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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7년 투명성보고서 

 

가. 일반현황  

 

1)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당사”)는 1986년 9월 전국종합신용평가㈜에서 출발하여, 

1991년 1월 한국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11월 

한국신용정보㈜에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나이스신용평가㈜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물적분할 이후 주주 구성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 11월중 한국신용정보㈜가 분할, 합병을 거쳐 ㈜NICE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당사의 지분은 ㈜NICE홀딩스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NICE홀딩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대한 신용평가사업,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사업, 자산관리 사업, CD/ATM 

관리 사업, 신용카드거래승인/ 현금영수증발행에 관한 정보처리와 기기를 

유통하는 사업, 서비스조사와 마케팅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사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목적 설립일

㈜NICE홀딩스
김광수,
최영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
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98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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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기준 ㈜NICE홀딩스 및 계열회사 계통도] 

 

 

[2017년말 기준 이사회 관련 사항]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직위 성명 주요 학력 주요경력

대표이사 사장 김영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법무법인(유)율촌 고문

비상근이사 심의영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 총괄국장

KIS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현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김명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신용정보 전략기획단장

현 ㈜NICE홀딩스 전략기획1실장

감사 이현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 기획실장
한국신용정보㈜ 감사실장
한국신용정보㈜ IT본부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영관리본부장
현 ㈜NICE홀딩스 정도경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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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기준 국내 계열회사 현황] 

 

 

 

 

 

 

 

 

 

 

 

 

 

 

 

 

 

2) 각 부서별 업무분장(등급산정, 등급리뷰, 방법론 승인 등) 내용 

 

(1) 각 부서별 업무분장 

2017년말 기준 당사의 부서는 평가조직(평가총괄, 평가정책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영업조직(기업RM본부, 금융RM본부), 부수업무조직(투자평가본부), 

경영관리조직(기획관리본부, 준법감시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조직에서는 

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영업조직에서는 부문별 영업업무를, 부수업무조직에서는 

법인명 업종 대표이사
㈜NICE홀딩스 지주회사 김광수/최영
한국전자금융㈜ 금융관련서비스 구자성
나이스정보통신㈜ 전자결제서비스 박세진
나이스피앤아이㈜ 데이터서비스업 김기형
㈜나이스디앤비 신용조회, 조사 노영훈
나이스알앤씨㈜ 시장 여론 조사 이상호
나이스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이호제
KIS정보통신㈜ 전자결제서비스 이윤희
나이스인베스트먼트㈜ 경영컨설팅 김명수
나이스아이피파트너스㈜ 지적재산권관리 진동현
NICE평가정보㈜ 데이터서비스업 심의영
㈜아이티엠반도체 반도체제조 나혁휘
NICE인프라㈜ 부동산임대업 김명수
NICE신용정보㈜ 종합자산관리 김준연
에스투비네트워크㈜ 경영컨설팅업 최영
나이스씨엠에스㈜ 경비,경호서비스 성기동
나이스에프앤아이㈜ 금융서비스 정용선
서울전자통신㈜ 변압기제조판매 김상열
㈜엘엠에스 자동차부품 오양섭
㈜지니틱스 전자제품제조 손종만
㈜리페이퍼 종이및판지 제조 윤철
나이스지니데이타(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정선동
(주)오케이포스 POS단말기 제조 방현대
(주)짜이서울 여행서비스 이경준
(주)닥터스텍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정용선
(주)버드뷰 어플 개발 이웅
(주)무노스 소프트웨어개발 성기동
NICE페이먼츠㈜ 컴퓨터프로그래밍 황윤경
(주)NICE핀링크 금융관련서비스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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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평가를 포함한 업무를, 경영관리조직에서는 인사, 기획, 준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평가정책본부

투자평가본부

기획관리본부

기업RM본부

평가총괄부사장

금융RM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부서명 주요 담당업무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내부심사, 직무감사, 검사대응 등

기획관리본부 기획, 재무, 인력개발, 구매, 공시 및 평가행정, 정보자산관리 등

기업RM본부 영업(영업기획, 수수료계약 체결 등), 매출채권 회수 등

금융RM본부 영업(영업기획, 수수료계약 체결 등), 매출채권 회수 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획, 등급정책수립, 신용등급 평정, 방법론 관리, 홍보 등

기업평가본부 금융투자상품, 기업 등 신용평가, 산업별 평가방법론 연구개발 등

금융평가본부
금융투자상품, 금융기업, 구조화금융상품, 정부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산업별 평가방법론 연구개발 등

투자평가본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기업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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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 프로세스별로 기재 

 

주1) 상기 프로세스는 피평가기업이 직접 신용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평가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며, 투자자 등 제3자 요청평가의 경우, 상기 단계 중 피평가기업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기초자료 입수”, “경영진 면담 및 현장방문”이 근원적으로 불가하며, “등급수용 및 확정”단계의 

경우도 요청인에 대한 등급통보와 동시에 확정되며, 피평가기업의 재심절차는 미적용됨. 

주2) 일반 평정위원회의 부결 이외에 확대평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주요 

등급결정’으로는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투자등급 이상에서 등급기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투자등급에서의 등급상향 요건 강화노력에 해당함.   

 

[신용등급의 산정] 

 신용등급의 제시 

2017년말 기준으로 기업평가본부 및 금융평가본부의 담당 부서장은 요청인과 

평가계약이 체결되거나 서면에 의한 평가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실무진을 

RM본부(기업/금융/SF) : 평가조직 일절 미관여

평가부서 부서장 : 해당 기업평가실장, 금융평가실장, SF평가실장

평가부서 실무진 : 피평가기업에 요청/징구/수집

평가부서 실무진 : 피평가기업 협조 필요

평가부서 실무진&부서장 : 실무진 분석결과를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자체논의

평가부서 부서장 : 담당평가부서 부서장 제시등급 결정시 평정회의 소집

평가담당자&평정위원 : 총 5인 참여(평가담당자+평정위원 4명)  

평정위원회(4인) : 평정위원 만장일치로 제시등급 의결

확대평정위원회( ≥ 7인) : 평정위 부결 또는 주요 등급결정시 진행(의결요건 2/3이상)

평가담당자 : 등급통보메일 이메일 발송

피평가기업, 평가담당자 : 1회에 한해 재심요청 가능

: 등급수용 확인 또는 재심의결 완료시 등급확정

RM본부/기획관리본부 : 신용평가서 발행-RM본부, 공시업무-기획관리본부

평가요청 및 계약 체결

실무진 구성 및 평가 개시

평가 기초자료 입수

비고

분석 및 제시등급 결정

평정회의 소집

등급평정위원회 개최

등급결정

경영진 면담 및 현장방문

등급확정

신용평가서 발행/공시

평가담당자

평가프로세스 각 단계 담당조직 또는 부서

등급통보

등급수용 or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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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피평가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경영진 면담내용, 자체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등급에 대한 의견(제시등급)과 평정 관련자료를 

등급평정위원회에 제시합니다.  

 

기업평가본부 및 금융평가본부의 실무부서는 피평가대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관련한 기업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F평가실은 SF (Structured Finance) 관련 

금융투자상품, PF(Project Finance) 관련 금융투자상품, 펀드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용등급의 산정 

등급평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 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신용등급 등(신용등급, 등급전망(Rating Outlook), 등급감시(Credit Watch))을 

결정합니다. 일반 평정위원회는 평정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해서 

평가정책본부(평가QC실) 전문평정위원과 평가실무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평가부문 

내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구성되며, 참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용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평정위원장의 역할은 평가실무 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평가QC실의 전문평정위원이 수행합니다.  

 

확대평정위원회는 일반 평정위원회에서 신용등급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등급기호가 상향제시되는 경우, 투자등급 내에서 

등급기호가 상향제시되는 경우 신용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7월 내규 개정을 통해 장·단기 신용등급 등의 결정에 있어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등급상향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투자등급 이상에서 등급기호가 

변동제시되는 경우, 확대평정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투자등급에서의 등급상향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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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평정위원회는 일반 평정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성립요건(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 기업평가 및 금융평가 본부장, 부서장, 등급평정위원회 해당 평정위원 등 

당연직 확대평정위원의 2/3 이상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확대평정위원회는 일반 평정위원회 대비 

참여하는 평정위원의 구성이 상당 폭 확대되는 가운데, 확대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조직의 해당 본부장이 담당합니다.  

 

[신용등급의 리뷰]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정기/수시평가 

2017년말 기준으로 기업평가본부 및 금융평가본부의 실무부서는 신용등급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신용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단, 

SF평가의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 매 1년을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의 경우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각 실무부서는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한편, 고유 특성상 일회성 평가(One-Time 

Opinion)에 해당하는 제3자 요청 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른 재평가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모니터링 

평가정책본부는 신용등급 모니터링 대상범위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자본시장 내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을 신용평가 담당 실무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의 부실예측정보 모니터링 지표로 BIR(Bond 

Implied Rating)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식시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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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예측정보 모니터링 지표로서 EIER(Equity Implied Expected Rate) 정보를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평가정책본부 내 평가QC실은 전문평정위원으로서 등급평정위원회에 참여하며, 

신용평가방법론의 검토와 관리 및 외부 발간물 품질관리정책을 수립합니다. 

평가기준실은 평가기준을 수립 및 관리하며, 부도율을 포함한 평가실적 등에 

대한 관리와 함께 등급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 

준법감시인은 기 부여된 신용등급과 그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위원회는 정기심사, 수시심사를 수행하며, 내부심사결과에 따른 표창 

또는 징계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부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평가연구담당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과 신용평가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기심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사이 신용등급이 변동한 기업,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 간의 괴리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건 중에서 

임의로 선정됩니다. 수시심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신용등급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기업 등의 신용평가 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방법론 승인 등 평가정책의 관리] 

등급평정위원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용평가에 관한 정책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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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책위원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신규 신용평가서비스 실시 및 신용평가 

여건변화 등에 따른 신용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특히 신용등급별 

한계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수립합니다.  

 

 신용등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평가정책위원회는 신규 신용평가서비스 실시 등에 따른 신용등급 정의와 

평가기준을 심의, 검토, 유지, 변경합니다. 또한 계량적 등급결정 모형 개정 등과 

관련한 평가절차와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평가방법론 심의, 검토, 

유지, 변경,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평가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평가정책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의 3/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신용평가 담당(평가조직) 본부장 또는 부서장 중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맡는 게 원칙이나,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평가정책본부장이 맡습니다. 

평가정책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평가정책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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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서별 인원현황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전문성(전공 및 경력현황 등) 관련 사항 

[부서별 인원현황 (총인원 : 137명)]                                                     (단위: 명) 

구분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서장 부서원 소계 

대표이사(임원실) 1         1 

평가조직 

신용평가총괄   1     1 

평가정책본부    1 3  9  13 

기업평가본부     1 5 21 27 

금융평가본부     1 6 23 30 

영업조직 
기업 RM본부     1 3 7 11 

금융 RM본부     1 2 1 4 

부수업무조직 투자평가본부     1 2 13 16 

경영관리조직 
기획관리본부     1 3 27 31 

준법감시실     1   2 3 

 

[신용평가전문인력(보직자 및 에널리스트: 총 70명)]                                     (단위: 명) 

신용평가전문인력                                                            

보직자 및 에널리스트: 

총 70 명 

전공 현황  
상경계열 59 

비상경계열  11 

자격증 현황  

KICPA 16 

AICPA  1 

금융투자분석사 6 

CFA  10 

변호사  1 

학력  
학사  34 

석사  36 

평가 경력 현황  

~1 년 미만  2 

1~3 년 미만  3 

3~5 년 미만  10 

5~10 년 미만  32 

10 년 이상  23 

주) 상기 전공은 최종학교 기준으로 집계 

주)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에 대해 각각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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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부문별･ 본부별･ 상품별 매출현황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별, 각 본부별 및 상품별 매출액 

비교공시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신용평가  29,437 28,831 30,080 

비신용평가  5,864 5,181 5,438 

합계  35,301 34,012 35,518 

주) 신용평가 매출에는 신용평가 부수업무인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공여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기타신용평가 등이 포함됨 

 

[본부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기업 RM본부 11,439  10,088 11,140  

금융 RM본부 18,406  19,120  19,325  

투자평가본부  5,456  4,804  5,053  

합계  35,301  34,012  35,518  

 

[상품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가증권 

평가 

회사채  12,571 11,540 13,005 

기업어음증권(전자단기사채 포함) 4,601 4,598 4,630 

ABS(MBS,CBO 포함)  3,731 4,034 3,699 

ABCP(ABSTB 포함)  6,889 7,115 6,924 

비금융 

상품 

기업신용평가  963 1,052 1,262 

보험금지급능력평가  158 132 110 

신용공여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 (Loan Rating, ABL 등)  358 235 328 

기타신용평가  166 125 121 

합계 29,437 28,831 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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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통제 관련 현황 

 

1)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성현황, 역할 및 전문성 

당사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준법감시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선임 시 관련 

법규에 명기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신용평가업무 15년 및 준법감시업무 2년 

이상 경력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별도의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연구위원 

1명(신용평가업무 15년 및 준법감시업무 3년 이상 경력자, AICPA)과 수석연구원 

1명(감사 및 준법감시업무 10년 이상 경력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업무 및 감사업무 경력을 보유한 감사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회계, 재산관리에 대한 감사,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수행 등은 감사의 

직무이며, 준법감시부서는 경영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체계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절차,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에는 신용평가회사로서 당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준법감시조직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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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운영규정으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부서(본부)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평가 유효등급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업무 등의 

부수업무를 신규로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간 인사이동 및 기타 인사 조치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직원이 회사 외 업무에 대한 겸직, 

개인적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배우자 포함)의 지분증권 

등의 거래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상충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3명이상, 총 5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존 이해상충위원회를 통해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들과 동종유형의 

사례에 해당되는 비신용평가용역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이해상충검토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등급결정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등급평정위원회 소집 시 

“평정위원회 참석자 확인사항”을 체크하게 하여 피평가기업의 이해관계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조직 애널리스트가 

신용평가 참여시 평정회의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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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애널리스트의 평정회의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자매], 직전 

근무기업, 편익수령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해당사항을 애널리스트가 실시간으로 변동내역을 등록하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등록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금지를 

임직원복무지침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분기별 연 4회에 걸쳐서 

증권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시 제출된 자료내용 점검을 통해 해당 증권의 보유적정성 

여부 및 행동규범의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하위 내규를 통해 신용평가와 관련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방법론 체계를 살펴보면, 당사의 신용평가방법론은 원칙적으로 

[일반론-특수성 반영 각론]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 일반론]이 

모든 신용평가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및 

금융부문의 전통적인 채무증권은 해당 [산업별 평가방법론]에 구체적인 

적용체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 자산별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크게 분류하면, 

산업 및 금융부문의 전통적인 채무증권, 구조화증권(Structure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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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roject Finance)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영역에 

따라 신용평가방법론은 [일반론-산업별], [일반론-구조화 일반론-구조화 상품별], 

[일반론-PF 일반론-PF 상품별], [일반론-펀드 일반론-펀드별] 형태의 구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신용평가 방법론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내부감사 관련 실시항목 및 대상 등 

당사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교류 

차단, 평가조직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기타 조직간 정보교류 차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내용과 규제 취지 등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의 분기별 점검, 신용평가업무 수행절차 

2017년 12월말 기준 총 91개 방법론 보유

산업별 구조화 PF 공공부문 펀드

일반론
(19개)

공기업 총론
(1개)

비금융 공기업
(1개)

구조화 일반론
(1개)

상품별 평가방법론
(15개)

PF별 평가방법론
(6개)

PF 일반론
(1개)

신용평가 개관(3개)

신용평가 기초(7개)

주요 이슈별 일반론(9개)

펀드신용평가 일반론
(1개)

펀드별 방법론
(1개)

정부신용평가 방법론
(1개)

지방자치단체 방법론
(1개)

산업별 평가방법론
(41개)

산업별 총론
(2개)



17 / 19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종류 및 대상] 

구분 내용 주요 점검대상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금융투자상품 신고내역 분기점검, 

사후관리 등 신용평가절차 점검, 

정기내부심사, 시재감사 등 

수시감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부문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실시 

이해상충여부 점검, 수시내부심사 

등 

특별감사 
대표이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감독기관의 요청시 실시 
해당사항 발생시 점검 

일상감사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

한 서류에 대한 사전감사 또는 사

후감사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내

부통제기준 편익수수 관련사항 중 

사전검토 대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 구매 및 경비지출의 결정 / 

자산매각 등에 대한 사항 중 500만

원 이상건 또는 부사장 이상 전결

사항, 50만원 이상 접대성경비의 

지출, 예금 또는 적금의 가입 등 

 

4) 신용등급에 대한 내부심사 관련 절차 및 대상 등 

기 부여된 신용등급과 그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 평가대상 중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부여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정기심사를 상반기 

및 하반기 1회씩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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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 수행하는 수시평가를 해당 건 발생시 실시합니다. 

내부심사 관련 징계건의 기준에 따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심사 

종료 후 내부심사보고서와 심의록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는 바 차기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신용평가 관련 문서 등의 기록․유지 정책  

당사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정보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계약관련 

서류는 신용평가업무와 분리된 영업부서에서 전담하여 보관 및 관리하도록 내부 

규정에서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료관리 지침 (내규)  

문서 등의 

기록  

기록 및 관리 

① 자료실에 보관된 평가사업관련자료(평가기초자료, 각종 평가보고서 

및 평가연구자료)는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보관. ①의 2 회사의 

임직원 및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자료실 

보관자료 열람가능 (단, 평가사업관련 자료의 경우 업무 관련 

임직원 이외의 자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 

② 임직원은 해당 자료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열람 및 대출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담당자가 아닌 경우 대출 및 

열람목적을 기록하여야 함 

③ 자료실은 회사 전체의 출입통제장치와는 별도의 잠금장치에 의해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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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정책  

보존 

① 서면자료 

- 원본자료가 서면인 경우 평가담당자는 자료생성날짜, 자료의 명칭 

등을 통합평가시스템의 데이터 서버에 기록, 관리  

- 자료실관리실무자는 자료 입고시 자료리스트와 실물을 대조, 

확인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 

② 컴퓨터 파일의 보관 

- 평가담당자는 정보를 보호하고 자료의 훼손, 도난, 인적사고 등에 

의한 업무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파일 형태의 수취자료와 

분석자료를 평정(본, 정기, 수시, 기타) 및 용역완료 후 즉시 

통합평가시스템 또는 데이터 서버에 보관 

③ 기밀정보 

-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기밀정보의 경우 평정위원에 대한 파일형태의 제공은 금지되며, 

기밀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할 경우에는 평정위원회 

종료 후 즉시 수거하여 파쇄함. 또한 평정위원회 제시 목적 이외의 

사본작성 및 전산 파일복사는 금지 

- 기밀정보를 서면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실 내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인식표를 붙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밀정보의 입출고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번호별로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여야 함  

보존기간 

① 기업평가실, 금융평가실, SF평가실(신용평가서, 관리자료, 심의록, 

NICE CHECK POINT, CHECK List, 기타 관련 자료 - 

등급소멸일로부터10년 

 

6) 최근 3년간 신용평가회사 대상 소송 제기 현황 및 민원․분쟁 접수 처리 현황 

2015년 1월 NH투자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당사를 피고로 하여 

제소된 매매대금반환사건 1건(원고: 중소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분쟁 접수 처리 건수는 0건입니다. 

<소송 제기 현황>                                             (단위: 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0 0 1 1,000,000,000 1 1,000,000,000

2016년 0 0 1 1,000,000,000 1 1,000,000,000

2017년 0 0 1 1,000,000,000 1 1,000,000,000

당사 원고 당사 피고 전체
해당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