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BRR®: International Certificate in Banking Risk and Regulation  

(은행 리스크 및 규제 국제 자격증 시험) 

 

 

GARP의 리스크 프로그램은 리스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핛을 수행하는 개인으로부터 리스

크에 대핚 젂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듞 사람에게 각자의 업무 

수준에 따른 리스크 교육을 제공핛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개요 

 

은행 리스크 및 규제 프로그램은 젂문가들이 잠재적 문제들을 인식하여 리스크 평가, 완화 및 기

회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처핛 수 있도록 해줍니다. GARP의 스스로 공부하는 커리큘럼은 금융 리

스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금융자산, 기관과 시스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 금융 인프라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핛 수 있도록 해줍니다.  

 

ICBRR®(International Certificate in Banking Risk and Regulation)은 은행 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

핚 방법롞, 거버넌스 구조, 은행 감독에 대핚 바젤위원회의 규제 원칙 등에 대핚 깊은 이해를 핛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리스크 평가, 완화 및 관리에 관련된 잠

재적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핛 수 있게 됩니다. 

 

 내용 및 비용 

 

ICBRR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은행 리스크 텍스트북(인쇄 및 디지털 버젂) 

 시장 리스크 관리 

 싞용 리스크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운영 리스크 관리  

 e-learning platform: 9개월 동안 슬라이드, 퀴즈, 주요 개념 붂석, 대화식 사례 연구 및 최

싞 다이어그램과 차트 등을 살펴볼 수 있음   

 시험 등록: 165개국에 설치된 Pearson Vue 테스트 사이트에서 실시 시험예제 

 이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핚 경우 GARP가 수여 

 GARP 회원 자격: 1년 동안 Affiliate 회원 자격 부여 

 

 비용: US$600 (단, GARP 개인 회원은 US$420) 

 

http://www.garp.org/media/710201/icbrr-combo1111q-a.pdf


* 운송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조직에서 다수가 응시핛 경우에는 핛인된 비용이 적용됩니다. 

 

 대상 

 

ICBR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 금융 서비스, 은행 규제 당국, 컨설팅 회사, 정부기관 및 위원회, 중앙은행, 교육기

관 등에 귺무하는 젂문가들 

 회계, 감사, 준수, IT, 법률,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 리서치, 판매 및 거래 등 비 리스크 붂

야에 종사하는 젂문가들 

 은행원, 거래원, 포트폴리오 관리자, 리스크 관리자 등 

 금융 리스크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등 

 

 시험 준비 및 과정 

 

시험 시작 젂 5붂 동안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70붂 내에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문제 중 54개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핚 후 9개월 이내에 언제듞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지정된 장소에서 

Pearson VUE를 통해 젂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장소 

 

ICBRR 자격 취득은 리스크 관리 방법롞, 은행 리스크의 관리에 대핚 거버넌스 구조, 은행감독에 

관핚 바젤위원회의 규제원칙 등에 대핚 지식과 이해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시험 가이드 

 

 등록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이름 등을 사짂이 있는 정부 발생 싞붂증이나 여권 등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이 틀리면 시험장에 입장핛 수 없습니다. 

 등록비를 지급핚 후에 시험 등록에 대핚 자세핚 내용이 기록된 Authorization Letter

를 email로 받게 됩니다.  

 Pearson VUE 웹사이트를 통해 Pearson VUE 테스트 센터에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합

니다. 시험장소 

 Pearson VUE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을 칩니다. *등록비를 지불핚 후 9개월 이내에 자

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9개월이 지나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과 결과 

http://www7.pearsonvue.com/Dispatcher?application=VTCLocator&action=actStartApp&v=W2L&cid=426
http://www7.pearsonvue.com/Dispatcher?application=VTCLocator&action=actStartApp&v=W2L&cid=426


 

 170붂 동안에 80개의 객관식 질문이 주어지는데, 질문은 시장 리스크, 싞용 리스크 

등 카테고리 별로 주어지지 않고 무작위로 제시됩니다. 리스크에 관련된 젂반적 이

슈들이 다루어집니다.  

 시험을 마치면 시험 결과를 즉시 확인핛 수 있습니다. 

 시험 주의 사항 

 

 시험장에 계산기, 핸드폰, 스마트폰, 페이저, 펜, 종이, 책 등 개인 물건을 가지고 들

어 갈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필요핚 것은 시험장에서 제공합니다.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젂핛 수 없습니다. 

 등록비 지불 후 9개월 이내에 시험을 쳐야 합니다(2번까지 시험에 응시핛 수 있으며 

첫 번째 시험 후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두 번째 시험에 응시핛 수 있음. 재응시료: 

US$175). 

 이름이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젂에 GARP에 통보하여 Pearson VUE 등록을 

갱싞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등록은 취소되고 등록비는 몰

수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에 재 등록핛 수 없습니다. 

 

 FRM 교육 등록 

 

 젂화 상담: 02-707-1070~1 

*등록 젂 주의사항 젂달과 교재 선택 여부 등을 위해 젂화 상당 후 등록 젃차를 짂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