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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BIS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추진 배경 및 체계

□ (추진 배경) BIS는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2015.7월 

Foreign Exchange Working Group(FXWG)*을 설치하여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Global Code, 이하 ‘글로벌 규범’) 마련을 추진

     * 당행을 포함한 16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담당자로 구성(호주중앙은행 부총재보가 
의장)

□ (글로범 규범의 체계) 글로벌 규범은 크게 서문(Foreword)과 윤리(Ethics), 

관리체계(Governance),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거래실행(Execution),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거래확인 및 결제

(Confirmation and Settlement Precesses) 등 6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은 기본

원칙(Leading Principle) 및 세부원칙(Principle)으로 구성

  ㅇ 금번 발표되는 1단계는 부문별 기본원칙과 윤리, 정보공유, 거래실행

(일부), 거래확인 및 결제에 대한 세부원칙이며 나머지 부문의 세부원칙

은 2017.5월에 완성될 예정

글로벌 규범의 체계

일정 부문 세부 항목

1단계
(2016.5.26일)

서문 글로벌 규범의 정의 및 적용대상

윤리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 및 전문성 추구,
이해상충의 파악 및 관리

정보공유 기밀정보의 파악, 접근제한 및 공개,
의사소통의 원칙, 방식 및 수단

거래실행 주문 처리, 사전헤지, 시장교란목적의 거래 금지, 
Mark Up, 고객의 리스크 인지 및 거래 평가 등

거래확인 
및 결제 거래확인 절차, 상계 및 결제절차, 계정대사 절차

2단계
(2017.5월)

관리체계 규정 및 절차 마련, 통제체계 마련, 기업문화, 직원 
전문성 제고, 고객관리체계 마련, 비상계획 마련

거래실행 전자거래, 플랫폼, 프라임 브로커리지, 외환파생상품
의 특성 등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및 감독 체계, 준법감시 체계, 리스크 
유형, 리스크 완화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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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규범의 부문별 기본원칙

  ㅇ 윤리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적이며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

  ㅇ 관리체계 : 시장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외환시장 참여를 도모하도록 건전

하고 투명한 방침, 절차 및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함

  ㅇ 정보공유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개방성, 유동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ㅇ 거래실행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유동성 및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의 협상과 실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리스크

에 대한 파악, 평가, 모니터링, 관리 그리고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건전한 통제 및 준법감시 환경을 도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거래확인 및 결제 절차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예측가능

하고 순조롭게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래 이후의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향후 계획) BIS는 2017.5월까지 글로벌 규범 2단계와 함께 동 규범의 빠른 

정착을 위한 준수방안을 시장참가자들과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