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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다르게, 세상을 이롭게’
지속가능한 미래와 신한의 약속
Framework

한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어 온 신한금융그룹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순수 민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형화
와 겸업화에 성공했으며, 은행과 非은행 간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가는 상생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미래를 함께 하
는 따뜻한 금융’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본업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

Impact

회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만족시키는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actbook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지원 사업의

성인재 육성 방안」

Cover Story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책임 금융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2017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표지는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활성화에 기여해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합니다.

알리고 신한은행이 1994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사진공모전인 ‘신한환경사진공모전’의 제24회 수상작 「해녀」
(박동철 作)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적 금융을 통해 모두의 성장과 상생을 이루는 따뜻한 희
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INTERACTIVE 사용자 가이드
2016 ㈜두산 CSR 보고서는 Interactive PDF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내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아이콘 및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되고,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NAVIGATOR BUTTON
HOME
표지 페이지로 이동

PREVIOUS PAGE
현재 페이지의 앞 페이지로 이동

CONTENTS
목차 페이지로 이동

NEXT PAGE
현재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

RE PAGE
이전 보기상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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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ESG 역량

창립 초기부터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면서 기업시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온 신한금융그룹은 안정적 지배구조와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참여 등의 성과로 장기
가치투자자 및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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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Governance
그룹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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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다양성

Impact

이사회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의 5개 전문분야에

Factbook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성
이사회는 그룹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다양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여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사회내위원회 총 8개 운영
#금융사 최초 여성 이사회 의장 선임(’10년)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지배구조 부문 S등급 획득(상장사 최초)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83%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투명성과 주주권리 보호
지배구조연차보고서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활성화 제도
#지배구조 헌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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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Digital
채널 혁신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특화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상 고효율을 창출합니다. 이와 함께 빠른 ICT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산업 IT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12 2020 CSR 로드맵
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Factbook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화 및
자동화합니다. 시장내 파괴적인 디지털 사업모델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협업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예금, 대출, 환전 등 130개 창구 업무, ‘디지털 창구’化
#신한 FUTURE’S LAB 61개 스타트업과 협력, 21개 협력모델 구축
#3년 내 그룹 디지털 인재 1천 명 양성 목표

디지털 시대 정보보호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기술 정보보호 이슈를 고민하고 점검하는
미래위협협의회 및 외부전문가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의 안전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14년~)
#총 16개 도메인, 771개 정보보호 체크리스트
#협력회사 및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158,0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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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생산적 금융 Inclusive, Productive Financial Support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중소기업이
창업-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적극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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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회 프로젝트
Impact

그룹은 2017년 12월 소외계층 소득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에
집중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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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은 저신용자/경단녀/위기가정 재기지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교육 등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2020년까지 3년간 총 2,700억 원 투입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 약 33만 명 지원

서민금융 부문에 있어 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과 사잇돌 중금리대출
취급 누적액 은행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50개의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콜센터 도입, 신용대출 119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새희망홀씨대출 누적취급액 2조 6,385억 원
#사회적 기업 대상 제품 구매, 기부, 대출 지원 등

벤처 및 혁신기업 지원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화 중소법인 대출 +3.7조 원 순증 (시중은행 1위)
#중소법인 고객 수 +4.144社 증대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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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환경사회적 요구에 따른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부문 등 신시장 발굴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전략방향 제시의 일환으로 금융지원 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하고, 대규모 PF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사회 리뷰절차를 수행하는 등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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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적 유의영역 관리
국제금융공사(IFC)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산업안전보건 등 환경사회적 이슈가 많은
12개 유의영역을 선정하여 유의영역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환경사회 이슈로 인한 산업, 기술변화 및 규제동향 등
다양한 관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환경사회 영향이 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배제 또는 조건부 금융지원 정책을 운용합니다.
#환경사회적 이슈-생태계파괴, 대기/수질/해상오염,
아동노동, 보건, 토착민이주, 대량살상, 유해물질

환경사회 리뷰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시 적도원칙에 기초한 대상선정, 위험등급 분류,
환경사회 영향 평가 수행 등의 리뷰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경감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해 관리합니다.
#사전검토→등급분류→환경사회 영향평가→사후관리 프로세스
#PF 진행 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여부 관리

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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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2005년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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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Factbook

그룹 사회책임
‘유엔글로벌
보고서 발간
콤팩트’ 및
(금융그룹 최초)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가입

신한은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금융업계 최초)

~2005

2006

2007

유엔 책임투자
원칙 제정

200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한국)

2009

그룹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ISO 50001
인증 획득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지수
(DJSI) 월드
편입

2011

2012

사회책임경영
9대 전략 수립

ISO 14001
인증 획득

2013

2014

2020
CSR 전략 수립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

2015

2016

2017

국민연금법
개정

ISO 26000
수립

GRI(Global
Reporting
영국 스튜어드십 Initiative)
코드 도입
G3.1 공개

사회책임경영
위원회(이사회
산하기구) 신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발표

‘따뜻한 금융’ 선언

2010

지속가능한
거래소
이니셔티브
출범 (글로벌)

금융경제교육
추진 선언

일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발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10

CEO Message
Framework
05 ESG 역량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10 CEO Message
12 2020 CSR 로드맵
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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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숭고
한 마음이 모여 1982년 세상에 첫 발을 내
디딘 신한금융그룹은 기존 금융권의 틀을
깨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국 금융의 새로
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고객만족경영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무인점
포, Retail Revolution 등 업(業)을 선도하
는 수많은 표준을 제시해 왔으며, 민간 자본
최초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2001년 이
후 탁월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토대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
한 변화가 가득한 뷰카(VUCA)의 시대로
깊숙이 진입한 지난해에도 신한금융그룹
은 『2020 SMART Project』를 바탕으로 아
시아 리딩 금융그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13번째 자회사 신한리츠운용 설립, GIB와
Global 등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사업
부문제 확대, One Shinhan 추진체계 확립
등 그룹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화로운
성장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였습니다.
ANZ베트남 리테일 인수, 멕시코 현지법인
인가, Country Head 제도 시행 등 글로벌
진출과 현지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Glocalization의

속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디지털 대응 체계를 마련
하고 국내외 선진 ICT기업들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하는 등 Digital 신
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도 마련하였습
니다.
신한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차원에서 스
마트 근무제 全 그룹사 확산, 사내 벤처 프
로그램 운영, 신한경영리더 육성 제도 수립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
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
습니다.
특히, 고객과 사회, 신한의 가치를 함께 높이
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힘을 쏟
았습니다.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따뜻한 금융
의 온기를 전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녹색금융/녹색경영 활성화에 앞장섰
습니다.
그 결과, 『다보스 포럼』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6년 연속 선정, 『DJSI
World 지수』 5년 연속 편입, 『CDP Korea』
4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달성,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S 등급 획득 등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신한의 위상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11
『2020 SMART Project』를 중심으로 사고의 높이와 실행의
스피드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갈 것입니다.

Framework
05 ESG 역량

그룹의 성장 전략을 다각화하여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선
점하는 한편, 다채로운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전사 차원의
Glocalization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룹 전체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그룹 통합 플랫폼
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신한의
검증된 리스크 관리 역량도 한 단계 높여 흔들림 없는 위기
대응 체계를 굳건히 확립해 갈 것입니다.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10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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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무엇보다 금융 본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끼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
을 만들기 위해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신용자 재기

Factbook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초등 돌봄나눔터 설립, 지자
체 도시 재생사업,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교육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
립과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
갈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자랑스
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적 금융을 통해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
전하는 기업시민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신
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용 병

이처럼 탁월한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따뜻한 금융을 통한 사
회책임경영에서도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주주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 보내주
신 한결 같은 믿음과 성원 덕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超 연결, 超 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
면서 금융산업은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
공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현재의 경영환경을 슬기
롭게 헤쳐가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
를 설정하고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그룹 경영슬로건을 ‘더 높은 視線, 創導
하는 신한’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창의에 속도를 더하다’
라는 모토 아래 수립한 전략들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한은행 신입직원 격려행사

Framework

2020 CSR 로드맵

Impact

Factbook

12

따뜻한 금융을 위한 2020 CSR 전략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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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20 CSR 전략을 수립하였습
니다. ‘책임 있는 성장’,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미래를 향한 투자’의 3대 지향점과 6대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합
니다.

10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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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힘(본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룹미션

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 책임 있는 성장

2.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3. 미래를 향한 투자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금융 포용성 제고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Impact
Factbook

- 고객 중심의 상품·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 고객 만족도 제고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 ESG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 미래 환경변화 대응한 디지털 혁신

-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 친환경 솔루션 및 상품 개발

2020
CSR 전략

- 금융교육 확대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 윤리적 운영을 위한 원칙 준수

- 임직원 디지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ESG 리스크관리

- 금융소비자보호

-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현

- 개인정보보호

-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

- 환경 경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

- 공정거래·부패방지를 위한 협력회사 관리

상생의 선순환을 위한 체계 구축 · 재투자

Framework

2020 CSR 전략목표 기반 ‘공유가치 창출’
Framework
05 ESG 역량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Impact

Factbook

2020 CSR 전략 이행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한금융그룹은 6대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회책임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까지 각 방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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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SR 전략목표

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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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고객만족도

94.4점

디지털금융
가입률

72.2%

금융 포용성 제고

금융경제교육
누적인원 ('12년~)

100만 명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서민금융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한 사회적
가치 증대

6.3조 원

6.6조 원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윤리준법 교육 이수율, 서약서 작성률

여성관리자 비율

98%

24%

고객 가치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스마트근무제
참여율

65%

신한 가치

친환경산업 대출·투자

신한과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책임 실현

1.3조 원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4.5% 감축
(2030년까지 94,153 tCO2eq 달성)

사회 가치

- 다변화된 고객 니즈를 반영해 고객만족 제고 및 신뢰 향상

- 장기적 관점의 개인/기업 거래고객 저변 확대

-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 혁신과 고용안정성에 기여

- 첨단 기술과 디지털 환경 기반의 고객경험 혁신

-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인적자원 확보

- 서민금융을 확대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금융경제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향상

- 스마트근무제 정착으로 직원 삶의 질 향상

- ESG투자 및 친환경상품을 기반으로 자본의 재분배에 기여

- 공정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정보 및 자산 보호

- 창의적 열린 문화 확산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를 통한 환경 영향 감축

Framework

2017 CSR 전략목표 주요 성과
Framework

14

Factbook

◈ : Achieved (목표 대비 3% 이상) / ■ : Achieved (목표 대비 1-3%) / ▣ : In progress (목표 대비 1-3% 미달)

05 ESG 역량

전략지표

단위

2017 목표

2017 성과

Progress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10 CEO Message

15 중대성 평가

책임 있는 성장
Responsible Growth

Impact
Factbook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Social Partnerships

주요 추진사항
- 영업점 CS 역량강화 방문교육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① 고객만족도

점

93.6

93.8

■

② 디지털 금융 가입률

%

65

66.8

■

③ 금융경제교육 누적 인원

천명

635

638

■

④-1 윤리준법 교육 이수율

%

98

98

■

- 그룹사 전 임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④-2 윤리실천 서약서 작성률

%

98

99

■

- 그룹사 전 임직원 대상 Compliance letter 배포

12 2020 CSR 로드맵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⑤ 서민금융 지원

조원

1.47

1.89

◈

⑥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조원

+1.6

+4.4

◈

⑦ 여성관리자 비율

%

22.5

22.7

■

⑧ 스마트근무제 참여율

%

50

71.7

◈

- 모바일채널 사용 편의성 개선
- 비대면상품 라인업 확대
- 간편서비스, 바이오 인증 등 간편모바일뱅킹 서비스 증진

4개년 달성계획

고객만족도 연 0.2점 이상 상승

디지털 채널 고객 72.2%로 확대

- 금융권 최초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실시

교육인원 1백만 명 달성

- 1사1교 결연 및 은퇴어르신, 대학생 금융교육 확대

(2012년~2020년 누적)

- 새희망홀씨 희망수기 공모, 수기 배포
- 허그론 대면•비대면 프로세스 구축
- 기술금융 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기금
기업대출 지원
- 우수한 역량 보유 여성 인력의 리더십 및 경력 개발 지원
- 전 그룹사 대상 스마트 근무제 이행
(2017년 9월)

윤리교육 이수 및
서약서 작성율 98%

서민금융 6.3조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 6.6조 원 지원
여성 관리자 24%로 점진 증가
직원 65% 이상 참여

- 신한은행-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상품
⑨ 친환경 산업 대출•투자

조원

0.46

0.73

◈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친환경 산업 1.3조 원 지원

- 친환경에너지 관련 제조 기업 등의 IPO, 회사채, 투자 지원 등
- 주요 빌딩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Base year

미래를 향한 투자
Investments for the future

⑩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98,273

97,630

■

(2010년~2012년) 대비 10.6% 감축)
- 분기별 환경/에너지경영 실무협의회 개최 및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2030년까지 배출량 4.5% 감축
(base year: 2016년)

Framework

중대성 평가
Framework
05 ESG 역량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Impact

Factbook

신한금융그룹은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의 Materiality 정의와 AccountAbility AA1000SES의 Five Part Materiality T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고객
과 신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 중대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수립된 2020 CSR 전략 및 그룹 전략 방향과 이
해관계자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중대성평가를 고도화하였습니다.

10 CEO Message
12 2020 CSR 로드맵

글로벌 대외평가
2

15 중대성 평가

- 지속가능경영관련 국제표준지표, 가이드라인 등 검토
- GRI Standards, DJSI, FTSE4GOOD, MSCI, OEKOM, CGS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3

전략 연계성 (KPIs)

Impact
Factbook

그룹 전략 방향

- 내부 현안, 중장기 경영전략 및 방향성 검토

국내 동종업계
1 이슈 Pool

구성
해외 선진기업

- KPIs 성과 및 내부 실적 자료 검토

2020 CSR전략

중요 이슈
거시 트렌드

-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과 동종사 주요 이슈, 현황 분석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보고, 활동의 트렌드 분석

이해관계자 영향
미디어 리서치
- 2017년 미디어에 노출된 기사와 보도자료 조사 1,235건 / 4,441건
- 전국종합일간신문, TV 뉴스 등 110개 언론사 노출 기사

1

이슈 Pool 구성

- 국내 동종업계와 해외 선진기업의 보고 Practice를 분석

고객 가치

15

2

중대성평가 방법론

- 경제·사회·환경(ESG)적 영향도

- DJSI 등 대외평가 관련 대응수준이 높은 타산업 기업 참고

* 글로벌 대외평가 및 CSR 가이드라인

- 전년도 핵심 이슈에 대한 내부 검토

* 전략 연계성 (KPIs)
- 이해관계자 영향도
* 중요 이슈
* 미디어 리서치

3

전략과 트렌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그룹사 전략 방향과 지침을 고려하여 세부 실행과제와 목표를 반영
- 금융 관련 주요 트렌드 확인
:금융기업 사회책임, 디지털금융 등
-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확인

Framework

Framework
05 ESG 역량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4

12 2020 CSR 로드맵

Impact

중대성평가 매트릭스

5

핵심 이슈와 2020 CSR 전략 맵핑

- 이해관계자 영향도와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도를 기준으로 평가

- 핵심 이슈별 주요 목표, 성과, KPIs는 2020 CSR 전략과 연계 보고

- 총 15개의 이슈 중 핵심 이슈 9개, 중장기·잠재 이슈 4개 도출

- 보고 페이지: p. 12-14

- 신한의 비즈니스 활동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

High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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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ok

중대성평가를 통해 총 9개의 핵심 이슈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이슈를 2020 CSR 전략과 연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잠재 이슈를 함께 보고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 CEO Message

15 중대성 평가

Impact

Factbook

5.0

전략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4.5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4.0

디지털 기반의 혁신 추진

이해관계자 영향도

3.5

금융 접근성의 확대

솔루션 제공

책임투자 확대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후변화 등 비재무 리스크 관리

2.0
협력회사 상생경영과
리스크 관리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유지
임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1.0

0.0

0.0

0.5

1.0

1.5

-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강화
- 디지털 기반의 혁신 추진
- 고객만족도 제고

비즈니스

-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정보보호와 보안

금융 포용성 제고

- 금융 접근성의 확대

인권존중과 인권피해 예방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인권존중과 인권피해 예방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0.5

중장기·잠재 이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정보보호와 보안

1.5

Low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3.0
2.5

핵심 이슈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2.0

2.5

ESG 영향도

3.0

3.5

4.0

4.5

5.0

High

임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 책임투자 확대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등 비재무 리스크 관리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Framework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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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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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ok

신한금융그룹은 고객과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만족을 높이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함께 신한과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사회, NGO, 정부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
통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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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5 중대성 평가

주요 기대사항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고객 의견 반영 상품개발

노후보장과 필요자금 마련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건의(2017년 고객패널)로 출시된 '무배당 신한LTC보장보험'

커뮤니케이션 채널

점주권 환경에 맞는 테마상품 및 능동적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DREAM 적금’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Impact
Factbook

주주·투자자

임직원

1인가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객을 위한 ‘신한 위드펫 적금’

- 사내제안

직관적인(간편한) 우대요건 달성으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두배드림 적금

- 인트라넷

서비스 편의성 제고

서류준비가 필요 없는 자동화 및 간소화 프로세스 기반의 ‘신한 쏠편한(신용,전세)’

취약계층 고객 보호

시간적, 언어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스마트뱅킹 서비스 지원

주요 기대사항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수탁자 의무 강화

신한BNPP,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장기적 주주가치 고려

ESG 리스크 관리 및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S’ 등급 획득

주요 기대사항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직원 및 부서간 소통 강화

일과 삶의 균형

- 노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 투자자 상담
- 투자자 인게이지 활동

커뮤니케이션 채널

WM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현업 적용하기 위한 WMI 구성(Wealth Management Innovator)
매월 1회 모바일 플랫폼 S-talk를 통하여 따뜻한금융 실천사례 공유 및 의견 소통
신한은행, 직장 어린이집 서울 및 수도권 4개 권역에서 운영(총 200명 직원 자녀 이용 가능)

- 고객평가단

자율근무제도인 ‘스마트근무제 2.0’ 확대 실시

- 신한 Poll

임직원 역량 강화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DII 조직구성 및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여성인력 육성

그룹 여성인재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다양성 기반 조직풍토 조성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유연한 인사제도 등)

- 홈페이지 VOC

Framework

Framework

협력회사

05 ESG 역량

주요 기대사항
협력회사 소통

09 사회책임경영 발자취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협력회사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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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ok

커뮤니케이션 채널

신한은행 우수 협력회사 초청 간담회 및 상생방안 논의
신한카드, 창립 10주년 기념 협력회사 초청 간담회
협력회사 자녀 대상 ‘어린이 금융 체험 교실’ 개최

10 CEO Message

- 상생간담회
- 거래만족도 조사

신한카드 협력회사 상담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신한카드 중소 협력회사, 파견사 상담직 근무 직원 300여 명을 초청한 ‘LEAD BY 콘서트’

15 중대성 평가
1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mpact

지역사회 및 NGO

Impact

주요 기대사항
NGO 파트너십

Factbook

정부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채널

신한카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개발국 학교의 식수와 위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금과 캠페인 참여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 사업 협약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지원

신한 SOHO 커뮤니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 지역사회 및 NGO 간담회

지역사회 공헌활동

신한은행, 사회복지단체에 사무가구 800여 점 기부

- 홈페이지 VOC

스포츠 메세나 후원

신한은행 에스버드 농구단 및 인천 연고 프로구단, 발달장애아동 위한 스포츠교실 운영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신한은행, 글로벌CSR가이드북 발간

주요 기대사항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채널

3,000억 원 규모의 새희망홀씨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계획,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
포용적 금융 정책 확대

2017년 특수채권 4,451억 원 상당을 소각
금융계 근무 경력을 가진 시니어 인력을 채용해 노인 대상 금융교육 (2020년까지 시행 예정)

환경정책
일자리 창출

정부의 3020 계획에 따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및 태양광 ESS연계사업에 투자 가능한 펀드를 추가 개발할 계획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등을 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금융당국 정책 관련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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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과 금융교육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솔루션 제공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Case. 디지털 생태계 구축, 퓨처스랩
고객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
디지털 기반의 고객경험 혁신

C

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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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금융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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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바이오 인증
신한금융그룹 모바일뱅킹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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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생태
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신한 퓨처스랩은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과 협력하여 함
께 성장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초
기에 필요로 하는 투자, ICT 인프라, 금융 노하우 등을 제
공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개
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신한과 함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디
지털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합
니다. 2015년 출범한 신한 퓨처스랩은 61개 스타트업 기
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21개 영역에서 협력 모델을 만들
어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63
억 원을 직접 투자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금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산업 영역의 육성 기관들
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베트남 퓨처스랩을 개설, 핀테크 육성 프로
그램의 첫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은 현지 핀테크 전문가와 국내 글로벌 멘토 그룹의
멘토링으로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 합니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퓨처스랩의 핀테크 벤처기업들과 협
업하여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머
신러닝 기반의 서버, 인프라 장애예측과 운영 자동화 서비
스를 개발하여 신한은행의 서버,인프라 장애예측 서비스
를 테스트 중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퓨처스랩의 스타트업 지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실질적인 협업을 통하여
핀테크 기술 발전을 통한 신한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퓨처스랩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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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중심경영 인증

신한금융그룹은 고객 수익률 중심의 상품을 통해 고객 만족
을 증진시키고,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중심경영 활동에 힘입어 신한카드는 카드업
계에서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고객중심경영
(CCM)’ 인증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획득하였습니
다. 또한, 고객 대면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
서비스품질지수(KS-SQI)’와 ‘한국산업의서비스품질지수
(KSQI)’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신한BNPP유로커버드콜’ 펀드는 출시 3개월 만
에 1,000억 원의 판매잔액을 돌파하며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6년 출시한 ‘신한BNPP커버드콜펀드’ 또한 2017년 한
해 1.3조 원 이상 판매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보유자산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비대면 채널을 이용
하는 고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전문상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고객수익률을 직원 평가에 반
영하는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6년간 지속적
인 고객수익률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PB
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1년 고객수익률은 2015년 5.66%,
2016년 5.76%, 2017년 10.22%의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공급 부서까지 수익률 평가 범위를
넓혀 상품공급과 고객관리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를 진행하
고, 고객수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한 ‘국가고객만족
도(N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글로벌고객만
족도(GCSI)’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고객이 사랑하는 기업
1위의 기업의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중심경영 관련 수상 내역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한국표준협회
1위(4년 연속)

국가 고객만족도(NCSI)

한국생산성본부
1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위(7년 연속)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글로벌경영협회
1위(13년 연속)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위(4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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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2 Track & 10 Enabler
신한금융그룹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경쟁 상황,
규제 등을 반영하여 전략 방향과 구체적 요소들을 공고히 하
였습니다. 먼저 전략 방향으로서, 고객경험과 운용효율성을
높이는 track과 핀테크를 수용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track을 합쳐 ‘2 Track’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 거버넌스 등 조직의 준비도를 나
타내는 10 Enabler를 설정하였습니다.
2 Track : 사업 모델 혁신

Impact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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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채널 및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고객들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한금융그룹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은
1,300만 명 규모입니다. 825만 명의 고객이 신한은행의 모
바일 플랫폼인 쏠(SOL)을 이용하고 있으며, 앱카드 서비스
인 신한카드 FAN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여
국내 카드업계 최대 규모인 약 943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
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은행, 카드, 금투, 생명 등 그룹사의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룹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
고 있으며, 로열티 플랫폼인 FAN클럽은 781만 명, 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신나는 한판은 22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은 금융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적
용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여 고객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발굴하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완성도
를 높이고 IT기반의 금융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영업점에는 디지털 창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
출하고 있습니다. 전 영업점 7,200개 창구에 적용된 디지털
창구는 15분 이상 걸리던 기존 은행 업무를 7분으로 단축시
켜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0 Enabler : 조직의 준비도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핵심

산학협동 및

디지털기술

인력 육성

전문가 보강

실패용인, 외부인재

디지털 매트릭스

내부 플랫폼 구축 및

신한금융그룹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이전에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고객들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알고리즘과 디지털 채널을 활
용하여 일반고객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관리서비스 M-Folio를 출시하여, 3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핀테크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상생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금융상품을 고객
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를 개발 중입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기반
으로 전세계 금융시장과 다양한 상품의 성장성을 예측하여
자산관리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기존 비즈니스

업의 본질에 대한

파괴적인

포용문화

조직화

외부 연결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및 RPA(Robotics Pro-

모델의

통찰력과 재정의

모델

국내외 ICT,

디지털 신한의

전략적 지향점

Transformation

(Redefine)

대응·구축

유통업과의 제휴

지적재산권보호

명확화

cess Automation)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
는 금융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처리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내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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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금융경제교육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Case. 디지털 생태계 구축, 퓨처스랩
고객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
디지털 기반의 고객경험 혁신

Impact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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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P자산운용은 ‘신한BNPP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제1호 펀드’ 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교
육을 진행합니다. 매월 1회 어린이 고객 눈높이에 맞춘 펀드
운용 보고서와 교육 자료를 송부하며, 매주 1회 경제 공부를
위한 경제 레터를 발송해 어린이 고객이 금융 시장과 친숙해
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육 관련 전
문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경
제캠프도 운영 중입니다.
신한저축은행 노년층 대상 금융교실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금융경제교육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Factbook

어르신 금융교육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제공

신한생명은 전국의 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강연을
진행하며, 최신 금융정보부터 은퇴설계, 세무, 상속, 금융사
기 피해예방 등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급격하게 변해가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어린이
들에게 모바일 플랫폼 쏠(SOL)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PC를 통해 ‘누구나환전’ 서비스
등을 직접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더
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금융교육 전용공간인 ‘신한청
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약 3만500여 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금융권 기업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
용하여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51개교를 대상으
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한저축은행 또한 지역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
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는 50대 퇴직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 및 자금운용에 대한 은퇴설계 교육을 운
영합니다. 일반 고객 대상 ‘부부은퇴교실’과 기업 고객 대상
‘미래설계캠프’를 진행하며, 금융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
한 신한은행 재무 강사진이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Framework
Impact

공정하고 윤리적인

신한금융그룹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비즈니스

상생을 지향합니다.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협력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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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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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성희롱 예방,
공정거래법 사이버 교육 및 서약서

22,473

전자금융 이상거래방지시스템

명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과제 이행

Factbook

194
윤리준법
교육

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FDS

모바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생체인증 시스템

협력회사 거래만족도조사

82.6

개인정보보호 시스
템
협력회사 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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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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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안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 정보보호

Case. 안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 정보보호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30 금융 포용성 제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함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생

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범죄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체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사고로

및 차단하는 이상금융거래방지 시스템입니다. 신한카드의

켰습니다. 생체인증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생체 정보는 사용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인해 다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거래 시스템이 정지될

경우 고위험 업종, 주간, 야간, 소액다발, 대면, 비대면 등 10

자의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에, 인증 관련 정보는 금융결

시, 금융기업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객 보상 및 시

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촘촘하고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

제원 시스템 서버에 분리 저장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

스템 보수 등의 전사적 비용이 초래됩니다. 금융사들은 인공

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최신 머신러닝 알고

다. 자료를 분산하고 송수신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성을 한

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

리즘 등을 적용하여 탐지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층 높였으며, 보안카드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온도 감지 필

보호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안 분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머신러닝 기법 도입 후 2017년 하반기 해외 오프라

름을 배포하는 등 개별 그룹사 차원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

인 결제 영역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견 적중률을 89.5%

습니다.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Factbook

신한금융그룹은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정
보보호 전문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위협정보 수집을 위해 학계, 업계, 공공기관을 망라한 미래

에서 95%로 5.5%p 높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로

위협협의회를 운영하며, 화이트 해커 그룹을 통해 연간 수

자체 개발한 패치관리시스템 PMS(Patch Management

시 보안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룹 공동 사업으로 정보

System)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

보호 관리포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핵심업무 영역의 데

요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취약점을 악용하는

이터를 수집하여 그룹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룹

악성 프로그램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통합보안관제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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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준법감시인들은 격월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부통
제 및 윤리경영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구
체화하여 적용하는 실무자 협의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의
이념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고, 기본원칙 준수를 강조하여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대
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상의 규범적 행동력을 강화
하고자 ‘임직원 행동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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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교육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매년 그룹 차원의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금융사고 예방
사례를 주제로 팝업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자체 윤리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본사, 영업점 및 해외 현지 지점을 포괄하는 정기 컴플라
이언스 교육이 진행되며,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점
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2015.7.1 시행)의 내용을 임직원들이 올
바로 숙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별로 관
련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
년에는 그룹 공통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전 그룹사에 제공하
여, 관련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체제 및 시스템
윤리경영 조직 및 윤리규범 체계

Impact

신한금융그룹의 내부통제는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총괄
하며,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 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준
법감시보고서, 내부거래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에 대한 테마점검, 내부통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을 매년 실시합니다.
2017년 초에는 각 그룹사별로 2016년도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
습니다. 2017년 2월과 8월에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부서 직
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향
후 최소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룹사별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과 이용 가능성이 높은 부
서를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서 간 이해상충
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
다. 금융투자상품 계좌 및 매매 신고대상에는 직원 뿐 아니
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활동 이행
신한금융그룹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
하며, 회사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에 이용되지 않
도록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
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
니다. 자금세탁 위험 발생 연관도가 높은 본부 부서를 대상
으로 위험 요인의 본질과 발생 가능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영업점을 대상으로는 영업환경, 고객특성, 거래 유형 등을
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계량화하였습니다. 측정된 위험에 대
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실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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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Framework
Impact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명

Case. 안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 정보보호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Factbook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
호센터’를 설치하고,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
니다. 관련 회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소비자보호 이슈를 공유하고, 산하에 ‘VOC 협의회’를 설치
하여 고객의 제안, 불만 사항 등을 회사의 정책, 제도 및 업
무에 반영합니다.
신한은행은 매월 임원회의에서 은행장 주관 하에 고객 불만
사례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그 결과를 업
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협
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빅데이
터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습니다.

Impact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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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사전예방
체계 구축과 프로세스 운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불완전판매를 근절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기술 정보
보호 이슈를 고민하고 점검하는 미래위협협의회를 운영하
며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불만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객불만 전건을
VOC에 등록, 불만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집중 모
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일 이내의 ‘가입철
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경
우 투자원금을 돌려드리는 ‘불만제로 서비스’로 고객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규제환경 대응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촉구하
고 있으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증가에 따라 금융
소비자보호 이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괄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2017년에는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194개 과제를 이행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카슈랑스 취약투자자(고령자)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상품
개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창구’ 운영 등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는 단순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법률 대응이 아닌 개인정보보
호와 ICT보안 전 영역을 망라한 방대한 관리 프로세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명확한 목표제시,
점검, 개선 과정을 거쳐 법률적 선관주의 의무를 100% 달
성한 그룹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점 진단을 통해 그룹 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각
그룹사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관리현황 및 실질적인 정
보유출 리스크 대응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룹의 글로벌화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에서도 국가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및 국내 수준에 준하는 정보보호 체계를 위하여 글로벌 컴플
라이언스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별로 현지 법률 분석
등을 통해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현지 현장 점검을 수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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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Case. 안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 정보보호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Factbook

신한카드는 모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신한금
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 및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첨부하며 구매관리규정 및 규칙에 의거한 공정한 입찰 및 업
체 선정을 진행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하고 실무에
적합한 계약을 위해 전체 계약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표준계
약서 상 구매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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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적정가격 보장

신한금융그룹은 협력회사와의 불합리한 거래관계 개선과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력회사 대상 거래만족도 조사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절차의 개
선, 실무적 프로세스 정립, 그룹사 통합행사 기획, 업무 비효
율성 개선 등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문 조사결과, 협력회사의 82.6%가 거
래 만족도를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해 신한금융그룹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228개
업체, 응답률 30.2%)

신한금융그룹은 입찰 단계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단
계에 걸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입찰 단
계에서는 사전설명회와 일정 안내를 의무화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없는 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격입찰 당일에 즉시 우선협상 대상을 통보하고, 예정가격
이내로 제출된 견적에 대해서는 재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적정
한 보장을 합니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대금지급 일정을 기
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는 등 지속적인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상생 기본원칙 준수
신한금융그룹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차별 없
는 공정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입찰 제한이나 차별적인 평가를 금지하며 협력회사와
거래 시 계약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한 거
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입
찰을 공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
탕으로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Impact

상생 기본
원칙 준수

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협력회사
상생을 위한
4대 기본 원칙

상생의
CSR 추진

상생의 CSR 추진

적정가격
보장

신한카드 ICT 본부는 2014년부터 ICT 협력업체 약 200여개
사 중에 매년 10개의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상생의 지원
을 실천하고 새로운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ICT 전문성을
활용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보
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교육과 전자금융사
고(보이스피싱 사례전파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Framework
Impact

금융 포용성

신한과 사회의 가치가 증대되는 금융의 선순환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 및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Case. 필담으로 나눈 새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외국인 전용 콜센터

9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개 언어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마음 맞춤 창구
Factbook

신한은행 법인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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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고객에게 대출은 아직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서민금융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상황
이 어려운 고객에게 작지만 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직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통장의 잔고도 넉넉하
지 않았으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장을 거치며 성
실히 노력해온 고객에게 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수동 지점의 이광표 행원에게 고객이 작은 쪽지를 내밀
었습니다. 고객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쪽지에는 ‘저는 귀가 안 들립니다. 종이에 써 주세요.’ 라
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더 많은 고객에
게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의 앞날을 진심
으로 응원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최준서 고객은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저소득과 청각장애를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하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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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따뜻한 금융
을 통해 사회의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사의 주요
역할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이 점차 변화하고 각종 지
원정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금융부는 중소기업의 성
장을 위해 대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및 생애주기
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정
부 정책에 부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
업, 기술우수기업 등에 대한 특화된 금융을 지원하며,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또한 공공기관 등 대외기관과의 협약을 확
대하고, 저금리의 자금지원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
은행은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협약대출상품을 개발하여 보
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의 기관과 함께 정책적 저리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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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시너지 확대

소상공인 성공 지원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ICT 산업은 금융 시장에 새
로운 도전이 됨과 동시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한
금융그룹은 그룹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들과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
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한 창업성공의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시장의 경쟁 심화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대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확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
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과
구조조정 및 일자리지원 특례보증대출 등의 맞춤형 금융 상
품을 통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장을 지원하고, 신한 상권
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12월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협업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장 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하여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
유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드림 스페이
스를 설립하여, 매년 300명의 교육인원과 2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
영합니다.

기술금융 지원(기술신용평가 대출)

개사
조 원*
* 2017년 말 기준 21,688 건,
12.3조 원 누적 지원

관계형 금융* 지원

개사
억원
* 기술력 및 사업전망 정보를
활용한 자금지원

소상공인 성공 지원 프로그램인 ‘Project S’는 소상공인들
을 위한 차별화된 3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 SOHO커뮤니티’라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업 노하
우 및 최신 시장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신한 개인
사업자성공비법 세미나’와 ‘신한 SOHO사관학교’를 통해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roject S는 기존 대출 상
품 중심의 일차원적인 고객 지원을 넘어 고객의 성장과 성공
을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며
영세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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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미소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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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정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일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고객과 은행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 지원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
다. 서민 취약계층 중심의 상품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적 금융을 지향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7년 7월 금융권 최초로 서민금융진흥
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소액금융과 공·사적 채무 조정, 일자
리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모
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서민금융 상품 개발

건
억 원*
*누적 10,558건, 1,382억 원

서민을 위한 신한미소금융재단
신한금융그룹은 2009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미소금융사업
참여를 발표하고, 12월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
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
씨 대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5년 연속 ‘서민금융 최우수
금융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이나 소득이 낮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에
의존했던 서민들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서민전
용 대출상품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실적은 3조 원으로, 2016년 대비 32% 증가하였
으며 지난해 신한은행의 취급액은 5,438억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류와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모바일 전용 ‘Sunny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의 대표 격인 사잇돌 중
금리대출 취급액 또한 1,093억 원으로, 은행권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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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서민밀착형 카드인 ‘신한
카드 Deep Dream’을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비 절감 혜택을 바탕으로 2017년 12월 발급 50만 장
을 돌파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또
한 신한금융그룹의 시너지를 활용해 서민금융 확산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대출이 불가한 고
객이 신한저축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그론을 운
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배려
신한은행은 2017년 1월 은행권 최초로 은퇴기 고객에게 금
융·비금융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미래설계 포유’ 모바일 앱
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은행 앱보다 글씨체가 크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 구성으로 시니어 고객들의 편의를 높
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원스톱 은퇴설계 플랫폼을 탑재한
‘미래설계 포유 앱’을 통해 은퇴설계 전문 컨설턴트의 심층
적인 은퇴상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하여서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금융 업무에 대한 외국어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6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
골어, 태국어) 외에 3개(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를
추가하였으며,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돼 있는 경기 안산시
‘원곡동외환센터’에서는 외국인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
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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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열린

신한금융그룹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문화 구축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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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문화 조성
창의

1인당 교육 비용

124

만원

6,965

사내벤처 프로그램
‘SPARK-스타트업’ 아이디어

Factbook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지원
1인당 교육시간

102

스마트 재택근무

850

건

건

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스마트 워킹센터

자율 출퇴근제

6,770 110
건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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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급변화와 기업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유연
한 조직문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기업 문화의 구축이 점
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적응력
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의 확보와 조직 내 여성 인재의 활용 촉진 및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의 구축 역시 확산되는 추세 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의력
과 감성, 공감·소통 능력이 풍부한 여성인재의 조직에 대
한 기여도 증진 및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 증진을 위하
여 그룹 경영리더 육성 관점의 「여성인재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2월 여성 인
재 육성을 위한 지주 TFT를 구성하여 여성 리더 육성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중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한 여성리더스 포럼과
그룹 여성위원회등을 통해 그룹사 간 협업 채널을 구축하
고 실행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룹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문
화를 강화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여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 리
더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더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 중간관리자 (과장 이상)

명
%

신한은행 소통 브랜드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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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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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스마트워킹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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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트렌드 역량 강화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그룹 통합으로 인재풀을 관리하고, 혁신 조직
과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7
월에는 그룹 차원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 결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인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가 출
범되었습니다. 총 5개의 랩(인공지능, 블록체인, Open API,
클라우드, 디지털 경험)으로 이루어진 SDII에서는 관련 전문
성을 갖춘 지주 및 그룹사 직원 5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
여 디지털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한
금융그룹은 미래금융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핵심전문가 1백여 명을 포함해 디
지털 인재 1천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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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 인재 육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창의 조직 운영

신한금융그룹은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룹사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직원의 창의
성과 혁신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
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리더는 그 아이디어의 실
현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 조직
을 운영합니다.

신한은행은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금융과 자산관리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 유연성을 확
보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 및 자산관리 집중 과정을 운영하며, 본부 내
특정 직무(IB, Dealer, Risk, Digital Banking, Big Data,
IPS)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이해를 돕는 ‘Ca-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Impact

reer Plus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한저축은행
은 RM스쿨을 신설하여 RM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영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인당 교육비용

만원

신한의 WM그룹은 2017년 3월 WMI(Wealth Management Innovator) 1기를 출범하였습니다. WMI는 WM사
업 부문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변화추진단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WM
그룹과 현장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금융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내벤처 프로그램
‘SPARK-스타트업’을 진행합니다. 신한카드 또한 ‘사내벤처
2200만 VOLT’ 1기를 공모하여, 인큐베이팅 과정과 심의를
거쳐 웨딩 비즈니스, 의료 콘텐츠 비즈니스, P2P 연계 비즈
니스의 3개 벤처팀(VEN)을 운영 중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소통 문화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소통 문화를 확대하여 그룹사 및 직급 간 장
벽을 허물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책임자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그
룹인 S-Force와 행,대리급의 Young-Force를 운영하며, 조
직 활성화와 신한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아울러 내부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임원진에게
제언하는 S-SQUARE, 스마트워크 캠페인 등 CEO의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직원의 생각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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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복에서 고객 믿음으로 이어지는
스마트근무제
신한금융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현함으로써 직
원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직원의 만족이 최고의 고객서비스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신한은행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창조·혁신문화 확산
을 위해 2016년 7월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를 통해 직원들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킹센터, 스마트재택근무 및 자율출퇴
근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스마트
근무제를 발전시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율출퇴근제를
주 2회에서 주 3회 이상 의무 사용으로 확대하였으며, 스마
트재택근무 대상자 105명의 직원들을 정식으로 인사 발령
하였습니다. 향후 재택근무 직무를 추가로 발굴하여 스마트
재택근무 인원을 늘리고, 자율출퇴근제와 연계한 영업시간
유연화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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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와 육아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직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육아휴가 제도와 함께 임신 시 1일 2시
간 단축근무 제도,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 중입니다. 더 나아
가 신한카드는 태아검진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와 관
련된 모든 제도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성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제
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신한카드는 신한 i-Care 프로그램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
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도입
하였으며, 가임 여성 보호제도로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가임
휴직 및 가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
성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임산부 전용 의자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휴가
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육아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육아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
한은행은 직장어린이집을 수도권에 4개 운영 중이며, 2017
년에는 증원 및 개원하여 200여 명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One Shinhan 관점
에서 신한금융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시너지를 극
대화할 예정입니다.

직원 건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한은행은 생체나이 젊
어지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부위별 생체나이
안내 및 젊어지기 위한 운동, 식이 방법 등을 제시하여 건강
한 삶 및 일터를 구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신한 마음건
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 개선 등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
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임직원 종합검진제도, 의료비 지원제
도,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취미를 개발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내 동
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동호회 인큐베이팅 프
로그램과 사내 동호회와 함께하는 소통Up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2017년 기준 1,155명의 직원들이 33개의 동호회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내식당과 카페, 피트니스시설 등 다양한 복리후생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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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사회책임

신한금융그룹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환경 관련 금융상품을 운용합니다.

전개하며, 금융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Case.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희망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책임투자 확대
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Factbook

사회공헌 투자금액

1,791

억원
친환경 산업 대출·투자 목표

1 3,000

자원봉사 시간

248,382
지역사회공헌활동

조

시간

억원

책임투자
비스
환경 금
융상품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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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희망사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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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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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
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구체
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새롭게 론
칭하였습니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그룹사들이 우
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강력한 의
지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입니다.

니다. 또한 혁신 성장 지원 측면으로 도시 재생사업 지원,
4차 산업혁명 청년교육 지원을 추진하여 개인 및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전 그룹사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하며, 더욱 전략적이고 발전된 사회공헌을 이
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한금융그룹은 희망사회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고용노동
부와 협약을 통해 저신용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
니다. 신한신용정보 신용관리컨설팅팀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5천 명의 신용회복 지원자 중 2단계 취업훈련
대상자에게 훈련수당과는 별개로 최대 6개월 간 생계비 일부
를 지원하고, 신용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컨

신한금융그룹은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객과 신
한, 사회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활동’을 펼치고, 소
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사
회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저소득층의 소득활동 지원과 중
소기업의 성장에 2020년까지 총 2,700억 원 규모의 자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사회공헌 사업 입니다.

설팅팀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3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저신용자 재기지원과
저소득 여성인력 취업지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공동육
아 나눔터 설립지원을 통해 재기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

실시하여 95억 원을 투자,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

월 초 팀을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여성가족부와 MOU를 체결하여 취약계층
여성 5천 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기 지원에 50억 원
을 투자합니다. 또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을
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9

Framework

SHINHAN FINANCIAL GROUP CSR REPORT 2017

Framework
Impact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체계와 활동
신한금융그룹은 공존, 공감, 공생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
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문화예술, 환경을 위한 지원사
업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지역사회와의 상생공존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대축제’는 2008년 시작되어 매년 4~5월 전 그룹 임직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Global One Shinhan’이라는 슬로건
으로 진행된 2017년 자원봉사대축제에는 해외 임직원이 함
께 참여하여 베트남, 인도 등의 현지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Case.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희망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환경지향의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09년부터 전국 26개 복지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정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회사 불용PC 및 임직원 개인PC 기증과 재생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원 절약 및 재사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공헌비용

책임투자 확대

억원

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

신한금융그룹은 장기적·지속적인 사회공헌 지원으로 사회
적 파급효과와 성과를 높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

Factbook

시간

신한금융그룹 자원봉사-함께하는 맑은 도시 만들기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출연한 1,000억 원의 재원을

Impact

Factbook

40

기반으로 2006년 설립한 ‘신한장학재단’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인재를 발굴하여 키워나가고 있으며, 설립 이래 6,031명
의 장학생에게 22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실버세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 종
합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
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노인복지 협업 체계 구축
을 위한 ‘신한 THE Dream 사랑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신한 THE Dream 사랑방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신한카드의 ‘아름인‘은 카드업계 최초로 구현된 사회공헌 브
랜드이자 금융권 최초의 기부 전용 사이트로, 10년 이상 지속
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말 기준 27만
여 명의 고객이 참여하여 총 52억 원을 모금하였고, 금융권 대
표 기부채널로서 소액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생명 또한 2011년부터 매년 10월 한 달을 ‘1004
DAY 봉사대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위
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따뜻한 벽
화 그리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신한생명 1004 자원봉사 대축제-따뜻한 벽화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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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Case.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희망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책임투자 확대
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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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
신한금융그룹은 투자환경에 책임투자 요소를 확대하기 위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투
자대상 기업분석 시 각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
해 외부 컨설팅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적으로 기업들의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
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관련 문제나 환경사회적 이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책임투자 포트폴리오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의 내부 리서치에 비재무적 요소를 적용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책임투자 펀드를 지속적
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책임투자 펀드는
운용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성장성이 큰 전략펀드로 선정되
었으며, 향후 연기금 및 기타 기관자금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Framework

이와 더불어 책임투자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룹차원의 마케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재무 요소 분석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투자의 확대가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도 연관됨을 적극
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한의 전략펀드인 ‘Tops아름다운SRI펀드’는 벤
치마크를 꾸준히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
BNPP자산운용은 내외부 리서치 결과를 결합하여 비재무
요소 관련 점수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
며, 3개년 성과가 모두 상위 25%에 속하는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책임투자 요소를 투자과
정에 적극 반영하여 상위권의 성과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예
정입니다.
신한생명 또한 사회환경과 윤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운용
방식을 보험상품에 접목하고, 보험 본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저금리·저성장의 기저 하에 SRI 펀드와 같은 장기적
관점의 펀드를 활용하여 변액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사별 ESG ETF와 관련한 설정액 및 성과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리밸런싱하고 있으
며, ESG 투자가치가 타 자산대비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펀드 외에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일부 편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변액 펀드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Impact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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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책임을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주환원과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개선 요구가 증가하
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이 강
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2018
년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투자환경 하에서 신한BNPP자산운용은
2017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건전한 투자 문
화를 선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향상시키고자 합
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을 명시하며, 장기투자문화
의 확립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은 기업전략과 성과, 위험관리, 환
경, 사회,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을 점검하는 주주활동을
의미하며, 신한금융그룹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자산운
용 및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전개할 예정입
니다.
장기적으로 환경·사회적 요구에 충실한 기업 및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수익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의 힘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
는 신한의 미션과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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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친환경 상품·서비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본업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PF, 친
환경 펀드, 녹색 여신상품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립한 중장기 2020 CSR전략에서 기후변화 관련
사업 목표로 친환경 산업 대출·투자에 1조 3,000억 원의 금
융지원을 설정했습니다.

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25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30 금융 포용성 제고

시장 태동기부터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한 여·수신 상품을
선보여 온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은 자기자본의 대체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꾸준
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One Shinhan 역
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GIB 조직을 출범하여, 해당 그룹
사 공동 투자로 1,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했
습니다. ‘신한BNPP미래에너지사모펀드 제1호’가 이를 바
탕으로 향후 22년간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다양한 거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Case.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희망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단위: 백만 원)

책임투자 확대

여신 상품 및 취급액 (2017년 말 기준)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대출

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백만 원

43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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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신녹색기업대출

백만 원

신한금융그룹은 환경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플랫
폼을 구축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미래성장산업 지원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ESS의 보급 확산을 위해, ESS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하였으
며, ESS 수요 및 공급 기업 모두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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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ESS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프로
그램 (2017년 취급실적 34건 316억 원) 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신사업 융합얼라이언스,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협의
회 등 산업부 장·차관 주재의 에너지관련 민관 협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
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금융상
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금융지원 기업평
가시스템(enVinance)’을 여신심사와 연계하고, 여신 지원
시 환경 우량기업에게는 금리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태양광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적
자산이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감산에 기
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입니다. 2017년 신한
금융그룹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PF 금융을 지원하
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대규
모 태양광발전사업 및 태양광 ESS연계사업에 투자 가능한
펀드를 추가 개발하고, 투자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
입니다. 또한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폐기물 등 비태양광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니즈가 확대되고 있어,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영역에서
도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일본, 미국, 포르투갈 등 다양
한 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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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요소를 고려한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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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ES

CDP탄소경영
아너스클럽 4년연속 선정

G
크
스
리

리
관
환경경영

페이퍼리스 명세서 비중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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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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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영역 선정과 관리

환경사회 리뷰

통합적
ESG 리스크관리

신한금융그룹은 온실가스 배출, 생활권 침해 및 서식지 영
향, 산업안전 보건 등을 포함, 환경사회적으로 리스크가
큰 산업이나 영역을 유의영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영역은 금융 지
원을 배제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하여 조건부 금융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12개 유
의영역을 선정하여 금융지원 배제 및 조건부 금융지원 정
책을 운용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시,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 주점업, 대부업체등 불건
전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
고, 신규 요청 시 여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기초
한 대상 선정, 위험등급 분류 및 환경사회 영향평가 수행
등의 리뷰를 수행합니다.

34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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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30 금융 포용성 제고

Case. 통합적 ESG 리스크관리

Impact

신한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
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대출 및 투자 의사결정 시 환경•
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기 위해
ESG 이슈를 고려한 여신 및 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ESRM (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policy framework)를 도입하고, 환경사
회적으로 중요하고 이슈가 많은 영역을 선정, 관리하는
유의영역관리 정책(Sector Policy)을 제정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위험평가와 관리를 위한 환경
사회리뷰(ESRP, Environmental & Social risk review
procedure)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임업(수질오염/
생태계파괴)

광업(중금속
수질오염)

유망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작물생산(토양/
수질오염)
고객

담배(아동노동/
보건)

석탄가공
(대기오염)

석유정제
(해상오염)

환경사회
위험검토표
제출

발전(대기오염/
방사능)
신한
금융
그룹

인프라(대기오염/
토착민이주)

무기군수
(대량살상)

화학물질
(유해물질)

폐수/폐기물
(수질오염)

등급분류

사업 유형,
개발지역 등
프로젝트
개요 파악

프로젝트
유형별
위험분류표
위험등급분류
A

B C
(등급)

환경사회
영향평가

사후관리

환경사회
영향평가서
제출
(A,B등급)

금융계약
이행
환경사회
이슈 통지

리뷰의견
기술
금융계약
반영

금융
계약점검
이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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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지표체계
운영성과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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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자원관리

에너지 온실
가스 관리

폐기물관리

녹색경영
교육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공헌

종이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녹색경영교육

녹색제품
구매률

사회공헌실적

용수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용수 재활용률

출장거리

녹색상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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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녹색경영시스템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인 ‘사회책임경영위
원회'를 통해 그룹의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녹색경영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전략기획부를 주축으로 ‘환경
에너지경영 실무협의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
너지 사용량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룹 차원으로 협의체를 확대해 201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
니다.
환경·에너지경영방침을 수립하여 12개 환경지표 (용수,폐
기물, 녹색구매, 종이 등)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절감정책을 추진하며,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환경정보공개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UNEP FI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
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그룹사의 지속적인 기후 환경 변화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인정받아 기후 변화 관련 세계
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인 ‘2017 CDP Korea’에서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4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에 선정되
었습니다. CDP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로,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
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금융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유일
하게 ‘Leadership A’를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102,281
98,590
97,641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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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스마트라운지를 통해 창구 거래량의 90%에 해
당하는 140가지 창구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총 1,300만 건
이 넘는 거래를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거래당 A4용지 1장 (4.37g)을 1장을
절약했다고 가정 시, 약 57톤의 종이를 감축한 것입니다. 앞
으로도 스마트라운지를 확대하고, 적용 업무 범위를 넓혀 지
속적으로 종이 서류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
너지빌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
원부가 공동 출범한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에 금융상품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정부의 환경정책에 대응하고, 건물 운영으로 인
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페이퍼리스 이용대금
명세서 실적 및 목표 (디지털 명세서 비중)
(단위: %)

70.0

(단위: %)

3.05
1.9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72.3

65.1

2017년 (실적)

신한은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예상배출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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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신한은행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써 매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예
상배출량(BAU) 대비 37% 절감 달성을 위해 신한은행은 연
차별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112,046톤의 배출허용량을 부여
받았으며,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감축활동으로 목표대비 약
27.1% (30,396톤)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도 대비 1.9% 감소 (1,596톤)된 수치입니다.

Factbook

환경친화적 업무 서비스 확대

신한카드 또한 매년 페이퍼리스 청구서 발행을 확대하며, 우
편 청구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8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Impact

2018년 (목표)

2019년 (목표)

주요 대형 건물에 도입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를 실시간 집계하여 비효율적인 항목을 개선하고, 최적의 운
전조건을 분석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표 (용수, 폐기물, 종이, 음식물쓰레기)는 전년 대비
5.0% 절감 목표, 에너지 지표는 베이스라인(2010~2012
년) 대비 11.0%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각 부서별 환경
에너지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우수한 관리의 결과로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2016년 획득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신한데이터센터는 ‘최
적의 그린데이터센터 건축’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및 국제 친
환경 건축물 인증기관인 미국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LEED 인증 Gold 등급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로비, 전산기
계실, 지하주차장 등 대부분의 조명기구에는 LED조명을 도
입하여, 연간 1,344,054kWh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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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사회책임경영 정책 보고
신한금융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그룹의 미션과 연계된 사회책임경영
전략의 수립과 이행, 적극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참여, 이사회 내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의 운영과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
탕으로 책임경영을 선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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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nvironment)

경제 (Economic)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48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대응

53 정량데이터

정관

환경경영규범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이사회 규정

환경보존 Commitment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사회 (Social)
인권
인권선언서
금융소비자보호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윤리

신한은행 금융소비자중심헌장

재무관련 임직원 윤리강령

신한은행 신한표준판매준칙

그룹윤리강령

신한은행 민원처리&상품개발 프로세스

협력회사 행동 규범

신한금융투자 상품개발프로세스

임직원 행동기준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개인정보 보호

신한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신한은행 국제보안인증
스튜어드십 코드

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자산운용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고객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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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2020 CSR 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금융업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에 동
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한과 사회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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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SR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가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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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금융 포용성 제고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4.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0. 불평등 해소
(Reduced Inequalities)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커지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의 합리
적인 재무 의사결정을 돕는 교육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본업을 통
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경제교육을 시행해 금융회사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금융소비
자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그룹의 사업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KPI: 직원 참가자 수, 평판 향상
사회환경적 KPI: 금융경제교육 참여인원 수, 금융경제교육 실시 횟수

모바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
며,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의 영역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
한금융그룹은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투자, ICT 인프라, 금융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
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협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KPI: 협력 모델 개발 건수, 스타트업 투자금액 및 수익률
사회환경적 KPI: 퓨처스랩 지원 스타트업 기업 수, 고용 창출 현황
양극화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금융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사업적 KPI: 미소금융 취급잔액
사회환경적 KPI: 미소금융 지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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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의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
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
권에 대한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
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상호 대등
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
가 제거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권친화
적 경영에 앞장섭니다. 인권 존중의 약속은 그룹 내의 계열
사, 자회사를 포함한 합자회사 및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노동권 보호

•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방
지한다.
• 근로시간 준수: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규 및 초과 근로
시간을 규정하여 초과근무 시 위의 법규에 의거하여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적절한 임금 지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수준을 상
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 차별 금지: 채용, 고용의 유지, 평가와 승진 및 임금 지불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 성
별, 인종, 종교 등으로 기안하여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 협력회사
• 지역사회

투자 ESG
스크리닝

•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투자, 여신 및
수신 등의 영업 및 투자 활동을 제한한다.
• 중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토착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산업, 기업 및 개
인에 대해 투자, 여신 및 수신 등의 영업 및 투자 활동을 제한한다.

• 임직원
• 협력회사
• 지역사회

금융서비스
접근권

• 평등한 서비스 제공: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는다.
• 정보 보호: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 금융소외계층 보호: 고령자,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접근에 있어 제한적인 이용
자를 위하여 추가 정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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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원칙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
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달성하고 임직원과 고
객,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번영하고 성장하
는 데 바탕이 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밝히는 인권 원칙은 모
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신한금융그룹의 신념을 반영합니
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후원하는 영향력 큰 기업이자 금융 서
비스 제공자, 협력회사의 파트너로서 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표방
하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해관계자

임직원

고객

주주 투자자

협력회사

주요 이해관계자별 인권 원칙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룹의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그룹의 협력회사 선정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지역사회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및 투자의사를 결정
한다.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정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준법경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조세 및 납세의 의무를

정부 유관협회

다한다.
•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치 자금 일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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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고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추진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08년
5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의 준수를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문화를 선도하며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Impact
Factbook

원칙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50 그룹 인권 보고

53 정량데이터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활동

인권
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인권선언서 제정 및 게시, 인권보호 교육, 고충상담 채널 운영, 성희롱 및 직장 내 무례함 예방 활동 등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법률에 따른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채용, 보상, 평가 시) 차별 없는 인사 정책 운영 등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친환경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경영 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성명서’ 서명,
협력회사 친환경 경영 장려, CDP 참여, WNEP FI 주도 '지속가능 은행 원칙' 개발, Core Group 참여 등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제정 및 시행,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윤리실천서약 등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환경
Environment

반부패
Anti-Corruptio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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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경제

Factbook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경제성과 배분 (GRI 201-1)

53 정량데이터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퇴직연금 적립금 (GRI 201-3)

2015
매출액

2016

2017

30,674.5

31,989.7

38,432.5

세전이익

3,140.6

3,170.5

3,796.3

당기순이익

2,367.2

2,774.8

2,917.7

주) 당기순이익: 지배구조 소유주지분

단위: 십억 원

2015

201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567.9

1,690.0

1,695.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41.8

-1,559.1

-1,688.1

226.1

130.9

7.1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컴플라이언스 (GRI 206-1)

2016

2017

연도

벌금액 및 조치사항

2014

기관주의

배당금 및 이자비용

5,067.7

4,718.5

4,643.3

2015

없음

급여

1,833.9

1,827.0

1,914.7

2016

없음

복리후생비

644.3

688.5

753.5

정부

법인세

694.6

345.6

848.1

지역사회

사회공헌 투자

81.1

49.4

179.1

협력회사

구매 및 용역

1,548.9

1,452.8

1,482.7

임직원

2016

범위: 그룹

반경쟁 행위

배분된 경제가치

주주/투자자

범위: 그룹
단위: 십억 원

2015

창출된 경제성과

50 그룹 인권 보고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범위: 지주
단위: 십억 원
비고: 연결기준

세부 내용
-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관경고 및 과태료
85,220만 원

-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거래 금지 위반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

과태료 3,750만원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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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주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단위: 십억 원

고객 만족도 (GRI 102-43)

범위: 은행, 카드
단위: 점

비고: 연결기준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50 그룹 인권 보고

2016

38,432.5

53 정량데이터

3,170.5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2,774.8

신한은행

내부

고객만족도 (자체조사)

2016

2017

총 접수건수

95.9

95.8

96.2

3,796.3

NCSI (한국생산성본부)

76

75

76

2,917.7

KS-SQI (한국표준협회)

74.7

73.9

75

KCS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76.9

77.7

78.7

KSQ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93

94

94

GCSI (일본능률협회컨설팅)

72.9

73.1

73.3

외부

범위: 은행, 카드, 금투, 생명, 제주
단위: 건

2015

2015

2017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31,989.7

고객민원 처리 (GRI 102-43)

처리 완료율(%)

2015
내부

외부

2016

2017

2,464

2,307

2,175

100

100

100

주) 민원 유형: 수신, 여신, 외환업무, 신용카드, 상품, 가격, 서비스, 이용 및 사후 관리, 판매, 채권, 상담, 전산 등

정보보호 (GRI 419-1)

범위: 그룹
단위: 건, 시간, 명

유출 사고
2015
고객 정보 유출사고 건수

신한카드

2016

2016
0

2017
0

0

정보보호 관련 교육

2017

고객만족도 (자체조사)

86.4

87.2

87.6

KS-SQI (한국표준협회)

74.5

73

74.3

KCS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74.5

75.1

77.1

KSQ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92

94

94

2015
임직원

외부/협력회사

2016

2017

교육시간

161,950

133,768

133,738

참여인원

22,661

21,752

20,927

교육시간

23,530

25,197

24,322

참여인원

5,153

5,367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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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임직원

Factbook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임직원 다양성 (GRI 102-8)

범위: 그룹
단위: 명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2015

50 그룹 인권 보고

여성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53 정량데이터

경영진
여성 리더십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중간관리자
과장

보훈직원 수
장애인 직원 수

2016
남성

여성

육아휴직 현황 (GRI 401-3)

범위: 그룹
단위: 명

2017
남성

여성

2015
남성

5

165

6

167

8

185

2,230

8,404

2,332

8,334

2,489

734

1,576

709

1,468

417

672

425

56

163

55

여성

2016
남성

여성

2017
남성

여성

남성

육아휴직 후 해당년도 내 복귀 예정 인원

726

9

790

11

879

12

8,326

육아휴직 후 해당년도 복귀 인원

633

8

715

8

796

10

732

1,447

육아휴직 후 해당년도 내 복귀 인원 비율(%)

87

89

91

73

91

83

662

405

648

전년도 육아휴직 후 복귀 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자 수

362

2

412

8

485

7

153

57

152

전년도 육아휴직 후 복귀 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자 비율(%)

69

100

65

100

68

88

주) 경영진: 본부장 ~ CEO
중간관리자: 과장 ~ 부장

임직원 몰입도 (GRI 102-43)
임직원 역량 강화 (GRI 404-1)

범위: 그룹
단위: 시간, 백만 원

2015

2016

2017

2015
임직원 몰입도

총 교육시간

2,796,091

2,352,974

2,054,556

총 교육비용

16,862.5

22,713.2

25,030.3

1인당 교육시간

135.0

114.9

101.9

1인당 교육비용

0.81

1.11

1.24

범위: 은행
단위: %

응답 비율

2016

2017

33

60

50

90.9

95.9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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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
책임 있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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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GRI FS7)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범위: 은행, 저축
단위: 십억 원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2015
새희망홀씨대출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신한생명
2017

472

543.8

-

60

109.4

514

633

769

18

18

18

신한 허그론

-

128

235.9

서민금융진흥원

-

8

4.1

219

353

239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2016

369

사잇돌 중금리 대출

53 정량데이터

미소금융

새희망적금

비고
누적 취급액 26,385억 원

신용 26,386건 4,910억 원,
주택 610건 1,417억 원

누적 취급액 기준

범위: 은행, 자산운용
단위: 억 원

단위: 십억 원

2015

57

2017

비고

여신

223.3

160.9

121.9

신한은행

펀드

-

258.8

602.8

신한BNPP자산운용

1,916.0

2,272.0

2,306.0

신한은행

-

3.0

1,780.0

신한금융투자

2,139.3

2,694.2

4,810.6

186
24.78

2016

프로젝트 파이낸싱
총계
주 1) 2017년말 잔액

2015

2017

비고

47

63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 가정
등 12,579건

9

4

20

폭우, 지진 피해 총 2회 24건

35,741

37,883

31,130

만기 및 휴면 보험금 수령
안내 및 지급관리 55,212건

계약건수(건)

344

301

396

가입금액

243

214

276

재난 피해가정 보험료 납입
미수령 보험금(숨은 보험금) 지급 강화
소액보험

2016

46

사회적 약자 보험료 할인

누적 취급액 1,382억 원

친환경 상품 (FS8)

비고

단위: 백만 원, 건

신한은행

50 그룹 인권 보고

2017

SOHO, 중소, 중견기업 지원 (GRI FS7)

누적 계약건수 3,485건,
가입금액 27.6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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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환경

Factbook
48 사회책임경영 정책

온실가스 배출 (GRI 305-1~3)
2014

4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50 그룹 인권 보고
52 UN글로벌콤팩트 준수
53 정량데이터

범위: 그룹
단위: tCO2eq

2015

2016

2017

지표별 범위

Scope1

17,972.20

17,793.10

16,732.10

16,733.30

Scope2

85,860.60

84,487.70

81,858.00

80,897.20

5.1

5.0

4.9

4.9

746.50

18,652.60

18,501.70

19,462.50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Scope 1+2)
Scope3

제주 제외 정규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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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GRI 302-1)

범위: 그룹
단위: GJ

2014

2015

2016

283,662

318,481

319,939

339,793

44,324

47,068

53,108

53,648

156,159

160,716

142,845

146,508

경유

875

2,058

1,986

1,603

총에너지 집약도1)

24.0

26.0

25.8

27.4

전력
도시가스
휘발유

2017

주 1) 제주 제외 정규직 기준
1) 친환경에너지 생산 기업 자금조달 참여

폐기물 배출량 (GRI 306-2)
2014

범위: 그룹
단위: m3

2014

2015

2016

2017

상수도

186,562

236,098

195,745

192,981

지하수

63,321

58,170

64,970

72,813

2015

2016

2017

일반 폐기물

258.3

297.4

334.0

324.8

재활용 폐기물

188.3

231.0

214.1

117.4

환경 투자

범위: 은행
단위: 백만 원

2015
환경투자 총금액

용수 사용량 (GRI 303-1)

범위: 그룹
단위: ton

5,790

2016
5,790

2017
4,455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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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신한
금융그룹의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책임보고서 2017’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
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53 정량데이터
58 제 3자 검증 성명서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7년도 비재무 데이터 및 지속가능경영데이터에 한정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주제의 결정 프로세스,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 특정성과 데이터의 취합 및 통합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과 AA1000AS(2008)에 따라 Type1 방법 및 중간(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
습니다. 일부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Type 2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증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
지 실시되었으며,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
이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
의 견고성 평가
• 신한금융그룹 본사 주요 부서 담당자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대성 평가 결과 검토
• 보고 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 (단, 일부 특정 지표에서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검증 포함)

제한사항
다음의 사항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한금융지주 및 7개 자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자산운용, 신한캐
피탈, 제주은행)을 제외한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회사의 성과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 운용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거나 신한금융지주 및
7개 자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데이터 검증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
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에 의해 실시 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
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성과를 제외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결론
검증을 수행한 결과, DNV GL 은 중요성 측면에서 신한금융그룹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
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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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 근본원칙 (Foundation Principle of Inclusivity)
신한금융그룹은 임직원, 고객, 주주·투자자, 협력회사, 지역회사 및 NGO, 정부를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주요 참여 방식, 그들의 주요 기대사항, 그리고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노력을 보고서상에 설명하고 있습
니다.
중대성 원칙 (Principle of Materiality)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벤치마킹, 미디어리서치 등을 통해 관련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측면의 중요성을 결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중요성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중요한 이슈를 명확히 도출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Principle of Responsiveness)
신한금융그룹은 중요성 평가에 기반하여 우선순위 이슈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
습니다.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성과뿐만 아니라
2020 CSR 전략 및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 품질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및 규모)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상기 특정 정
보 및 데이터 별로 수집,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담당자는 상기에서
확인된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
니다. 따라서 심사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 정보 및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추후, 각 계열사들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한 단계 깊은 수준의 검증을 통해,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진행을 권고합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은 ISO/IEC 17021:2011(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서 검증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적용하고, 문서화된 방침
과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검증팀은 DNV GL의 윤리 행동 강령1)을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
증을 수행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검증 업무가 아닌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
니다. DNV GL 은 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해 공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DNV GL
은 2018년 신한은행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신한은행의 ISO 14001:2015, ISO 50001:2011 인
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 검증에 대한 이해상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품질 (정확성 및 신뢰성)
DNV GL 은 샘플링을 통해 보고서의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
된 데이터와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제공된 데이
터들은 신한금융그룹 본사 담당팀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수집하여 목적에 맞도록 가공되어 제시되었습니
다. 검증팀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근
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검증의 깊이는 각 계열사의 입력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상
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신한금융그룹 보고서에 대한 보고 원칙에 대한 평가를 한것에 더해 특정 지표(온
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출장거리, 산업재해율, 결근율, 미소금융 및 소액보험 건수

2018년 5월 30일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안인균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주 1) DNV GL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dnvg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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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 Standards 작성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GRI Standards Core Option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준 단위는 한국의 원(₩)입니다.

참고 기준
본 보고서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참여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 따른 인권 이행현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일부 정성적 활동과 성과의 경우 2018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세 파악이 필요한 경우 최근 2~5개년 데이터
를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등 총 8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하
며,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그룹사의 99.35%에 해당합니다. 보고 범위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설명을 기재하고 있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명의 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신뢰성
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글로벌 검증기관인 DNV·GL로부터 AA1000AS (2008)의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을 근간으로 하는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 검증수준은 Type 1이
며 특정 성과정보에 대해서는 Type 2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58-59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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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산림에서 개발 관리된 생산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인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여,
FSCⓇChain of Custody 인증(인증번호 : SGSHK-COC-005559) 업체에서 인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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