03)
사추위
(18.03~현재)
계열사대추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36 개월

감사위
(15.03~18.03)
리스크위
(15.03~17.03)
평보위
(17.03~18.03)
지배위
(17.0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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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
(15.03~18.03)
前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16.11~18.03)

前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장

이사회 의장
(18.03~현재)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8.03~현재)

前 삼성전자 고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5.03~18.03)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5.03~18.03)

前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사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5.03~18.0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8.03~현재)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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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15.03.27.

18.3.23.

18.3.23.

18.3.23.

19.03.22.

20.3.22.

20.3.22.

20.3.22.

45 개월

9 개월

9 개월

9 개월

감사위
(15.03~현재)
평보위
(15.03~18.03)
리스크위
(18.03~현재)
사추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16.03~현재)

감사위
(18.03~현재)
리스크위
(18.03~현재)
사추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8.03~현재)

리스크위
(18.03~현재)
평보위
(18.03~현재)
계열사대추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18.03~현재)

감사위
(18.03~현재)
평보위
(18.03~현재)
회추위
(18.0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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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 교수
前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前 한국외환은행 감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 변호사
-

前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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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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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KB 금융지주는 그룹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2016 년 7 월 21 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 규정인 「경영승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
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최소 자격요건, 회장 후보자군 관리, 경영
승계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최종 후보자군 선정 및 자격검증, 비상상황 발생시
승계절차 등입니다.
관련규정은 1. 지배구조 일반 – 다. 관련규정 – 첨부 11. 경영승계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KB 금융지주는 「경영승계규정」에서 ‘회장 후보자군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에 준하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및 도덕성을 갖추고, KB 금융그룹의 비전과 가
치관을 공유하며, 장ㆍ단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이사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
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
차를 개시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된 후보자군에서 최종 후보자군을
선정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검증결과를 참조하고, 최고경영자의 자
질 등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군 중에서 최종 후보자 1 인을 선정합니
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 일전까지 이사회에 추
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2) 비상계획
KB 금융지주는 회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임, 해임,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 의장은 24 시간 내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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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대
행을 선임합니다. 이사회는 직무대행 선정 후 차기 회장 선임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며 회
장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회장 승계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대표이사 회장은 관련 법령과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충족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충족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리더십 경험과 업무 전

1.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 요건)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경영승계규정 제 4 조

문성 및 도덕성을 갖추고 KB 금융그룹의 비전과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7 조

충족

가치관을 공유하며, 장단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적임자임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018 년에는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에 관한 내역이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자군 관리 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자군 관련 지침
KB 금융지주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승계규정」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군의 자격요건
설정, 자격요건 검증, 확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회장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자군 관리 활동 내역
KB 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군을 반기 단위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군 관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자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이
사회사무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 회장 후보자군 관리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회장 후보자군 관리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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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차, 2 차)
이사회 (8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5 차, 6 차)
이사회 (13 차)

논의 내용

비고

2018.6.7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원칙 및
선정 절차(안)

가결

2018.6.21

2018 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안)

가결

2018.6.21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관리현황 보고

2018.11.01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원칙 및
선정 절차(안)

가결

2018.11.15

2018 년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안)

가결

2018.12.26

2018 년 하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관리현황 보고

-

-

또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List)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후보
자에 대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CEO 내부 후보자군(Long List) 육
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는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List)을 대상으로 경영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회,
FGC(Future Group Course)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 후보자군 현황
-

2018 년 상반기 후보군 현황 (2018. 6. 21., 2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내부 후보자군(명)

외부 후보자군(명)

합 계(명)

14

10

24

-

2018 년 하반기 후보군 현황 (2018. 11. 5., 6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내부 후보자군(명)

외부 후보자군(명)

합 계(명)

14

10

24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KB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내규 제・개정시 관련 법령 등을 준
수하는지 여부와 그룹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
는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의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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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경영승계규정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소관부서인 이
사회사무국입니다. 2018 년말 현재 이사회사무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사무
국장 1 명, 팀장 1 명, 팀원 2 명으로 총 4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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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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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KB 금융지주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
사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있습
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3 조)
감사위원회는 주주, 투자자 및 고객의 가치증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 프로세
스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
고받고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독기관 및 내부감사부서가 실시
한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룹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되는 재무자료를
점검하며,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견교환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등 내규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
문가 1 인 이상이 포함된 3 인 이상의 이사(위원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결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타 위
원회 및 경영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정관 제 52 조)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
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
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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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재산상태 감사 및 자료
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위와 같은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감사위원회규정 제 4 조, 제 18 조)
-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

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

자회사 감사조직의 활용 등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보고 및 의견진술 요구

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더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
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 (감사위원회규정 제 5 조, 제 18 조)
-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
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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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한다.
2. 해당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검토를 위하여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감사담당집행임원의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조치요구를 받은 경영진 등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조
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5 조, 감사업무규정 제 4 조 및 제 7 조)
이에 따라 2018 년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부의된 총 48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및 계열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
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
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 52 조, 감사위원회규정 제 3 조, 제 4 조 및 제 7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 담
당임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년 4/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소송현황 [2018-2 차, 감사
위원회(2018.2.7.)]

*

2018 년 준법감시 업무계획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

공시집행현황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114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2017 년 KB 국민은행 자체감사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3 차, 감사위
원회(2018.2.27.)]

*

2017 년 KB 증권 자체감사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3 차, 감사위원회
(2018.2.27.)]

*

2017 년 KB 손해보험 자체감사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3 차, 감사위
원회(2018.2.27.)]

*

2017 년 KB 국민카드 자체감사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3 차, 감사위
원회(2018.2.27.)]

*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2018-4 차, 감사위원회(2018.3.8.)]

*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6 차, 감사위원회(2018.4.12.)]

*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2018-6 차, 감사위원회(2018.4.12.)]

*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7 차, 감사위원회(2018.4.19.)]

*

2018 년 1/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2018-8 차, 감사위원회(2018.5.15.)]

*

2018 년 2/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상반기 소송현황 [2018-10 차, 감
사위원회(2018.8.21.)]

*

그룹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2018-10 차, 감사위원회
(2018.8.21.)]

*

KB 증권 금융사고 관련 보고 [2018-10 차, 감사위원회(2018.8.21.)]

*

2018 년 상반기 KB 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11 차,
감사위원회(2018.9.14.)]

*

2018 년 상반기 KB 증권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11 차, 감
사위원회(2018.9.14.)]

*

2018 년 상반기 KB 손해보험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11 차,
감사위원회(2018.9.14.)]

*

2018 년 상반기 KB 국민카드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2018-11 차,
감사위원회(2018.9.14.)]

*

외부감사법 시행 관련 제 규정 등 개정(안) 보고 [2018-12 차, 감사위원회
(2018.11.12.)]

*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 [2018-13 차, 감사위원회(2018.11.30.)]

*

회계규정 개정(안) [2018-13 차, 감사위원회(2018.11.30.)]

*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 [2018-14 차, 감사위원회(2018.12.5.)]

*

2018 년 3/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2018-15 차, 감사위원회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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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최종결재권자가 회장인 일상업무와 집행임원 이상인 별도로 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서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폐, 계약의 체결 및 중요 변경 관련 업무,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5 조, 감사업무규정 제 4 조 및 제 7 조)
이에 따라 2018 년중 개최된 경영진의 주요 업무 총 225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①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미국 SOX 법’ 등에 따라 외부
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권한,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 감사결과 등을 통해 감사목적을 달
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2 조, 제 18 조)
감사위원회는 2017~2019 년 3 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고
2018 년중 삼일회계법인과의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감사계약 체결을 사전
승인하였습니다. 2017 년 선임 당시 외부감사인 선정은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 경영진
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감사제안서 접수, 제안사 설명회(Presentation) 및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향후 2020~2022 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은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할 예정이며, 회사는 선정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SOX404 감사, SEC Filing 관련 감사 등을 수행하며, 감사
위원회에서 사전승인한 2018 회계연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16,524 시간, 1,520 백만
원(VAT 제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사전승인한 감사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6 차, 감사위원회(2018.4.12.)]

*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7 차, 감사위원회(2018.4.19.)]

*

2019 회계연도 지주회사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16 차, 감사위원회
(2018.12.13.)]

② 외부감사인 감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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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그룹차원의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운영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감사 및 비감
사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룹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감사위원회가 지주회사 및
계열사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감사 및 비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외
부감사인의 서비스 범위, 보수 적정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각종 계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승인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
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며, 세무, 확인서신(Comfort Letter), 교육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사전승인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
사수행일정 및 감사범위, 독립성 관리절차,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Plan, 부정
위험 등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 받으며,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해
상호 Communication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보고 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자산건전성 현황 등 분기 재무제
표 확인 내용 및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이슈 가능사항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2 조)
또한, 외부감사인은 정기(분기 1 회) 감사위원회에 경영진의 참석 없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사항 및 발견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와 비공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고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기말감사결과 [2018-3 차, 감사위원회
(2018.2.27.)]

*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결과 보고 [2018-4 차, 감사위원회(2018.3.8.)]

*

2018 년 1/4 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8 차, 감사위원회
(2018.5.15.)]

*

2018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 [2018-8 차, 감사위원회(2018.5.15.)]

*

2018 회계연도 핵심감사사항 검토 [2018-9 차, 감사위원회(2018.7.4.)]

*

2018 회계연도 반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10 차, 감사위원회
(2018.8.21.)]

*

2018 년 3/4 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12 차, 감사위원회
(2018.11.12.)]

감사위원회는 연 1 회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
사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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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규정 제 12 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앞 각종 보고 내용,
CFO 의 평가결과,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담당 파트너 및 심리담당 파트너에 대한 질의응
답, 내부감사담당임원의 평가의견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
목 및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계획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감사계획 보고 여부, 감사인력의 전문성 보유 여부,
감사품질 및 독립성 평가를 위한 자체 인프라 적정성 여부, 비감사서비스 제공 유무 및
사전승인 여부 등
* 감사수행의 적정성: 재무제표 감사 적정성,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투입 여부, 감사수
행 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외부감독기관의 감리결과 쟁점사항 또는 개선
요구사항 등
*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감사위원회 정기적 참석 및 의견 교류, 감사과정
에 내부감사부서와의 협조, 향후 개정될 회계/감사기준 보고 등
향후 실시될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요구하는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등을 추가 반영하여 실시될 예정입
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반영,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감사·비감사서비스 사전승인, 감사인력 교체 요구 등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2018 년말 기준으로 회사에는 별도의 상임감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별도의
직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집행임원은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5 조, 감사업무규정 제 4 조)
감사위원회가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위임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계획의 수립,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및 확인

-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업무규정을 제외한 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감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가 감사담당집행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위임직무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감사결과 보고 [2018-1 차, 감사위원회(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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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KB 금융지주 감사대상 계열사(그룹) 선정(안) [2018-2 차, 감사위원회
(2018.2.7.)]

*

2017 년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

2017 년 4/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

KB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2018-2 차, 감사위원회
(2018.2.7.)]

*

특별감사결과 보고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

2017 년 하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2018-2 차, 감사위원회
(2018.2.7.)]

*

2017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2018-3 차, 감사위원회(2018.2.27.)]

*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8-4 차, 감사위원회
(2018.3.8.)]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2018-6 차, 감사위원회(2018.4.12.)]

*

2018 년 1/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8-8 차, 감사위원회(2018.5.15.)]

*

201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018-8 차, 감사위원회
(2018.5.15.)]

*

2018 년 2/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8-10 차, 감사위원회(2018.8.21.)]

*

2018 년 상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2018-11 차, 감사위원회
(2018.9.14.)]

*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변경(안) [2018-13 차, 감사위원회(2018.11.30.)]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2018-13 차, 감사위원회(2018.11.30.)]

*

2019 년 감사업무계획(안) [2018-15 차, 감사위원회(2018.12.11.)]

*

2018 년 3/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8-15 차, 감사위원회(2018.12.11.)]

*

2019 회계연도 지주회사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8-16 차, 감사위원회
(2018.12.13.)]

*

2019 회계연도 KB 금융그룹 감사계약 조건 검토 [2018-16 차, 감사위원회
(2018.12.13.)]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회사의 재무제표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수행업무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6 주 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와 동 부속
명세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제 5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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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보조기구
로 설치된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검토 및 감사결과를 보고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재무제표 검토 등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2018-3 차, 감사위원회(2018.2.27.)]

*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기말감사결과 [2018-3 차, 감사위원회
(2018.2.27.)]

*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결과 보고 [2018-4 차, 감사위원회(2018.3.8.)]

*

2018 년 1/4 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8 차, 감사위원회
(2018.5.15.)]

*

2018 회계연도 반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10 차, 감사위원회
(2018.8.21.)]

*

2018 년 3/4 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2018-12 차, 감사위원회
(2018.11.12.)]

② 감사위원회의 검토의견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
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영업보고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검토의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보고서의 확정 [2018-3 차, 감사위원회(2018.2.27.)]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기준으
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심의하고 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2 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관련하여 경영진
으로부터 총 313 개 핵심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여 총 17 건의 증빙미
비의 예외사항을 발견·보완 완료하였고, 통제절차 미준수 사항은 존재하지 않아 중요성
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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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영진의 평가결과에 대해 내부감사부서가 총 313 개 핵심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결과, 통제의 설계 및 운영상 15 건의 단순 미비점이 발견·보완
완료되었으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감사위원
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
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받거나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2018-4 차, 감사위원회(2018.3.8.)]

*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8-4 차, 감사위원회
(2018.3.8.)]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 또는 현황을 보고받거나 내부통제규
정 등 내부통제 관련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2 조)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관련하여 심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년 4/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소송현황 [2018-2 차, 감
사위원회(2018.2.7.)]

-

2018 년 준법감시 업무계획 [2018-2 차, 감사위원회(2018.2.7.)]

-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2018-6 차, 감사위원회(2018.4.12.)]

-

2018 년 1/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2018-8 차, 감사위원회(2018.5.15.)]

-

2018 년 2/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상반기 소송현황 [2018-10 차, 감
사위원회(2018.8.21.)]

-

그룹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2018-10 차, 감사위원회
(2018.8.21.)]

-

2018

년

3/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2018-15

차,

감사위원회

(2018.12.11.)]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 이상
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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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한,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정관 제 51 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7 조, 감사위원회규정 제 8 조)
KB 금융지주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
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사한 자
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위와 같은 구성 및 자격요건에 따라 2018 년 감사위원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총 2 명으로 한종수 위원장과 선우
석호 위원입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방식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결의
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 년입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9 조)
2018.12.31 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한종수 위원장으로 2018-5 차 감사위원회
(2018.3.23)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감사위원회는 2018.1.1.~2018.3.23. 기간은 한종수 위원장, 유석렬 위원, 박재하 위원,
김유니스경희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18.3.23.~2018.12.31.기간은 한종수 위원장, 선우
석호 위원, 정구환 위원, 박재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3 월 정기주주총회일(2018.3.23)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2018.3.23.

한종수

사외이사

위원장

2017.3.24.
(감사위원장 최초선임일:
2016.3.25.)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2015.3.27.)

유석렬

사외이사

위원

2017.3.24.

2018.3.23.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

2017.3.24.

20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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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니스
경희

사외이사

2017.3.24
(최초선임일: 2015.3.27.)

2018.3.23.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2019 년
정기주총일

위원

<2018.3 월 정기주주총회(2018.3.23.)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한종수

사외이사

위원장

2018.3.23.
(감사위원장 최초선임일:
2016.3.25.)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2015.3.27.)

선우석호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정구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박재하

사외이사

위원

2018.3.23 .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2017.3.24.)

2019 년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 년에는 총 16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의사항 13 건, 심의사항 37 건, 보고사
항 6 건 등 총 56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18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 2018.2.2. (10:10~11:00)
[안건 통지일: 당일 배부]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유석렬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특별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 안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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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1 건 등 총 1 건의 안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 2018.2.7. (09:35~11:35)
[안건 통지일: 2018.1.31.]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유석렬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7 년 4/4 분기 준법감시업무

특이의견 없음

추진실적 및 하반기 소송현황
(심의) 2018 년 준법감시 업무계획

특이의견 없음

(심의) 공시 집행 현황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7 년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특이의견 없음

평가결과
(심의) 2017 년 4/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특이의견 없음

(심의) KB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이의견 없음

경영실태평가 결과
(심의)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보고)2017 년 하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특이의견 없음

개최현황 보고
4. 결의안건
2018년 KB금융지주 감사대상 계열사(그룹)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심의사항 7 건,
보고사항 1 건 등 총 9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8 년 KB 금융지주 감사대상 계열사(그룹) 선정(안)’은 은행 사업그룹 및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대상을 선정한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5 개 은행 사업그룹과 비은행 4 개 계열사에 대한 종합감사 등 세부 감사실
시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 년 처음 실시하는 계열사 해외네트워크 감사에 대
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감사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최근 KB 금융그룹
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네트워크 감사 확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인 ‘2018 년 준법감시 업무계획’은 그룹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할 2018 년
준법감시업무 활동 및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그룹내 임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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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에 대한 지식 함양 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분야 및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KB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2017 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
고한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세부 이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 2018.2.27. (14:05~16:35)
[안건 통지일: 2018.2.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비고

한종수

유석렬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특이의견 없음

기말감사결과
(심의) 2017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7년 KB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특이의견 없음

발생현황
(심의) 2017년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특이의견 없음

발생현황
(심의) 2017년 KB손해보험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특이의견 없음

발생현황
(심의) 2017년 KB국민카드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특이의견 없음

발생현황
4. 결의안건
감사보고서의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3 건, 심의사항 6 건
등 총 9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안)’은 제 10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감사보고 내용을 확정하는 안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부의안건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부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
항은 없다는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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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인 ‘2017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기말감사결과’는 외부감사인이 2017 년 회
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검토사항 및 발견사항을 보고하고 재
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발
견된 주요 검토사항은 동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2017 년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KB 국민은행, KB 증권, KB 손해보험 및 KB 국민
카드의 2017 년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논의한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
는 계열사의 연간 내부감사활동을 보고 받고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감사활동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4 차 감사위원회: 2018.3.8. (14:10~16:25)
[안건 통지일: 2018.2.28.]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유석렬

박재하

김유니스
경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

특이의견 없음

보고 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심의) 2017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특이의견 없음

의 검토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결과 보고
(심의) 20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

특이의견 없음

과
4. 결의안건
2017년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과 지주 내부감사담당 임원

찬성

및 감사부장 성과평가(안)

찬성

찬성

참석

가결

2018 년 제 4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심의사항 3 건
등 총 4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7 년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과 지주 내부감사담당 임원 및 감사부장 성과
평가(안)’은 감사위원회가 2017 년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과 지주 내부감사담당 임원 및 감
사부장의 비계량 성과평가지표의 득점을 확정하는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피평가자의
연간 감사업무활동을 대상으로 계열사 상근감사위원은 ‘내부감사업무의 적정성’ 등 총 5
개 항목, 지주 내부감사담당 임원 및 감사부장은 ‘위험중심의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한 내
부감사업무의 효과적·효율적 수행’ 등 총 5 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최종 득점을 결의하였
습니다.

126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사항인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경영진이 설계·운영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경영진의
자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내용입니다.

- 2018 년 제 5 차 감사위원회: 2018.3.23. (12:00~12:05)
[안건 통지일: 당일 배부]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5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등 총 1 건의 안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중에서 임
기 1 년의 감사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
가인 한종수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6 차 감사위원회: 2018.4.12. (14:10~16:00)
[안건 통지일: 2018.4.6..]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심의)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특이의견 없음
일부 조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최종 확정되는 2018.11.1 이후 개정 시행할 필요

4. 결의안건
2018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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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제 6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심의사항 2 건
등 총 3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은 2018 회계연도 KB 금융그룹 감
사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지주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에 대해 사전승인하는 내용으
로서, 감사위원회는 일부 계열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통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계열사
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건을 보류 처리하였습니
다.
심의사항인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소집통지서 및 회의자료 발송기한 확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외법령(‘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예정사항 등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 감사위원회는 일부 조항은 대외 법령의 최종 확정 시행 이후에 내규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7 차 감사위원회: 2018.4.19. (09:00~09:30)
[안건 통지일: 당일 배부]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2018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7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등 총 1 건의 안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8 회계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은 지난 2018 년 제 6 차 감사위원
회에서 처리 보류된 안건에 대해 계열사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재조정한 후 다시 부
의한 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계열사별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KB 금융그룹 감사계약 조건 검토 및 지주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
약 사전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8 차 감사위원회: 2018.5.15. (09:3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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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통지일: 2018.5.8.]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년 1/4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8년 1/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8년 1/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7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

특이의견 없음

가
(보고) 2018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

2018 년 제 8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4 건, 보고사항 1 건
등 총 5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인 ‘201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
동에 대해 감사계획 및 참여인력 등의 적정성, 감사수행의 적정성, 감사위원회와의 커뮤
니케이션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외부감사인 감사인력⋅감사시간⋅감사보수의 적정성 검
증 방안, 외부감사인 평가기준 및 절차, 감사투입 관련 사후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
부감사인간 연 2 회 정기적인 Communication 실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앞 정기보
고 후 경영진 참여 없이 감사위원-외부감사인 비공개회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인 ‘2018 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은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서, 외부감사인은 감사목표, 감사수행절차, 독립성 준수, 감
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Plan, 부정위험, 핵심감사사항 논의 등 주요 감사수행계획
을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검토사항과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9 차 감사위원회: 2018.7.4. (17:30~19:00)
[안건 통지일: 2018.6.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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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성명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회계연도 핵심감사사항 검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2018 년 제 9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1 건 등 총 1 건의 안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인 ‘2018 회계연도 핵심감사사항 검토’는 2018 년부터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기
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내 기재되는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 선
정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논의한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기간중 핵심감사사항
항목 업데이트, 세부 감사절차, 지배기구와의 논의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Communication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10 차 감사위원회: 2018.8.21. (14:05~16:50)
[안건 통지일: 2018.8.14.]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회계연도 반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8년 2/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상반

특이의견 없음

기 소송현황
(심의) 2018년 2/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특이의견 없음

(보고) 그룹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주요 계열사 중심으

특이의견 없음

로)
(보고) KB증권 금융사고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

2018 년 제 10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3 건, 보고사항 2 건
등 총 5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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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인 ‘2018 년 2/4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상반기 소송현황’은 계열사 내
부통제 강화 및 법규준수 지원 활동, 지주회사 법규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윤리경영 활
동, 법무업무 추진실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그룹내 사금융알선
및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총 2 건)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실
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활동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KB 증권 금융사고 관
련 보고’는 IT 직원의 고객계좌 무단출금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경위 및 배경,
회사 조치사항, 내부통제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청취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위반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가 내부통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11 차 감사위원회: 2018.9.14. (16:05~18:30)
[안건 통지일: 2018.9.7.]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및 금

특이의견 없음

융사고 발생현황
(심의) 2018년 상반기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

특이의견 없음

고 발생현황
(심의) 2018년 상반기 KB손해보험 자체감사 결과 및 금

특이의견 없음

융사고 발생현황
(심의) 2018년 상반기 KB국민카드 자체감사 결과 및 금

특이의견 없음

융사고 발생현황
(보고) 2018년 상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

2018 년 제 11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4 건, 보고사항 1 건
등 총 5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인 ‘2018 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KB 국민은행, KB 증
권, KB 손해보험 및 KB 국민카드의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반기별로 보
고한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활동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발생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의식개혁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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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제 12 차 감사위원회: 2018.11.12. (08:30~11:15)
[안건 통지일: 2018.11.5.]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년 3/4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특이의견 없음

(보고) 외부감사법 시행 관련 제 규정 등 개정(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2018 년 제 12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사항 1 건, 보고사항 1 건
등 총 2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인 ‘외부감사법 시행 관련 제 규정 등 개정(안)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등 내규에 반영할 사항,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상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대비 보완해야 할 사항(점검기준, 점검방법, 점
검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13 차 감사위원회: 2018.11.30. (14:30~16:30)
[안건 통지일: 2018.11.23.]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회계규정 개정(안)

특이의견 없음

(심의)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

-

-

-

-

보류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13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 건, 심의사항 2 건
등 총 4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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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인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행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내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
하는 안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일부 조항 문구 수정, 문구 의미 명확화 등의 사유로 안
건을 보류처리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변경(안)’은 그룹 외부감사인에 대한 효
율적 관리와 감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부감사인 감독정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감사활동평가 등을
반영하고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비감사서비스 내용 변경 등을 논의한 건으로서, 외
부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 시 감사활동 평
가 체크리스트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 활용 시 평가항목 등을 면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인 ‘회계규정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
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안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오
류 최소화, 충분한 자료 요구 등을 위해 일부 조항의 문구를 임의형식(“~할 수 있다”)에
서 이행형식(“~해야 한다)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14 차 감사위원회: 2018.12.5. (14:00~15:30)
[안건 통지일: 당일 배부]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결의안건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수정가결

2018 년 제 14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등 총 1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안)’은 지난 제 2018 년 제 13 차 감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일부 조항 문구 수정, 문구 의미 명확화 등을 반영한 후 다시 부의
한 건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추가 수정하는 등 안건을 수정결의하였
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내부통제의 미비점(중대한 취약점, 유의한 미비점,
단순 미비점)에 대한 분류기준 또는 평가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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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제 15 차 감사위원회: 2018.12.11. (15:20~17:15)
[안건 통지일: 2018.12.4.]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8년 3/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특이의견 없음

(심의) 2018년 3/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2019년 감사업무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15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심의사항 2 건
등 총 3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9 년 감사업무계획(안)’은 2019 년 지주회사 감사부의 감사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감사대상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는 해외네트워
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감사인력 교육, 현지감독기관
주요 관심사항 파악 등)를 실시하고 그룹 세미나 개최 시 그룹 감사위원 및 실무 임직원
의 이해 증진과 실무 적용을 위해 각종 사고사례, 감사기법 소개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
시키며, KB 증권 감사 시 국제금융의 미래 변동성을 고려하여 국제부문내 영업현황, 국제
영업인력 운영, 리스크관리 등을 심도있게 감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018 년 제 16 차 감사위원회: 2018.12.13. (10:00~11:05)
[안건 통지일: 당일 배부]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심의) 2019회계연도 KB금융그룹 감사계약 조건 검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2019회계연도 지주회사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년 제 16 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 건, 심의사항 1 건
등 총 2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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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인 ‘2019 회계연도 지주회사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주회사의 외부사인과의 감사계약 조건을 사전승인하는
것으로서,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주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사전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3) 평가
KB 금융지주는 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매년
초에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합니다.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운영 규정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성과 검토 등으로 평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
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조기구로 감사부를 두고 있으
며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적정인원(16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집행임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직무를 위임받아 감사업무를 통할하고 감사결
과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9 조, 감사업무규정 제 4 조)
감사담당집행임원 및 감사부 감사역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
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감사업무규정 제 5 조)
감사부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대상

2018.2.2.

제 1 차 감사위원회

보고 및 지원내용
특별감사결과 보고
2018 년 KB 금융지주 감사대상 계열사(그룹) 선정(안)
2017 년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2018.2.7.

제 2 차 감사위원회

2017 년 4/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KB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특별감사결과 보고
2017 년 하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감사보고서의 확정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안)

2018.2.27.

제 3 차 감사위원회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2017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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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과 지주 내부감사담당 임원 및 감사부장
2018.3.8.

제 4 차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안)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8.3.23.

제 5 차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018.4.12.

제 6 차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2018.5.15.

제 8 차 감사위원회

2018.8.21.

제 10 차 감사위원회

2018 년 2/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8.9.14.

제 11 차 감사위원회

2018 년 상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2018.11.30.

제 13 차 감사위원회

2018 년 1/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인 감독정책 변경(안)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2019 년 감사업무계획(안)
2018.12.11.

제 15 차 감사위원회

2018.12.13.

제 16 차 감사위원회

2018 년 3/4 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2019 회계연도 지주회사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2019 회계연도 KB 금융그룹 감사계약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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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스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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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그룹이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을
승인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①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② KB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은 ‘제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리
스크와 수익, 자본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리스크관리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전략은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정한 부담 가
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위험자본 배분 및 리스크 한도관리 전략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수준 및 리스크 감내수준을 설정한다.

*

위험자본(Risk Capital)이란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 가능액을 보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을 의미하며, 그룹 총 위험자본과 리스크 유형별, 계열사별 위험자
본을 설정하고 배분한다.

*

리스크 유형 및 계열사별 위험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한도
를 설정하고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KB 금융지주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은 그룹의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수준 및
리스크 감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등 리스크 수용 정도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을 받아 그룹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 등을 설정하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138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KB 금융지주는 리스크 성향 목표수준에 따른 총 위험자본 한도 범위 내에서 계열사별
총 한도와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 부문에 대한 과
도한 신용리스크 노출 및 자산의 집중화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Total Exposure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
노출 수준의 적정관리를 위해 국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ㆍ관리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연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하고 한도초과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룹의 적정 리스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그룹의 리스크관리 조직 및 역할 변경,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등 리스크 관련 중요 사항
에 대하여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 KB 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위원을 위원회
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며, 현재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은 사외이사 4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2018.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선우석호

사외

위원장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Stuart B.Solomon

사외

리스크관리위원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최명희

사외

리스크관리위원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한종수

사외

리스크관리위원

2018.3.23.

2019 년 정기주총일

비고

* 2018 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비상임이사인 허인 이사가 위원이었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정기주주총회 일부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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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 년에는 총 5 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 입
니다. 동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7 건이었으며, 결의안건 3 건과 심의안건 1 건, 보고
안건 13 건입니다. 결의안건은 2 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월에는 총 2 회의 리스크관리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년 회사채 발행’에 대한 사전
심의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트레이딩
정책지침 개정(안)’에 대해 결의하고, ‘그룹 리스크관리 중점 추진 방향 수립(안)’과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이 보고 되었습니다. 5 월에 소집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그룹 자본관리 체계 개선방안’과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
니다. 9 월에 소집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험
계열사 IFRS17 및 K-ICS 도입 준비 현황’,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이 보고 되었습니
다. 2018 년 12 월에 마지막으로 소집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년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 제한도 설정(안)’이 결의되었으며, ‘국민은행 소매 익스포져 신용평가모델
및 리스크 측정용 PD 개선(안)’에 대한 결의와 검증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9 년 그룹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 ‘그룹 BIS 비율
관련 모델 및 시스템 검증 결과’ 그리고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18 년도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8.2.8. (08:40~09:00)
[안건 통지일 : 2018. 2. 2.]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재하

최영휘

유석렬

허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2018 년 회사채 발행(안)

특이의견 없음

사전심의안
4.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2018 년 회사채 발행(안)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 검토 보고

- 2018 년도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8.2.22. (14:40~16:10)
[안건 통지일 : 2018. 2. 19.]
항목
1. 위원 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박재하

최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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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결의 안건
트레이딩정책지침 개정(안)

가결

4.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그룹 리스크관리 중점

특이의견 없음

추진 방향 수립(안)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 2018 년도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8.5.24. (09:00~11:15)
[안건 통지일 : 2018. 5.17.]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그룹 자본관리체계 개선방안

특이의견 없음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 2018 년도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8.9.18. (09:00~12:00)
[안건 통지일 : 2018.9.11.]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그룹 통합 위기상황 분석

특이의견 없음

결과 보고
보험계열사 IFRS17 및

특이의견 없음

K-ICS 도입 준비현황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 2018 년도 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8.12.5. (16:10~18:30)
[안건 통지일 :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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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결의 안건
2019 년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 제한도 설정(안)
국민은행 소매 익스포져
신용평가모델 및 리스크
측정용 PD 개선(안)
4.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2019 년 그룹 리스크관리

특이의견 없음

정책 방향
국민은행 소매 익스포져
신용평가모델 및 리스크

특이의견 없음

측정용 PD 개선(안)
사전검증 결과 보고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특이의견 없음

결과 보고
그룹 BIS 비율 관련 모델 및

특이의견 없음

시스템 검증 결과 보고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특이의견 없음

보고

(3) 평가
KB 금융지주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를 매년 초에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의 적정성, 전문성, 운영 규정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성과 검토 등이 있습니다.
본 평가는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Feedback 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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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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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
그룹 경영관리위원회는 정관상의 기구로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룹의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
의 결의 기능을 폐지하고 심의·자문기구로 규정을 개정(‘16.10.20)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
요 심의사항은 그룹·계열사의 연간 경영계획 및 중장기 경영전략에 관한 각각의 이사회 부
의안, 지주회사·계열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계열사의 설립∙편입 등 사업구조의 중
요한 변경에 관한 지주회사 이사회 부의안, 그룹 배당정책에 관한 이사회 부의안,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신규사업 진출 및 경영상 중요한 전략적 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폐, 전략적 공동투자 및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 개 이상의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위원장이 계열사간 협의·조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또한 그룹 주요 비즈니스 부문별 경영진으로 구성된 위
원회는 그룹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을 구성합
니다. KB 금융지주의 그룹 경영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정기 개최 사실을 공지하며, 지주회사
각 부서와 계열사로부터 위원회에 부의사항을 문서로 요청 받고 있습니다. 부의사항 중 리
스크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장은 동 위원회 위원으로 상시적으로
리스크관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위원회의 주요 의견은 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회장이 지명하는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으
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 지명 시 주력 계열사의 대표이사, 보험업·여신전문금융
업·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대표이사 각 1 인, 지주회사 재무업무총괄 임원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
니다.

<KB 금융지주 그룹경영관리위원회 구성>

(2018.12.31 기준)

성명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비고

윤종규

KB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7.11.21.

20.11.20.

위원장

허인

KB 국민은행장

17.11.21.

19.11.20.

윤경은

KB 증권 대표이사

18.1.1.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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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조

KB 증권 대표이사

18.1.1.

18.12.31.

양종희

KB 손해보험 대표이사

18.1.1.

18.12.31.

이동철

KB 국민카드 대표이사

18.1.1.

19.12.31.

허정수

KB 생명보험 대표이사

18.1.1.

19.12.31.

조재민

KB 자산운용 대표이사

17.1.1.

18.12.31.

이현승

KB 자산운용 대표이사

18.1.1.

18.12.31.

박지우

KB 캐피탈 대표이사

18.1.1.

18.12.31.

김기환

KB 금융지주 전무

18.1.1.

18.12.31.

재무 총괄임원

이창권

KB 금융지주 상무

17.1.1.

18.12.31.

전략 총괄임원

신현진

KB 금융지주 상무

18.1.1.

19.12.31.

리스크관리 총괄임원

박영태

KB 금융지주 전무

18.1.1.

18.12.31.

데이터 총괄임원

한동환

KB 금융지주 상무

17.1.1.

18.12.31.

디지털혁신 총괄임원

김기헌

KB 금융지주 부사장

18.1.1.

18.12.31.

IT 총괄임원

박정림

KB 금융지주 부사장

18.1.1.

18.12.31.

WM 총괄임원

오보열

KB 금융지주 전무

18.1.1.

18.12.31.

CIB 총괄임원

이재근

KB 국민은행 상무

18.1.1.

18.12.31.

경영기획그룹 대표

오평섭

KB 국민은행 부행장

18.1.1.

18.12.31.

영업그룹 대표

이환주

KB 국민은행 상무

18.1.1.

18.12.31.

개인고객그룹 대표

김남일

KB 국민은행 전무

18.1.1.

18.12.31.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

김창원

KB 국민은행 전무

18.1.1.

18.12.31.

신탁그룹 대표

이계성

KB 국민은행 전무

18.1.1.

18.12.31.

여신그룹 대표

전귀상

KB 국민은행 부행장

18.1.1.

18.12.31.

경영지원그룹 대표

라. 활동내역 개요
동 위원회는 2018 년 총 15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룹 핵심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논
의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2017 년도 배당 계획, 그룹과 계열사의 2019 년도 경영계획 및 손자회사
편입 등 사업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 보고사항은 경제 전망, 선진 금융 및 미
래 사업에 관한 연구 보고, 영업 제도 변화 등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
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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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스크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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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검토
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각 계열사
별로 실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 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안건은 각 계열사에 사전 통지하며, 계열사에서 추가
안건이 있을 경우 지주사와 협의를 통해 협의회에 부의합니다.
각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은 협의회에서 실행하기로 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행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의
회 운영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매 분기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장 및 각 계열사의 위
험관리책임자로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의 리스크관리 담당 임직원,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 년 KB 금융지주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2018.12.31.기준)

성명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비고

신현진

KB 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2018.1.1.

재임 중

위원장

염홍선

KB 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18.1.10.

재임 중

서남종

KB 국민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8.1.1.

재임 중

정영삼

KB 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16.6.3.

재임 중

인혜원

KB 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

2018.1.1.

재임 중

한동욱

KB 국민카드
위험관리책임자

2016.10.31.

재임 중

송윤상

KB 생명

2014.6.16.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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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김영석

KB 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16.10.31.

2018.12.31

강영호

KB 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16.10.31.

2018.12.31

장영진

KB 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6.10.28.

2018.12.31

정재후

KB 부동산신탁
위험관리책임자

2018.2.7.

재임 중

이종신

KB 인베스트먼트
리스크 총괄임원

2018.1.1.

재임 중

* 임기 만료일은 지주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장 및 계열사 위험관리책임자 직위 변경시까지임.

라. 활동내역 개요
2018 년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총 5 회 개최됐으며, 협의 안건 10 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 제한도 설정(안), 계열사 리스
크관리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2018 년 KB 금융지주 리스크관리협의회 활동내역>
회차
2018-1 차
(2018.2.12.)

회의 안건
그룹 위기 상황 모니터링 현황

구분
협의사항

2018-2 차

그룹 소매신용평가모형 개발 계획 보고

“

(2018.3.21.)

그룹 리스크관리 중점 과제 추진 방안

“

2018-3 차

2018 년 계열사 리스크관리 실태점검 결과

“

(2018.6.20.)

2018 년 하반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2019 년 그룹 리스크관리 정책 방향

“

그룹 통합 소매신용평가모델(KBGS) 개발 완료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업무매뉴얼 개정 결과 보고

“

2019 년 그룹 리스크관리 정책 방향

“

2019 년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 제한도 설정(안)

“

2018-4 차
(2018.9.19.)
2018-5 차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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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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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괄
2018.3.12.~2018.3.21.[8 영업일]기간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서면검사가 실
시되었습니다. 동 연차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현지조치사항*(접수일: 2018.4.4)을 제외한
검사결과는 통보받지 않았으며, 현지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
다.
* 현지조치사항(6 건)
① 경영진의 장기성과급 산정 및 확인절차 소홀 (현지주의)
② 이사회의사록 관리 미흡 (현지주의)
③ 이사회사무국의 독립성 제고 필요 (현지개선)
④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 사전 제공절차 강화 (현지개선)
⑤ 최고경영자 후보자군 추천경로 다양화 (현지개선)
⑥ 지배구조 체계의 합리화 등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현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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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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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보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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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괄
KB 금융지주는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가 조화를 이루면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체계가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
로 하고 있습니다.
KB 금융지주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
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 13 조 제 1 항을 근거로 하여 2008 년 9 월 29 일, 회사 설
립시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평가보상위원회는 관련 내부 규정으로 「평가보상위원회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연속하여 최대 2 년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기 만료시점
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8 년말 기준으로 모든 위원의
재임기간은 2 년 미만입니다.
또한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평가보상위원회는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따라 8 인 이
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 년말 기준으로 평가보상위원회는 총 4 인(최명희, Stuart B. Solomon, 유석렬, 정구환)
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평가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
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위원장은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외환은행 감사, 금융
감독원 국제협력실장,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을 거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전문가이며,
Stuart B. Solomon 이사는 보험회사 대표이사와 비금융업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비은
행 부문에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석렬 이사는 삼
성그룹에서 캐피탈, 증권, 생명보험, 카드 등 금융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을 거친 금융
전문 경영인입니다. 정구환 이사는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 변호사로 인천지방검찰청 부
천지청장과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법률과 소비자보호 분
야 전문가입니다.
이 중 최명희 위원장과 Stuart B. Solomon 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상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지는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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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가보상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리스크, 법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와 자회사의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회계/재무/리스크/법률적 측면 등
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명희 위원장과 유석렬 위원·정구환 위원이 선임되기 이전인 2018 년 3 월 주총
이전까지는 이병남 위원장과 김유니스경희·한종수 이사가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년 3 월 정기주총 이전
사외이사 여부

성명

직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 ㈜LG 인화원 사장
이병남

위원장

사외이사

무

*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조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조교수
* 대우실업 프로젝트 분석가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장

Stuart B.

위원

Solomon

사외이사

유

*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Director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및 준법감시인

김유니스경희

위원

사외이사

유

* 일본 씨티은행 수석준법감시인
* 한국 씨티은행 법무담당 부행장
* Franklin Templeton 투자신탁운용㈜ 부사장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종수

위원

사외이사

유

* 대한회계학회 회장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2018 년 3 월 정기주총 이후(2018.12.31 기준)
사외이사 여부

성명

직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최명희

위원장

사외이사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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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 한국외환은행 감사

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

Stuart B.
Solomon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장

사외이사
위원

(리스크관리

유

위원회 위원)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Director
* 삼성토탈 대표이사

유석렬

위원

사외이사

유

* 삼성카드 대표이사
* 삼성생명 대표이사
* 삼성캐피탈 대표이사
*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변호사

정구환

위원

사외이사

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위원 임기 만료일

최명희

사외

위원장

2018. 3. 23.

2019 년 정기주총일

Stuart B. Solomon

사외

위원

2017. 3. 24.

2019 년 정기주총일

유석렬

사외

위원

2018. 3. 23.

2019 년 정기주총일

정구환

사외

위원

2018. 3. 23.

2019 년 정기주총일

이병남

사외

위원장

김유니스경희

사외

위원

한종수

사외

위원

2017. 3. 24.

2018. 3. 23.

(2015. 3. 27.)
2017. 3. 24.

2018. 3. 23.

2017. 3. 24.

2018. 3. 23.

(2015. 3. 27.)

* ( )는 최초 선임일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KB 금융지주의 위험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지원부입니다.
2018 년 12 월말 기준 각각 15 명, 6 명(변호사 2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서의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11.4 년, 준법지원부의 경우 5.2 년으로 전
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인원수

리스크관리부

15명

비고
FRM(美재무위험관리사) 4명,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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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부

6명

변호사 2 명,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1 명

* 2018 년 12 월말 기준 현재 담당업무 경영진을 제외한 직원수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평가보상위원회규정에 따라 평가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
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회
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와 자회사의 성과보상 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성과 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2)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결의
KB 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회는 2018 년 1 월 19 일 개최된 제 1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보
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KB 금융그룹 경영진에 대한 보상원칙과 보상구조(기본급:단기성과급:장기성과급), 총보상
운영기준, 보상 세부 내용 등을 결정하고, 보상의 지급방식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및 지급방식은 「2. 보상체계」의 세부정보와 같습니다.

(3)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결의
KB 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회는 2018 년 12 월 20 일 개최된 제 7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보상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
준으로 결의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
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상을 결의하는 평가보상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
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습니다.

(4) 보상체계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결의
KB 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회는 2018 년 1 월 19 일에 개최된 제 1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그룹 경영진 평가 및 보상 체계(안)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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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중 기본급과 성과보상의 비중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며, 성과보상 이연기간의 적
정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총보상 중 기본급 대비 성과보상의 비중을 10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결의하였으며, 성과보상의 평균 이연기간은 3 년 이상이 적정하다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 년 2 월 22 일 개최된 제 3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그룹 경영진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보상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보상체계가 법률 및 내규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결의
KB 금융지주는 평가보상위원회규정 제 5 조 및 제 6 조에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
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5 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제 3 호(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 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반영하는 내용을 2016 년 9 월
26 일 개최된 제 4 차 평가보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
용하고 있습니다.
결의된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 평가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
사결정 절차」와 같습니다.

(6) 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보상체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평가보상위원회는 2018 년 2 월 22 일 개최된 제 3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
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
상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 보상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회사의 보상체계가 보상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평가보상위원회는 2018 년 2 월 22 일 개최된 제 2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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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보상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평가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평가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은 KB 금융지주를 포함한 KB 금융그룹 全 계열사 경영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국내 : 지주회사 및 계열사 全 경영진
- 해외 : 해당 사항 없음

(9) 경영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해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 년 1 월 19 일 개최
된 제 1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변동보상 대상자는 지주회사 및 계열사 全 경영진이며, 지주
회사의 특성상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18 년 12 월말 기준 당사의 변동보상 대상자는 대표이사 회장 1 명,
전무 5 명, 상무 4 명, 총 10 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12.31.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10명

회장, 전무, 상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해당 사항 없음

라. 평가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평가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최명희 이사)이 반기 1 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2018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평가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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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합
니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8 년에는 총 7 회의 평가보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3 건의 결의사항, 11 건의 보고사
항 등 총 24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의 안건은 2018 년 그룹 경영진 성과보
상체계(안), 2017 년 회장 경영성과 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률 결정(안) 등이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6% 입니다.

(3) 회의 개최내역
-

제 1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1. 19. (10:00 ~ 11:30)

[안건통지일 : 2018. 1.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가결여부

이병남

Stuart B.
Solomon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8 년 상임이사(회장) 장단기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안)

주1)

찬성

주1)

주2)

찬성

반대

주1)

찬성

가결

나. 2018 년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 년 그룹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1)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전략과제) 지표의 문구를 수정하여 결의함
주 2) 안건내용 중 상임이사(회장) 장기 성과평가지표 일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제 2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2. 6. (09:20 ~ 10:30)

[안건통지일 : 2018. 2. 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병남

Stuart B.
Solomon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계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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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 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검증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계량지표)
다. 2017 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비계량지표)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제 3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2. 22. (09:00 ~ 11:10)

[안건통지일 : 2018. 2. 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가결여부

이병남

Stuart B.
Solomon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성과 및 보상 체계 평가 관련 경영진

특이의견 없음

성과평가체계 보고
나. 2017 년 성과 및 보상 체계 평가 관련 경영진

특이의견 없음

성과보상체계 보고
다.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 한도(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7 년 상임이사(회장) 경영성과 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률 결정(안)
나. 2017 년 성과 및 보상 체계 평가(안)
다. 2017 년 성과 및 보상 체계 평가 관련 그룹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 검토(안)
라.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4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3. 20. (16:10 ~ 17:35)

[안건통지일 : 2018. 3.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병남

Stuart B.
Solomon

김유니스
경희

한종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경영진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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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 년 자회사 경영진 보상 결과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7 년 상임이사(회장) 경영성과 평가 결과 변경(안)
나. 2017 년 자회사 대표이사 및 지주사 경영진 성과평가
결과(안)
다. 2017 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 결과(안)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5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9. 21. (15:00 ~ 16:00)

[안건통지일 : 2018. 9.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가결여부

최명희

Stuart B.
Solomon

유석렬

정구환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 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보상 관련 운영현황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제 6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12. 06. (09:00 ~ 10:10)

[안건통지일 : 2018. 11.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가결여부

최명희

Stuart B.
Solomon

유석렬

정구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상임이사(회장) 장기 성과평가 기준 및 성과보상

특이의견 없음

운영 방식 변경(안)
나. 2019 년 상임이사(회장) 장단기 성과평가 및

특이의견 없음

보상체계(안)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제 7 차 평가보상위원회 : 2018. 12. 20. (09:00 ~ 10:10)

[안건통지일 : 2018. 12.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최명희

1. 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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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B.
Solomon

유석렬

가결여부
정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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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참석

참석

참석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9 년 상임이사(회장) 장단기 성과평가 및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 년 그룹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 년 그룹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상체계(안)

라. 2018 년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4) 평가
KB 금융지주는 평가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
성, 전문성, 운영 규정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성과 검토 등이 있습니다.
본 평가는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Feedback 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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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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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상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성과지표로는 수익성지표(ROE, 총영업이익),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지표(실질 NPL 비
율, Tier 1 비율, RAROC), 효율성지표(C/I Ratio), 고객지표(그룹교차활동 고객수)를 활용하
고 있고, 아울러 주주가치지표(상대적 주주수익률, 주당순이익)를 장기 성과지표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비재무 성과지표로는 그룹 중장기전략과 경영계획 등을 고려한 주요 전략과
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지표

비재무 성과지표

∙ (단기) ROE, 총영업이익, 실질 NPL 비율, Tier1 비율,
RAROC, C/I Ratio, 그룹 교차활동 고객 수

∙ (장기) 상대적주주수익률, 주당순이익, Asset
Quality(실질연체율 등), HCROI, 비은행부문 이익

∙ 그룹 사업모델 및 고객 중심의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구조적 경쟁 우위 확보

∙ 그룹 역량 강화 및 One-Firm KB 구현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지주회사 CEO 의 경우 회사 전체 성과측정 지표를 적용하고, 집행임원은 전사 성과측정
지표와 함께 담당 업무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비재무 성과지표를 활용합니다. 집행임원별
비재무 성과지표는 전사 비재무성과지표와 연동된 고유업무를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한편,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감사업무담당임원의 경우에는 회
사 성과와 무관한 지표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회사 임원의 경우 총보상한도에서 성과에 따른 변동보상(성과급)이 50% 이상으로 구성되
어 있어 성과보수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지표를 통해 산출된 결
과를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단기보상을 위한 성과평가는 전사 성과측정 지표와 담당업무별 비재무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성과평가에 의해 확정된 결과는 단기성과급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상대적 주주수익률 결과와 전사 및 담당업무 성과 결
과로 구성되며 단기성과급과 동일하게 확정된 평가결과는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2) 성과보상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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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지주의 성과보상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에 따라 산출된 장•단기성과급 중 최대 5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제한주
식으로 3 년 또는 5 년간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성과보상의 100 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하여 이연
지급함으로써,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 년 또는 5 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 지급시에
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개인 성과 득점/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
우 득점 40 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성과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
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상액 결정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되며, 이를 3 년 또는 5 년간
이연지급합니다. 특정년도말 시점의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연보상 지
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
분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매년 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의 보상체계에 대하여 결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보상
액 중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며, 경
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규모가 변동되는 장 • 단기성과급은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 업무책임의 정도 및 통솔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전체 보상액 중 50% 이상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나) 성과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성과연동주식,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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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상 중 상당부분을 장기 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확정된 성과보상 금액 중 50% 이
상은 제한주식 형태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상액 중 50% 이하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일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는 성과
와 연동되지 않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전환하여 3 년 또는 5 년간 이연 지급합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 준법지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 및 부서장의 성과평가는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
영하고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유직무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리스크 담당의 경우 그룹 리스크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에 연관된 추진실적으로 평가를 받
으며, 준법지원은 준법감시업무 및 법무업무지원과 연관된 추진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담당은 내부통제 및 감사업무수행 관련 추진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KB 금융지주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그룹의 경영목표를 일정수준 이상 달성한 경우,
경영성과 기여도 등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
와 회사의 경영전략 실행, 경영목표 달성 등에 대한 조직기여도가 탁월한 경우 지급하는
‘특별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KB 금융지주는 2008 년 설립시부터 성과와 연동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직원은「보수•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금 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임금
체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평가보상위원회규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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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평가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8
년의 경우 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KB 금융지주 경영진들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
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례는 없으며, 평가보상위원회에서「연차보상평가」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8)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KB 금융지주는 2018 년 12 월 20 일에 개최된 제 7 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단기성과급을
직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즉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3 년간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3 년간 제한주식으로 이연지급 하던 회장의 성과보상 지급방식을 장 •
단기성과급 구분 없이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제한주식으로 3 년
간 이연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성과보상의 최소한의 이연 비율 40%를 준수하
는 범위 內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가)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회사의 주요 리스크
KB 금융지주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발생 가능한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
하고 관련된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보상까지 연결되도록 운
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 실질 NPL 비율 : 총여신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
실)인 여신의 비율
- Tier1 비율 :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 대비 기본자본(Tier1 :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 실질순자산)의 비율
-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 위험자본(금융감독원 규제자본 기준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량) 대비 세후위험조정이익의 비율

(다)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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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의 세부 측정결과는 실질 NPL 비율의 경우, 총여신잔액
318.0 조원 중 고정이하여신 3.2 조원으로 1.01%를 기록하였고, Tier1 비율은 기본자본
33.0 조원 및 위험가중자산 236.1 조원으로 13.97%를 기록하였으며, RAROC 은 세후위험
조정이익 1.6 조원과 위험자본 19.7 조원으로 8.18%를 기록하였습니다.

(라) 동 측정결과의 최근 3 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상
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실질 NPL 비율

1.01%

1.19%

1.56%

Tier1 비율

13.97%

14.60%

14.37%

RAROC

8.18%

7.12%

5.14%

해당 지표별로 정해진 배점에 매년 부여된 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득점이 산출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실질 NPL 비율과 Tier1 비율, RAROC 지표는 경영진의 성과평가지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보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동 측정지표는 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지표로써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해당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억제하고 성장성/수익성/건전성간 균형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상
(단위 : 명, 억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주2)

구분

임직원
주1)
보상총액
(A)

전년도
(2017년)

255.1

26,286.6

0.97%

188

1.36

당해년도

257.8

41,384.2

0.62%

194

1.33

비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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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3)

임직원
평균보상(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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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 1)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임직원보상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그룹 연결기준의 t-1 기의 금액
[예시 : 당해연도가 2018 년인 경우 2017 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 3)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

(2) 직급별 보상총액 및 성과보상액
(단위 : 명, 억원)
임원
구분

등기
인원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보상총액
성과보상액
보상총액
성과보상액

9
9

미등기
인원
금액
31.0
15
10.5

금액
15.1
4.5
19.9

15

6.4

부서장급
인원
금액
28.6
16
4.6

38.9

33.2

19

19.4

직원
팀장급
인원
금액
58.0
39
9.2
42

5.7

56.4
9.4

팀원급
인원
금액
122.4
109
18.4
109

109.4
17.1

주) 인원 :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
금액 :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1) 보상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수급자수
경영진

주1)

17

기본급

주2)

성과보상액

이연지급 대상
주3)

30.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2)

66.2

36.2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작성 중’
(2019년 4월 15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1) 해당년도 중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영진(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제외, 이하 동일)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상’으로 분류
주 3)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성과연동주식과 관련하여 평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성과보상액의 경우 당해년도 누적손익계산서 기준 주식보상비용으로 산출(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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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상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변동보상액

구분

현금
경영진

전년도
(2017년)

66.2

30.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36.2

주식연계상품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당해년도
(2018년)

주식

‘작성 중’
(2019년 4월 15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시가로 평가하여 산정(단,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성과연동주식과 관련하여 평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성과보상액의 경우 당해년도 누적손익계산서
기준 주식보상비용으로 산출)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이연보상액

구분

지급확정
경영진

전년도
(2017년)

주1)

93.9

지급미확정

90.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2)

3.0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당해년도
(2018년)

주2)

‘작성 중’
(2019 년 4 월 15 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지급 미확정분의 경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산출한
당해년도 누적손익계산서 기준 주식보상비용 기준)으로 당해년 발생 성과보상액을 익년도 1/4 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당해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

(4) 이연보상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이연보상액

구분

전년도
(2017년)

경영진

93.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

93.9

-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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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당해년도
(2018년)

‘작성 중’
(2019년 4월 15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 이역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이연보상액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주)

93.9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36.2

36.0

18.0

3.0

0.7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작성 중’
(2019 년 4 월 15 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예시 : 2018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8 년(t 기) 발생분, 2017 년(t-1 기) 발생분,
2016 년(t-2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상의 조정
(단위 : 억원)
이연보상액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축소액
경영진

-

주1)

직접적 조정

주2)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간접적 조정

주3)

-

직 ·간접적 조정에
주4)
노출된 금액
91.3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작성 중’
(2019년 4월 15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함
주 2) 이연보상이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
주 3) 이연보상이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
주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상액(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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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주)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8) 기존 고용자 주1) 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주2)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주 1)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된 자
주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이하 동일)

(9) 신규 고용자 주) 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주) 신규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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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회성 인센티브 주)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년도
(2018년)

수급자수

일회성 인센티브

주)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경영진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주) 일회성 인센티브 :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Sign-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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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74

첨부 1. 정관(소관부서 : 준법지원부)

정 관
2008.09.29 제정

2009.03.27 변경

2016.03.25 변경 2017.03.24 변경

2010.03.26 변경 2012.03.23 변경

2015.03.27 변경

2018.03.23 변경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KB 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KB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
4조 제1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

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

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

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03.26, 2016.03.25. 본호 개정)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
한 자원의 제공 (2010.03.26, 2016.03.25. 본호 개정)
5.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 (2010.03.26. 본호 신설)
6.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2010.03.26. 본호
개정)
7. 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 (2010.03.26. 본호 개정)
8.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2010.03.26. 본호 개정)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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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
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fg.com)에 게
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동아일보에 게재한
다. (2016.03.25. 본조 개정)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 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는 보통주식 356,351,693 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② 회사는 보통주식, 배당우선주식, 결의권 배제에 관한 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
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위 언급된 주식들
중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개정)
제 9 조(주권)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
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②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액면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 59 조 및 제 60 조에서 허
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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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③ 이 회사가 발행할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
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2.03.23. 본
항 개정)
④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은 결의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
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⑥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결의권 배
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
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
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제 11 조(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③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
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주식총
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을 회사 또
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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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이 회사가 상환기
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
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
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
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이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
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주주는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⑥ 이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 11 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012.03.23. 본
항 개정)
제 13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
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09.03.27. 본항 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2009.03.27. 본호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2009.03.27. 본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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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9.03.27. 본호 개정)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2009.03.27. 본호 개정)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
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
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
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03.23. 본항 신설)
④ 제 2 항 각 호의 1 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4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
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03.27)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 1 항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2009.03.27. 본항 개정)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2009.03.27 본호 개정)

5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첨부 1. 정관(소관부서 : 준법지원부)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09.03.27. 본호 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2009.03.27. 본항 개정)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동 결의일로부터 7 년이 경과한 날 이내에서 부여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
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그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 (2009.03.27. 본항 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이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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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 (2010.03.26. 본항 개정)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0.03.26. 본항 개정)
제 17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6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
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
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
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
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④ 제 3 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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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03.23. 본조 신설)
제 19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
의 액면총액이 2 조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
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
행하는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 3 자에게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 조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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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 3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
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의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 469
조 제 2 항, 제 513 조 및 제 516 조의 2 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
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0 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무가 감면(이하 “ 채무재조정 ” 이라 한다)되는 조건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2.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④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
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내용 및 조건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5.03.27.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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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사
채의 액면총액이 1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
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익참가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 3 자에게 이익참가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3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4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4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
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10.03.26. 본항 개정)
②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
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
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
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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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순으로 게재한다. (2009.03.27. 본
항 개정)
제 26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
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 24 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 28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
한 발언ㆍ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
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주주의 결의권) ① 주주의 결의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②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
식은 결의권이 없다.
제 30 조(결의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결의권
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0.03.26. 본항 개정)
② 이 회사는 주주의 결의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결의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
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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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결의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
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5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0 인 이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 인 이상으로 한다.
제 36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 48 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
서 선임한다.
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
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7.3.
24. 본호 개정)
2.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 (2015.3.27.
본호 개정)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8 제 5 항 후단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7 조
제 4 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017.03.24. 본항 개정)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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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
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2015.3.27. 본항 개정)
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및 제 4 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010.03.26. 본항 개정)
③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 년(연임 시에는 1 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0.03.26. 본항 신설)
⑤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에 의한 임기연
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6. 본항 신설)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
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2010.03.26. 본항 신설)
⑦ 제 5 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이 회사의 자회사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 년 이
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 3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0.03.26. 본항 신설)
제 39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5 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5 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
장 1 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개정)
제 41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
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13

첨부 1. 정관(소관부서 : 준법지원부)

② 사외이사 아닌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 42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
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이 회
사의 영업상 비밀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
한다. (2010.03.26. 본항 개정)
③ 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이상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3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
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
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
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5.3.27. 본항 신설)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6.03.25 본항 개
정, 시행일:

2016.08.01.)

제 44 조(이사회의 심의∙결의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의를 거쳐
야 한다. (2016.03.25 본조 신설, 시행일: 2016.08.0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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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경영일반, 자회사 관리, 중요계약, 조직 및 임원, 자금의 조달 및 자본
금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제 45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상법 제 397 조의 2(회
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09.03.27, 2012.03.23, 본항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03.23. 본항
개정)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7 조(완전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이 회사가 발행주
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 완전손자회사 ” , 완전자회사와 합하여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
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이사회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할하기 위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
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7.03.24.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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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
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2. 평가보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5.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5.03.27. 본호 신설, 2018.03.23. 본호 개정)
6. 감사위원회(2016.03.25. 본호 신설)
7.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8.03.23. 본호 신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3 조 제 4 항, 제 44 조 및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9 조(이사의 보수 등)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50 조(그룹 경영관리위원회 등) ① 이 회사는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그룹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룹 경영관리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2015.3.27. 본항 신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51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16.03.25, 2017.03.24. 본항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017.03.24. 본항 개정)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
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7.03.24.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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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16.03.25)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
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2009.03.27. 본호 개정)
5.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 3 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
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신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신설)
④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
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
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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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
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재산상태 감사 및 자료
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며, 그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관
하여는 제 46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⑨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8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⑩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2009.03.27. 본항 신설)
⑪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12.03.23. 본
항 신설)
제 53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
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4 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
다.
제 55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대한 부속명
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1.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
표) (2010.03.26. 본호 개정, 2018.03.23. 본항 개정)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서류 (2012.03.23. 본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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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
무제표
(2012.03.23. 본호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결산일
로부터 3 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
여야 한다. (2010.03.26. 본항 개정, 2016.03.25. 본항 후문 삭제, 2018.03.23. 본
항 개정)
제 56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
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0.03.26. 본
조 개정, 2018.03.23. 본조 개정)
제 57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
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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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기
간 또는 그 날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 (2009.03.27. 본호 개정)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
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009.03.27. 본호 개정)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012.03.23. 본항 개정)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
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60 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을 기
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3.27. 본항 개정)
③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
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10 조의 무결의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무결
의권 배당우선주식의 발행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그러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2012.03.23.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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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2 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2008.09.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 53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
인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 4 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 36 조, 제 39 조에도 불
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5 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 38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
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
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 6 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 36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
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7 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 50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
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8 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 48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
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20 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8 년 8 월 25 일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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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대표이사 은행장 강정원 (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16 층
대표이사 사장 김정민 (인)

케이비창업투자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9 층
대표이사 사장 양남식 (인)

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선물거래소 별관 12 층
대표이사 사장 여원식 (인)

주식회사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선물거래소 별관 5,6 층
대표이사 사장 정연근 (인)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5 층
대표이사 사장 이원기 (인)

케이비선물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한국 HP 빌딩 9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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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장 정규형 (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1,22 층
대표이사 사장 김명한 (인)

부

칙(2009.03.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0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03.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0 조 제 1 항은
2010.05.29.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 38 조 제 5 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 38 조 제
6 항, 제 7 항을 적용한다.

부

칙(2012.03.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 제 40 조의 변경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03.23.부
터 시행하며, 그 외의 변경사항은 2012.04.15.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사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변경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2015.03.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03.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7 조는 이 정관 시
행 이후 선임, 재선임되거나 연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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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3.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03.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3 조 제 6 항, 제 44
조는 2016.08.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4.)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03.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0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2 조 제 8 항, 제 55
조 제 1 항 제 1 호,제 55 조 제 4 항 및 제 56 조는 2018.1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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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2008.09.29 제정

2009.04.30 개정

2009.07.10 개정

2009.12.18 개정

2010.03.03 개정

2010.08.27 개정

2012.07.27 개정

2013.10.25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45 호

2013.12.13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49 호

2015.03.2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17 호

2015.07.23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3 호

2016.10.31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62 호

2017.02.24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12 호

2018.03.23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3 호

2018.04.19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1 호

2018.12.0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56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2015.03.27, 2016.10.31 본항 개정)
제 3 조(구성 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0.03.03, 2015.03.27, 2016.10.31 본항 개정)
제 4 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상법 등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외이사는 취임시 회사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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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이사회는 제 11 조제 2 항제 3 호에서
정한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
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부담한다.
1.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 6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0.03.03 본
항 개정)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③ 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
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 임기만료로 의장이 없을 때 그
임시의장의 순위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활동내용, 자체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⑥ (2015.03.27 본항 삭제)
제 7 조(대표이사 회장) ① 대표이사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회장후보추
천위원회 ” 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1.“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 일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한다. (2018.03.23 본호 개정)
2.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 직무대행의 순서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직제순으로 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2015.03.27 본조 개정]
제 8 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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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③ 회장,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
유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6.10.31 본항 개정)
제 9 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
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
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
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016.10.31, 2018.04.19 본조 개정]
제 10 조(회의) 이사회의 성립 및 의사의 결정은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그룹(사업부문

포함)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15.03.27 본목 개정)
나.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예산
3. 자회사 관리 (2009.07.10 본호 개정)
가. 자회사 등의 설립, 취득, 합병, 매각, 청산.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감독기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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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
하인 손자회사는 제외한다. (2013.12.13, 2016.10.31 본목 개정)
나.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4. 중요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
당 금액이 100 억원 초과)
나.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 및 응소포기
5.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2015.03.27 본호 개정]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다만,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2010.03.03, 2015.03.27 본목 개정)
다.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다만, 회장
에 대한 선임은 제 7 조에서 정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
다. (2018.03.23 본목 개정)
마.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2009.04.30 본목
개정)
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8 조에서 정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의 임면 (2016.10.31 본목 신설)
아.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 성과급 환수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된 성과급(지급 미확정분, 기지급분 및 미지급분)의
환수범위 등 결정 (2017.02.24 본목 신설)
6.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가.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나. 자본금의 변경,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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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2015.03.27 본목 개정)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라.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마. 기부금운영한도 설정 (2015.07.23 본목 개정)
바.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사.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 “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2013.12.13, 2015.03.27 본목 개정)
자.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12.13 본목
개정)
③ 제 2 항 각 호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
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 월말 대차대조표상 “ 자본총계 ”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 (2015.07.23 본호 삭제)
3.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12.13 본호 개정)
⑤ 이사회는 제 2 항 및 제 4 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주 경영위원회”에 위
임할 수 있다. (2013.12.13, 2015.03.27, 2018.12.07 본항 개정)
제 12 조(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후보 자격검증)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후보
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다만, 회장후보는 별
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항의 이사후보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
업이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 등이 있는 경우 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회사 등의 여신심사협의회 등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화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2009.12.18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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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이사회 운
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평가보상위원
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 감사위원회 ”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및 “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를 두며, 필요한 경
우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015.03.27,
2016.10.31, 2018.03.23 본항 개정)
② (2016.10.31 본항 삭제)
③ (2016.10.31 본항 삭제)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
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
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
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2009.04.30 본항 개정)
⑤ 각 위원회 구성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계열사의 임직원 포함)으로 안건에 관하
여 제안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2009.12.18, 2015.03.27 본조 개
정)
제 15 조(의견의 청취)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6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2009.04.30, 2016.10.31 본항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03.27 본항 개
정)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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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
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내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
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015.03.27 본항 개정)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손실보상)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현직 각 이
사에 대하여 동인이 전·현직 이사라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기타 법적절차와 관련
하여 발생한 비용, 판결금액, 과징금, 벌금, 화해금액, 기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실
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2016.10.31 본조 개정)
제 21 조(의사록 발송) ① 이사회 종료일부터 14 일 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
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 제출·등기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의사록 승인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2009.04.30
본항 개정)
제 22 조(연수) 이사회는 신임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 23 조(평가) 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체
활동내역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평가결과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 조 제 2 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2016.10.31 본조 신설]
제 24 조(이사회 지원조직 운영)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거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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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구성하
여 운용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서장급 이상으로 하며, 그 임면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 25 조(이사회사무국) ①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016.10.31 본
항 개정)
② 사무국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 의장이 평가한다. (2018.04.19 본항 개정)
③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2.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유지
3.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
4. 제 19 조에 따른 사외이사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 등
(2010.03.03, 2015.03.27, 2016.10.31 본호 개정)
5.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실무지원
6.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지원
7. 이사 선임 관련 실무지원

(2016.10.31 본호 개정)

8. 이사 연수에 관한 실무지원
9.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10.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2010.03.03 본호 개정)
11.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업무 (2010.03.03 본호 신
설)

부

칙(2008.09.29)

이 규정은 2008.09.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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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04.30)

이 규정은 2009.04.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0)

이 규정은 2009.07.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8)

이 규정은 2009.12.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3)

이 규정은 2010.03.0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27)

이 규정은 2010.08.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7)

이 규정은 201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5)

이 규정은 2013.10.2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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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12.13)

이 규정은 2013.12.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27)

이 규정은 2015.0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3)

이 규정은 2015.07.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4)

이 규정은 2017.02.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3)

이 규정은 2018.03.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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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7)

이 규정은 2018.12.07 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사회부의대상 주요규정

1.지배구조내부규범 (2016.10.31 본호 개정)
2.이사회규정
3.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4.평가보상위원회규정
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6.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7.감사위원회규정
8.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8.03.23 본호 개정)
9.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2018.03.23 본호 개정)
10.경영승계규정
11.그룹 경영관리위원회규정
12.회계규정
13.내부통제규정
14.이사보수규정
15.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16.지주 경영위원회규정

17.위 각 호에 준하는 규정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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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2016.10.31 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62 호

2017.03.24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1 호

2018.02.8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15 호

2018.03.23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3 호

제 1 편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
법”이라 한다)에 따라 KB 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투자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
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하 “계열사”라 한
다)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사인 주식회사 KB 금
융지주를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
전무ㆍ상무
ㆍ이사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
8. “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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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공시) ① 지주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
다.
② 지주회사는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
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
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
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
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
두 포함한다)
4. 사외이사 후보자와 지주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지주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⑤ 지주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주주의 참석률, 안건
별 찬반 주식 수 비율, 발행주식 총수, 결의권 행사 주식 수를 공시한다.
⑥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제 4 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지주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ㆍ변경한다. 다
만 법령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 결의사항의 단순 반영 및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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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이사회의 구성

제 5 조(이사회의 구성) ① 지주회사의 이사는 30 인 이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 인 이상으로 한다.
③ 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 2 항에 따
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③ 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
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 임기만료로 의장이 없을 때
그 임시의장의 순위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 장

이사의 자격요건

제 7 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
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④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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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 장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ㆍ책임

제 8 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하고 세
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경영일반, 자회사 관리, 중요계약, 조직 및 임원, 자금의 조달 및 자
본금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에 관
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지주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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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는 지주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의 영업상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주회사 및 주주의 장
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⑥ 지주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
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 ” 이라 한다)이 지주회사(계열회사
및 지주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
(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지주회사가 회원․
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 ” 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사회 소
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
한다.
1. 사외이사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
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ㆍ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ㆍ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
등을 보고

제 4 장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1 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
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
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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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2.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한다.
3. 사외이사는 지주회사에서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③ 지주회사는 적정 이사회 규모 유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
해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제 12 조(이사의 퇴임) 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
임서를 지주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권 행사 방법

제 13 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
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
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제 14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
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
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6 장

이사회등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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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지주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을 기초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편

제 1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16 조(위원회) ① 이 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
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6.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03.23 본호 개정)
7.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03.23 본호 개정)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7 조(감사위원회) ① 지주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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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5.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 3 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7. 자회사 검사조직의 활용 등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⑧ 감사위원회로부터 제 7 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④ 리스크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리
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3.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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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평가보상위원회) ① 위원회는 8 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또는 HR 분야에서 종
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2017.03.24 본항 개정)
②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
보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평가보상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 인 이내의 사외이
사로 구성한다. (2018.02.08 본항 개정)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2018.02.08 본항 개
정)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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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후 감
사위원 선임시까지로 한다.
④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
다.
제 22 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④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영승계 절
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23 조(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 인과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한다.
②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④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4 편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장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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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경영진의 자격요건) 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의 자격요건은 제 7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는 정직요구로 본
다.

제 2 장

임원의 권한ㆍ책임

제 25 조(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① 회장은 지주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주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영진은 회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관할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무전결
규정 상의 권한을 영위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6 조(회장) ① 회장은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 일전까지 이사회
에 추천한다. (2018.03.23 본호 개정)
2.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제 11 조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 회장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는 제 12 조에서 정한 이사의 퇴임에 따른다.
④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경영승계규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7 조(경영진) ① 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회장의
임용결정에 따라 직위별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통해 선임한다. 다만, 「금융사지배구
조법」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② 경영진의 임기는 2 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
약 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③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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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3. 인사규정상 직원의 당연면직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지주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속 임용의 필
요성이 없을 때

제 4 장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28 조(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① 지주회사는 신임 경영진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전
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② 지주회사는 경영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지주회사는 경영진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④ 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9 조(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지주회사는 경영진 후보자군 육성을 위
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그 평
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및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30 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등) ① 회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보상위원
회에서 실시하며, 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대한 성과
평가는 회장이 평가 후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의를 한다.
② 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 성과지표 및 비재무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다.
③ 단기성과급 관련 평가 대상기간은 1 년 단위로 하며, 장기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은 2 년 이상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성과평가 결과는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에 반영한다.
⑤ 성과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가보상위원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① 보수는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 한다. 다만, 사외이사에게는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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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 이사보수규정 」 , 「 집행임원운영규정 」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편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 1 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제 32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 및 수립등에
대한 사항은 「경영승계규정」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33 조(비상상황 발생시 경영승계 절차) ① 회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임, 해임, 법
령 또는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
황 발생 시, 이사회의장은 24 시간 이내 즉각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사회규정」
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
한다.
④ 이사회는 직무대행자 선임 후 「경영승계규정」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진행한다.(2018.03.23 본항 개정)

제 2 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 34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지주회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
자 승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 (2018.03.23 본항 개정)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 3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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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리더십
경험과 업무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장ㆍ단
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4 장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36 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의 최고
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 1 항의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회장후
보추천위원회규정」, 「경영승계규정」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2018.03.23 본조 개정]

제 5 장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37 조(최고경영자 관련 공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
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018.03.23 본조 개정]

제 6 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38 조(책임경영체제 확립)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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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16.10.31)

제 1 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 요건등 관련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기존의 지배구조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7.03.24)

이 규범은 2017.0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8)

이 규범은 2018.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3)

이 규범은 2018.03.23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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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8.09.29 제정

2009.07.30 개정

2010.03.03 개정

2015.03.2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17 호

국(규정) 제 19 호

2009.10.29 개정

2009.12.18 개정

2010.02.05 개정

2016.02.04 개정 이사회사무

2016.10.31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62 호 2018.02.09 개정 이사회사무국

(규정) 제 14 호 2018.04.19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또는「이사회규정」 및 「지
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적용하는 바에 의한다.
(2010.02.05, 2010.03.03, 2015.03.27, 2016.10.31 본조 개정)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4 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009.10.29,
2010.02.05, 2018.02.09 본항 개정)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2015.03.27 본조 개정]
제 4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제 5 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금융업,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관리, HR, IT, 소비자보호 등 전
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2010.02.05, 2015.03.27, 2016.02.04, 2018.02.09 본항 개정)
제 6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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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주주와 회
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이사회사무국에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반기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후보는 해당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확정된 후보군에서
추천한다.
⑥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가 관련 법규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⑦ 위원회가 중임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이사회규정」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⑧ 위원회는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의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만분의
50(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 542 조의 6 제 8 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
를 말한다)가 회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10.2.5 본조 신설, 2015.03.27 본조 개정]
제 8 조(후보자격 검증)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금융지주회사
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 등이 있는 경우 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회사 등의 여신심사협의회 등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화하여 위원회 및 이
사회에 보고한다 (2009.12.18 본항 개정)
제 9 조(소집통지)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
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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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조 개정]
제 10 조(결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4.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위원 운영 등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 항제 3 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5.03.27 본조 개정]
제 11 조(사외이사후보추천 제한) ① 위원회는 중임 사외이사후보자의 임기를 1 년으
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업무능
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된 사외이사를 중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2016.10.31, 2018.04.19 본항 개정)
③ 위원회는 당사자를 제외한 이사회 재적이사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만 중임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2010.02.05 본항 개정)
④ 전 3 항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⑥ (2016.02.04 본항 삭제)
[2009.10.29, 2015.03.27 본조 개정]
제 12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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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03.27 본항 개
정)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
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있다.
제 13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
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5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 수행과 사외이사후보 인선
자문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
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2010.02.05. 본조 개정)
제 16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부

칙(2008.09.29)

이 규정은 2008.09.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30)

이 규정은 2009.07.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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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10.29)

이 규정은 2009.10.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8)

이 규정은 2009.12.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05)

이 규정은 2010.02.0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3)

이 규정은 2010.03.0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27)

이 규정은 2015.03.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 조 제 6 항은 2017 년에 개최되는 정기주
주총회에서 선임예정인 중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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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2.04)

이 규정은 2016.02.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이 규정은 2018.02.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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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8.03.23. 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3 호 2018.04.19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2.“후보자군(Long List)”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회장 후보자 Pool
을 말한다.
3.“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이라 함은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위원회가 제 2
호의 후보자군에서 선정하는 소수의 회장 후보자 Pool 을 말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4 조(책임과 권한) 위원회는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영승
계 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 5 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가.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나.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의 자격요건 검증 등 후보군 관리
다.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확정
2.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 이행
가.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의 자격요건 검증 및 선정
나. 회장 최종 후보자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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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시 승계절차
라. 회장 후보자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계열사와 여신거래 등
이 있는 경우, 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이사회 결과 보고
② 제 1 항 제 2 호 가목의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할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일 기준 6 개월 이전에 확정된 회장 후보자군
(Long List)에서 선정한다.
제 6 조(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2.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확정
3.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 선정
4. 회장 최종 후보자 선정
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중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소집) ① 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
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
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제 8 조(결의방법) ①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각자 1 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특별
한 이해관계 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
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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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의 성명과 반대사
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① 위원회는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관리 내용을 매 반기 1 회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03.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3.23.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제정으로 「지배구조위원회규정」은 2018.03.23. 폐지
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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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8.03.23. 제정 HR 부(규정) 제 22 호

2018.04.19. 개정 HR 부(규정) 제 29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정에서“계열사”라 함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회사를 말하며, 손자회사 등은
제외한다.
2.“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3.“계열사 대표이사”라 함은 국민은행 은행장을 포함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말
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 인과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
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4 조(책임과 권한) 위원회는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
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 5 조(기능 및 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열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2.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등 후보자 관리
3.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선정

(2018.04.19 본호 개정)

4. 계열사 대표이사의 해임기준 설정, 해임사유의 조사 및 검증, 해임권고의 결정
5. 계열사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시 승계절차
제 6 조(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선정

(2018.04.19 본호 개정)

2. 계열사 대표이사 해임기준 설정 및 해임권고의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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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소집) ① 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
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
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
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제 8 조(결의방법) ①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각자 1 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특별
한 이해관계 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
는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의 성명과 반대사
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 을 작성한 후,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HR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① 위원회는 제 5 조 제 2 호의 관리 내용을 매 반기 1 회 이사회에 정기
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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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부

칙(2018.03.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3.23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제정으로 「지배구조위원회규정」은 2018.03.23 폐지
한다.

부

칙(2018.04.1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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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감사원회규정(소관부서 : 감사부)

감사위원회규정
2008.09.29 제정

2009.07.30 개정

2015.12.11 감사부(규정) 제 45 호

2009.10.12 개정

2015.03.02 감사부 (규정) 제 12 호

2016.10.31 감사부(규정) 제 60 호

2018.04.19 감사부(규정)

제 28 호 2018.12.07 감사부(규정) 제 55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
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
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
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제 4 조(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2009.07.30 본호 신설)
7. 자회사 검사조직의 활용 등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 1 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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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결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임무를 수
행한다.
제 7 조(경영정보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
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3 인 이상의 이
사로 구성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 인 이상이 포함되
어야 하며, 위원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
과 관련된 업무에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
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2009.07.30 본호 개정)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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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1 항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2016.10.31 본호 개정)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의 직에 5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016.10.31 본호 개정)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이상 또는 임직
원으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 9 조제 17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 8 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
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16.10.31 본호 개정)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
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16.10.31 본호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2016.10.31본호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 1 항
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
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
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다른 위원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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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9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
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④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 3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
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2016.10.31

본항

신설,

2018.04.19 본항 개정)
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는 제 1 항에 의한 회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 11 조(회의진행)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 감사부 또는 외부감사인과 각
각 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비공개 회의의 경우, 의사록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여부 및 비공개 기간은 각 해당 안건별로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계열사의 임직원 포함)으로 하여금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15.03.02 본항 신설)
제 12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3. 감사보고서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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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5.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6. 내부감사담당 집행임원 및 감사부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2009.10.12 본호 개정)
7.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2018.12.07 본호 개정)
8. 회사 및 계열사의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2015.12.11 본
호 개정)
9. 계열사 상근감사(위원) 및 지주 감사부장 성과평가(2015.12.11. 본호 신설)
10.「감사업무규정」 의 제정 및 개폐(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11.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2018.12.07 본호 신설)
12. 관계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여부
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3.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각종 보고의 청취 및 검토
4.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6. 감독기관 및 감사부서 검사결과
7. 「감사위원회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8. 「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9. 「회계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10. 계열사의 감사관련 각종 보고사항 검토(정기 분석 보고 포함) (2015.03.02 본
호 신설)
11.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2015.03.02 본호 신설)
12.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2015.03.02 본호 신설)
13.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14.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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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5.03.02 본항
개정)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9.07.30 본항 개정)
제 14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5 조(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2015.12.11 본항 개정)
1. 감사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2 조 제 1 항 제 8 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
는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5.12.11 본항 신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12.11 본항 신설)
④ 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6 조(직무대행) ①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
란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가 처리할 사안을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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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제 1 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7 조(이사회 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수행 결과를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내용(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다) (2015. 12.11 본호 개정)
2.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 정관 」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제 3 항 제 1 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
하며, 그 평가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 후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8.12.07 본항 개정)

제 5 장

보조기구 및 감사록

제 18 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보고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
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8.12.07 본항 신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2018.12.07 본항 신설)
1.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
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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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
인에게 제출한다.
제 19 조(보조기구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단위의 보조기
구를 두며, 감사부를 위원회의 보조기구로 한다.
② 감사부에는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적정인원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20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21 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2008.09.29)

이 규정은 2008.09.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30)

이 규정은 2009.07.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2)

이 규정은 2009.10.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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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03.0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1)

이 규정은 2015.12.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7)

이 규정은 2018.12.0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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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상위원회규정
2008.09.29 제정

2009.07.30 개정

2010.02.10 개정

2012.01.18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8 호
2015.03.2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17 호

2010.03.03 개정

2011.05.04 개정

2014.02.0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4 호
2015.12.21 개정 HR 부(규정) 제 47 호

2016.10.31 개정 HR 부(규정) 제 63 호

2017.02.24 개정 HR 부(규정) 제 11 호

2017.03.24 개정 HR 부(규정) 제 22 호

2018.04.19 개정 HR 부(규정) 제 29 호

제 1 조(목적 등) ① 이 규정은 “평가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01.18 본항 신
설)
1.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결의한
직원을 의미한다. (2016.10.31 본호 개정)
3. “변동보상”이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
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4.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5.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2015.03.27, 2016.10.31 본조 개정]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8 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또는 HR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010.03.03, 2015.03.27, 2015.12.21, 2017.03.24 본항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첨부 8. 평가보상위원회규정(소관부서 : HR 부)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03 본항 개정)
④ (2016.10.31 본항 삭제)
[2016.10.31 본조 개정]
제 3 조(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사와 자회사의 보상원칙과 프레임을
수립하고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한다. (2016.10.31 본항 개정)
② 위원회는 회사와 자회사의 성과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
계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등에 대하여 자
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6.10.31 본항 개정)
[2009.07.30, 2010.02.10, 2012.01.18, 2015.03.27, 2016.10.31 본조 개정]
제 4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10.31 본호 삭제)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016.10.31 본호 개정)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
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16.10.31 본호 신설)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
된 사항 (2016.10.31 본호 신설)
5.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측정 및 보상체계수립
6. 상임이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보상결정
7. 회사의 경영진 및 자회사 대표이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 (2016.10.31 본호 신
설)
8. 회사 경영진의 연간 보상 결과 (2016.10.31 본호 신설)
9. 회사 변동성과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 (2016.10.31 본호 신설)
10.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016.10.31 본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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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12.21 본호 삭제)
12. 상임이사에 대한 복리후생계획 승인
13. (2017.02.24 본호 삭제)
14. 집행임원이 중도 퇴임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
는 변동보상의 결정
15. 제 1 조에 따른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 결정 (2010.02.10 본호 신
설, 2015.12.21, 2016.10.31 본호 개정)
16. (2016.10.31 본호 삭제)
17. 기타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2016.10.31 본항 삭제)
③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10.31 본호 삭제)
2. 반기별 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의 보상 관련 운영현황 (2016.10.31 본호 개정)
3. 자회사 경영진의 연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 (2016.10.31 본호 신설)
4.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 성과급 환수사유 발생시 관련
사항 (2017.02.24 본호 신설)
5. 기타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2.24 본호 개정)
[2011.05.04, 2012.01.18, 2015.03.27, 2016.10.31, 2017.02.24 본조 개정]
제 5 조(소집) ① 위원회는 반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12.01.18, 2015.03.27 본항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
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
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 2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
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2018.04.19 본항 개정)
3

수

있다.

(2016.10.31

본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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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본조 개정]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03.27 본항 개
정)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
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있다.
제 7 조(의사록 등) ①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
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내역은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012.01.18 본항 신설)
제 8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0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HR 부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015.12.21 본항 개정)
제 11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
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03.27, 2016.10.31
본조 개정)

부

칙(2008.09.29)

이 규정은 2008.09.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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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07.30)

이 규정은 2009.07.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0)

이 규정은 2010.02.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3)

이 규정은 2010.03.0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04)

이 규정은 2011.05.0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18)

이 규정은 2012.01.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07)

이 규정은 2014.02.0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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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0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1)

이 규정은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4)

이 규정은 2017.02.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4)

이 규정은 2017.0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6

첨부 9. 리스크관리원회규정(소관부서 :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08.09.29 제정

2012.07.27 개정 리스크관리부(규정) 제 28 호

2016.04.01 개정 리스크관리부(규정) 제 27 호

2016.10.31 개정 리스크관리부(규정) 제 64 호

2018.04.19 개정 리스크관리부(규정) 제 30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 중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2.07.27 본항개정)
② 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012.07.27 본항개정)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 4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016.10.31 본호 개
정)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31 본호 개정)
4. 자회사별 위험자본의 배분 (2016.10.31 본호 개정)
5. 각종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2016.10.31 본호 신설)
6.「리스크관리규정」및「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그룹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모형 관련 시스템(신용평가모형, 리스크측
정요소(PD, LGD, EAD), 위험가중자산 산출 등)의 신규 적용과 기존 모델의 중요
한 변경 및 개선 (2016.04.01 본호신설)
8.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2016.10.31 본호 신설)
9.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2016.10.31 본호 신설)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취득 및 추
가출자 (자회사 등이라 함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를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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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투자
3.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2016.10.31 본호 신설)
4. 회사채 발행의 결정 (2016.10.31 본호 신설)
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 실태 및 한도관리 현황
2.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현황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결의와
4.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현황 (2012.07.27 본호신설)
5. 그룹의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의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2012.07.27 본호신설)
6. 그룹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모형 관련 시스템(신용평가모형, 리스크측
정요소(PD,

LGD,

EAD),

위험가중자산

산출

등)의

검증(Validation)

결과

(2016.04.01 본호신설)
7.

위기상황분석

결과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포

함)(2016.10.31 본호신설)
8.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기준은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3 항
에 따른다.
(2012.07.27 본항신설)
제 5 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
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4.19 본항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 2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
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016.10.31

본항

신설)

(2018.04.19 본항 개정)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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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31 본항
개정)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
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
시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8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0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리스크관리부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원장이 지정한다.
제 11 조(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리
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12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8.09.29)

이 규정은 2008.09.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7.27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심의사항의 운영) 제 4 조 제 2 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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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6.04.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9)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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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8.09.29 제정
27 호

2009.07.30 개정

2010.03.03 개정

2012.07.27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016.10.31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62 호 2018.04.19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7 조에 의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이하 “ 위원회 ”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10.31 본조 개정)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후 감사위원 선임시까
지로 한다.
제 3 조(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다.

제 4 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
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2 인 이상의 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참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된다.
제 5 조(소집통지)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
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018.4.19 본조 개정]
제 6 조(후보자격 검증)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
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2009.07.30 본조 개정, 2010.03.03 본조 개정, 2012.07.27 본조 개정)
제 7 조(결의사항)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 8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
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
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31 본
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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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
는 결의사항에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
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
명날인 또는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13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9.09.29)

이 규정은 2008.09.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30)

이 규정은 2009.07.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3)

이 규정은 2010.03.0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7)

이 규정은 201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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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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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규정
2016.07.21 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7 호

2016.10.31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62 호

2018.03.23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23 호

2018.04.19 개정 이사회사무국(규정) 제 3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원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2. “후보자군(Long List)”이라 함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에서 매년 선정하는 넓은 범위의 회장 후보자 Pool 을 말한다. (2018.03.23 본
호 개정)
3.“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이라 함은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위원회가 제 2
호의

후보자군에서

선정하는

소수의

최종

회장

후보자

Pool

을

말한다.

(2018.03.23 본호 개정)
4. 이 규정에서 “계열사”라 함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회사만을 말하며, 손자회
사 등은 제외 한다.
제 3 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위원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회장에 대
한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ㆍ관리한다. (2016.10.31 , 2018.03.23 본조 개정)
제 4 조(최소 자격요건) 회장 후보자군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준하는 업
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및 도덕성을 갖추고, KB 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
유하며, 장ㆍ단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5 조(회장 후보자군 관리) ① 위원회는 그룹 내ㆍ외부로부터 회장 후보자 발굴 및
자격

요건

검증

등을

통해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을

선정ㆍ관리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② 내부 후보자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 후보자군은 위원회가 정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로 구성
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2018.04.19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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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경영승계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① 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 최소 2
개월 전에 제 7 조 및 제 8 조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② 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제 7 조(최종 후보자군 선정 및 자격검증) ①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제
5 조에서 구성된 내ㆍ외부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을 선정
한다.
② 내부 최종 후보자군은 제 5 조 제 2 항의 내부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회장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선정한다.
③ 외부 최종 후보자군은 제 5 조 제 3 항의 외부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회장자격요건 및 영입 가능성 검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별 자격요건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기
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8 조(최종 후보자 선정) 위원회는 자격요건 검증결과를 참조하고, 회장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이 정한 결의요건에
따라 제 7 조의 최종 후보자군 중에서 최종 후보자 1 인을 선정한다. 다만, 회장 선
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은

만 70 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6.10.31, 2018.03.23

본조 개정)
제 9 조(비상상황 발생시 승계절차) ① 회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임, 해임,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의장은 24 시간 내 즉각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사회규정」이 정한 직무대행
자가 이사회 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
한다.
④ 이사회는 직무대행 선정 후 1 주일 내 차기 회장 선임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다.
⑤ 위원회는 비상상황에서 제 7 조 및 제 8 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4 주일 내 회장
승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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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후보자군 육성) 위원회 및 회장은 그룹 경영진의 계열사간 이동, 계열사내
직무 전환,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활동, 이사회 보고 참여, 경영진 연수 등을 통한
회장 후보자군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이 정
한 바에 따른다.
(2016.10.31, 2018.03.23 개정)

부

칙(2016.07.21)

이 규정은 2016.07.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3)

이 규정은 2018.03.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9)

이 규정은 2018.04.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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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

유 석 렬

검토 의견

적적 합합

I. 소극적 자격요건 심사
심사 항목

심사 결과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II. 적극적 자격요건 심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심사 항목

심사 결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3 항

충 족

정관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전문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충 족

제 2 호(직무공정성)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3 호(윤리책임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4 호(충실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Ⅲ. 사외이사 평가결과
평가 결과
유석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KB 의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 성장에 기
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끌었으며,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재무적 이슈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4 차 산업 변화의 흐름
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장기 전략 방향의 수립과 그룹의 균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
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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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

박 재 하

검토 의견

적 합

I. 소극적 자격요건 심사
심사 항목

심사 결과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II. 적극적 자격요건 심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심사 항목

심사 결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3 항

충 족

정관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전문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충 족

제 2 호(직무공정성)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3 호(윤리책임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4 호(충실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Ⅲ. 사외이사 평가결과
평가 결과
박재하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적시에 인
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이끌었으며, 감사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
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경영진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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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

한 종 수

검토 의견

적 합

I. 소극적 자격요건 심사
심사 항목

심사 결과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1 항

해당 사항 없음

II. 적극적 자격요건 심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심사 항목

심사 결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3 항

충 족

정관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전문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충 족

제 2 호(직무공정성)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3 호(윤리책임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 족

제 4 호(충실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충 족

Ⅲ. 사외이사 평가결과
평가 결과
한종수 사외이사는 결의기구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회계, 재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으
로 의견 제시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 회계적 관점에서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회사가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깊
이 있는 조언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이끄는 등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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