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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B, 이사회 적격성(Fit and Proper) 가이드라인 제정

쉎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이사 적격성 감독의 일환으로 이사회
적격성(Fit and Proper) 가이드라인41)을 제정(2017.5.15.)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이사의 이해상충 및 전문성, 이사회의 집단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ECB의
평가를 받게 됨
○ 이사 적격성 감독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사를 사전에 차단(gate keeping)
하는 건전성 감독이며, 유로지역 대형은행 129개는 이사 임명 시 ECB의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규제당국의 감독은 물론 은행 내부의 자율규제가 요구되는 규제체계임
- 이사에 대해 임명책임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내부체계를 갖춰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하며, 해당 내역을 각 국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대형은행 적격성 평가는 ECB와 공동감독팀(JST)이 각 국가 감독관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감독하나, 적격성 판단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ECB에게 있기 때문에 유로지역 대형은행은
ECB가 직접 감독하는 구조임
- ECB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은행은 각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이 감독을 담당함
○ 이사 후보자는 ECB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직책 외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재승인을 얻어야 함
○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은 비공개 사항이나, 적정하지 않은 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은행과
후보자에게 부적격사유 개선방안 혹은 해소방안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후보에 대해 특정 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은행에 대해 법적 분쟁사항
공시, 혹은 은행의 특정기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개선요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 후보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

쉎 적격성 감독에는 각 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감독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5대
필수원칙은 모든 국가의 이사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이사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 자본요건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CRD)Ⅳ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ECB는 유로지역 19개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감독내용이 각 국마다 상이함

41) 자세한 내역은 Guide to fit and proper assessments를 참조하기 바람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ecb/pub/pdf/ssm.fap_guide_201705.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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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적격성 평가 원칙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적격성 평가를 위한 5대 기준
분류
지식, 기술, 경험
평판
이해상충
참여율
이사회의 집단적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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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역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탈세, 범죄 및 행정벌 기록이 있는지 여부
-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있는지 여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등 후보의 독립성 여부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전체 이사회 구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고 생산적인 후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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