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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하나금융그룹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에서 발간
해 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11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번 열네 번째 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나금융
그룹에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머징 리스크를 선정하였으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의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ESG 경영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원칙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경계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에프앤아이, 하나벤처스,
하나펀드서비스, 하나금융티아이, 핀크

보고 범위
경제(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사회, 환경 전반

보고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매년 (지난 보고서 발간: 2020년 6월)

보고 검증
제3자 검증

보고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ESG 기획팀 Tel. 02-3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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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E(Environmental), S(Social), G(Governance) 라는 세 가지의 과제에서 출발한 움직임은
한 기업의 사명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과 손님, 나아가 모든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위대한 첫걸음, 지금 용감하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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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올해 14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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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첫째,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탈석탄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나금융그룹은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등 ESG 경영

극대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금융

신규 참여를 제한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손님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투자,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그룹 창립이래 최고의 실적을 다시

금융 지원을 위해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한번 경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가할 것이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 수행에 적극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동참할 것입니다.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펼쳐온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 위해 2021년 3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ESG 기준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인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

성과 및 데이터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

하였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하여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될 수

만전을 기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금융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 간 경계 해체, 인구 고령화 등 불확
실성 증대 및 금융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저희 하나
금융그룹은 사전적인 준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속
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을 포함한 그룹 ESG 중장기 전략을 발표 하였
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하나금융그룹의 의지이며, 이를 통해 2030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한 해도 ‘모두의 기쁨! 그

소셜 벤처 육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까지 향후 10년 간 녹색 및 지속가능 부문에 총 60조
원의 ESG 금융을 지원하고,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배출 Zero 및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ESG

2021년 7월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핵심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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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소개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14개 자회사를 운영
하며 각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 24개국에 213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신용등급

(하나은행 기준)

국내
한국신용평가 (KIS)

한국신용정보 (NICE)

한국기업평가 (KR)

Moody’s

Fitch

기업명

본사

설립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005년 12월 1일

김정태

총자산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임직원 수

4,603,133억 원

26,372억 원

38,364억 원

21,997명

하나금융그룹 네트워크
자회사

AAA

하나은행

AAA

하나카드

AAA

하나생명

해외 (장기/단기)
S&P

(2020년 12월 말 기준)

A+/A-1
A1/Prime-1
A-/F1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2020년 12월 말 기준)
주요 서비스

지분율

금융그룹 Main 유통 채널

100%

1)

2)

AM & IB 제공

100%

디지털 기반 카드 및 글로벌 결제서비스 제공

85%

소비자금융 시장의 특화상품 개발

100%

최적의 보험상품 제공

100%

하나손해보험

신 생활보험 플랫폼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 기반 금융채널

100%

하나자산신탁

종합부동산 신탁서비스 제공

100%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

1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에프앤아이
하나벤처스

NPL(부실채권) 투자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84.57%

99.81%

벤처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

100%

하나펀드서비스

전문 사무관리 서비스 제공

100%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그룹 IT 지원

100%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

51%

핀크

1) Open Architecture 기반의 펀드판매 백화점 2) IB전문 특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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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하나금융그룹은 미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 24개국에 213개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2025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DNA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핵심시장별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네덜란드
영국

AMERICA

체코
프랑스

22

러시아

독일

ASIA & PACIFIC

터키

181

바레인
캐나다

미국

EUROPE &
MIDDLE EAST

10
멕시코

UAE

중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파나마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국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24 개국 2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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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ESG 중심의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사회적책임 국제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UNGC) 가입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 가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CFD(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위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PRB 제정사업 참여

연혁
국내 최초 Business

‘행복나눔위원회’

·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우수기업선정

하나은행, 6억 달러 규모

하나은행, 5억 유로

· 탄소중립 및 탈석탄 선언

하나은행, 6억 달러 ESG 채권 발행

Unit 조직 개편

설치

· DJSI 아시아퍼시픽 신규편입

ESG 채권 발행

소셜 커버드 본드 발행

· TCFD 지지 선언

및 4,350억 원 ESG 후순위 채권 발행

2008.03

2013.04

2016.10

2019.01

2021.01

2021.03

2021.06

2005.12

2014.01

2018.04

2019.06

2021.04

하나금융그룹 출범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선포

UNEP FI PRB 제정사업 참여

UNEP FI PRB 서명기관가입

그룹 ESG 중장기전략 발표

ESG Performance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2)

ESG 대출 총 잔액

63,946 tCO2eq

배당금

사회공헌 기부금액

44,347 억 원
여성 직원 비율

539,393 백만 원
이사회 참석률

(하나은행 기준)

1,436 억 원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60.5 %

윤리규범 인지 서명 비율

100 %

(하나은행 기준 : 1,168억 원)

(KSQI)

은행산업 1위 5년 연속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위반 건수

10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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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과제

플랫폼 금융 중심 비즈니스 재정의
‘플랫폼 금융’은 손님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생활 플랫폼과
플랫폼 금융

제휴하여 손님들이 머물고 혜택을 누리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생
 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개방형
금융 생태계 조성
◦전
 략적 투자 및 제휴 확대로 핀테크 핵심
역량 내재화
◦혁
 신적 조직 설계 및 수평적 문화 확산
으로 급변하는 언택트 금융환경 선제 대응

하나금융그룹

NEXT 2030

글로벌 D.N.A 전사적 내재화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 말

국내 금융시장의 저성장 기조,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D
 ominance: 아시아 핵심지역 내 그룹

‘Next 2030’ 경영원칙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금융

위상 강화 및 사업 진출 Best Practice

향후 10년의 성장 전략으로 플랫폼,

그룹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의 기회를 잡아

글로벌, 사회가치 금융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사회가치 금융이
곧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이며,

글로벌 금융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며 글로벌 비중을 늘려갈 것입니다.

확산
◦ Network: 글로벌에 최적화된 인재 육성
및 효율적 인력 운용
◦ Allocation: 핵심시장별 진출 전략 차별화
및 글로벌 역량·자원의 리밸런싱

글로벌 트렌드 및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ESG 경영 강화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입니다.

ESG 경영 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경영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비재무적인 요인을 계량화하여 투명
하게 공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ESG
중심의 경영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국제 금융
사회가치 금융

질서 변화에 부합하는 ESG 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글
 로벌 수준의 ESG 경영 체제 구축으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K
 -뉴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손님 맞춤형 금융지원 및 모험자본의 공급
으로 사회와 금융의 동반성장 추진
◦금
 융 소외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포용적 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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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ESG 중장기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 하에서, 2개의 추진 목표를 통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2개의 추진 목표는 “2030 &
60”과 “ZERO & ZERO”로 “2030 & 60”은 2030년까지 ESG 금융 6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ZERO
& ZERO”는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 배출량 ZERO와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를 달성하겠다는 그룹의
약속입니다.

추진목표 1

E

S

(환경)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촉진

Big Step
for Tomorrow

2030&60
2030년까지 녹색 및 지속가능부문 60조 원 여신, 투자 및 자금 조달

(사회)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채권

25조 원

여신

25조 원
10조 원

투자

추진목표 2

ZERO&ZERO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 ZERO &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ZERO 달성

G

63,946tCO2eq

448.8십억 원*

(지배구조)

투명성·책임경영기반
의사결정

ZERO by 2050
사업장

석탄 PF
* 2020년 말 약정금액 기준(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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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ESG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각각 3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서는 탈석탄 선언 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ESG 채권 및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 분야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후 리스크 등 비재무 정보 공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설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

① 탈석탄 선언에 따른
석탄 P/F 제한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 촉진

2050년까지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을
0으로 감소

② ESG 채권 발행 확대

2030년까지 ESG 채권 발행 25조 원 달성

③ 녹색 금융 및 ESG 테마

2030년까지 녹색 금융, ESG 금융 지원 및

금융 확대

투자 35조 원 달성

「2030 & 60」 · 「ZERO & ZERO」 선언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을 실천하기 위해 그룹 ESG 중장기 추진 목표 「2030
& 60」과 「ZERO & ZERO」를 수립하고, 2021년
4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관계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목표 공표를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S

④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⑤ 지역사회 기여 등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G

사회적 가치 창출
⑥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
⑦ 비재무정보(기후재무)
공시 투명성 확대
⑧ 지속가능경영(ESG 포함)

투명성ㆍ책임경영기반
의사결정

전담기구 설치
⑨ 환경사회리스크관리
체계(ESRM) 구축

2021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

이번 선언식을 통해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보호법 적용 /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표하며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진정성이 담긴 사회적 가치 창출에

2030년까지 사회공헌 1.5조 원 이행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그룹의 ESG 중장기 비전인
「Big Step for Tomorrow」 실현을 위해 모든

2030년까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팩트펀드 1,000억 원 조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1년 TCFD 공식 지지선언 및
매년 이행보고서 발간
2021년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2021년 적도원칙 가입 및 원칙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정비(8월 적도원칙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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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하나금융지주는 ESG 경영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2021년 3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반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정책 수립 등을 결의하며, 지속가능경영 추진과제 이행 현황 및
주요 사회가치 창출 활동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사회가치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결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관계회사의 ESG 경영 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산하로 지속
가능경영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전담기구 구성
ESG 전략 및
정책 승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이사회
ESG 전략 및
정책 보고

추진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C-level)
ESG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추진위원회
부의 안건 상정

지속가능경영
실무위원회
(관계사 ESG
담당임원)

ESG 추진과제
전달

ESG 기획팀
(전담부서)
ESG 추진과제
이행 현황 보고

관계사별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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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유기적인 소비자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소비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의하고, 관계사의 소비자리스크
관리활동 현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소비자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손님 중심의 리스크관리를 통한 신뢰 강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전체의 효율적인 소비자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계사에서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소비자 보호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리스크관리 비전 및 3대 미션
Vision

“손님 중심” 리스크관리를 통한 신뢰 강화

Mission 1

Mission 2

Mission 3

손님이 중심인 금융

손님에 의한 금융

손님을 위한 금융

(Of the Customer)

(By the Customer)

(For the Customer)

하나금융그룹의 중심인 손님이
만족하는 Value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손님의 경험과 목소리로
하나금융그룹이 손님과 함께
성장합니다.

리스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손님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하고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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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을 통한

하나금융그룹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ESG 금융 확대

성공을 위해 2025년까지 K-뉴딜·혁신금융에 총 83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K-뉴딜과 혁신금융
분야에 약 25조 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실행하여 연간 공급 목표인 12조 원 대비 21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
으며, 이에 힘입어 관련 금융지원 목표 금액을 기존 60조 원에서 83조 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
금융그룹은 ESG 경영과 연계한 그린 뉴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 성장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3대 핵심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며, 동시에 시민
펀드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업 등 참여자 모두가 Win-win하는
지역 상생형 금융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K-뉴딜․혁신금융

목표 상향

◼ 목표 ◼ 실적 (십억 원)

25,507
18,076

9,850

70
달성률

212%

184%
2019년

83
60

12,057

달성률

◼ 뉴딜 ◼ 혁신 (조 원)

2020년

50
10

13

기존목표

혁신목표

*목표 및 실적: K-뉴딜(2020년 9월-12월) 및 혁신금융 대출, 투자 합계 기준

K-뉴딜·혁신금융 지원 방향

맞춤형 금융 지원

기술 혁신 선도

디지털 인재 육성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혁신 스타트업 지원)

(미래 인재 발굴과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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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발행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들이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SG 채권은 친환경 사업 투자,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10년 간 25조 원의 ESG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ESG 채권 발행

ESG 채권 발행

소셜본드 발행

ESG 채권 발행

미화 6억 달러

3천억 원

5억 유로

3천억 원

(2019년 1월)

(2020년 11월)

(2021년 1월)

(2021년 5월)

지속가능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시설 투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달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시설 투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

사회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

총 발행금액

2019

2020

약 3.5조 원

2021

(2019~2021년
상반기 기준)

ESG 채권 발행

ESG 채권 발행

ESG 채권 발행

ESG 채권 발행

2천억 원

1천억 원

미화 6억 달러

(2020년 11월)

(2021년 1월)

(2021년 6월)

미화 1.5억 달러

중소/영세 가맹점 금융지원

중소/영세 가맹점 금융지원

친환경 사업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프로젝트 투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

(2020년 6월~8월)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프로젝트명

친환경 운송수단 관련 금융 서비스
발행일

할당 금액(USD) 지원 중소기업 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2020.06.10

50,000,000

2,585개 사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2020.07.27

50,000,000

2,697개 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수탁보증) 2020.08.06

50,000,000

2,362개 사

ESG 후순위 채권 발행

4,350억 원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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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출범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6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청소년의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기회와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 3대 핵심 사업
보호시설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자살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집 건립 확정
총

하나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저출산 현상 대응이 안정적 보육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사업 총 예산

100 개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 취약 지역에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어린이집 100호

1,500 억 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0개 어린이집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9,500명의 아동에게 보육 기회를

(2021년 6월 말 기준)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완공 ◼ 건립 중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개)

56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보육교사 및 직원 수

(명)

2,729

34
8
국공립어린이집

제공하고, 2,0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0
2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434
99
직장어린이집

*완공분 기준(국공립 34개/직장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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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merging Risk
하나금융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영향을

Top 10 리스크 (발생가능성)

Top 10 리스크 (임팩트)

미칠 수 있는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를 도출
하여 관리하기 위해 ESG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Likelihood)과 영향

1

금융 신기술 등장에 따른 리스크

1

사이버 공격에 따른 리스크

2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2

상품판매 책임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

3

정부 정책 및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3

고객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리스크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4

금융 신기술 등장에 따른 리스크

5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리스크

5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6

전염병 확산에 따른 리스크

6

전염병 확산에 따른 리스크

7

지역사회 경제난에 따른 리스크

7

고객 만족도 하락에 따른 리스크

8

상품판매 책임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

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9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요구에 따른 리스크

9

정부 정책 및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10

사이버 공격에 따른 리스크

(Impact)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리스크는 새롭게 출현한 리스크일 수도
있으며, 현존하는 리스크로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리스크로 정의
되며,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이머징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금융 트렌드, ESG
평가 및 표준 등을 기반으로 19가지 ESG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이 중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머징
리스크 4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10

지역사회 경제난에 따른 리스크

이머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 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

비즈니스

환경

사회

으로 대응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로써 하나
금융그룹은 회사에 잠재해 있는 장기 리스크를 관리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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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리스크

금융 신기술 등장에 따른
리스크

발생가능성
임팩트

4.61 5.00
4.12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가능성

5.00

4.36
3.72

임팩트

5.00
5.00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채널

디지털 금융이 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발생 시,

증가,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에 대한 수요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위험관리 및 내부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률이 증가

증가, 외부 업체와의 협력 및 데이터 공유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물적 피해가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 인한 제3자 개입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의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발생,

를 통해 파급되는 리스크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 발생

디지털 금융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나 소송 및 배상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관리, 시스템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탄소 집약적 산업의 자산가치가 하락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시장 참가자의

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투자

장애,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인식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자가 손실을 입는 등 금융산업 부문에

부문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금융 리스크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설명

리스크 발생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영향

설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

하나금융그룹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하나금융그룹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대응전략

기회

대응전략

기회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 체제,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마련
◦글로벌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등

◦선제적인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통한
손님 기반 확대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및 탈석탄 선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구축
◦UN 책임은행원칙 이행 및 TCFD
지지선언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강화
◦고위험 투자처 리스크 선제 발굴 및
해결

◦ESG 금융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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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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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발생가능성

5.00

3.40

임팩트

5.00
5.00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금융 시장

변화하며 가계소비와 노동공급의 형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

사태가 예상치 못한 장기화 국면에 접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생산

화로 인해 안정적인 자산 확보에 대한

들면서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면서 기업, 가계, 정부 등의 부채가 증가

뿐만 아니라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가계의 자산 구성이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과 대내외적 경제

하였고 기업 부문 실적 부진 및 신용위험

은 물론 가계저축, 자산 및 채무관리 등

변화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

활동의 위축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는

증대와 같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습

금융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기관의 성장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금융산업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 비대면 중심의 영업환경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금융/비금융 기관 경영활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설명

리스크 발생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영향

설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

하나금융그룹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하나금융그룹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대응전략

기회

대응전략

기회

◦하나손해보험 출범
◦금융권 최초 특허 출원한 고령화
자산관리 상품 출시 (하나 케어신탁)
◦고령층 전용 예금 신청 시 무료로

◦보험 및 연금 등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대
◦‘뉴 하나원큐’ 출시, 소규모 Agile

금융사기 보험서비스 제공

조직 도입, KAIST 디지털 금융 전문가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활용 가속화로
금융계 디지털 혁신 기대 확산

전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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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대 토픽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각 토픽의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최종 선정
된 10개의 중대 토픽에 대한 활동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5.0

Influence on Stakeholder

ESG Materiality
Assessment

Hana ESG Performance

6

10

3

1

4.0
2

4
3.0
9

5
8

2.0

7

1.0

0.0
0.0

1.0

2.0

3.0

4.0

5.0
Business Impact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2020 중대토픽

ESG 토픽 Pool 구성

순위

미디어 분석, 글로벌 동종 기업 벤치마킹, ESG 평가 및

1

비즈니스

디지털 금융 선도

2

환경 및 사회

3

보고 페이지

성과 지표

51-52p

예적금 디지털금융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36p

온실가스 배출량

고객

책임 있는 상품판매

91p

내부통제교육비중

4

환경 및 사회

전염병 확산 대응

63p

재택근무

5

환경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개발

53-54p

-

6

비즈니스

사이버 보안 강화

56p

임직원 정보교육 참여

7

환경 및 사회

정부 정책 및 규제 대응

16p

뉴딜금융지원 실적

중대 토픽 선정

8

비즈니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90p

글로벌 인재육성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한 각 토픽의 중요도 결과값 중

9

환경 및 사회

지역사회 동반성장

46p

지역행복나눔 수혜자

26,393명

상위 10개를 하나금융그룹의 중대 토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

고객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50p

보이스피싱 예방금액

26,861백만 원

공시 요구 지표 (GRI, DJSI, SASB, MSCI 등) 분석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중요한 19개 ESG 토픽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실시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미디어 분석,
글로벌 동종 기업 벤치마킹, ESG 평가 문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토픽의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중대 토픽

2020 실적
70.70%*
63,946tCO2eq
1,501명/12,195명
2,576명
118,479시간/12,971명
255,070억 원
4,674명

*2021년 1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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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선도

데일리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금융 서비스의 강점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플랫폼은 하나의
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손님은 하나의 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14개 계열사가 제공 중인 은행, 증권, 자산관리, 카드 및 보험에 이르는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부동산, 건강 관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결제 플랫폼인 ‘원큐페이(Hana 1Q
Pay)’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 ‘하나 부동산 리치업(Hana Realty Rich Up)’을 출시하여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일상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뉴 하나원큐’ 출시
하나은행은 2020년 8월 세상의 모든 금융을 담은 모바일 금융 앱 ‘뉴 하나원큐’를 출시하였으며, ‘뉴 하나원큐’ 앱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상의 모든 이체를 담은 ‘뉴 하나원큐’ 송금 서비스
- 차용증 송금 : 모바일뱅킹을 통해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자금 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 내 마음 송금 : 생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 돈과 메시지 카드를 카카오톡 및 SMS로 전달하여 메시지 카드와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
- 글로벌 페이 송금 : 국내에서 유일하게 PayPal(페이팔)과의 제휴를 통해 수취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없이도 성명과 페이팔 ID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2) 은행권 최초의 얼굴 인증 서비스
휴대폰 종류와 상관없이 얼굴인증만으로도 1초 만에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OTP 없이도 쉽고 빠른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
3)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뉴 하나원큐’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식 거래, 보험 진단, 카드 거래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SSO (Single Sign On,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 이용)로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이용
4) 내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뉴 하나원큐’
▲ 또래와의 자산 비교와 인기 금융상품 추천 ▲세금우대 한도 및 사용 현황 제공 ▲이 달의 고정 지출 및 내 소비 Top5 등의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등 내 자산을 직접 관리 가능
▲ 뉴 하나원큐(New Hana 1Q)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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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opics
#디지털 금융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확대
플랫폼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자들이 몰릴수록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먼저 선점하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더 많은 손님이 더 오랫동안 머무르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플랫폼 기반 금융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앱 리치고를 운영하는 프롭테크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 택시’를 운영 중인

간병인 구인 구직 플랫폼 ‘좋은간병’ 서비스를

(Prop Tech,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케이에스티모빌리티와 업무협약 체결

운영 중인 유니메오와 양해각서 체결

◎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 구축

◎ 시니어 헬스케어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공동 연구

◎ 부동산 빅데이터 지원 서비스 고도화

◎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플랫폼 공동 개발

◎ 간병 서비스 공동 마케팅 방안 마련

‘㈜데이터노우즈’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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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TCFD 이행 현황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설립하였습니다. TCFD 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3월, TCFD 지지를 선언하여 금융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TCFD Guideline 대응활동

1

지배구조

2

전략

3

위험관리

4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정량적 지표 및
감축목표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계획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
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ESG 중장기 전략 수립

기후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2050 탄소중립 및 탈석탄

최고경영자의 ESG 실천의지를 경영에 반

기후변화가 하나금융그룹에 미칠 수 있는

기후리스크 분석을 수행하여 산업별 익스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달성하

영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 저탄소 경제체제

포저 대비 탄소비율, 탄소집약도, 미반영 탄

고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

이행을 위한 ESG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소비용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채권 인

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금융프레임워크 산업정책(Sector

수 등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Policy)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였고,
향후 3년 이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중장기적 산업별 익스포저 관리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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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opics
#기후변화 대응

TCFD 로드맵
하나금융그룹은 보다 체계적으로 TCFD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TCFD 권고안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정량적 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2050년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내재화하고, TCFD 보고서 발간을 통해 관련 활동 및 성과를 상세히 보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TCFD 이행가이드
GAP 분석

IMPLEMENT TCFD
이행가이드

기후변화 아젠다
고도화

SBTi기반 그룹
탄소배출량 목표달성

2050 NET ZERO
달성
2050

2030

2025

2021

2020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목표달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배구조 고도화

전략

ESG 중장기 전략 수립

제한업종(기후변화 高위험산업)과 유의업종
(온실가스 多배출산업) 관리를 위한 산업정책 고도화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포트폴리오

기후변화 관리 프로세스와 그룹 전체 리스크관리

영향분석

프로세스 통합

정량적 지표

202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 목표

및 감축목표

67,704 tCO eq

55,166 tCO eq

NET ZERO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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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하나금융그룹은 TCFD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섹터별 익스포저 비율 대비 탄소비율, 섹터별 탄소집약도, 미반영 탄소 비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은 S&P Global의 Methodology를 바탕으로 2018~2020년 기준 그룹이 보유한 여신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매출 또는 투자 가치에 반영하여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를 파악하였습니다.
*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2018~2020 하나금융그룹 보유 주요 기업여신

◦사업부문별 익스포저 비율 대비 탄소비율
아래는 GICS 산업분류별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저 (Value of Holdings, VOH) 비율과 총 할당된 탄소 배출량의 산업분류별 비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GICS 산업분류 기준 소재
(Materials) 부분은 하나금융그룹 익스포저 규모 중 네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탄소배출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산업
(Industrial)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익스포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oan 2020

◼ VOH ◼ Carbon

Loan 2019

Loan 2018

통신 서비스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
정보 기술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60%

40%

20%

0%

20%

40%

60%

60%

40%

20%

0%

20%

40%

60%

60%

40%

20%

0%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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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산업부문별 탄소 집약도
하나금융그룹은 아래와 같이 GICS 산업부문별 포트폴리오의 C/R1) 집약도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는 포트폴리오의 탄소 효율을 나타내며, 하나금융그룹 차주의
매출 대비 (또는 투자 가치 대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절대적인 배출량보다는 차주별 규모에 맞춰 조정된 탄소 배출량 효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 유틸리티(Utilities) 부문에 이어 소재(Materials) 부문이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탄소 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 부문으로 나타납니다.
통신 서비스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

정보 기술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Loan 2020

0.051

0.279

0.763

0.561

0.061

0.084

0.231

0.239

0.841

0.148

2.192

Loan 2019

0.060

0.312

0.748

0.629

0.060

0.090

0.256

0.264

0.812

0.152

2.431

Loan 2018

0.063

0.333

0.737

0.764

0.065

0.095

0.276

0.238

0.873

0.154

2.426

← Less Carbon Intensive 			

More Carbon Intensive →

◦미반영 탄소비용
하나금융그룹은 투자자들이 탄소 가격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반영 탄소비용(UCC)2)’을 기반으로 각 투자 대상 기업들의 미래 탄소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을 분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든 시나리오와 기준 연도별로 포트폴리오 및 벤치마크에 할당된 UCC의 총합을 보여줍니다.
◼ Loan 2020 (단위: 백만 원)

할당된 총 UCC

Low

Moderate

High

800,000

633,400

600,000

400,000

284,800

224,600
200,000

79,000

64,800

12,100
0
2020

2025

2030

2020

2025

2030

2020

2025

2030

1) Carbon to Revenue (C/R):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
2) UCC(Unpriced Carbon Cost): 기업이 현재 탄소 배출로 지불하는 금액과 미래에 지불할 금액 간의 차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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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하나은행은 은행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산하에 CEO 직속의 독립전담기구로 소비자보호그룹 및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투자상품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총괄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상품리콜서비스제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해피콜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

민원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금융소비자마스터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수행에

판매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보호 전략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

․ Products (상품 출시
FRONT
강화)
3P
․ Process (판매 과정 혁신)
․ Profitable (소비자 정보)

․ Diet (소비자 불만)
MIDDLE ․ Diminution (금융사기)
3D
․ Do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END
LOVE

․ Law (금융소비자 보호법)
․ Opinion (소비자 의견)
․ VOC (손님행복·불편 제거)
․ Education (금융 교육)

니다. 상품 도입 전 사전검토 회의 절차를 신설하고,
판매 전부터 판매 이후까지의 점검 프로세스를 체계
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KPI)에 ‘손님만족’과 ‘불완전판매’ 항목을 신설하고,
전행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각 영업점에 완전

‘손님 중심’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강화

판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 철학인 ESG의 핵심요소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은 규제 대응과 내부통제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 관점에서 선제적
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를 넘어선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2021년 3월 금융
회사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여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품검토
상품소싱부서

사전검토 회의

완전판매를 위한 제도 운영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판매 준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완전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합니다.
완전판매 관련 제도
투자상품 ․ 투자상품 가입 15일 내 손님
이 리콜 신청하면 불완전판
리콜
매로 판정될 경우 투자상품
서비스
원금을 배상해주는 서비스
제도

투자상품 도입 절차

투자상품 사전검토 회의/투자전략섹션

상품심의
해피콜
제도

․ 전화를 통해 영업점 완전
판매 여부를 재확인
(원금손실 안내여부 확인,
사전 안내문자 발송 등)

․ 각 영업점 스스로 완전판매
건강한
프로세스 점검
금융,
검진의 날 ․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사례
공유
행사

비예금상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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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상품 판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개발 #정부 정책 및 규제 대응

‘컬처뱅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금융취약계층 포용
하나은행의 ‘컬처뱅크’는 은행 지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형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컬처뱅크’를 개점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컬처
뱅크’를 통해 지점의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콘텐츠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합니다.
천안역점과 대전역점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공간을 통해 금융교육 및 한국어 교육, 다양한 국가별 커뮤니티 프로그램, 무상 전문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천안
역점은 외국인 특화 주말 영업점을 운영하는 등 금융•생활•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 말까지 누적 총 30개국 약 6,800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습니다. 광주지점은 부족한
시니어 전용 공간에 대한 불편 해소와 더불어 인생이모작 콘텐츠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금융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은행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생활의 어려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컬처뱅크 구축 현황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8호점

방배서래

광화문역

잠실레이크팰리스

강남역

천안역

도곡동

광주 금남로

대전역

그린 라이브러리

직장인 힐링서점

가드닝

라이프스타일 숍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외국인사랑방)

컬처살롱

시니어 문화아지트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센터

천안역지점 컬처뱅크 방문자 수

31개국/약 4,700명
2020년(1~12월): 28개국/약 2,100명*
2019년(4~12월):

* 코로나19에 따른 방문자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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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지원

# 전염병 확산 대응 # 지역사회 동반성장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업무환경에 맞춰 고객에게 최적화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공헌
◦대구지역 영유아 가정 1,200여 세대에
돌봄 놀이꾸러미 기증

2월

◦온누리 상품권 100억 원 구입

◦‘사단법인 상록수 마을’에
코로나19 예방키트 100세트 기부

3월

8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3개월간 약 1.2억 원의
임대료 감면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12월

금융지원

10억 원 성금 기탁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게
구호물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4천억 원 규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20년 납입
출연금 171억 원)

대구·경북지역

연매출 5억 원 이하

하나은행 손님 대상

영세/중소 가맹점주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청구 유예

외국환금융비용 지원
수출중소기업 대상
이자 감면 및
부도처리 유예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20개 지원
◦코로나 금융지원 실적(2020년 2/7~12/31 기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아동용 마스크 1,000개,

145,974

◼ 건수(건) ◼ 금액(억 원)

122,946

86,456

10,647

31,382

손소독제 100개 기부

1,722

신규대출

만기연장

원금 분할납입 유예

750

113

이자 납입유예

320

12

금리감면

기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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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친환경 금융

온실가스

친환경

서비스

배출 저감

기업문화 조성
>> Key Activities

이슈의 중요성
지구 온난화는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환경적 문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탄소집약적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외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내 시중은행 최초 그린론 주선
하나은행은 2021년 3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그린론(Green Loan)을 주선
▹35 page

금융기업들에게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석탄산업 금융지원 철회 등 금융을 통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목표 수립
하나금융그룹의 대응방법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따라 저탄소 경제체제로
의 이행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그룹 전 관계사 적용을 목표로 사업장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며,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를 0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ESG 캠페인, 환경 교육, 스마트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에도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36 page

종이 사용량 절감
‘스마트창구’, RPA, 페이퍼리스 캠페인을 통해
종이 사용량을 절감
▹3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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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금융 서비스
>> Key Activities

은행권 최초 ESG 평가인증제도 도입

국내 최대 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국내 시중은행 최초,
1천억 원 규모의 그린론 주선

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SG 평가인증은 ESG 평가 업무를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외 에너지 인프라 및 ESG 전문 PEF운용

하나은행은 녹색금융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1년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인증

사인 ‘제네시스매니지먼트’와 손잡고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3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그린론1)

받는 것으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과 프로젝트는 하나은행

시설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2020년

(Green Loan)’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린론은 제3자

ESG 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평가비용 지원 등 혜택을

8월). 투자 대상은 여수, 동두천, 창녕, 곡성 등에 소재한 폐기

인증기관을 통해 자금의 사용처 및 성과에 관한 인증

제공받습니다.

물 처리장이며, 개발되는 4개 사업장이 목표로 하는 폐기물

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녹색 금융의 일환으로

처리 용량은 일일 1천79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은 2021년 4월 은행권 최초로 ‘ESG 평가인증제

ESG 경영 및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ESG 경영 기업의 혁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선정

이번에 주선한 그린론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제3자 인증기관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술보증기금과 ‘ESG 경영 및 한국판 뉴딜

하나금융투자는 2021년 5월 환경부가 선정하는 온실가스

그린론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온실

통해 하나은행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친환경 기업,

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첫 증권사로,

1)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사업으로만
용도를 한정하는 대출

사회적 책임 기업, 하나은행 추천 ESG 우수 중소기업 등 다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

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동성을 제고하여 개별 기업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상품구조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 사업 투자 확약 체결

녹색여신
자금사용처
입증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수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친환경
사업 연계
기준 합의 및
대출 계약

할인 금리
제공

인증 기관
(딜로이트)
외부 검증
기관의 자체
적인 수립 및
목표 달성
여부 평가·
검증 시행

차주 기업

11월, 국내 최초의 상용 수소액화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소액화 플랜트는 경남 창원에 위치
한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내 부지에 2022년까지 준공될 예정
이며, 202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매일 생산되는 5톤의
▲ ESG 경영 및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 업무협약식

녹색여신
대상사업
A

녹색여신
대상사업
B

녹색여신
대상사업
C

녹색여신
대상사업
D

액화수소를 전국의 수소 충전소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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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
>> Key Activities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고효율 설비 확대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하나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하나금융그룹은 범세계적인 지구 살리기 및 인류의 삶의 질

사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준공된

향상을 위하여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산업을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주요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옥은 연료전지 설비를 도입하여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서는 신축

국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744,6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빙축열 시스템을

건물에 지능형 인텔리전트 빌딩(IBS)을 적용하고, 건물 에너지

하기 위해 2050년까지 그룹 전 관계사 적용을 목표로

구축하여 여름철 냉방 부하 최소화 및 전력피크 부하 저감을

관리 시스템(BEMS)을 통해 기상데이터와 실내온도를 고려

사업장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 최적의 냉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절수형

또한 2017년 5월 준공된 청라 통합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저감형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외부 공기와 열교환
방식 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반 전산센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설치
면적 826㎡) 및 지열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2020년 각각
82,397kWh와 20,793kWh의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2018년 준공한 청라연수원에는 378㎡의 태양광 발전

수전 사용 등을 통해 수자원을 절약하고 옥상 조경 녹화,
고성능 열차단유리 사용 등으로 냉난방 부하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자가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 건물의 중앙냉난방 설비, 냉온수기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약 19% 감축하여 약 5만 5천
톤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며, 2050년까지는 사업장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입니다.

◦본점 및 영업점의 전등을 LED로 교체
◦점심시간 및 야간에 일괄 소등
◦야근 시 낭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업무 집중층을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설비를 통해 2020년 5,791kWh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지열
설비를 통해 201,995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사업장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친환경 운송수단 확대
◦2017년 준공건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총 4개 건물에 7개(급속4, 완속3)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
◦2019년부터 청라연수원에 작업용 전기차 배치 시작
(2021년에는 전국 주요 10개 사옥에 전기차 20대 배치,
충전 인프라 구축, 300여 대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

■ 성과 ■ 목표

단위: tCO2eq

67,704
63,946

66,450

가열 장치 등을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환경 투자를
단행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55,166

친환경 건축 확대
◦건물 신축 시 ‘친환경 인증 최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
을 목표로 진행
◦신축 건물과 영업점 개보수 등에 친환경 자재 사용 권장
◦청라연수원의 경우, 약 60여 종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Net Zero
2020

2021

20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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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임직원 환경교육 실시

그룹 ESG 경영 실천 캠페인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환경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도를 제고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 모두가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환경

2) 환경을 위한 하나인의 생활 속 다섯 걸음: 하나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친화적 사내 문화 조성으로 그룹 전반에 ESG 가치 창출

Green Step 5 캠페인

이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ESG 동향과 규제 현황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SG 경영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규제, 온실가스 감축, 탈석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은 하나금융의 ESG 경영

적도원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실천을 손님들과도 공유하여 사회적 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룹 임원 워크숍을 통해 ESG 추진 전략을 공유하며 탄소

하나금융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배출 감축 등 환경경영에 대한 연수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

통해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 대상 환경 캠페인 교육, 신입직원
대상 ESG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사적으로 환경 경영의
의미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생활 속 지구 지킴: 줍깅 챌린지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는 ‘줍깅 챌린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과 손님 모두가 쓰레기 줍기 등의 미션 수행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조깅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생활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습니다. 챌린지에는
대전하나시티즌 유소년축구단과 하나원큐 여자농구단 선수
들, 하나손해보험 브랜드홍보팀 등이 참여하여 거리를 정화

하나 Green Step 5 캠페인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ESG 경영
인식을 위해 ‘생활 속 다섯 걸음’을 주제로 ▲절전모드 전환
하기, ▲개인 컵 & 텀블러 사용하기, ▲계단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직장생활
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수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부족 극복: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와 원활한 혈액
공급에 보탬이 되고자 각 사옥(명동, 강남, 여의도, 청라)에
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은
2021년 상반기까지 두 번 실시되었으며, 향후에도 반기별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줍깅 챌린지

▲ 하나 Green Step 5 캠페인

▲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2020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7

Hana ESG Strategy & Highlights

4) 헌 옷 기부로 노숙인 및 취약계층 지원: 헌 옷 기부

Hana Focus Areas

Hana ESG Performance

Hana Factbook

5) 환경보호의 생활화: 하나 ‘善블러’ 캠페인

6) 걸음 기부 캠페인: 하나 그린 워킹 챌린지

일회용품 폐기물 처리 이슈가 대두되는 현 상황을 심각한 환경

생활 속 걷기를 통해 개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문제로 인식하고,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배출 감소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환경보호에 도움이

돕기 위해 헌 옷 기부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善블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

되고자 걸음 기부 캠페인 ‘하나 그린 워킹 챌린지’를 실시하였

(봄: 해봄옷장, 여름: 쿨쿨옷장, 가을: Fall in 옷장, 겨울: 꽁꽁

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

습니다. 2021년 5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전 관계사

옷장). 이러한 의류 기부 캠페인은 국내외 취약계층을 도울

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미션 수행으로 진행되었

임직원과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모든 참여자의

수 있는 동시에 의류재사용으로 자원 순환 및 탄소배출 감축

습니다.

누적 걸음 수 3억 걸음 달성 시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기부

캠페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82억 걸음 달성(4.9만 명 참여)).

>> Key Activities

업무 자동화를 통한 페이퍼리스 문화 확산: ‘스마트 창구’, RPA, ‘PROVER’
하나은행은 ‘스마트창구’, RPA1), ‘PROVER’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창구’는 영업점 창구

종이 사용량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태블릿PC 및 전산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서식과 동일한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는 종이 사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손님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위: 박스

74,164
69,053

아울러 RPA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간 약 80만 시간의 업무량을 자동화하고, 업무처리에 소요

65,649

되는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연간 약 70만 시간의 업무량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적 150만 시간 업무 자동화 목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계약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은 전자
계약서비스 ‘PROVER’를 도입하였습니다. 웹, 모바일 기반 계약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출력과
스캔 비용을 절감하고, 대면 계약에 소요되던 시간을 83% 가량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캠페인을 확산하며 친환경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 정형적으로 처리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2018

2019

2020
*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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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Social Value
사회혁신기업
육성

중소기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 Key Activities

이슈의 중요성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하나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과 최종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령자, 저소득층이 보다 쉽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총 50억 원 투자를 집행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2 page

하는 것은 금융업의 책임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포용적 금융 실천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구성원들을 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하나금융그룹의 대응방법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혁신기업의

보육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진행
▹44 page

성장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디자이너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Q Agile Lab’,
‘위드론수출금융’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의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서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지원, 지역행복 나눔 봉사활동,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개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9

Hana ESG Strategy & Highlights

Hana Focus Areas

Hana ESG Performance

Hana Factbook

사회혁신기업 육성
소셜벤처 성장 지원

발달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하나 파워 온 임팩트(Hana Power on Impact)

하나 파워 온 챌린지(Hana Power on Challenge)

2020년 9월,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2기 프로그램을 마무

2020년 7월, 하나 파워 온 임팩트 및 하나 파워 온 챌린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디자이너, 경력보유여성을 사회혁신

리하며 교육에 참여했던 12개 혁신 창업팀을 대상으로 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33개 사회혁신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과

기업과 연결해주고,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인건비, 실무교육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 1팀을 포함

발달장애인 인턴들이 참석하는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등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혁신기업에

해 5개의 우수 창업팀이 선정되었으며, 휠체어 청소의 불편

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

함을 덜어주는 휠클리너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고안한 ‘캥스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취업의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력보유 여성 13명, 청년 디자

터즈 크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최우수상은

열심히 노력한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금융

이너 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소울메디’, 인디뮤지션의

그룹은 인턴십 기간 동안 소요되는 급여 등의 제반 비용을

비트거래 활성화를 위한 ‘빈티지하우스’, 우수상은 시니어

지원하여 사회혁신기업이 부담 없이 인턴을 채용할 수

도보배달 솔루션을 만드는 ‘실버라이닝’, 환경을 위한 비점

있도록 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오염 저감 플랫폼을 만든 ‘레인클로버’가 수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 소셜 스퀘어(Hana Social Square)
하나 소셜 스퀘어는 사회혁신창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로
소셜벤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은행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를 통해
창업한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혜택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멘토의 실질적인 조언

창업교육

사무공간 지원

우수팀에게 총 5천만 원의
상금 수여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 누적 성과

사회적혁신기업 참여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 성장률
▲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성과 공유회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프로그램

총

Hana POC

126 개
456 명

D Track

W Track

성장지원 with
하나멤버스

180 %

사회혁신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연계

사회혁신기업과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연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회혁신기업
혁신자본 및
홍보기회 지원

*2017~2020년 기준

2020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40

Hana ESG Strategy & Highlights

Hana Focus Areas

Hana ESG Performance

Hana Factbook

중소기업·스타트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
1Q Agile Lab 10기 출범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신기술 기업 대상 투자 전문성 강화

하나은행은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중소, 중견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

강화하기 위해 기존 PI(Principal Investment)실 외에

2020년 6월, ‘1Q Agile Lab’ 10기를 출범하였습니다.

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기술금융실을 별도로 신설하여 2018년부터 2021년 3월

이번 10기 선발은 하나금융그룹의 전사적 스타트업 지원을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드론수출금융 Ⅰ, Ⅱ, Ⅲ”

까지 총 1,027억 원 규모로 5개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위한 관계사 간 전략적 협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국내외

을 출시하여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시 보증료를 지원

또한 하나금융투자 자기자본 계정을 추가로 활용하여 신기술

스타트업 14곳을 선발하였습니다. 14곳 중 ‘스파이스웨어’와

하고, 외국환수수료를 우대해줌으로써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기업에 약 562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쿼타랩’은 10기 선발과 동시에 지분 투자가 결정된 곳으로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하나은행은 ‘1Q Agile Lab’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그룹

습니다. 하나은행은 전체 850여 개 업체에 3,500억 원

계열사와 적극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

규모로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무역 활성화에 앞장

입니다. 한편 ‘1Q Agile Lab’은 2015년 6월 설립된 이후

서고 있습니다.

업과 꾸준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 협의채널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동•무교동 관광

10기까지 총 9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였으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기술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

하나금융투자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F&B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금융솔루션 제공

특구협의회와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현장
지원센터’와 ‘소상공인드림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

하나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키워드인 공유·비대면

76개 영업점에서 시행 중인 ‘하나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는

·상생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요식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

전국 200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번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해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WECOOK)’과 F&B 스타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업 지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창업 초기의 높은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F&B 스타트업 및 사업자들
을 대상으로 보증금 등 사업 초기 투자비용 마련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제휴 적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세무·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1Q Agile Lab 화상회의

▲ 지역사회 상생 협의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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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스타트업 대상 1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시행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착한소비 챌린지’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ESG 경영에 발맞춰 환경문제를 비즈니스로

하나벤처스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과 만나 서로를

하나은행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해결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연결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을 신나게 즐겨보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을

는 의미의 ‘Connect, Learn & Play’를 주제로 ‘제2

스타트업 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판매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10개의 사회적

회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업

업무협약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기업을 선정하여 구매를 장려하는 ‘착한소비 챌린지’를 실시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이 시행되었으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

하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 인증

대회에는 총 3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응모하였으며,

산(IP)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참여자를 대상

하나벤처스 심사역들은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된 기술

금리우대, 심사 간소화, 보증료율 감면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으로 경품을 추첨하여 착한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9개의 최종 후보 기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2020년 1월부터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선정하였습니다. 언택트 생중계로 진행된 본 대회에
서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바이오 의약품, 클라우드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보증 관련 보증비율을 확대
하는 등 영세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어려운 대외환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에게 하나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대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면밀한

2,024 명

참여자

6,900 만 원

구매액

2020년 중소벤처기업 투자 실적
구분

있는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

보안, 이커머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착한소비 챌린지 참여현황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금리 인하,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연장 등을 지원하고, 신보

하나벤처스

는 신규보증 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기타
합계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의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
으며, 하나벤처스는 수상 기업과 최종 후보 기업들
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 억 원

투자금액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간접

25
52
220
219
14
144
20
370
95
1,159

▲ 제2회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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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모두하나데이 10주년을 맞아
‘사랑나눔 온(溫)택트 캠페인’ 진행

소아암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모두하나데이’가

센터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소아암 어린이 재활

하나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로 실시되었습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주거빈곤가정의 아동 및 환아를 지원하고자, 신용카드사회공

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①줍깅 챌린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금은 물론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헌재단과 연계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긴급지원 후원금

(줍다+조깅 합성어), ②착한소비 캠페인, ③언택트 봉사활동

들도 기부에 동참하여 성금을 마련하였고, 이 성금은 소아암

3억 2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주거빈곤가

등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 및

어린이들의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재활치료와 의료

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보수 및 공공임대주택

손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진행된 ‘임직원 언택트 봉사활동’

기기 구입(소아암 어린이의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80가정의 환아에 대한 의료비 및

에서는 재생 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목도리를

호르몬 치료, 보장구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흉터성형 및

의료보장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총 100가정을 지원

만들었습니다. 목도리는 생필품과 함께 쪽방촌 독거노인에

치아재건 등)에 쓰일 계획입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005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달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생아 모자를 떠서 미혼모 시설

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자선 공익 재단법인으로, 국내

세 곳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외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하나금융그룹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2020년 10월,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서울 성북구 나음소아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언택트 봉사활동 참여자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3억 2천만 원 후원,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TV를 통한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해 유치원생과

150 명

신생아 모자 뜨기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개하였습니다.

(임직원)

노래와 율동으로 구성된 동전과 지폐송, 용돈송, 저축송 및
저축, 소비, 기부를 주제로 제작된 ‘경제동화머니’ 등 어린이

350 명

목도리 만들기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227명, 손님 123명)

2020년 12월 첫 선을 보인 ‘경제동화머니’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화를 각색하여 경제

사회공헌 총 기부금액

상식 등을 재밌게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개그맨과

■ 그룹 ■ 은행
2019

2020

뮤지컬 배우가 신나는 율동과 노래로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

단위: 억 원

주는 방식을 통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미취학 아동

1,699
1,380

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436
1,168

▲ 소아암 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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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해피리더’를 통한 장학금 후원으로 청소년들
꿈 응원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금융 실현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하나해피

에게 기쁨이 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 실천을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

리더’를 선정 및 지원하였습니다. ‘하나해피리더’는 2019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축구

하면서 수년 간 사회적 가치 창출 측정에 대한 고민을

부터 진행된 청소년 대상 장학 사업으로, 학업ㆍ예술ㆍ체육

국가대표팀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며 축구문화 발전과

지속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측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함께해 왔으며, 비인기 여성 프로스포츠 지원, 골프 대중화에

공개하고자 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은 하나금융경영

후원 등 지원을 펼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입니다. 2020년에는 55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을 ‘하나해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더’ 2기로 선정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와 함께 장학금 및 코로나19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
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에 ‘DREAM & DRAWING’
이란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여러 청소년들의 밝고 희망찬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스포츠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넘어 모두

보육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보육 사업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특히 2021년 2월, K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한국

각각의 사회적 가치는 2,611억 원과 122.4억 원으로

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탄소중립리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타났으며, 투자대비 성과 비율은 각각 197%와

K리그 관련 탄소배출량 평가 실시, 경기장 내 일회용품 감소,

163%로 보육 사업에 대한 성과가 사회적 기업 대비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 확대 등의 목표를

높았습니다.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K리그와 공동으로 ESG
캠페인 ‘그린 킥오프’를 발표하며 K리그, 22개 구단, 후원사
및 축구 팬 모두가 참여하는 ESG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사업은 전국에 어린이집 100
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 일자리
창출(보육교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
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경우, 하나금융그룹은
과거 4개년(2017~2020년) 동안 총 102개를 지원
하였으며, 1개 기업의 평균 신규 채용인원은 4.05명
이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 목적, 동일한 사업의 지속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며,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을 더욱 고도화하고, 측정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나TV’에 게시된 ‘하나해피리더’ 영상

▲ ‘그린 킥오프’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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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양산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통한
환경보호 인식 확산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하나은행은 2020년 11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청년

하나은행은 ‘제28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하나생명은 2020년 12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

창업 지원을 위해 제너시스비비큐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 주거비 지원 사업인 ‘가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제너시스비비큐 그룹은

되어,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어린이도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호호: 가정에 웃음을 더하다’를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BBQ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1%의 초저금리로 최대 5천만

글로벌 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낮은 소득으로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 매년

2020년 6월부터 3개월 간 “자연에 퐁당! 행복에 퐁당! 모두가

주거가 불안정한 미혼한부모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약 5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꿈꾸는 자연을 그려요”라는 주제로 1만 1천여 점의 출품작이

12월까지 매달 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향후 양사는 하나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하나

접수되었으며, 어린이들에게 자연사랑과 나눔을 통한 행복의

현재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이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은행 손님이 제너시스비비큐의 청년 창업자들의 매장 홍보,

의미를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하나은행은 응모 작품당 1천 원

이며,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 혹은 자립과정에서 주거불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씩의 후원금을 자연환경 보호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사업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자연아 사랑해, 모두가 사랑하는 자연을 그려

니다.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생명보험의 본질인 상부상조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요!”라는 주제로 29회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가 온라인

정신을 실천해나가는 데에 힘쓸 것입니다.

적합한 다양한 뉴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금융지원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창업가와 일자리 창출에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며 기쁨을 전하는 대회를 지속적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BBQ Smart Kitchen 창업 업무협약식

▲ 제29회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 가가호호: 가정에 웃음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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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실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상생문화 확산

영유아 가정 1천 2백여 세대에 돌봄 물품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여성 경제 인력 확대와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 사회복지법인

하나은행 임직원은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지역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형

굿네이버스와 대구지역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돌봄 물품 지원

사회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단체, 기관 등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돕고 상생 문화를

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문화를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있습

확산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직장어린이

등 보육시설의 개원이 연기되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니다.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은 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외

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놀이물품, 자녀 교육자료 등이

계층에게 물품을 전달했던 명절사랑나눔활동에서 시작해서,

설치는 생산성 향상,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직원 복지에도 긍정

포함되어 있는 ‘돌봄 놀이꾸러미’를 영유아 가정 1천 2백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 하나금융 공동직장

세대에 기증하였습니다. 놀이 꾸러미 제공을 통해 외부활동이

형태로 확산되어 일상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은 상생문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녹색

제한된 영유아들의 신체활동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

2,403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155개 사회복지기관과 총

건축인증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을 획득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393명의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에게 ‘행복한

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청라

금융’을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지역행복나눔 봉사

하나금융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연면적 4,079.84m2(1,234

활동을 확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6개 사회복지

평), 정원 300명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 자녀 또한 함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1,697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이용 가능하여 지역사회 근로자 보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했습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최초의 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최초로
건립된 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 환경과 시설을 갖춰 건립되었습니다.

2020년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수혜 인원
단위: 명

수혜대상

수혜 인원

수혜대상

수혜 인원

노인

7,467

장애인

3,833

다문화가정

216

쪽방촌

100

아동·청소년

2,598

기타

12,161

여성

18

총합계

26,393
▲ 청라 하나금융 공동직장어린이집

▲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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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ustomer
고객만족

금융과 IT의

금융접근성

사이버

개인정보

실현

결합

확대

보안

보호
>> Key Activities

이슈의 중요성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손님 중심의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손님의 투자

고객의 신뢰는 금융업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권익에 대한

성향 분석 후 본인 의사를 재확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과 IT의 결합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보안,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48 page

있습니다. 금융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고객만족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판매의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비자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AI와 금융의 연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금융
융합기술원 설립 및 AI 기반 서비스 제공

하나금융그룹의 대응방법

▹51 page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손님의 만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 중심의 민원처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택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AI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제공 및 언택트 금융교육을 실시

동시에 디지털 보안 위험에 대응하고자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001),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ISO 27701)

▹53 page

등 정보보호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P) 인증’을 2021년 6월 획득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4개 글로벌 지역센터(ROC)를
대상으로 ISO 27001 인증을 취득
▹5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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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실현
>> Key Activities

손님 중심의 민원처리 제도 운영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민원처리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1)) 신규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CC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손님 중심의 영업문화를 확립하고자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모든 임직원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

합니다. 특히 손님의 투자성향 분석 후 본인 의사를

된 ‘소비자패널제도’를 통해 약 390여 건의 업무 개선을

재확인하는 사후콜(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불완전

이루었고,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기로부터

판매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민원처리 관련 제도
민원사전보고제도
소비자보호총괄부서 내 영업본부별/부점별 민원 전담
담당자를 두고 민원 제기 전, 영업점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필요시 소비자와 직원 면담 등 현장지원 실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

투자상품 완전판매 프로세스
투자자정보확인서

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투자자
정보 확인

개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분쟁조정지원 책임자 제도 및 법률지원
적합한
펀드 선정

각 영업본부별 분쟁지원 담당자를 두어 민원인 응대방법
및 대처 방안 등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변호사를 두어 법률 판단으로 조기에 민원을 해결

◦금융취약소비자 여부
◦전문투자자여부
◦투자권유 희망 여부
◦정보제공 여부

금융투자상품 분류표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 여부
◦초/고령자 여부

(간이)투자설명서
상품
설명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제도
핵심 영업조직 단위인 콜라보 내 관리자 이상 직원을
마스터로 선정하여 영업점간 코칭 등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신청서, 판매점검체크리스트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상품
판매

손님불편제거위원회 운영
펀드
사후확인

손님과 임직원으로부터 취합된 아이디어에 대해
은행장과 각 임원,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대책 및 향후 개선점을 논의

◦설명서 수령 여부
◦설명 내용 이해여부
◦ELF·DLF 신규 시 적합성보고서 작성대상여부

◦투자정보제공 선택 必
◦월말수익률, 실질투자수익률, 상하한수익률,
운용보고서 등 판매점검체크리스트

사후 콜(해피콜)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
◦본인/대리인 신규 계좌에 따른 설문구분진행

▲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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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행복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공유

금융소비자보호포럼 개최를 통해
소비자와의 상생 모색

모바일 기반 ‘손님경험 조사시스템’
구축

하나은행은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10월,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가운데 손님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손님행복위원회를 개최

‘하나TV’를 통해 ‘언택트시대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개발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최된 손님행복위원회에서는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하였습

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고객의 실시간 영업점 방문 경험을

‘NEW 하나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개선에

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조사하고, 제공받은 고객의 의견은 해당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한 손님과 직원들의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총

들이 알아야 할 주요 제도,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금융투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최적의

1,907건의 의견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사안

자상품 주요 피해사례 등 3개의 세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이었으며, 기존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비대면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라는 변화에 따라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청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 거래경험과 은행 이미지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총 323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경영 전반에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며 소비자보호 역량을

형태의 손님 디지털 피드백을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환전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편, 하나

‘환전 지갑’, 영업점 방문 손님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

금융투자는 2019년 말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스마트창구 Plus’ 서비스 시행, 약정

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

거래에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적용한 ‘하나원큐 신용대출’ 등을

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최소

손님만족도조사를 통한 칭찬 및 개선
의견 접수

통해 손님 맞춤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해 반영하였

화를 위한 상시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전

하나은행은

습니다.

적,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atisfaction Index)를 통해 47,099건의 칭찬의견과

2020년

손님만족도조사(CSI,

Customer

9,485건의 개선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손님들로부터 접수
된 의견을 꾸준히 관리하고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2020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은행산업에서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 손님행복위원회 우수 아이디어 시상식

▲ 금융소비자보호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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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시행

‘원큐앱’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기업 연수, 취약계층 금융교육,

하나은행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이에 522명이

군장병 교육, 1사1교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점, 비대면,

범죄자에게 보내려던 119억 원 규모의 송금을 막았으며,

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이외

고객분석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

대출 신청 후 대기하던 2,639명의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에도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전파

니다. 대포통장 피해예방 모니터링과 별도로 금융권 최초,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 탐지의 단순 알림기능을 넘어 거래

하여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당행 고객 대상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빅데

정지 후 모든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많은 고객들의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도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취약계층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

하나은행은 2020년 11월, 모바일뱅킹 앱인 ‘원큐앱’에

하는 등 손님 중심 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쌍방향 소통 채널, 하나TV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

보이스피싱 예방 금액

하나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는 언택트 시대를
하는 콘텐츠 중심의 Fun 채널로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예능 ‘Fun’ 중심의 그룹 하나TV와 전문 금융정보 전달 중심의
관계사 채널을 운영하며, 채널 간 체질 개선과 명확한 컨셉을

단위: 백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

맞아 손님과의 쌍방향 소통을 목표로 정보와 재미를 전달

2018

◦대출금 입금 후 대출상환 피해 예방 등 모니터링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 이체정지(24시간 운영), 주간 담당자 확인 후
정지해제, 야간 본인 추가인증으로 정지해제

15,455
25,069

2019

26,861

2020
*하나은행 기준

부여하여 콘텐츠의 질적 성장, 브랜드 평판 제고를 통한 사회적
맞춤형 금융사기예방진단표

가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거래유형, 거래금액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문구로 진단
◦최신 사기 패턴 발생 시 진단표에 빠른 반영 가능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제도
◦맞춤형 진단표, 동영상 및 음성 진단표 도입
◦창구 고액 이체, 인출 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자 발송
◦고령자 피해예방 모니터링 시나리오 운영
▲ 하나TV 골목상권 응원 프로젝트, ‘골목 기행’

▲ 맞춤형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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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IT의 결합
>> Key Activities

디지털 전환 니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대출부터 적금까지 한큐에,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출시

AI와 금융의 연계를 통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화되면서

하나은행은 손님에게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

디지털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기 위해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출시했습니다. 휴대폰만

mation)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그룹은 디지털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 디지털 중심의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한도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18년 하나금융티아이 내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정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속하게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신용

라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전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 등기전 신용대출,

누적 6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금융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의 확장을 이어 나가고

융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있습니다. 또한 ‘일달러 외화적금’을 출시하여 달러를 소액

그룹에 내재화하는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빅데이터,

으로 간편하게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와 환율알림

AI 및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 기술은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손님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디지털 전환 중점 추진과제
국내 최고 경쟁력 확보
모바일 플랫폼 선도
데이터 기반의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신용대출

대상 수상

제25회 매경금융상품대상

초개인화 마케팅
온/오프 융합을 통한
디지털 영업 강화

출시 8개월 만에
대출잔액 기록

약 2조 7천억 원

미래선도를 위한

◎ 로보어드바이저 적용한 금투 ‘하나 THE ONE AI2랩’
출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 제공

데이터 기반 신사업 본격화

디지털 생태계 조성

◎ 카드 손님에게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AI를 적용하여

New Biz.

전략적 투자·제휴를 통한

AI 기반 신기술 적용 기대효과

◎ 여신심사에 AI 신용평가모형 적용

모바일 등기전 신용대출 출시로

업무량 70% 이상 감소

→ 불량률 6% 및 부도건 37% 감소
◎ 이상거래탐지모형 개발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손님보호
◎ 연간 약 30만 장의 재무제표 입력을 자동화

혁신기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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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
하나원큐, 환전지갑

디지털 금융시장 조성:
1Q Agile Lab, GLN

실물카드가 필요 없는 디지털
카드상품 ‘멀티카드’ 출시

하나은행은 비대면 중심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은행의

하나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1Q

하나카드는 플라스틱 매체 기반인 기존 신용카드의 한계를

주요 거래가 모두 가능한 개방형 모바일 뱅킹 앱 ‘하나원큐’를

Agile Lab’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분야에

벗어나, 손님이 카드가 필요할 때 신청 즉시 간편결제 모바일

8월에 출시했습니다. ‘하나원큐’는 기존 및 경쟁사의 앱과

기술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원활한 협업을 실시하며

앱 ‘원큐페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상품

달리 그룹내 계열사들의 주요 서비스를 추가 앱 설치 없이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멀티카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카드상품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

아울러, 하나은행은 카카오페이 및 토스와 같은 국내 상위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출시한 ‘GLN (Global Loyalty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사와 협력하는 Open API(Applica-

Network)’은 국경 제한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송금 및

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 서비스 ‘환전지갑’을

결제가 가능한 해외결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20년에는

통해 편리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였
으며, 총 23개 국가의 50여 개 사와 서비스 제휴 및 개발을

하나원큐 특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휴업체를 통해 골프 부킹, 호텔 예약,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멀티카드 시리즈 특징
◎ 언택트, 1인 가구, 해외직구 등 변화하는 생활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온·오프라인 혜택 탑재
◎ 원큐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결제서비스 이용
◎ 실물카드 이용을 원하는 경우, 단 한장의 실물카드를

◎ 국내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얼굴인증으로 1초 내 인증과
로그인 가능
◎ 자유로운 계열사 서비스 이용(주식 현재가 조회 및 주문,
카드 이용내역 조회, 카드론 신청, 신용대출 및 오토론 신청)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아 보유중인 모든 멀티카드를 연결하여 이용 가능

신속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Agile 조직 도입
하나카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Agile 조직을 도입하였습니다.
Agile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함

온라인 서비스 가입비율

으로써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및 업무개선을

■ 대면 ■ 디지털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Payment, 손님경험
(UI/UX) 설계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13.1%

신용대출

29.3%

구성된Agile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86.9%

70.7%
▲ 하나카드, ‘MULTI’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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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성 확대
>> Key Activities

시니어와 외국인 손님을 위한
스마트 ARS 오픈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및
상담 확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및 ‘Hana EZ’ 앱 서비스 강화

하나은행은 음성 ARS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니어와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3년간 총 1.7조 원 규모의 금융

코로나19로 신규 외국인 근로자 및 입국자가 큰

외국인 손님이 보다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표로 새희망홀씨, 사잇돌중금리대출 등을 적극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하나은행은 외국인들

‘스마트 ARS’를 오픈하였습니다. 음성 ARS 안내와 모바일

지원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 라이더 등을

에게 건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화면을 결합한 서비스로, 보고 들으면서 거래내역 조회, 해외

대상으로 대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총 54개의 서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은행권 최초

송금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전담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자산관리,

언택트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상회의 프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송금 시 베트남어,

주거에 대한 재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중국어
등 7개 국어 문자 및 음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으로
시각장애인 및 고령층 손님의 편의성 제고
하나카드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층 손님이 편리하게 홈페이지

금융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상품

전달하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하였

금융 상품명

지원 대상

한사랑전세론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송금 전용 어플리케이션

다둥이전세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Hana EZ’를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금융

복지지킴이전세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기업 종사자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나
카드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 등

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 및 불법 해외송금 예방수칙을
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국인의 편리한 금융

Hana EZ의 성과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시니어 전용 예금 출시

① 해외 제휴은행과의 다이렉트 송금 서비스로 실시간

정보의 음성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화면 배경과 텍스트의

국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하나은행은 만 60세 이상 손님을

② 송금 속도와 정확성, 안정성 면에서 경쟁사의 해외

명도대비를 높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등 저시력자 및 고령층

위한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을 출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손님이 홈페이지를 쉽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경감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 예금 신청 시 무료로 금융사기 보험서비스를 제공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손님들은 홈페이지 이용 시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지

입금 가능
송금 서비스 압도
③ 출시 약 1년 3개월 만에 송금 건수 213천여 건 기록
④ 빅데이터 기술, AI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내국인을 위한 해외송금 서비스까지 제공

합니다.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보상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시에도 5천만 원 한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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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고객 연령대 맞춤형
메인화면 제공

금융취약계층 배려 창구 및
점포 운영

고령층 및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손님 개개인에 맞춘 초개인화 뱅킹의 발판을 마련

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금융

하나은행은 금융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고령층 및 장애인을

하기 위하여 연령 및 사용자별 맞춤형 메인화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구 및 점포를 운영하고

대상으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

있습니다. 메인화면은 손님 연령대에 맞추어 Youth(만 30세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청각, 지체장애인이 금융 서비스 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이하), 일반(만 31세~만 54세), Senior(만 55세 이상), PB 손님

있도록 별도 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지점에서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화상

용도의 총 4가지 메인화면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원큐 앱

위한 수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희망금융플라자를

상담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시 자동으로 손님별 맞춤형 메인화면이 등장하여 다양한

통해 서민 맞춤형 재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직관적이고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원큐 맞춤형 메인화면 특징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창구 및 점포

Youth (만 30세 이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전용 혜택 및 서비스 제공

행복동행금융창구
◦장애인, 어르신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영업점 내
별도 창구 운영

금융취약계층별 서비스
고령층

지체장애인

◦콜센터 전용상담번호 제공

◦1Q뱅크 찾아가는 서비스

◦느린말 ARS 운영 등

◦장애인용 ATM기 설치/
운영

일반 (만 31세~만 54세)
◦자산관리, 금융상품, 생활뱅킹, 제휴/혜택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지역별, 영업본부별 1개 전략점포를 선정하여 거점 지역 내
영업점에 대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전담 지원
◦수화서비스 제공 (광주지점, 전주금융센터)

◦시니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및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리나는 홈페이지,

◦화상상담 서비스

점자약관, 점자자물쇠

Senior (만 55세 이상)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거점점포

희망금융플라자
◦서민/청년/대학생 대출상담, 신용회복/개인회생 상담

(동영상)

(보안)카드 제공

◦TXT뱅킹서비스구축/운영

◦점자약관콜센터 운영

◦문자채팅 상담, 동영상

◦음성 OTP카드 운용 및
무료 제공

PB 손님

수화상담, e-mail
상담 등

◦ATM기 화면확대기능 등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전문가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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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 Key Activities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글로벌 규제
선제적 대응

정보보안 교육, 정기적 보안점검 등을 통한
IT 보안사고 예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하나금융그룹은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침해사고에

하나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들이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센터(ROC)를 대상으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

인식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으며,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한 국제 인증인 ISO 27001을 취득하였습니다.

CISO 1)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은 정기

이를 통해 현지 국가로부터 글로벌 차세대 시스템의

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해 정보보호 전략

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감지된 의심사항들을 정보보안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영업 경쟁력 강화,

및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점검, 사이버 침해시도

팀에 전달합니다. 직원의 정보보호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외 신뢰도 향상, 해외사업 입찰 가산점 등의 효과를

및 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징계를 실시하는 등 인사성과에도 반영하고 있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정보보안팀은 각 관계사의 정보보안 운영 현황을

니다. 2020년, 하나은행은 침해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며, 그룹 내 통일된 정책관리를 위해 관계사에

신규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앱 운영점검, 서버 취약성 점검

정책 및 운영현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안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영진 차원에서 정보보호 리스크를 다루기 위하여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0년에는 하나은행이 진출한 24개국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대해 손님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1)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ISO 27001 인증 현황

글로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업무량 감소

리스크 비용
해소

전세계
Day Time
대응

EU GDPR 2)
위반 시 전세계
연간 매출의
4% 과징금

표준화된 보안 업무처리를 통한 국외 점포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글로벌 정보보호 미래 전략

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안대책 요구

PCI-DSS인증을 매년 획득하여 데이터 보안수준에

거쳐 글로벌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특허 출원까지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하나카드는 손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

인증 ISMS와 국제 지불결제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인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규제 51개를 조사하는 과정을

글로벌 정보보호 규제 신속/통합 대응

하나은행은 2020년, 국내 최초로 4개 글로벌 지역

Biz 확대
기반 수립

국외 신규 지점
사전 대응

인증 내용

취득일자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웹, 모바일)

’20년 2월

동북아 ROC(베트남, 일본, 홍콩)

’20년 4월

동남아 ROC(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호주)

’20년 6월

구주 ROC(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바레인, UAE)

’20년 8월

미주 ROC(뉴욕, 파나마 등)

’21년 하반기 예정

*ISO 27001 검증기관을 통해 사후인증(매년)과 재인증(3년 주기)
을 점검받고 있음.

2)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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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통한 손님 안심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금융그룹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고객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손님들이 안심하고 은행을 이용

합니다. 전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 더불어 내부통제 담당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개인정보를

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업무 적용, 개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정보보호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손님 정보보호에

조치, ▲화면과 출력 인쇄물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힘쓰고 있습니다.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목적과 사유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 취급자가 관계법령 및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행위자는 그룹사의 인사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자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됨을 명시하며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적용 범위 | 하나금융그룹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지주
사를 포함한 국내·외 전 지점, 자회사, 합작투자사, 제휴회사,
일부 위탁 업체에 적용됩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 개인정보보호는 전사 컴플라이언스
관리 영역에 포함되며,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준법 자가점검을 시행하는 주요 리스크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는 그룹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영활동과 고객, 제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적합한 자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위반 시 징계 조치 | 본 정책의 위반 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

하나은행은 손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와 국제

으로 대응하며, 사규에 근거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위반사항의 유형과 경중 등 구체적 사안
에 따라 최대 해고 및 계약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인 ISO 27701을 취득하였습니다.

감사 | 정기적으로 본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점검을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장 및 지점에 대한 실사 점검을
수행하며, 매년 하반기 현장 실사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를
관리, 점검합니다. 정기점검 활동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이행여부를 재확인합니다.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입니다. 이번 ISMS-P 인증을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현황

ISO 27701 인증 현황
구분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외부/협력업체 정보보호 교육

2017

2018

2019

2020

116,835

123,719

108,232

118,479

12,865

12,433

11,843

12,971

교육시간(시간)

799

818

902

896

참여인원(명)

799

818

902

896

교육시간(시간)
참여인원(명)

인증 내용

취득일자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
(웹, 모바일)

’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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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ople
and Culture
금융인재

다양성 및

임직원

육성

포용성

복지 제도
>> Key Activities

이슈의 중요성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DT University

기업의 핵심 구성원인 임직원의 행복은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어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건강한 조직 및 소통 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업무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시대에 알맞은 디지털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장려

DT University 출범

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58 page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쓰며, 행복한 하나인의 에너지와 전문성이 곧 손님과 사회의 행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대응방법
하나금융그룹은 직원들의 개인 비전인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복한 하나인’을 모두가 실현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임직원들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유로운 소통으로 혁신을 이끌어 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커리어를 설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PC-OFF제도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가정이
있는 삶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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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재 육성
>> Key Activities

지식교육포털 ‘하나디지털캠퍼스’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비대면 세일즈 기반 전문 상담역량
강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DT 교육과정,
DT University

하나은행은 복합 업무역량을 갖춘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금융산업에 비대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Digital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자 지식교육포털인 ‘하나디지털캠퍼

직원의 비대면 마케팅 상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Trans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6월 DT

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기 전부터

손님의 자산관리 및 외국환, 기업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Univ.를 출범하였습니다. DT Univ.는 그룹 전반에

상시 운영 중인 온라인 직무기초/심화과정을 수강하여 언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CDP와 연계한 연수프로

걸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맞춤형

어디서든 금융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디지털

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자기개발 및 전문인력으로 성장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캠퍼스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수과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Biz전문가, 디지털 IT전문가, 혁신기술 전문가 등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큐레
이션 알고리즘을 다변화하여 초개인화 요구에 대응할 것입
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임직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인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달성률과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역량 달성

▲ RM(기업금융) / PB(자산관리) / FX(외국환) School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가계여신 / 기업금융 / 외국환 / TAX Academy 운영을
통한 실무역량 향상

3가지 분야의 디지털 인재를 정의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문, 심화,
고급 등 3단계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임 요소를 적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등 임직원 역량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T University 수강인원

2020년에는 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율공개
강좌에 2020년 말 기준 누적 5만 명의 직원이 함께하였

Lv1 입문

으며, 자산관리/여신/외국환/세무 분야의 심화과정을 온라
6,202명

인과정으로 개편하여 COVID-19 확산으로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화상강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비대면 강의를 개설하여 온라인에서도 상호

Lv2 심화

소통이 가능한 연수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832명
▲ 2021년 FX Leader 발대식

* 하나은행 기준 / Lv3 과정은 2021년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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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OJT 과정을 통한 임직원
파견 실시

CDP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하나은행이 2020년 7월, 혁신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

경로를 제시하는 하나은행의 CDP(Career Development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문화를 배우기 위해 ‘혁신기업 OJT(On the Job Training)

Program, 경력개발프로그램)에는 영업직무 및 전문직무,

육성하고자 ‘국내외 학술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미래역량 분야 등 총 12개 전공분야에 총 7천여 명의 직원이

과정을 통해 전문 금융지식 습득을 기본으로 글로벌 핵심

연수 프로그램으로, 35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최종 5명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직원들은 은행

인재와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국내

직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직원들은 하나은행의 스타

영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RM, PB 등의 영업전문가와

EMBA, MBA, 빅데이터 석사 과정에 5명을 선발하였고,

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1Q Agile Lab’에 참여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B, 자금운용 등의 금융전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선발

기업에 6개월간 파견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수평적

그리고 디지털금융, 글로벌, 은퇴설계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하였습니다. 당행 내 선발 과정 중 가장 인기있는 과정으로,

조직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중간에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VUCA1) 시대에 적합한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연수 지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언택트 간담회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인적자원관리,

위해 매년 혁신적인 과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New-Biz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공유된 혁신

1) VUCA: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
성), Ambiguity(모호성)

아이디어들은 본부부서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New-Biz 플랫폼 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 혁신기업 OJT 과정 런칭 데이

기본자격증 취득 개수(중복)

50,493 개

심화자격증 취득 개수(중복)

17,439 개

전문자격증 취득 개수(중복)

1,599 개

▲ 혁신기업 OJT 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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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코칭 리더십 School 운영

KAIST 디지털금융 전문가 과정

여성인력 기업금융 역량 강화

하나은행은 서울시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하나은행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전문상담 역량을 겸비한

하나은행은 행내 긍정마인드를 전파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금융 전문가 과정에

여성인재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정착시키기 위해 ‘코칭 리더십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맞춤형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인력의

니다. 본 과정에서 코칭 스킬을 습득하고 코칭 자격증을

하반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랙 5명, 인공지능과 기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직

취득한 직원들은 행내 코칭을 실행하며 직원간 긍정적 관계와

학습 트랙 4명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에는 클라우드 컴퓨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팅과 빅데이터 분석 6명,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2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등 디지털

디지털 워리어 프로그램 운영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현업 인력을 대상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갖춘 당행의 디지털금융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조직 내 성별 다양성
증진을 통해 창조와 혁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나-W
Leaders Academy’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행은 여성
리더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은 리더십 학습을 통해

으로 디지털 및 전산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여성 리더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코칭

위하여 KAIST 전산학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워리어 프로

과 멘토링을 통해 커리어 개발과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제공

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직원들은 2개월의 온라인

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남성과

학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기초 언어를 학습하고 6개월간

여성의 시너지 효과로 협력적 파트너십 문화를 정착해 나가

대전 KAIST 본교에서 컴퓨터학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디지털

겠습니다.

Reskilling에 집중하게 됩니다.

▲ 하나은행-KAIST 현업 전산개발 역량 보유 인재 양성 과정 협약식

▲ 여성 기업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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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 운영

하나카드 디지털 유니버시티(HDU)

임직원 아이디어 접수: 콜라보 데이, T-Idea 광장

하나카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 금융업의

하나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업과 의사소통을

빅데이터 해커톤 실시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시도해 오고

극대화하기 위해 매월 11일에 ‘콜라보 데이(Collabo Day)’

있습니다. 그 중 ‘하나카드 디지털 유니버시티(HDU)’는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월 변경되는 주제에 맞춰

실전형 디지털 인재양성소로 3기까지 총 100여 명의 졸업

계열사 간 협업이 가능한 업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생을 배출했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유치한 직원들에게 ‘Collabo Awards’를

Co-creation

수여하여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사인 VISA와 디지털방

또한 이와 비슷한 취지로, 하나금융티아이는 실무자 관점

법론으로 현업문제를 해결하는 ‘Co-creation’을 통해 임직

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손님 관점에서의 금융 서비스

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선, 콜라보 아이디어 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최초로 ‘빅데이터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총 8개 팀이 출전하여 경쟁을 펼쳤
으며, 특정 시간 내에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2개 팀에는 총 300만
원의 상금과 디지털 핵심인재 과정 우선 선발의 기회가 제공
되었습니다.

받는 ‘T-Idea 광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
자는 월간 우수사원으로 자동 추천되며, 아이디어는 관련

퇴직자 대상 진로설계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관계사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실제 서비스 및 프로세스에

하나은행은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퇴직자의 사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 2020년 말 퇴직자 446명을 대상으
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및 진로설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온라인으로 실시된 교육은 변화관리, 재무관
리, 목표설정 등 8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퇴직자 진로설계 교육 참석률

전체 교육과정 만족도
▲ 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

93.3 %
4.5점 /5점

▲ ‘하나원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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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차별 없는 채용

다양성 기반 혁신 채용: 사다리 프로젝트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하나웨이브스’

하나금융그룹은 차별 없는 평등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하나금융그룹은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하나금융그룹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위해 매년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며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

다양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금융권 경력을 가진

분야의 여성인재를 육성하여 여성리더의 규모와 역할을

예정자, 55세 이상 퇴직자 등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자, 경력 단절자,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을 대상으로 사다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에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평등한 일터 구현

금융티아이 등 그룹 내 여러 관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성(性) 구별 없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자의 학력, 업종, 성별,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마련하여 그룹의 ESG

으며, 선발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적합한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에 인재를 배치하였습니다.

지주 소속 부서장 및 관리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사다리 프로젝트 취지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사 CEO 추천을 받아 총 34명의
여성 리더를 선정하여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하나 웨
이브스(Hana Waves)’ 1기를 출범하였습니다. 1기로 선발
된 부점장급 여성 리더는 그룹 멘토링, 온라인 MBA, 자기주
도 학습, 독서토론, 자율멘토활동, 전략과제 발표 등의 프로
그램을 통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세와 역량을 키웁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제공, 경력관리, 교육 외 자기개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여성인재 관리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제고하였습니다.

희망사다리

중소기업 퇴직자, 경력단절자,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경기침체
피해 계층에 취업기회 제공

혁신사다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을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이식하여 손님 관점의
서비스 혁신

믿음사다리

앞서가는 신뢰금융체계 구축으로
금융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식 제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여성 임직원 비율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분

여성 비율 (%)

여성 직원 비율

60.5

관리직 중 여성 비율

43.0

책임자(중간관리직) 중 여성 비율

50.6

임원급 관리직 중 여성 비율

5.6

영업직군 중 여성 비율

64.9

STEM 관련 직책의 여성비율

40.8

* 하나은행 기준

▲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 1기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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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제도
건강과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임직원 안전보건

하나금융그룹은 직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① 신 PC-Off 시스템 도입

고충 및 심리 상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1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태아
검진 휴가, ▲안식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자녀 출산 시 2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직원은 10시 출근이 가능합니다.

· 오후 6시 PC 자동 종료(하나은행)
· 연장근무는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 PC 연장사용을 위해서는 팀장의 사전승인 필요

▲자기개발비 등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의자료는 1장으로 간소화하여 하루 전 공유

실시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 회의는 1시간 이내 마칠 것을 권고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③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있습니다.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 재택근무시간 누적: 170,304시간

④ 유연근무제 도입

하나금융티아이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 유연근무제 참여직원 수: 436명(하나은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데이터센터 코어센터 작업자를

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대상으로 엄격한 안전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 시중은행 최초로 자녀 돌봄을 위한 단축근무제 시행(하나은행)

⑥ 워라밸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육아 ·출산 휴가 사용 인원*

· 법정 근로시간이 52 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고(하나금융그룹)

남자

10

2019
2020

7
13

여자
단위: 명

1,076

2018

781

2019
2020
*하나은행 기준

653

출입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작업은 2인1조를 필수로 하며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할 시 안전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실시

단위: 명
2018

위하여 직원 고충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1:1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을

② 회의 효율성 제고

· 재택근무자 수: 2,576명

또한 ▲주택임차보증금, ▲경조금, ▲의료비, ▲학자금,

하나금융그룹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가족친화인증 획득

하나은행은 업무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문제를

하나금융그룹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사고를 예방

하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기 위해 방범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직원행복 복지제도

화제예방 활동을 실시하며 안전한 영업점 환경을 만들고

차별화된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제공
◦배우자 단체상해
보험

워라밸 지원
◦휴양시설 제휴
및 이용 요금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가족친화 제도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 체험행사
◦자녀 학업정진금
및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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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 Governance
지배구조

준법경영

전사 리스크
관리
>> Key Activities

이슈의 중요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추적이며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닌 기업의 환경, 사회책임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지속가능경영(ESG)전략 및 정책을 수립
▹68 page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체계적인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적인

하나금융그룹의 대응방법

인권 이슈를 파악 및 조치
▹74 page

하나금융그룹은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지배구조의 원천인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주요 자회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ESG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리경영을 위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전사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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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년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2021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운영
2020년 이사회 활동

이사회 구성원

2020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들의 참석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당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21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사외이사를 지속적으로 선임하여

률은 전원 100% 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사들의 이사회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8인, 비상임이사 1인 등

성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외국인이 사외이사로

참석률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인 7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선임되며, 이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에는 프로젝트 카이로스(Kairos) 투자, 하나금융투자, 하나

중 1인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손해보험,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 하나금융지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전문역량,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비롯한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연령, 학력, 성별, 국적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구분

이름

(2021년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김정태

박원구(이사회 의장)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박성호

최초 선임일

2012-03

2016-03

2018-03

2018-03

2018-03

2018-03

2019-03

2021-03

2021-03

2021-03

임기

2022-03

2022-03

2022-03

2022-03

2022-03

2022-03

2022-03

2023-03

2023-03

2023-03

금융

재무·회계

법률

경제 전문 퇴임관료

재무·회계

경제

금융

정보기술

경영

금융

前 증권예탁결제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신한데이타
시스템(現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前 코오롱인더
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전문영역
주요경력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前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前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前 고려대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前 서울대 객원
교수
前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투자심의위원

前 연세대 법과
대학 교수
現 법학전문
대학원 명예교수
前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
前 한국은행 근무

(現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前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획행정
실장(부이사관)
前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

前 한국회계학
회장
前 한국은행 근무

前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
위원회 국제협력
분과 위원장
前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
위원회 민간위원

前 우리FIS
대표이사 사장

前 신한은행 여신
심사그룹 부행장

前 한국신용
정보원 비상임
이사

前 하나은행
사외이사

前 우리금융지주
임원

前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前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은행장

前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前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前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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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전문성 및 연수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금융, 경영, 경제, 재무·회계,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

또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는 3인 이상,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모범적인 윤리의식 및 직업의식, 정직성 등을 보유한 사람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사회

보통주_1주 1의결권

으로서 주주, 손님,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 중에서

보통주(자사주)_의결권 없음

있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

주식소유 현황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현황

하나금융지주의 발행주식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총 300,242,062주로 발행주식 모두 보통주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64.60%이며, 11개의 주주가 1% 이상의 지분을

(의결권이 5% 이상인 정부기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분

주식 수(주)

비율(%)

0

0

291,563,476

97.11

8,678,586

2.89

300,242,062

100

위하여 이사들을 대상으로 그룹의 전략, 리스크 관리, 회계,
준법, 감사, ESG 동향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명

금융업 업무 경험이 있는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수

(2020년 12월 말 기준)

경영진 주식소유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겸직 여부

(2020년 12월 말 기준)

(2021년 3월 말 기준)

타 직무를 4개 이하로 제한한 이사 수

9명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권숙교/
박동문/박성호)
* 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는 타 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됨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CEO 주식 소유

CEO 외 경영진
주식 소유

경영진의 주식
소유 요건

기본급 대비 배수

CEO 외 주식을 소유한
경영진 현황

4.71배
함영주/이은형/
지성규/황효상/
김희대/이종승/
이후승/이준혁/
오정택/박병준/
안선종/이정원/
정의석

기본급 대비 배수(평균)

1.12배

CEO 연봉 대비 주식 소유
요건 배수

0.70배

CEO 외 경영진들의 연봉
대비 주식 소유 요건 배수

0.58배

소유 주식(주)

지분율(%)

29,667,548

9.88

BlackRock Fund Advisors

14,731,818

4.91

Franklin Resources

13,257,916

4.42

Capital Group

13,248,641

4.41

Norges Bank

6,972,302

2.32

The Government of
Singapore

5,786,582

1.93

Peoples Bank of China

4,276,239

1.42

코오롱인더스트리㈜

4,239,000

1.41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Index
Fund

4,163,787

1.39

Bernstein Fund, Inc.

3,402,400

1.13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3,278,708

1.09

* 주요 임원 소유 주식 수: 김정태 65,668주, 함영주 10,132주, 황효상 3,26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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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와 역할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의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사회 내 위원회
(2021년 3월 말 기준)

내부기관

2020년 개최횟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1명

이사회 규모 등의 변경 심의

1회

감사위원회

11회

사외이사 4명

리스크관리위원회

9회

사외이사 4명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보수위원회)

7회

사외이사 3명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회

사외이사 4명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사외이사 8명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사외이사 8명

지속가능경영위원회

2021년 3월 신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2021년 3월 신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집행기구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감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 중 2명이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0년에는 총 11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최근 3개년 동안 100%의 참석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사전 및 사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역할

사외이사 4명

이사회운영위원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1년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구성인원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과 회계·업무의 감사 등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기본관리계획 수립, 승인, 관리
그룹 임원 등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보상체계
전반의 적정성 관리

사외이사 3명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후보군

사내이사 1명

관리, 후보 심의·추천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 후보
심의·추천
감사위원 후보 심의·추천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수립,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발기준 수립, 후보군 관리, 심의·추천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략, 정책 수립 및 변경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 및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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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책임투자 이행

>> Key Activities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관계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

투자 의사결정 시 투자대상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하는 리스크 관리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를 효율

환경적·사회적으로 이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 투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행사하는 책임투자가 강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한 사회적

재무·회계분야, 법률분야, 경제분야, 금융분야 등 각각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9회의 리스크

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에 스튜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또한

어드십 코드1)를 도입하였습니다.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그룹차원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탁자책임원칙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위하여 관계회사의 리스크 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의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

사항 등을 분기별로 총 4회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의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Hana Factbook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수익자 이익을
위해 투자회사와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
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규범

2020년도 의결권 행사내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사회가치 창출을
포괄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의 ESG 실천의지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
니다. 반기 1회의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ESG
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前 사회가치경영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하나은행

총

7건

이정원(위원장), 김정태, 박동문, 백태승, 양동훈

리스크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

하나생명

총

11건

결의사항
그룹 지속가능경영(ESG)전략 및 정책 수립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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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체계
임원 및 사내이사 평가와 보수체계

사외이사 평가

하나금융지주는 총보수에서 성과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외이사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의장 및 위원장 활동에 대한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50% 이상으로, 성과보수 중심의 보수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수당과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

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를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임원의 성과를

니다. 특히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담당임원, 준법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고

측정하는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인 그룹 자기자본이익률

감시인, 감사업무담당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2월

(ROE),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자본적정성

연동되지 않는 지표로 성과평가지표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경에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평가, 이사 상호간 상호평가,

지표인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생산성 지표인 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담당 간사 및 이사회 관련 부서 직원에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 주주가치지표인 상대적주주
수익률(TS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성과평가지표인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크게 역량 및
장기성과와 연계된 CEO 보수

적격성, 이사·이사회 책임, 이사회에 대한 기여, 상호협력 및

상대적주주수익률은 업계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이연된 단기 보너스의 비율

0%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성과측정

변동보상에 적용되는 성과 기간

3년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 중장기전략과 ESG 측면의 지속가능성

변동보상 가득 기간

1년

평가하였고, 사업부문성과는 ROE와 당기순이익을 3개년

신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편에 의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
되는 평가는 2~3월경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 결과, 전체 사외이사가 최고 수준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담당 업무별로 상이하게 설정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 확정된 결과는 단기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반영되며, 전체 성과보수에서 이연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 CEO는 66%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

CEO와 직원의 보수
CEO 총 보수
CEO를 제외한
직원의 보수

니다. 장기성과급은 3 년간의 장기적인 경영성과평가를
반영하여 결정된 획득수량과 주가를 감안하여 성과급 지급
액을 확정한 뒤 유보기간 1 년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체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임원 보수
(2020년 12월 말 기준)

직원 연봉 대비
CEO 보수

2,634,772,901원
연봉 평균값

130,000,000원

연봉 중앙값

115,000,000원

직원 연봉 평균값 대비
CEO 보수

20.27배

직원 연봉 중앙값 대비
CEO 보수

22.91배

(단위: 백만 원)/(2020년 12월 말 기준)

구분

인원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사내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명

2,635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명

259

65

감사위원회 위원

4명

265

66

2,635

있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보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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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윤리경영
윤리원칙 준수

하나멤버스 고객확인 강화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자금세탁방지 (AML1))를 위해 하나금융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

그룹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의

으로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EDD3)를

그룹의 공통 윤리강령인 ‘Code One’과 윤리강령의 7가지
핵심 행동원칙인 ‘Core 7’을 중점으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하나금융지주는 2019년 9월19일,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19600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여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 운영을 공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본 인증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내부심사, 업무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을 지속

CDD2)를

강화하고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나멤버스 서비스 이용 중 고객

정교화하였습니다. 2017년, 자금세탁위험을 효율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시점을 늘리고, 직업구분, 거래목적, 자금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 Risk Based

출처 등 고객확인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기존대비

Approach)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하나은행은 최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거절 국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2년간 KoFIU(금융정보분석원) 지표평가에서 은행권 1위를

일부 국가는 고위경영진의 승인 후 신규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분기별로 자금
세탁방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의사소통 및 회의결과를 담당임원 및 관계사와 공유함
으로써 고위험 자금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
니다.
1)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2)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3)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해 나갈 것입니다.

2018-19년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보고시스템 자동화와
AML 위험평가모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위험 평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자금세탁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 및 금융거래를 분류하여 차등화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위험
군일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2011년, 국내 은행 최초로

ISO 19600 & 37001 인증 효과

이상 거래유형 등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구분

인증 효과

Oracle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리스크 기반 모니터링 기획

2016년 이래 최근까지 미국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지속적이고 꾸준한 준법/부패방지 모니터링

미국 감독당국(FRB, NYDFS 등)으로부터 가장 높은 등급

- 연 1회 전사 준법/부패방지 리스크 식별/평가/대응방안 수립
-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한 준법지원팀의 적정성 평가 후 부적정시 재평가

(2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외점포

지주 준법지원팀

지주사 각 부서

외부 업체와 계약시 계약업체 검토/실사 내용 추가
경영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스크

잠재적인 준법/부패방지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확인

기반 접근방식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주기적으로 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 앞 준법경영/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심사 결과 보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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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역량 강화

협력업체 부패방지

하나금융그룹은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청렴·윤리 실천서약 제도

찾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내부

하나금융그룹은 협력업체와 투명하게 거래하고 윤리·인권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정례화된 내부

경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청렴·윤리 실천서약

통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내부통제 이슈를 원활히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체결 시 청렴·윤리 실천

하며 로드맵에 따라 그룹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징구하여 뇌물수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2020년 내부통제 활동
수행일자

내용

1월

내부통제 실천 다짐문 선포

1월

전직원 내부통제 실천 다짐 서약 (디지털 서명)

2월

내부통제 슬로건 공유

3월

내부통제 혁신 직원소통 활성화
(소통게시판 신설)

3월

내부통제를 테마로 한 대직원 캠페인
(PC-on 시 팝업안내)

7월

내규 소식지 발간

8월

내부통제 담당자 R&R 등 종합안내자료
전행 게시 (요약본)

9월

내부제보제도 활용을 위한 스티커 배포

11월

내부통제 현장패널단 구성 및 운영
(2021년부터 활동 예정)

11월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행내 공모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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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Factbook

청렴도 Call 제도
청렴도 Call 실시
계약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직원의 윤리의식 및
성실도, 거래 시 향응·금품 요구,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을 조사

계약업체 실사 체크리스트 검토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라

Call 결과

협력업체의 윤리교육 시행여부, 최근 5년간의 불공정 사례

부조리 사례 발생 직원 접수 및 관련 부서에 통지

유무 등을 확인하는 계약업체 실사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계약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Call 제도
하나금융 직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에 직접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하는 ‘청렴도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 추석 명절 이후 거래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실시하여 담당직원의 윤리수준

청렴도 Call 시행 결과
콜 진행일정

대상업체(개)

콜 성공률(%)

2020년 2월

536

81.5

2020년 10월

422

83.2

*콜 실패 사유: 무응답, TM 거부 등
→ 콜 진행결과, 선물/금품수수 등 불공정한 거래 없음

및 비리여부를 탐문하여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선물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업무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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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 신고제도 운영: 건강한 소리, 레드휘슬

디지털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이 그룹의 윤리원칙을 확고히 인식할

하나금융그룹은 내부 신고제도 ‘건강한 소리’를 운영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확대를 위해 2020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의 윤리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윤리경영시스템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은 하나금융허브, 전화, 이메일, 방문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매년 초 윤리헌장 실천을

교육을 실시하여 그룹 내 윤리·법규준수 인식을 제고하였습

면담 등을 통해 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성희롱, 인사관련

다짐하기 위해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윤리헌장실천서약’을

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점별 내부통제담당자 1,501명을

비위행위, 사고 발생 은폐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들의 편의성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업무, 소송사례 및 내규 등에 대한 통합

소리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비밀 및 신분을

높였습니다. 또한 ‘윤리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임직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보장합니다. 또한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반기마다 관계사별 특색에 맞춰 선정된 이슈에 대한 자가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윤리경영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본점 근무자, 부점장 등 1,603 명을 대상
으로 Clean Hana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하고 그룹의 윤리강령과 행동원칙을 공유하는 등 임직원의

외부 제보 사이트인 레드휘슬을 도입하여 내부제보의 익명

윤리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프로그램

공감

건강한 소리제도

윤리헌장 실천 서약식

그룹 포탈을 통한 임직원 대상 Code One 및

임직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 그룹 내 성희롱 등에

연초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그룹 윤리문화

Core 7 홍보

대한 내부신고채널

정착을 위한 서약식 진행

윤리법규준수 자가진단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공모

윤리 집합교육

임직원 대상 반기별 윤리법규 준수 자가진단,

매년 임직원 대상 윤리강령 우수사례 공모 및

준법감시담당자, 신입직원, 복직직원 등 윤리

기한내 임직원 참여도 경영평가에 반영

시상, 우수사례는 별도 포상 및 우수사례

윤리 준법 사이버 연수

윤리 준법 뉴스레터

매년 전 임직원 대상 사이버 윤리준법, 자금세탁

준법지원섹션의 추진 업무 및 경과를 Newsletter

방지, 손님정보보호 등에 대한 연수 실시

형식으로 분기별로 그룹포탈 게시판에 게시

가이드북 제작

교육 담당 직원 및 신규 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윤리시리즈 팝업 게시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컴퓨터 바탕화면용 Pop-up
게시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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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선언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한 문제발생 예방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하나금융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전 임직원 대상 “하나

하나금융그룹은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그룹의 모든 이해

이해관계자와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성장

인의 윤리/준법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준법교육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로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의사결정 기준과 행동 원칙을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사내 인권침해를

판단된 이슈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을

담은 ‘Code One(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통해 인권경영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임원, 일반직원, 기간제

미리 예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의 ‘세계인권

직원, 파견사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하게 조치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대상은 임직원,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기업과

개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신뢰

협력회사, 손님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관련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

받는 금융을 위한 필수 덕목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도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설치, 외국인 전용상담,

man Rights)’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그룹의 모든

취약계층 금융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예방·조치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룹의 전 관계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 및 파트너사가 본 인권선언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인권선언문

임직원에 대한 인권

손님에 대한 인권

주주/투자자에 대한 인권

◦성별, 학연, 장애, 종교,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한다.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손님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손님의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손님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룹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 테러지원 등을 차단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협력회사가 인권ㆍ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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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Activities

인권실태조사 결과 기반 인권 이슈 조치 완료
하나금융그룹은 발생 가능한 인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잠재적 인권 리스크로 판단된 6개 인권이슈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PC-Off시스템, 고충상담,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실시해온 결과, 2020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임직원 관련 인권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회사 관련 인권 이슈는
고객응대직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서 29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에 따라 문제를
모두 조치하였으며, 손님관련 인권 이슈는 소음민원 1건이 발생하여 현장 협의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처럼 체계적인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영역을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 영역 식별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잠재적 인권 이슈 Pool 수립

인권 실사 수행

임직원

인권 이슈

조사 방법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사업장 점검

0건

100%

PC-Off 시스템 운영, 유연근무제 운영,
취업규칙 적용

차별

임직원 고충 접수 채널

0건

100%

양성평등교육 실시, 사다리 프로젝트 운영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점검 /
임직원 고충 접수 채널

0건

100%

건강검진 실시, 심리 상담 실시

고객응대직원
스트레스 관리

협력회사 직원 고충
접수 채널

29건

100%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운영

지역사회
토착 주민 보호

민원 접수 채널

1건

100%

현장 협의를 통한 조치 완료, 개발 PF 금융
지원시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 예정

고객정보보호

정보보호 실태 점검

0건

100%

내부통제 강화, 노후화 보안장비 교체,
임직원 및 외부/협력업체 정보보호 교육 시행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손님 민원 상담 창구 및 전자
민원 창구 / 손님만족도조사

0건

100%

취약계층 금융교육 실시, 보이는 ARS 운영,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설치, 외국인 전용 상담 지원

◦인권실태조사 수행

이슈 발생 건 조치 이행률

조치 내용 또는 계획

◦중대 이슈 확인
◦인권 취약계층 확인

완화 조치 이행

협력회사

◦리스크가 확인된 영역에 대한 완화 조치 도출
◦완화 조치 이행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지역사회
결과 보고
◦인권 평가 결과 보고
◦완화조치 이행 결과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대외 공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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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하나금융지주는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한

하나금융그룹은 체계적인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주 리스크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경영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관리위원회는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이사회는 경영 전략에 적합한 리스크관리 체계 및 환경을

그룹 차원의 정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리스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지주

아울러, 월간 단위의 지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개최

크가 발생할 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여 관계회사별 리스크 현안 및 통제방안 등을 긴밀히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주 이사회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의 설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지주 감사위원회
그룹감사총괄(지주 감사팀)
◦지주 리스크관리부서 업무 감사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리뷰(review)

그룹리스크총괄(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한도초과의 처리

관계회사 리스크관련 위원회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팀/리스크모형팀)

관계회사 리스크관리담당임원(위험관리책임자)
관계회사 리스크관리부서

기획 및 정책
◦그룹 리스크 기획/정책
◦그룹 리스크 관련 규정
◦그룹 리스크 Culture
◦거시 경제환경 분석 및 산업분석
◦관계회사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및 성과
평가

건전성 관리
◦자산건전성 및 충당금 관리
◦신용공여한도 관리
◦산업 및 기업조기경보 정보 분석

측정 및 모니터링
◦그룹 RWA(신용/시장/운영) 측정 및 관리
◦그룹 RoRWA 관리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장/운영/금리/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
◦시장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프라
◦그룹 바젤(신용/시장/운영) 시스템
◦그룹 단일신용평가시스템
◦그룹 통합내부자본관리 시스템
◦관계회사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적합성 검증
◦관계회사 리스크관리시스템 적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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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주요 성과

위기상황대응 체계 운영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2020년에는 총 9회의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룹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나금융그룹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총 43건의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당 그룹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분석하여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

있습니다. 그룹차원의 공통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하기

반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위해, 관계회사들은 지주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하여

테스트 분석결과(그룹BIS비율1)) 위기상황 판정기준에 따른

자체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방안(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상황대응체계는 조기위험감지, 영향분석, 위기상황단계

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후조치실행 및 보고, 피드백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1) BIS(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 중 고위험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율 지표를 개선
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의 조기 감지 및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위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기상황 단계인 경우 위기대응

2020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안건

체계로 전환하고 그룹차원의 위기대응조직(위기상황관리

구분

협의회)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룹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안)
1회
◦전략적투자(Project Kairos)에 대한 리스크점검 결과
2회 ◦자회사 증자(안)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금리 및 유동성리스
3회
크 관리 방안
◦규제비율 내부관리기준 한도초과 보고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019년 하반기 그룹 정기 유동성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그룹 비상조달계획
5회
◦관계회사(하나카드) 동일차주 및 동일개인법인 신용공여
한도 변경(안)
◦자회사 설립 및 편입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6회 ◦자회사 증자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자회사 리스크 한도 설정 외 결의안건 4건
7회 ◦관계회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초과 보고 및 한도 변경
◦유동성리스크 내부자본 한도초과 보고 및 내부자본 한도 변경
8회 ◦2020년 상반기 그룹 정기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그룹 비상조달계획
9회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환 국면에 따른 위기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상황관리협의회를 가동
하고, 리스크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실행하였
습니다.

유동성 관리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회사의 유동성 관리지표에 대한
한도를 부여하고, 매월 한도준수 여부 등 유동성리스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는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자금섹션, 재무기획섹션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연속성계획 가동

하나금융그룹은 예상치 못한 자금부족 상태에 대비하기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영업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속성계획(BCP, Businesss Continuity Planning)을

각 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산/부채의 유동성리스크 취약점을

가동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임직원 행동요령을 수립

선정하고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가중치를 산출, 적용하여 실제

하고 사업장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사업장 및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회사별로 부족자금이 얼마나

재택근무 등의 소산근무를 적극 시행하여 재난 상황에 민첩

되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

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니다.

◦자회사 증자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2021년 리스크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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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하나금융그룹은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손님, 임직원,
협력회사,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로 구분하며,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의견을
듣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

임직원

협력회사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 홈페이지

• 임직원 포털

• 협력회사 간담회

• 정부 금융정책 설명회

•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 사회공헌 웹사이트

• 손님상담센터

• 노사협의회

• 홈페이지 설문조사

• 금융감독원 간담회

• 경영실적발표

• 재단 홈페이지

• 손님좌담회

• 경영진과의 대화

• 기업 경영공시

• 사회공헌 활동

• 손님위원회

• 스포츠/문화 지원 활동

• 하나메아리엽서
• 손님만족도조사
• SNS

ESG 리스크 소통강화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ESG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들이 ESG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추진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검토된 프로젝트/거래 건수
2020년 상세
재무 마감 프로세스에 도달한 프로젝트

단위 (건)
23

ESG Engagement to

ESG 연구보고서 발간

Customer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

ESG 관련 보고서 7건 발간

비지정국가에서 취급한 프로젝트

1

ESG Engagement to

투자기업에 대한 비재무 평가 기반

하나은행: 총 7건 의결권 행사

거절된 프로젝트

0

Investees

의결권 행사

하나생명: 총 11건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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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인식도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1월,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나금융의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에 비해 하나금융
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임직원은 사회적 측면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의견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ESG 경영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E 환경

녹색금융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 사회

금융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점, 5 점 만점

G 지배구조

임원진과 조직 전반이 ESG 경영을 체계적
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점, 5 점 만점

단위: 점, 5 점 만점

임직원

3.66

임직원

3.79

임직원

3.50

외부
이해관계자

2.79

외부
이해관계자

2.64

외부
이해관계자

2.71

이해관계자 가치배분
손님 _이자지급 1)

단위: 십억 원

4,704

2018

2020

4,265

정부 _세금 3)
2018
2019
2020

단위: 십억 원

570

2018

5,344

2019

주주 _배당금

539

2020
단위: 십억 원

1,016

지역사회/협회 _기부금 등 4)
2018

1,139
1,199

105

단위: 십억 원

2,375
2,645

2019
2020

단위: 십억 원

2,444

합계

단위: 십억 원

8,770

2018

141

2019
2020

2018

616

2019

임직원 _급여 등 2)

118

9,885

2019
2020

8,565

1)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등 2) 인건비,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3) 세금과공과, 법인세 4) (사회공헌) 현금기부, 시간환산금액, 현물 기부, 사업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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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
◦세법 준수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세무 원칙에 따라 세금신고/납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원칙

◦정상 가격 원칙에 따라 이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창출된 가치를 낮은 세금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조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실체가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주주와 사회를 위하여 세금 정보를 보고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 정책, 규정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세법 개정 시 적시에 반영합니다.

세무정책

◦세무이슈는 사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잡하고 중대한 세무이슈는 과세당국에 사전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합니다.
◦사전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세무진단을 수행합니다.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사업 부문

2020년 영업수익 (십억 원)

영업수익 비중 (%)

18,409

38.18

리테일 (개인)

6,279

13.02

기업

5,888

12.21

980

2.03

자산운용

7,302

15.14

WM/PB

433

0.90

8,925

18.51

48,216

100

도매금융

IB

기타 (보험업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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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내역* (2020년 기준)

Hana Factbook

(단위: 명, 백만 원)

법인명

주요 업종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카드
하나펀드서비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핀크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캐나다KEB하나은행
PT Bank KEB Hana
독일KEB하나은행

지주회사
일반은행
증권 중개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할부금융업
생명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그외 기타 금융업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금융투자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브라질KEB하나은행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러시아KEB하나은행
멕시코KEB하나은행
Hana Bancorp, Inc.
하나제일호사모투자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
PT.SINARMAS HANA FINANCE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하나카드 페이먼트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KEB Hana Bank USA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금융업
금융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금융업

임원 수

직원 수

임직원 수**

영업수익

세전이익(손실)

미지급법인세(선급법인세)

법인세비용

28
26
38
7
14
10
15
11
9
19
6
6
6
4
4
11
4
4
8
6
5

115
12,038
1,830
964
363
170
691
175
143
744
132
100
88
18
39
859
3
8
153
1,076
23

143
12,064
1,868
971
377
180
706
186
152
763
138
106
94
22
43
870
7
12
161
1,082
28

524,922
34,693,420
8,588,420
225,023
786,488
626,251
335,642
150,873
96,013
1,279,599
26,731
49,232
4,089
8,657
72,118
425,666
5,570
12,892
52,548
353,633
30,159

321,928
2,526,973
536,559
882
232,348
45,712
(3,622)
108,323
24,455
209,541
5,037
25,062
(19,302)
3,894
15,851
112,704
(212)
4,634
2,429
65,327
7,328

466,538
301,766
119,539
33,015
1,666
(1,718)
18,133
4,144
45,157
744
4,882
267
(4,464)
(357)
(484)
(825)
(629)
5,155
(133)

165
660,350
133,992
728
59,198
10,509
1,546
27,502
6,453
56,145
1,325
6,413
964
3,579
28,173
(39)
1,319
734
17,781
2,210

4
6
4
5
6
3
6
3
4
1
9

18
12
25
31
379
1,424
46
38

22
18
29
36
6
3
385
1,427
50
1
47

10,568
7,441
323,167
7,244
10
69
9,031
12,933
43,117
16,760
7,897
6
2,494
10,124

1,086
2,438
3,844
702
(4,736)
(24)
(694)
8,305
(1,534)
11,944
15,248
705
(12)
(3,940)
(335)
(4,714)

(682)
(4)
(211)
52

468
360
828
(29)
4,189
256
3
(36)

* 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기준 **임시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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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경제 및 경영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자산총계

BIS 레버리지 비율 현황
단위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359,992,234

384,962,806

421,467,099

460,313,302

바젤Ⅲ 기본자본(Tier1 Capital)
바젤Ⅲ 총 익스포져

부채총계

백만 원

335,164,290

357,854,346

392,482,326

428,713,014

자본금

백만 원

1,480,015

1,501,210

1,501,210

1,501,210

자본총계

백만 원

24,827,944

27,108,460

28,984,773

31,600,288

부채 및 자본총계

백만 원

359,992,234

384,962,806

421,467,099

460,313,302

(단위: 억 원, %)

구분

2018

바젤Ⅲ 레버리지 비율

249,707

266,235

294,589

4,843,582

5,201,677

5.64

5.50

5.66

신용등급*

(단위: 등급)

%

53.1

52.0

50.6

45.3

구분

2017

2018

ROE_자기자본수익률

%

8.77

8.87

8.72

8.96

한국신용정보(NICE)

AAA

ROA_총자산이익률

%

0.60

0.61

0.60

0.61

한국신용평가(KIS)

AAA

조원

455

493

541

593

한국기업평가(KR)

AAA

무형자산

백만 원

823,856

685,716

655,234

2019

2020

AAA

AAA

AAA

AAA

AAA

AAA

AAA

AAA

AAA

*하나은행 기준

법인세 현황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739,138

(단위: 백만 원)

2020

4,426,593

CI Ratio

총 자산_신탁포함

2019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세전이익

27,987

31,497

34,081

37,292

명목 세액

6,820

8,746

9,825

10,444

유효 세율

24.4

27.8

28.8

28.0

3,836,422

납부 세액

3,569

12,037

7,549

11,049

3,729,234

납부 세율

12.8

38.2

22.2

29.6

2017

2018

2019

2020

총영업이익

8,390,541

8,167,271

8,857,837

9,534,819

순영업이익

7,443,045

7,701,228

8,317,025

8,663,880

영업이익

2,718,137

3,152,180

3,258,6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98,665

3,149,744

3,408,147

연결당기순이익

2,116,622

2,275,152

2,425,622

2,684,878

연결당기총포괄이익

1,804,806

2,501,848

2,419,395

2,528,697

출연금 및 기타 지출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2,036,839

2,233,325

2,391,584

2,637,242

구분
로비, 이익 대표 혹은 이와 유사 단체
지역, 또는 국가적인 정치 캠페인/단체/후보자
무역 협회 또는 비과세 단체
기타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등과 관련한 지출)
전체 기부금 및 지출 총 합계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0

0

0

0

0

0

6,888

6,715

7,478

0

0

0

6,888

6,715

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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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소기업, 대기업별 고객 수 및 여신 금액*

구분

2018

2019

2020

은행연합회 분담금

2,991

3,357

3,601

개인고객

한국금융연구원 사원분담금

2,669

2,594

2,755

대기업

개사

1,721

국제금융센터 분담금

420

437

480

중소기업

개사

403,165

상공회의소 협회비

308

235

298

(SOHO)

개사

342,976

금융기관 및 기타

개사

140

기업 고객 합계

개사

405,026

담보대출

십억 원

105,078

(주택담보대출)

십억 원

91,363

신용대출

십억 원

20,273

가계대출 합계

십억 원

125,351

대기업

십억 원

14,016

중소기업

십억 원

97,963

(SOHO)

십억 원

50,444

금융기관 및 기타

십억 원

1,857

기업대출 합계

십억 원

113,836

기타 (Korea FOREX Club 등)
총액

501

92

344

6,889

6,715

7,478

구분

여신 고객 수

*하나은행 기준(2017~2020년 로비, 지역 선거캠페인 후원, 기타 정치 기부금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치와 관련된 로비를
위한 자금을 일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정치적으로 중립상태인 협회 후원 등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수신(예금) 고객 수 및 금액*
구분
수신(예금) 개인고객**
고객 수
중소기업***

단위

2017

2018

2019

2020

명

15,567,162

16,043,270

16,566,956

17,147,192

개사

1,545,205

1,638,392

1,745,888

1,879,724

75,269

76,713

82,013

91,765

46,124

49,972

57,078

64,411

수신(예금) 개인고객**** 십억 원
금액
중소기업***** 십억 원

기업대출

단위

2020

명

1,470,670

*하나은행 기준

*하나은행 기준
**개인손님의 원화총예금 마감전원화잔액 0초과 손님 수
***수신예금금액이 있는 중소기업 고객 수/사업자기준 고객 수
****개인손님의 연도 말 원화총예금 잔액
*****중소법인(외감+비외감) +소호, 요구불(저금리성예금LCF) +정기예금(청약제외) +적립식예금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입증된 불만 현황*
구분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외부 당사자가 제기하고 조직에
의해 입증된 불만사항**

0

0

0

3

규제기관으로부터 제기된 불만
사항***

0

0

0

1

*하나은행 기준
**금융소비자보호섹션에서 이첩, 검사실 조사 후 금융사고 보고 기준
***금감원의 지적사항(검사결과서 기준, 통보일 기준 작성, 본 건은 2018년 검사결과가 2020년 8월 말에 통보 및
금감원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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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현황*
구분

Hana Focus Areas

불완전판매 관리 현황*
단위

2018

2019

2020

정보보호 인증을 거친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비율

%

-

100

100

정보보호 위반 또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건

0

0

0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위반 사고 발생

건

0

0

0

개인정보 침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고객 수

명

0

0

0

정보보호 위반 또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벌금/패널티 금액

원

0

0

0

*하나은행 기준

IT 인프라 사고 현황*
구분

2019

2020

IT 인프라 사고 건

0

0

0

IT 인프라 사고로 인한 재무적 영향금액

구분

0

0

0

불공정행위 및 반부패 사례 발생 현황*

반독점/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벌금과 합의금
확인된 부패 및 뇌물수수 사례 수
*하나금융지주 기준

2018

2019

2020

0

1

1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 제재,
경고를 받은 건

*하나은행 기준 / 기관 주의 건은 생략 (’18년 기관주의, ’19년 벌금 및 기관경고, ’20년 벌금 및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

금융 서비스 회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하나멤버스 회원 수

14,929,003

15,915,797

16,892,445

하이 로보 가입자 수

44,756

49,386

57,952

9,425,560

10,556,939

11,841,923

비대면신규손님(누적)

224,528

453,520

840,877

디지털뱅킹 가입자 수

-

14,190,594

15,287,933

하나원큐(모바일뱅킹) 손님

금융사고 및 조치이행 현황
구분

*하나은행 기준 /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수

(단위: 건)

(단위: 건, 원)

2018

구분

Hana Factbook

Hana ESG Performance

(단위: 건, 원)

2018

2019

2020

0

0

0

0
0

0
0

위반
건수*

0
0

조치
건수**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횡령/유용

4

4

5

4

배임/사기

2

6

2

8

사금융 알선

0

0

0

0

금융실명법 위반

1

0

1

3

금품 수수

1

0

0

0

사적금전대차

1

0

4

3

기타

1

3

4

4

감봉

11

17

4

8

견책

13

12

10

17

경고

6

58

18

60

주의

2

1

2

6

기타(감봉 초과)

8

6

10

29

*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건에 한하여 작성
** 금융사고 관련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등 모두 포함하여 징계 현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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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
ESG 채권

(단위: 억 원)

구분

2020

하나은행

1,800

하나카드

2,000

하나캐피탈

3,000

ESG 채권 총 발행 금액

6,800

전체 채권 총 발행 금액

269,562

ESG 개인여신*
구분

하나은행

2020
친환경

태양광 관련 대출

1,087

친환경모빌리티

4,179

친환경 신산업육성

3,307

기업

기업여신(E) 소계

여신

사회가치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하나은행

8,573

기업여신(S) 소계

IB

그린에너지 PF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풍력/ESS 등)

친환경 PF

친환경 PF (폐기물 처리)

그린에너지 인수금융

이차전지소재/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2,000
7,720

하나캐피탈

28,037

하나금융투자 소계

156

친환경모빌리티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

945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 임대주택 및 사회경제발전 지원 등

815

하나캐피탈 소계
하나생명

그린에너지
하나생명 소계

409
409

ESG 기업여신 금액

34,166

전체 기업여신 금액

1,689,339

*신규취급 기준

166

중금리 신용대출

2,020
3,985

전체 개인여신 금액

1,337,561

*신규취급 기준

ESG 투자*

(단위: 억 원)

구분

하나금융투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1,916
태양광/풍력/ 폐기물처리 등

1,799

사잇돌2

10,181

3,804
태양광, 폐기물, 폐열발전, 바이오매스 등

394
6,196

소계

3,804

그린에너지

543

ESG 개인여신 금액

957

IB (E) 소계
태양광 투자 등

서민금융

2020

그린에너지

2,785

친환경모빌리티 인수금융 친환경 선박

그린에너지

햇살론17

81

1,978

5,259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960
11,744

하나은행 소계
하나금융투자

10,703

서민금융
소계

(단위: 억 원)

구분

2020
새희망홀씨

하나저축은행

ESG 기업여신*

(단위: 억 원)

하나벤처스
ESG 투자 합계
전체 투자 금액

소계
그린에너지
소계
그린에너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소계
그린에너지
소계
그린에너지
소계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그린 융복합
소계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기타
액화수소사업
폐기물/폐열발전 등
스타트업 창업지원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풍력/태양광 발전
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린산단

3,735
2,915
2,545
3,560
12,755
170
170
213
176
200
588
19
19
164
164
136
106
242
13,938
864,405

*신규투자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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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_고유계정, 일반계정 내 자기 계산 투자*
구분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손해보험

(단위: 억 원)

2020

Hana Foc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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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_판매금액(리테일)
구분

Hana Factbook

(단위: 억 원)

2020

친환경 녹색금융

22

하나은행

1,570

친환경 녹색금융

73

하나금융투자

1,735
3,305

신재생 에너지

466

총계

소계

539

전체 펀드 총계

신재생 에너지

총계

250,664

92
653

*잔액 기준

ESG 수신*

(단위: 억 원)

구분

ESG 펀드_고객자산 투자운용*
구분

(단위: 억 원)

2020

2011 환경개선펀드

288

2014 환경개선펀드

135

2016 환경개선펀드

601

2018 환경개선펀드

1,495

2019 환경개선펀드

1,479

2019 스마트산단
2020 환경개선펀드

355

친환경 녹색금융

303.4

서민금융

814.4

총계

1,117.8

*잔액 기준

ESG 상품_카드

(단위: 억 원)

구분
하나카드

2020
그린카드 이용금액

1,302

1,105

캘리포니아BESS

449

약수풍력

113

ESG 투자상품 잔액

6,020

전체 투자상품 잔액

99,62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기준 / NAV 잔액 기준

하나은행

2020

ESG 상품_보험*

(단위: 억 원)

구분
하나손해보험
총계

2020
사회금융
환경/녹색금융

7
1,850
1,857

*원수 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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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환경투자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0 목표

구분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9,442

9,579

8,932

7,971

8,770

전기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58,500

60,838

60,025

55,975

58,934

합계(Scope1+2)

67,942

70,417

68,957

63,946

67,704

*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데이터 범위: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카드, 그 외 입주사의 본사)

가스

(단위: 억 원)

2018
LED 교체 금액
냉난방 교체
소유건물 중앙냉난방설비 교체

구분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단위: tCO2eq)

2019

1,154

2020

1,030

자본재

231

63

업스트림 운송 & 물류

381

345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196

69

출장

1,136

426

직원통근

4,539

5,190

판매된 제품의 사용

2,977

3,407

판매된 제품의 폐기

74

64

10,688

10,594

합계

배출항목 산출기준
a) 신규카드 발행량
b) 용지사용량
c) 신규통장발행량
d) 물소비량
a) 노트북 구매량
b) 데트스톱 구매량
c) 모니터 구매량
현금 운송거리
종량제 봉투 구매량
임직원 출장거리 (국내+해외)

온라인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용시간
a) 카드 폐기량
b) 통장 폐기량

2020

2021 목표

-

8.3

7.4

9.8

31.1

38.4

22.5

25.0

4.7

2.9

2.9

4.5

연료 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구분

Scope 3 배출항목

2019

(단위: TJ)

2017

2018

2019

연료 사용량

154

159

146

132

143

전기 사용량

1,193

1,246

1,214

1,133

1,190

스팀 사용량

12

8

20

19

20

1,359

1,413

1,380

1,284

1,352

합계

2020 2020 목표**

*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데이터 범위: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카드, 그 외 입주사의 본사)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대비 2% 감축

건물별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m3 )

2017

2018

2019

2020 2020 목표*

은행본점

53,550

48,075

44,629

40,120

43,736

명동사옥

-

59,543

61,018

58,103

59,798

*전년도 용수 사용량 대비 2% 감축

폐기물 처리량
구분
100L
쓰레기봉투
구매기준

20L
기타 용량 (50L)

(단위: 개)

2017

2018

2019

2020

8,561

12,626

10,236

6,624

180

576

1,045

608

2,476

19,752

7,509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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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형태 및 다양성 지표에 따른 임직원 수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임시직*

총 인원*

(단위: 명, %)

2018

2019

2020

남자

5,102

4,671

4,353

여자

7,354

7,302

7,012

남자

75

72

73

여자

53

51

49

남자

290

336

394

여자

291

322

314

남자

5,467

5,079

4,820

여자

7,698

7,675

7,375

58.5

60.2

60.5

13,165

12,754

12,195

88

118

132

여성 비율
합계

장애인

직급별 임직원 수*

(단위: 명, %)

구분

임원급 관리직

2018

2019

2020

남자

25

23

17

여자

1

1

1

3.8

4.2

5.6

남자

3,714

3,221

3,036

여자

2,274

2,276

2,288

여성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책임자(중간관리직)

38.0

41.4

43.0

남자

2,218

2,065

1,966

여자

2,037

2,027

2,015

47.9

49.5

50.6

남자

1,035

822

721

여자

211

219

226

여성 비율

16.9

21.0

23.9

여성 비율

영업직군 관리직

*하나은행 기준
*하나은행 기준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
구분

2020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10.0

남자

505

108

181

30

30세~50세

75.0

여자

159

74

197

65

50세 초과

15.0

합계

664

182

378

95

내부 충원된 open position 비율

91.6

85.9

93.5

90.1

30세 미만

*하나은행 기준

신규 채용자*

0.7

장애인 비율

나이

(단위: %)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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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구분

(단위: %)

2017

2018

2019

2020

총 이직률

2.5

2.3

1.1

1.0

자발적 이직률

2.4

2.1

1.1

0.8

Hana Focus Areas

성별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임원직 평균 기본급

관리직 평균 기본급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남자

4

10

7

13

여자

1,064

1,076

781

(단위: 백만 원, %)

구분

*하나은행 기준

육아·출산휴가 사용 임직원*

Hana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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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평균 보수

653

*하나은행 기준

비관리직 평균 기본급

2020
남자

166

여자

1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98.2

남자

117

여자

106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90.6

남자

124

여자

11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90.3

남자

68

여자

6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단체협약 현황*
구분
노사협의회 속한 임직원 수
노사협의회 속한 임직원 비율
*하나은행 기준

(단위: 명, %)

2018

2019

2020

10,723

10,568

10,022

98.8

98.8

98.8

91.2

*하나은행 기준
*보너스 등 기타현금성과급(임원직 평균)- 남자: 126.4백만 원 / 여자: 92백만 원
*보너스 등 기타현금성과급(관리직 평균)- 남자: 7백만 원 / 여자: 6백만 원

산업재해 현황*
구분
결근율

(단위: %)

2017

2018

2019

2020

0.18

0.15

0.12

0.13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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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단위: 원, %)

구분

2018

법정최저임금
신입사원임금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2019

2020

Hana Focus Areas

임직원 업무 몰입도
구분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421,360 22,645,200 23,296,080

총 임직원 몰입도

62.7

61.0

62.3

68.7

남자

49,630,351 52,313,166

45,136,573

데이터 커버리지(총 직원 중 적용 비율)

100

100

100

100

여자

49,630,351 52,313,166

45,136,573

남자

243

231

194

여자

243

231

194

*하나은행 기준

임직원 자격증 취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사회공헌 현황

51,356

53,735

50,493

13,224

16,605

17,439

전문자격증 취득 개수 (중복)

1,646

1,746

1,443

1,599

903

2,935

1,850

4,674

9,856

8,700

2020

글로벌 전문인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

억원

1,091

1,408

1,179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18,681

14,926

5,159

*하나은행 기준

시간

78,592

54,715

17,429

명

24,738

26,585

9,786

시간환산금액(근로시간 중 임직원 봉사활동)*

37.7

28.20

8.5

명

30

23

20

현금 기부*

억원

581

903

619

현물 기부*

억원

0.97

0.86

사업비(경영비용)*

억원

432.1

476.0

청소년 금융교육 퇴직 직원 채용 수*

억원

2020

53,947

2019

1사1교 금융교육 교육 수혜자 수*

2019

17,253

2018

봉사 참여 시간

2018

심화자격증 취득 개수 (중복)
단위

봉사 참여 직원 수

2017

(단위: 개, 명)

기본자격증 취득 개수 (중복)

구분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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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107,426**

**중복 인원

임직원 교육 및 개발 투입 현황*

(단위: 시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0

1인당 교육시간

49.80

78.61

75.55

548.5

1인당 교육비용

1.17

1.07

0.53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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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교육 수료인원*
구분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자금세탁방지 집합교육

68,136

75,246

109,530

141,638

자금세탁방지 사이버 교육

25,768

12,465

12,616

17,085

윤리 사이버 교육

12,580

12,140

12,616

12,928

1,545

1,450

1,424

1,501

내부통제 집합교육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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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구분
고객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고객 중
만족한 고객 비율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0 목표

96.2

91.6

92.5

91.8

90% 이상

*하나은행 기준

협력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보호 교육 현황
구분

(단위: 시간, 명)

2017

2018

2019

2020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교육시간

116,835

123,719

108,232

118,479

참여인원

12,865

12,433

11,843

12,971

외부/협력업체
정보보호 교육

교육시간

799

818

902

896

참여인원

799

818

902

896

고객 만족도 외부 평가*
구분

2019

2020

NCSI 국가고객만족도 점수 (한국생산성본부)

76.0

76.0

77.0

NCSI 국가고객만족도 순위 (한국생산성본부)

3

3

3

KS-SQI 서비스품질 점수 (한국표준협회)

단위

2017

2018

2019

2020

주거래우대 중소기업 대출

억원

22,955

22,395

17,057

33,619

중소기업 거래업체 수

천개

280

299

322

403

건

99

93

90

92

당행 기업손님 대상 기업컨설팅
수행 건수
*하나은행 기준

(단위: 점, 위)

2018

KSQI 서비스품질지수 순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구분

1

1

1

75.1

75.5

76.0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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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일반표준 공개(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주제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 및 청렴성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Disclosure
102-1

조직명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 위치

102-4
102-5

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8p

●

ISO 26000

8p

●

About this report

●

사업장 위치

8p

●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8p

●

6.3.10/

102-6

시장 영역

8p

●

6.4.1-6.4.2/

102-7

조직 규모

8p

●

6.4.3/6.4.4/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2-9

조직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02-13

가입협회

102-14
102-15
102-16
102-17
102-18

지배구조 구조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102-23
102-28

88p

●

6.4.5/6.8.5/

콜센터 및 보안업체를 주요 공급망으로 관리

●

7.8

하나손해보험 출범

●

20-22p, 26-29p, 75-76p

●

10p

●

UN Global Compact, UNEP FI

●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6-7p

●

4.7/6.2/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20-22p

-

7.4.2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73p

●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71-72p

-

4.4/6.6.3

65p

-

65p, 67p

-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65p

-

6.2/7.4.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69p

-

7.7.5

102-36

보수 결정 절차

69p

-

102-38

연간 총 보상비율

69p

-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78p

●

102-41

단체협약

89p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78p

●

23p, 78-79p

●

23p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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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사업보고서 3-15p

●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3p

●

102-47

중대 주제 목록

23p

●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n/a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n/a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About this report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Content Index

GRI Content Index

●

102-56

외부 검증

제3자 검증

●

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47p, 51-52p, 23-25p

●

51-52p

●

23p, 34p

●

21p, 26-29p

●

ISO 26000

5.2/7.3.2/
7.3.3/7.3.4

7.5.3/7.6.2

특정표준 공개(Topic-specific Disclosures)
주제

Disclosure

ISO 26000

Topic 1: 디지털 금융 선도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간접 경제효과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87p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87p

●

305-3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87p

●

6.3.9/
6.8.1-6.8.2/
6.8.7/6.8.9

Topic 2: 기후변화 대응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경제성과

배출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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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23p, 47p, 71p

●

84p

●

23p, 76p

●

18p, 76p

●

23p, 47p

●

53p

●

23p, 47p

●

83p

●

23p, 70-72p

●

84p

●

23p, 47p

●

51-52p

●

23p, 39p

●

ISO 26000

Topic 3: 책임 있는 상품판매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마케팅 및 라벨링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정위반 건수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4.6/
6.7.1-6.7.2/
6.7.3

Topic 4: 전염병 확산 대응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간접 경제효과

6.3.9/
6.8.1-6.8.2/
6.8.7/6.8.9

Topic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개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객 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사항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419-1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6.3.9/6.6.6/ 6.6.7/
6.7.8/ 6.8.1-6.8.2/
6.8.5/6.8.7/6.8.9

Topic 6: 사이버 보안 강화

6.7.1-6.7.2/6.7.7

Topic 7: 정부 정책 및 규제 대응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4.6/
6.7.1-6.7.2/
6.7.6

Topic 8: 글로벌 경쟁력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간접 경제효과

6.3.9/
6.8.1-6.8.2/
6.8.7/6.8.9

Topic 9: 지역사회 동반성장
6.8.1-6.8.2/
6.8.3/6.8.7/6.8.9
79p, 8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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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23p, 47p

●

83p

●

ISO 26000

Topic 10: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객 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사항

시장지위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89p

6.3.7/6.3.10/6.4.3/
6.4.4/6.8.1-6.8.2

반부패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84p

6.6.1-6.6.2/6.6.3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84p

6.6.1-6.6.2/
6.6.5/6.6.7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87p

6.5.4

훈련 및 교육

404-2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전환지원 프로그램

6.7.1-6.7.2/6.7.7

중대성평가 결과 하위 토픽

405-1

지배구조 기구 및 근로자의 다양성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58-61p

6.4.7/6.8.5

65p, 88p

6.2.3/6.3.7/
6.3.10/6.4.3

89p

6.3.7/6.3.10/
6.4.3/6.4.4

다양성과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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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Commercial Banks

Activity Metrics
SASB Code

Metric
개인고객 및 중소기업 고객의 수와 수신(예금) 금액

FN-CB-000.A

◎ 2020년 경영실적발표 자료_하나은행 원화대출금/예수금 및 부문별 대출 현황(14-15p) 참조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Performance Data_수신(예금) 고객 수 및 금액(83p) 참조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별 고객 수와 여신 금액

FN-CB-000.B

◎ 2020년 경영실적발표 자료_하나은행 원화대출금/예수금 및 부문별 대출 현황(14-15p) 참조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Performance Data_개인, 중소기업, 대기업별 고객 수 및 여신 금액(83p) 참조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SASB Code
FN-CB-230a.1

FN-CB-230a.2

Metric
데이터 침해 건수, 개인 식별 가능 정보(PII)의 백분율, 영향을 받는 계정 보유자 수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개인정보보호(56p) 참조
데이터 보안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사이버 보안_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55p) 참조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 Capacity Building)
SASB Code

Metric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 건수 및 금액

FN-CB-240a.1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사회혁신기업 육성(40p) 참조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중소기업/스타트업 성장 지원(41-42p) 참조

FN-CB-240a.2

FN-CB-240a.4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체 및 부실 대출 건수 및 금액
◎ 2020년 하나금융지주회사 현황_리스크 관리_신용리스크_부실 및 연체 대출 현황(128-130p) 참조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참가자 수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포용적 금융_금융 접근성 확대(53-5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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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통합(Incorporation of ESG Factors in Credit Analysis)
SASB Code
FN-CB-410a.1

Metric
업종별 상업 및 산업 신용 노출
◎ 2020년 하나금융지주회사 현황_리스크 관리_신용리스크_신용익스포저 현황(126-127p) 참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신용분석에 통합하기 위한 접근방식 설명

FN-CB-410a.2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기후변화 리스크관리(28-29p) 참조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친환경 금융 서비스(35p) 참조

기업 윤리(Business Ethics)
SASB Code

Metric
사기, 내부자 거래, 반독점, 반경쟁 행위, 시장 조작, 과실 또는 기타 관련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FN-CB-510a.1

총 금전적 손실액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Performance Data_금융사고 및 조치이행 현황(84p) 참조

FN-CB-510a.2

내부고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윤리경영_내부 신고제도 운영(72p) 참조

리스크 관리(Systemic Risk Management)
SASB Code

Metric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G-SIB) 카테고리별 점수

FN-CB-550a.1

◎ G-SIB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2020년 금융위원회를 통해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으로 선정되었음

FN-CB-550a.2

필수적, 자발적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사업활동*에 적용하는 방향성 설명(사업활동: 자본 적정성 계획, 장기적 기업 전략 등)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전사 리스크 관리_스트레스 테스트 실시(7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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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책임은행원칙
Principle 1: Alignment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고 장려하는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우리는 회사의 경영전략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SDG 5(여성의 사회적

(SDGs) 및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도록 한다.

역할 강화), SDG 8 (경제성장·좋은 일자리 제공), SDG 13 (기후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탄력성 강화)을 핵심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정의하여 어린이집 확충,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SDG5(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해결
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까지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며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SDG8 (경제성장 좋은 일자리 제공)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부터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하나 파워 온 챌린지 (Hana Power on Challenge)’ 사업을 2017년부터 운영하였으며, 현재 사회혁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2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수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룹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리스크 완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대응 부문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Principle 2: Impact and Target Setting

하나금융그룹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금융 서비스

우리는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네트워크를 통해 10개 이상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 증권, 신용카드, 자본 및 보험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금융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공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핵심사업 부문에 따라 SDG 5(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 SDG8(경제성장·좋은 일자리 제공), SDG13
(기후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탄력성 강화)을 핵심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임팩트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임팩트 지표 #1: 여성 경제 참여율 확대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변화(보육시설 투자: 1,500억 원): 5,149명
◦ 임팩트 지표 #2: 2020년 기준 친환경 산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 수: 7,644개 사
◦ 임팩트 지표 #3: 하나은행 측에서 지원한 환경적 영향, 연간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미화 4.6만 불(에너지소비량 절감: 4,464 MWh/year,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774,259metric tons)
하나금융그룹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과 탄소배출권 리스크(Carbon earnings at risk)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탄소 산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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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3: Clients and Customers

회사의 가치는 손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은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손님이

우리는 현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손님의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금융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과 일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하나금융그룹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Principle 4: Stakeholders

하나금융그룹은 사회가치 금융으로 나아가는 NEXT 2030을 선언하고 그룹 슬로건인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관련된 이해관계자

기반으로 기업 궁극의 목적인 이익 추구와 더불어 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책임은행원칙 이행사항에 따른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손님, 임직원, 협력회사,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요한 6대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여 그룹별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경영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사회와 연관된 중요한 토픽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Principle 5: Governance & Culture
우리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에 책임은행
원칙을 정착시켜서 경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중요 현안에 대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rinciple 6: Transparency&Accountability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에게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기반으로

우리는 책임은행원칙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점검하고 우리의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시한다.

Responsible Banking)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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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대응
하나금융그룹은 전세계 24개국, 21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직원설문과 전문가평가, 글로벌사 벤치마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우선과제 6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 활동과 성과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UN SDGs 우선과제 선정과정

1

직원 설문조사

하나금융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나금융이 사업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있는 UN SDGs를 조사하였습니다.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을 촉진합니다.

2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금융업에서 UN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선과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며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금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3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평가

최신 ESG 트렌드 및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금융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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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고 장려하는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 성과는 매년 UNGC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
 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
 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
 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노동

(Labour)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7: 기
 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원칙 10: 기
 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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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후원 정책
회사의 모든 기부 및 후원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며, 단순 기부/후원 목적 외의 정치적 활용, 우회적 자금조달 등을 금지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한다.

1. 기부/후원의 집행

1-1.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부/후원은 다음의 경우에만 집행한다.

1-2. 사회통념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집행한다.
1-3. 부적절한 사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1-4. 사회 발전 및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목적 등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어떠한 직원도 피고용 상태에서는 정당, 정계 진출자 혹은 후보자에게 금전적 지불이나 기타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다.

2. 집행 의무사항

2-1. 기부나 후원이 윤리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2-2. 모든 기부와 후원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3. 기부금을 집행하는 부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처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3. 기부/후원의 검토

3-1. 모든 기부와 후원의 대상자, 집행 사유, 집행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집행 절차 및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집행 기준을 개정한다.

2020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2

Hana ESG Strategy & Highlights

Hana Focus Areas

Hana Factbook

Hana ESG Performance

GHG Verification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성명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검증 범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직접배출(Scope1) 및 간접배출(Scope2)에 대하여 합리적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지침
한국표준협회는 다음의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003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070호)
· KS Q ISO 14064-1,2,3 : 2006
· IPCC Guideline

검증 결론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적절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구분

직접

간접

총량

2020

7,971

55,975

63,946

※ 참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습니다.(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수점단위 이하는 절사함.)

2021년 03월 30일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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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하나금융그룹의 2020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금융지주
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하나금융그룹이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
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검증 기준 및 범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 데이터 및 정보의 공개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오류는 수정되었음)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LR)은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그룹”)로부터 ‘2020

◦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 보고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
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AA1000AS v3를 활용하여 Moderate Level로

이 의견은 Moderate Level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

수행되었으며, 범위는 Type 2이었습니다.

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하나금융그룹1)의 2020년도분 국내 사업장의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Note: Moderate Level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High Level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Moderate Level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

◦AA1000 AccountAbility 원칙2),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영향성 원칙의 준수 평가
◦보고서가 GRI 표준(Core Option)3)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하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GRI 200(경제): GRI 201-1, GRI 201-2, GRI 203-1, GRI 203-2, GRI 206-1
◦GRI 300(환경): GRI 305-1, GRI 305-2, GRI 305-3
◦GRI 400(사회): GRI 417-3, GRI 418-1, GRI 419-1

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Moderate Level의 검증은 High Level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하나금융그룹의 협력회사, 계약자 그리고 그 외의 제3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는 검증 범위

대한 하나금융그룹의 접근법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서 및 관련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행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하나금융그룹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하나
금융그룹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금융그룹의 보고서와 타사의 보고서를 대조하여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

해당 산업계의 특정 이슈들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하나금융그룹이 이 중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하나금융그룹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비즈니스상 의사 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할 목적

하나금융그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하나금융그룹의 책임이 됩니다.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하
 나금융지주 및 14개 자회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에프앤아이, 하나벤처스, 하나펀드서비스, 하나금융티아이, 핀크)
2) https://www.accountability.org 3) https://www.globalrepor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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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IEC 17021의 인정 요구사항(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이해관계자가 GRI Content Index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

관찰사항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관찰사항 및 발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로이드인증원은 하나금융그룹에 본 검증심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어떠한 중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되지

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2일

◦중요성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

임희정

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어떤 이슈(혹은 토픽)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수립하였

LR 검증팀장

으며, 이러한 기준들이 경영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을 대표하여

◦대응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하나금융그룹은 중요 토픽인 ESG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들과 핵심성과지표들을 연관시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실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식의 보고가 권고됩니다.
◦영향성
하나금융그룹은 조직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측정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LRQA 계약번호
: SEO00000827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cluding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LRQA),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loyd’s Register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검증 범위인 국내 사업장 관련 보고 지표들에 대한 하나금융그룹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assumes no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2021. A member of the Lloyd’s Regist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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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ESG Strategy & Highlights

Hana Focus Areas

Hana Factbook

Hana ESG Performance

수상내역

일시

수상내역

2020.01.15

Global Finance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통산 19회)

2020.02.05

PFI誌 선정, Transport Deal of the Year 부문 ‘올해의 최우수 유럽 프로젝트상’ 수상

2020.02.18

Euromoney誌 선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통산 13회)

2020.03.05

Global Finance誌 선정, ‘2020 최우수 테크놀로지 솔루션 PB은행상’ 수상 (국내 최초 수상)

2020.05.06

‘2020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오픈뱅킹 부문 대상 수상

2020.06.04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2020.06.18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평가 연속 1위 달성

2020.07.10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0.07.20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5년 연속 1위 선정

2020.08.26

The Asian Banker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리테일 은행’ 수상

2020.10.09

PBI誌 선정, ‘2020 아시아지역 최우수 Private Banker 및 Rising Star상’ 수상

2020.11.05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2020.11.17

하나원큐 올해의 앱 선정 ‘앱어워드코리아 2020’은행 부문 대상 수상

2020.12.01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0년 연속 수상

2020.12.14

하나금융그룹,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12.22

하나금융그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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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간 참여부서

보고서 발간 주관부서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ESG 기획팀

경영지원팀, 리스크관리팀, 미래금융전략팀, 시너지추진팀,

하나금융지주 ESG 기획팀은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

재무기획팀, 전략기획팀, 준법지원팀, 하나리더십센터,

지원을 포함, 그룹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회계팀, IR팀

사업을 담당하며, 이해관계자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하나은행
개인디지털사업섹션, 글로벌사업지원섹션, 손님행복섹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주관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발간됩니다.

리테일사업지원섹션, 리테일상품섹션, 미래금융전략섹션,
비서섹션, ESG 기획섹션, 신탁섹션, 자금섹션, 인사섹션,
인재개발섹션, 자금세탁방지섹션 , 재무기획섹션, 정보보호
섹션, 준법지원섹션, 중소벤처금융섹션, 직원행복섹션,
총무섹션, 투자금융섹션, 외환사업지원섹션, 글로벌자본
거래유닛

하나금융투자 홍보팀
하나카드 전략기획섹션
하나캐피탈 인사총무팀
하나생명 소비자보호팀
하나저축은행 미래전략팀
하나자산신탁 경영지원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경영지원팀

이 보고서는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펀드서비스 경영지원부
하나에프앤아이 경영지원부
하나금융TI 전략기획팀
하나벤처스 경영전략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ESG 기획팀
Tel. 02-317-5927
www.hanafn.com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표지 및 내지는 친환경 용지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마크를 받았습니다.
FSC 마크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된 삼림 내에서 길러진 나무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