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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하나금융그룹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KEB하
나은행에서 발간해 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11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와 연계한 하나금융그룹의 여섯 가지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 추진
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보고 원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
보고 경계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
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이
* 보고서에 주어가 하나금융그룹인 경우 그룹 차원의 활동을 의미하며, 관계회사 개별적 내용은 해당 관계사를
주어로 명시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경제(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사회, 환경 전반
보고 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기준(2018년 상반기 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매년(지난 보고서 발간: 2017년 5월)
보고 검증
제 3자 독립검증
보고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사회공헌팀 Tel. 02-3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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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금융업은 시장, 규제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민감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금융업은 사회 전체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점
점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경쟁의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환경 및
기후, 다양한 IT기술의 발전속도와 규제의 강화는 기업에게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Trend
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면으로 도전 돌파해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질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
누는 금융’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Trend Analysis
오늘날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회와 위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및 대륙에 따라 강도와 영향이 상이하지만, 브렉시트, 각국의 정치현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중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흥
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 고령화 등의 사회 이슈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
·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 고용시장 등 점진적 회복세

Global
Economic
Developments

· 신흥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위기
·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급격한 변동 리스크에 민첩한 대응구조 마련 필요
· 보호무역 관련 정책 확산 등 정치, 정책 위험

Trend Analysis
모든 산업에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영향력은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분야와 새로운 분야를 융합하는 중심에는 IT의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업은 그간 확보하였던 방대한 양의 손님데이터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손님의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기회
· 손님데이터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손님요구 충족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Digital
위기
· 새로운 진입장벽 구축 및 IT 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 모바일 및 온라인 사용 선호 추세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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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alysis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이제 범국가적인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수 및 전력 수급이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 및 환경 분야 이슈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
와 관련된 대응 활동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회

Environment
and
Climate

·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 시장 확대 및 환경 관련 투자 활성화

위기
· 환경 및 온실가스 관련 국제적 협약의 규제 강도 심화
·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Trend Analysis
금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손님정보보호, 금융상품의 건전성 유지 등과 관련한 거
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손님,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
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명성과 연계되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기회

Regulatory
Initiatives and
Reputation

·	적극적,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추진으로 기업 명성 구축,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가능

위기
·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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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하나금융그룹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성장 이익을 함께 나누고
금융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로써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존재이유인 미션,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정립하여

함께 성장하며

신뢰받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

행복을 나누는

앞서가는

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며, 2025 비전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금융

글로벌 금융그룹

MISSION

2025 VISION

대상으로 견고한 신뢰를 쌓겠다는 강한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하이라이트
당기순이익

2013
2014

2,117
ROE

2015
2016

2013
2015
2016
2017

전 세계 임직원 수

20,444

(단위: 십억 원)

CI Ratio

2015

61.6 (단위: %)
62.2
67.7

2016

61.7

2013
2014

1,400

2,117

2017

2014

8.77

990
980
954

5.16
4.55
4.17
5.92

(단위: %)

53.1
ROA

2017

2013
2014

8.77

0.60

2015
2016

53.1

0.34
0.32
0.29
0.42

2017

(단위: 명)

2017

20,444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017 아시아-퍼시픽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Asia Pacific)

2017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

(단위: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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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직원, 손님,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올 해 11번째로 지속가능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인 휴매니티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umanity)에 기반하여 직원들의 행복이 손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지난 2017년을 되돌아 보면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그룹사가
‘One Company’라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한 결과 지주 설립 이래 최대의
이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선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원칙을
지지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나아가 우리 사회의 행복으로 확산되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행복경영의
실천을 통해 달성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grity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 방향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하나되어 미래를 건설해 나갈 때 하나금융
그룹은 글로벌 일류 금융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SDGs)의 이행과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실행하여 2017 지속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익 추구와 함께 직원, 손님, 사회 모두가 행복한

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우수 기업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천했던 다양한 활동

것 입니다.

들을 지속가능경영 6대 전략 방향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이 꿈꾸는 행복한 금융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다우존스(DJSI), CDP(탄소공개프로젝트)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명

드립니다.

하게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2년 연속 금융부문 우수기업으로 ‘탄소경영 금융섹터
아너스’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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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말을 기준으로 11개의 자회사, 21개의 손자회사, 2개 증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PANDING
TO GLOBAL

BEST BANK
은행 이익 1위

STABLE
PORTFOLIO

글로벌 비중 40%

전략목표
2025 BEST

TRUSTED
GROUP

비은행 이익 30%

브랜드 신뢰도 제고

사업 분류
하나금융그룹은 지주회사 및 관계회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전략’, ‘유통채널’, ‘상품개발’의 3대 축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회사들이 최고의 시너지를 냄으로써 전문적, 종합적 자산관리 시스템을 갖춘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회사

사업개요

하나금융지주

그룹경영전략, 재무관리

지분율

KEB하나은행

금융그룹 Main 유통 채널

100%

하나금융투자

AM & IB 제공1)

100%

하나카드

글로벌 프리미엄 카드서비스 제공

85%

하나캐피탈

소비자 금융시장의 특화상품 개발

50.13%

하나생명

최적의 보험상품 제공

100%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 기반 금융채널

100%

하나자산신탁

종합부동산 신탁 서비스

1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체투자전문 자산운용

100%

하나펀드서비스

전문 사무관리서비스 제공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그룹 IT 지원

핀크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2)

부실채권(NPL)투자 관리

-

경영전략 및 그룹 지원

상품 유통 채널

100%

상품 개발 엔진

89.98%
51%
99.58%

1) AM: Open Architecture 기반의 펀드판매 백화점 IB: IB전문 특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2) 하나에프앤아이 모회사는 KEB하나은행임

이해관계자별 가치창출

(단위: 십억 원)

배당금

192

311

459

임직원

급여 등

정부

세금3)

지역사회/협회

기부금 등4)

합계
1) 예수부채/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의 합
2) 임직원 급여, 퇴직/해고급여, 복리후생비, 경영진 주식기준보상비의 합
3) 법인세, 세금과공과의 합
4) (사회공헌) 현금기부, 시간환산금액, 현물 기부, 사업비의 합

2,693

2,482

2,502

471

552

818

39

27

107

7,894

7,112

7,709

2017 total

7,709
주주

손님

23

2)

임직원

2

주주

2,5
0

3,823

십억 원

59

2017

3,740

4

2016

4,499

지역사회/협회

107

2015

이자지급1)

818

사업개요

손님

3 ,8

이해관계자

정부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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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We Serve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거점을 활용하고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글로벌 비은행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수익성 위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24 153
개국

유럽&중동

(2018년 3월 기준)

개(지점 및 법인)

10개국

아시아-퍼시픽
중국 33
인도네시아 68
홍콩 3
베트남 3
일본 3
싱가포르 1
인도 1
호주 1
필리핀 1
미얀마 6

아랍에미리트 2
독일 1
러시아 1
영국 1
체코 1
프랑스 1
바레인 1
네덜란드 1
터키 1

영업수익(매출액)

39 1,526
조

KEB하나은행 140 개(지점 및 법인)

120 개국

아메리카
캐나다 12
미국 8
브라질 1
파나마 1
멕시코 1

23 개국

총 자산(신탁포함)

억원

개인 손님 수*

19,341,034

455

조원

중소기업 거래업체 수*

명

280,000

여사

*KEB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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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프로세스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은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투입되는 6대 자본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가치와 중장기 전략목표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 재무자본

자본
정의

Input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 시가 총액: 14조 7,410억 원(2017년말 종가 기준)

필요한 금융자본으로서 그룹이

․ 자본 총계: 24조 8,279억 원

내/외부로부터 조달한 자본력

․ 조달 합계: 353조 7,619억 원

Business
Activities

하나금융그룹 핵심가치

․ 발행 주식: 296,003,062 주

Passion

2. 제조자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 유형자산 기초액: 3조 31억 원

그룹의 보유 자산으로서 각종 상품

․ 투자부동산 기초액: 7,485억 원

및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기

․ 자동화기기 현황: 5,017개*

위해 필요한 유형의 자본

․ 종속회사: 자회사 11개, 손자회사 이하 23개

Openness

․ 글로벌 네트워크: 24개국 153개(지점 및 법인)

With
Customer
3. 지적자본

그룹(기업)의 이미지 및

․ 무형자산 기초액: 1조 68억 원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식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비 취득액: 823억 원

(process and procedure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운영: 58명

포함), 지적 자산 및 기타

․ Digital Lab 운영: 30명

Excelence

무형 자산을 포함하는 자본

4. 인적자본

인적자원의 기술, 능력

․ 종업원 수: 20,444명

그리고 지식에 의해 생산된

․ 이사회 사외이사 비율: 70%

자산 및 그룹의 임직원을

․ 1인당 교육 시간: 93시간*

포함 (개인 투자자문역 및

․ 급여 및 복지 지출액: 2조 5,020억 원

기타 임직원)하는 자본

5. 사회 관계
자본

6. 자연자본

그룹 이미지, 명성 그리고 손님을

․ 사회공헌 집행 금액: 473억 원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41,436시간

등의 무형 자산

․ 사회적 기업 대상 지원: 26억 원

그룹 비즈니스의 서비스 및

․ 에너지 사용량: 1,359 TJ*

제품생산에 도움이 되는 process,

- 연료사용량: 154 TJ

environmental resources

- 전기, 스팀사용량: 1,206 TJ

(재생 또는 기타) 등의 자본

Respect

Integrity

Output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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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기준

Outcome

․ 영업이익: 2조 7,181억 원

하나금융그룹 2025 전략 목표
· BEST BANK (은행 이익 1위)

․ 당기순이익: 2조 1,166억 원

Best Bank란 국내 1위 은행으로의 도약을 통하여 안정

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손님 기반 강화를 통해 은행 입지를 제고 하는 것입니다.

․ 기본 주당이익: 6,817원
․ 배당액: 4,588억 원
․ 총자산이익률: 0.60 %

· EXPANDING TO GLOBAL (글로벌 비중 40%)

글로벌 사업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그룹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저성장/저마진의 국내 시장환경을 극복해 나
가는 것입니다.
· STABLE PORTFOLIO (비은행 이익 30%)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4.97%

비은행 비중을 확대하여 그룹의 사업 포

트폴리오를 안정화하고, 각 관계사간 시너지 기반의 진정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 TRUSTED GROUP (브랜드 신뢰도 제고)

․ 자기자본수익률: 8.77%

․ 유형자산 감가상각액: 2,380억 원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액: 426억 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

․ 지점 현황: 국내 920개, 해외 26개

자의 가치창출을 위해 핵심 차별화 기반인 ‘신뢰’를 전략목표에 반영하고 그룹 차원의 브랜
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 무형자산 감가상각액: 2,874억 원
新남방정책

․ 특허상품: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보유

· 정부의 新남방정책에 발맞춰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지역 내 글로벌 금융역량 집중
· 기존 국내 최대의 글로벌 채널 정비 및 동남아 지역 채널 확대
· IB 금융과 연계한 INFRA 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
· 동남아 지역 진출 국내 기업 앞 Total 금융서비스 제공 및 해외투자 지원반 운영

․ 사외이사에게 제공된 교육 횟수: 6건
․ 현지채용인원 수(국내 제외): 2,920명*

5대 사업 추진 전략
1

은행/비은행 진출확대 & 전략적 지분투자

2

Infra 투자 증대에 필요한 IB 금융지원 강화

3

진출 기업에 대한 Total 금융서비스 지원

4

진출 업체를 위한 해외투자 지원반 운영

5

Global 사회공헌 확대

․ 1인당 전문 자격증 보유 인원: 1,646명
․ 출산휴가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94.3%

․ 2017 DJSI 아시아-퍼시픽 편입(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Asia Pacific)
․ 하나금융그룹 2017 수상내역 참고(69 페이지)

․ 2017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
․ 온실가스 배출량: 67,942 tCO2e*(KEB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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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지표
하나금융그룹의 미션과 비전은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견고한 신뢰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전략은 재무 · 비재무적 요소와 핵심가치를 통합적으로 구현한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미래의 기회 · 위기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 ·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전략목표

Expanding Global
글로벌 사업비중

핵심가치

손님이
행복한 금융

40%

Best Bank
은행이익

미래를
여는 금융

1위

Passion

With
Customer

Vision

Mis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Openness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Excelence

Integrity

Respect

Stable
Portfolio
비은행 이익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함께 성장하는
금융

30%

Trusted Group
브랜드 신뢰 제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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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금융리더가 점점 중요해지고, 사회적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하나금융그룹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
룹은 2017년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한 것에 이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각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략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KEB 하나은행 기준

지속가능경영
테마

지속가능경영
전략

손님이
행복한
금융

추진방향

%

손님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KSQI(서비스품질지수)*

순위

반영하여 손님을 행복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금액*

백만 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손님만족 제도개선*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1

7,829

9,000

7,200

건

146

196

260

건

0

0

0

포터블 KEB하나은행*

건

77,593

73,287

93,328

하나멤버스 가입자

명

1,802,135

7,714,656

12,237,110

하이로보 가입자*

명

N/A

N/A

30,000

1Q Transfer 적용*

개국

N/A

5

80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44

111

93

임직원 1인당 자격증
개수*

개

5

5.2

5.5

직무교육 참여*

명

13,120

18,948

9,856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율*

%

81.3

97.5

94.3

재해율

%

0.04

0.01

0.02

윤리경영 교육 참여 *

명

14,571

14,175

12,580

자금세탁방지
교육 참여*

명

22,797

87,273

93,904

내부통제 교육 참여*

명

1,471

1,737

1,54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건

0

0

0

공정거래법 위반

건

0

0

0

중소기업 거래업체*

천개

207

251

280

새희망홀씨 대출(누적) *

십억 원

1,550

1,930

2,460

주거래우대 중소기업
대출*

십억 원

1,030

2,459

2,295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십억 원

13.5

15.0

15.5

하나Tech론1,2/
TCB우수기업대출*

조원

1.5

1.8

2.6

오늘날 기업들에게는 이윤만을

사회공헌금액

십억 원

38

27

107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임직원 1인당
봉사시간

시간

3.16

2.99

3.00

다할 것 또한 요구 되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고충과 문제를

금융교육 수혜자*

명

72,122

111,911

46,631

해결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사회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77,179

74,513

67,942

트렌드에 맞춰 하나금융그룹이
보유한 인적, 지적, 기술 자원을
동원해 새로운 시너지를

성공하는 기업을 만든다는
하나금융그룹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나인이
금융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리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한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금융

금융업은 국가 경제여력이 뒷받침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 하겠습니다.

상생하는
금융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2017년

98.0

능력 있는 임직원이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2016년

1

창출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기업

2015년

97.4

ICT 기반의 새로운 금융 업계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단위

손님재구매율*

미래금융
선도
미래를
여는
금융

성과지표

책임을 실천하겠습니다.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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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속가능경영 주요 계획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을 우선시하고 임직원의 행복을 중요시하여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그룹이 선정한 3대 대표전략 및 6대 이슈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전략별 대표 이행 활동들을 구상했습니다.

미래금융 선도
금융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창출
· 금융혁신을 통해 손님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손님 행동패턴 및 시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창출 (10개의 실행 프로그램) 계획
1

기존 HAI뱅킹 (문자로 송금, 잔액조회 가능) 서비스 고도화

2

개인비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손님별 개인화/맞춤 서비스) 구현

3

입출금 적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 상품 서비스 제공

4

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 손님 추정을 통한 Viral 마케팅

5

다양한 SNS 분석 및 브랜드 평판관리를 통해 위협을 사전 감지, 평가 및 대응체계 구축

6

금융거래패턴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탐지 및 방지

7

지역·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상권 동향 및 이슈를 발굴

8

비정형/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리스크 등급 고도화

9

개인손님 프로필/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성도 및 추정액 산출 (마케팅 활용)

10

기업 공시 및 재무정보, 뉴스 분석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 개선

신뢰받는 기업
좋은 일터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실현
- 오후 7시 사무실 전등 일괄 소등 후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 집중층으로 이동
- 정시퇴근 사내방송 및 인사부 순회점검 활동과 함께 정시퇴근 4행시 공모, 정시퇴근 우수부점 포상 이벤트, 퇴근시간 단축 아이디어 공모 실시
- 클라우드 PC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근무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자유로운 휴가사용 보장
· 일터와 삶에서 ‘소확행(小確幸)’을 만드는 감성 Touch 프로그램 시행
- 직원심리 상담센터 운영
- 가족간의 화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직원행복! 손님행복!’의 해 선포와 함께 기업문화 혁신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상생하는 금융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하나금융그룹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추진
· “상생하는 금융”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가지 목표를 수립 :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 생산적 금융: 중소·벤처 및 신-성장 4차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금융지원과 성장 Infra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양질의 자금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을 추구
· 포용적 금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

“생산적 금융” 플랫폼

“사회적기업 지원” 플랫폼

·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 사회적기업가 양성

· 기술거래 지원

·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민간주도의 미래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역량 개발 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술벤처 육성

IQ
Innovation

IQ
Society

·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핀테크 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 공급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진행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연계

희망금융
플라자

“포용적 금융” 플랫폼

·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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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하나금융그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기초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적 영향도에 따라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분류는 손님, 주주,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협회, 협력회사 등 총 6개로 정의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지속가능경영
이슈 수집

외부 환경을 통한
이슈 중대성 분석

내부 환경을 통한
이슈 중대성 분석

우선 순위 도출

보고서 프레임 구성
및 공개 범위 결정

1단계

하나금융그룹의 기존 지속가능성 이슈를 수집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외부 환경과 2017년 변경된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사내 경영 방침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21개의 이슈 풀(Pool)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단계

3단계

1

국제기구 지표 분석: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UN SDGs, DJSI 등 보고 요구사항
검토

2

미디어 분석: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경제, 환경, 사회 부문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슈로 구분
하여 중요 토픽 목록화

3

동종업계 보고서 분석: 금융산업 내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슈 분석

4

전문가 집단 설문(PwC Pool): PwC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 반영

1

경영진 주관 회의 안건 분석: 2017년 기간 중 이사회, 경영전략 회의 등 Top Management가 주재하는
정기 회의체에 보고·승인된 안건 중 21개 지속가능성 이슈와 Matching 여부 조사

2

임원 KPI 분석: 임원들의 KPI로 측정되는 항목 중 21개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Matching 되는 건수 조사

3

임직원 인식 파악: 임직원 설문조사(560명)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4단계

Step 2와 3을 통하여 이슈의 중요도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중요 토픽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보고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5단계

중대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서술적 방법을 통하여 각 이슈에 대한 2017년 성과와 중장기
방향성, 주요 데이터를 공개하여 심도 있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하나은행

손님

임직원

· 홈페이지
· 손님상담센터
· 손님좌담회
· 손님위원회
· 하나메아리엽서
· 손님만족도 조사
· SNS

· 임직원 포털
· 노사협의회
· 경영진과의 대화

협력회사
· 협력회사 간담회
· 홈페이지 설문조사

정부/지자체
· 정부 금융정책 설명회
· 금융감독원 간담회

주주투자자
·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 경영실적발표
· 기업·경영 공시

지역사회
· 사회공헌 웹사이트
· 재단 홈페이지
· 사회공헌 활동
· 스포츠·문화 지원 활동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 Way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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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21개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비즈니스 영향도와 사회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High

7개의 중요 토픽을 도출하였습니다.

정보보안 IT기술 선도

글로벌사업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여신·대출·투자시 사회 및 환경 리스크 고려

비은행 안정적 이익 창출

손님 민원처리 제도 역량 강화
사회약자 우대 금융 상품/서비스 확대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디지털 상품 서비스 강화
준법 및 투명한 세금 납부

일과 삶의 균현적 기업문화 구축
영업점·사무실 자원 절약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지속가능경영 전략 테마

금융 전문가 육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손님이 행복한 금융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기회 보장

미래를 여는 금융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함께 성장하는 금융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관리 제도화

Business Impact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임직원 인권 보장 및 고충처리

합리적인 보수 및 공정인사 체계 강화
친환경 금융 상품서비스 확대
노사관계 형성 및 조합활동 보장

Social Interest

High

중요 토픽 결과 및 보고경계
보고경계

상세순위
순위

토픽명

사회적
관심도

비즈니스
영향도

보고
위치
(페이지)

1

정보보안 IT기술 선도

2

1

34, 36, 41, 42

2

여신·대출·투자시 사회 및 환경 리스크 고려

5

4

76

3

손님민원처리 제도 및 역량 강화

1

5

35, 37

4

사회공헌활동

12

3

63~68

5

사회약자 우대 금융 상품/서비스 확대

3

7

35, 59~61, 67

6

글로벌사업 비중확대

17

2

42, 47

7

디지털 상품/서비스 강화

4

9

40~43, 47

외부

내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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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관계회사의 책임 있고 지속적인 사회책임 경영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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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
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
산업 전 영역에 걸쳐 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외환은행을 통합하여 해외 24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김정태 회장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

장’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룹은 쉽고 안전한 금융

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동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

를 만들고자 경제발전의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였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세

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함

사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금융기회를 제공하고자

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건강한 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파워온임팩트(Hana Power on Impact)

또한, 그룹 공동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Happy Sharing을

설립일

2005년 12월 1일

임직원 수

78명

대표번호

02)2002-1110

하나금융지주는 지속가능경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홈페이지

www.hanafn.com

믿고 그룹의 미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본사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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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
적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임팩트를 달성

실시하였고, 12개 관계사별로 기부물품을 모집하여 바자회
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탈북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룹 체계적 변화관리를 위한 기업문화 Index 도입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문화 구축

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중에는 「하나파워온임팩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업문화와 리더십 변화가 요

(Hana Power on Impact)」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

구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변화관리와 직원들이

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10명의 발달장애인이 성공적으

공감할 수 있는 기업문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

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장애인 직무개발을 주제

니다. 이에 따라 총 9천여 명의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조직 건강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 사별 상황에 맞는 기업문화 개선활동의 시행을

모두하나데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나금융지주는 매년 ‘1(하나)’이 겹쳐지는 11월11일
부터 다음해 1월11일까지 두 달 동안 그룹 전 임직원
2만 여명이 참여해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을 2011년
부터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선
포식 당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11,111포기 김치를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에 지원하였습니다.

위해 워크숍을 실시, 자체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사별 해결방안이 모여 그룹의 변화를 추진 하
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의 목적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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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은행 고유의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신용장 개설 및 네고 등
의 수출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환 파생상품 영업 및 IB 관련 업무와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
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복, 손님 행복”
KEB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

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손님의

라 현재의 은행 위상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

가치가 실현되고, 손님께 드린 기쁨이 손님의 행복으로

과 지향점을 정립하고자 새로운 슬로건을 선정하였습니

이어 지는 은행,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 행복이 실현

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통합 2년 차를 맞이하여 본

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격적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며 역동적 성장을 통해 강한
함영주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은행을 완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성공적인 시너지 창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실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마트오피스” 도입

설립일

1967년 1월 30일

임직원 수

13,770명

대표번호

02)1588-1111

KEB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소벤

KEB하나은행은 을지로 신축본점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홈페이지

www.kebhana.com

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본사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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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과 벤

이러한 근무환경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를 자

처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하

극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주도적으

였습니다.

로 대응하고, 상·하, 부서 구분 없이 자율적인 소통과 협

또한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하여 ‘하나 희망 플라자’ 운

업을 가능하게 하여 ‘수평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데

영을 통한 손님과의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신용

기여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금융

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상황에 맞는 각종 서민금
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금융교육 진행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KEB하나은행은 청소년들의 조기 금융교육 강화를 목적
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하
여 2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
소년들이 금융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체험과 교육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학생, 새터민, 다
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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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하나카드는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고 금융권 최초의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를 출시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온 신용카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된 열정, 완성 카드명가”

정수진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2017년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규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New 리더라는

환경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하나카드는 손님패널

Vision을 수립하고, Value Chain 전반의 디지털화를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손님 관점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나카드는 전통과

및 손님 관리 제도의 개편 등의 노력으로 이용 회원수 등

혁신의 역량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영업 기반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취급고와

서비스 개발과, 손님의 눈높이에 맞춘 한결같은 섬김으로

이익도 동반 증가하는 등 획기적인 실적 개선을 달성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는 기업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전환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T HanaCard Academy’ 시행

하나카드는 서울시 중구를 소재지로 하는 기업으로서 주

설립일

2014년 9월 1일

임직원 수

729명

대표번호

02)1800-1111

하나카드는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홈페이지

www.hanacard.co.kr

고객에게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

본사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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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금융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과 코딩, 모바일
앱 구현 등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DT HanaCard
Academy’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권 코딩
교육 열풍 속에서 하나카드는 수강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조봇’과 ‘앱인벤터’를 활용한 차별화

변 사회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외벽 미관공사를 비롯
해 장판·도배·전기 등 약수동 쉼터의 내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가전제품 기부를 통해 진정한 휴식의 쉼터
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카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대상 금융교육 서비스 실시
손님이 행복한 금융

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한 다문화센터인 ‘다

하나카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디지털 의식함양과

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디지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여

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특화된 금융교육 뿐만 아니

DT HanaCard의 기반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라 저축, 환전, 해외송금, 보험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외

환경미화원 쉼터 리뉴얼 및 물품 기부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나카드는 중구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쉼터 리뉴얼 및
물품 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과
다동은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아 환
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약수동에 위
치한 환경미화원 쉼터에 오래된 건물로 충분한 휴식을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국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생
활 속 금융관련 질의응답 및 금융상식 교육 등 다양한 방
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과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on Hana
Hana Network
Network

하나금융투자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21

하나금융투자의 사업영역은 5개 부문으로 리테일, Wealth Management(WM), 홀세일, Investment Banking(IB)
그리고 Sales & Trading(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및 WM부문은 개인/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주식, 선
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세일부문은 기관 및 법인
고객 대상 금융상품 판매 및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파생상품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IB부문은 기업금융업무 전
반을 수행하며,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S&T부문은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의
공급과 헷지 운용 및 회사의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합니다.

“손님에게 사랑받고, 직원이 자랑스러워하고, 업계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사자부 회사”

이진국 대표

하나금융투자는 자산관리 및 기업금융까지 다양한 금융

가치를 창출하고, 손님과 직원이 함께 행복한 회사, 사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로, 개인에게는 맞춤형

더불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서비스를, 기관에게는 차별화된 리서치 역량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손님에게 사랑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받고, 직원이 자랑스러워하고, 업계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자부 회사”가 되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도 3S정신(Speed 발빠른 실행, Simple 간편한 해법,
Spirit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통해 새로운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군장병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

설립일

1977년 1월 18일

임직원 수

1,612명

대표번호

02)1588-3111

하나금융투자는 멀리로는 군장병 후원, 가깝게는 본사의

홈페이지

www.hanaw.com

환경미화 담당직원과 보안 근로자까지 폭넓은 사회공헌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나금융투자는 매년 자매결연부대인 제20 기계화보병
사단(결전부대)을 방문해 후원금 전달 및 군장병들을 격
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부
대와 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활
발한 교류와 후원을 통해 상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부서장들이 기부한 물품들로 바자회행사를 개최

하나금융투자는 과거 무산되었던 광명시 종합병원 유치
사업을 ‘KTX광명역 일대의 역세권화’라는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중앙대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종합병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9,2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3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향후 병원이
건립되면 광명시 뿐 아니라 안양시, 시흥시 등 인접 주민까
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구입한 패딩을 여의도 본사에서

하나금융투자는 여의도 금융현장을 돌며 생생한 금융/

함께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 담당직원, 보안 근로자, 시

경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를

설관리 직원 분들께 선물하며 숨은 영웅들을 위한 고마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머니투데이 방송과

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990 여명이 참여해
2011년부터 총 11,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공공 목적 종합의료서비스 유치 기여
함께 성장하는 금융
하나금융투자는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광명시에 중앙대학교 병원을 유치해 공공 목적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투자는 청소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건강한 금융습관, 금융소비자 보호, 올바른 투자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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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로 설립된 이후 주택 및 중고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할부금융, 기타 여전법상
부수업무 등을 영위해 온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2004년 8월 시설대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리스를 새로운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수익 다변화와 더불어 영업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성장을 위한 각 부문별 전문성 제고 및 영업채널 기반 강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로 새롭게! 혁신으로 강하게!”

윤규선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하나캐피탈은 할부금융, 리스금융 및 대출업무를 취급하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바

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손님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

탕으로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투명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내부고발 채널인 ‘건

또한, 손님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금융을 강화

강한 소리’를 도입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

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캐피탈은 지속가능한 경영

여 시장을 주도하는 1등 캐피탈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포용적, 생산적 금융 실현

2017년 하반기에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두하나

함께 성장하는 금융

데이’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벽화 그리기와 행복상자

설립일

1987년 2월 13일

임직원 수

262명

대표번호

02)1800-1111

중금리 대출은 손님에게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홈페이지

www.hanacapital.co.kr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중금리 대
출 상품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
력해 왔습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표방하는 ‘휴매니

만들기에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함께 성장하는 금융

티(Humanity) 경영’ 아래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입

하나캐피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유망기업에

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2017년 11월 신기

대한 업무제휴를 지속해 왔습니다. 2017년 7월 코오롱

술사업금융업 등록절차를 마쳤으며, 2017년말에는 조직

오토플랫폼과 친환경 전기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편을 통해 미래금융팀을 신설하여 유망업종에 속하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는 업계 최초

만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제

로 드론 유통업체인 헬셀과 업무제휴를 맺고 드론 전용

휴/투자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으며, 국내 토종 친환경 전기자전거
전문기업인 리콘 하이테크와도 할부금융 업무협약을 체

임직원 가족 참여형 봉사활동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나캐피탈은 그룹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
는 금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
습니다. 2017년에는 매월 1회 주말, 정기적으로 진행되
는 ‘임직원 가족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아동센터/다문
화센터를 방문하여 환경개선 및 아동들과 함께 세계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18년에도 드론·3D프린터·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여, 모든 생활 전반 품목을 아우르는 비즈
니스로 확대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on Hana
Hana Network
Network

하나생명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23

하나생명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인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 폭넓은 국내채널과 선진 보험기술을 결합하여 신뢰받고
앞서가는 든든한 보험회사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의 한결같은 목표는 건강한 보험상품을 바탕으로 최적
의 재정설계와 사후 서비스로 손님만족을 극대화하고 최고의 행복을 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손님과의 약속을 성실하
게 지키고, 윤리경영을 통해 손님의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손님이 만족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건강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생명은 최적의 재정설계와 철저한 사후 서비스로 손

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

과 지원을 계속 할 것이며, 보험 본연의 기능인 상부상조

영 실천을 통해 손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힘들

와 인간사랑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생명, 노을공원 내 ‘하나생명 행복 숲’ 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평소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덜 했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주재중 대표

하나생명은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매년 임직원과 함께 나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설립일

1991년 11월 29일

임직원 수

160명

대표번호

02)1577-1112

홈페이지

www.hanalife.co.kr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무를 심고 가꾸며, 노을공원 내에 조성한 ‘하나생명 행복
숲’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기존에 실시
하고 있는 재활용 캠페인과 같은 간접적인 환경보호 활
동 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등 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직
접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손님이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행복
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
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
으로 다른 보험사는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연금보험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
능하여 가입자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여 손
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생명은 이런 점을 개선
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보험 상품에도 중
도인출 기능을 부가했습니다.
하나생명, 전직원 소통 워크숍 실시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하나생명은 2017년 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워
크숍은 미니운동회, 가치교환 Activity, 소통 카페 등의

던 타 부서직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 지는 좋은 계기가 되
었습니다. 미니운동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
해 즐거움을 느꼈고, 가치교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팀워크를 다지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
다. 또한 소통카페에서는 하나생명의 조직문화, 자기계발,
업무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메모하고
이야기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생명, 모바일 창구 오픈
미래를 여는 금융
하나생명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손님들이 스스로 쉽고
편리하게 보험계약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창구를 오픈하였습니다. 하나생명 모바일 창구는 기
존 인터넷 상의 사이버 창구에서 가능했던 기능 중 손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는 한편, 직관적이
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창구는 손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
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 방문하여 이용
할 수 있고, 본인계약 조회, 정보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
계약대출, 보험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보다
간결한 진행단계를 도입해 100만원 이하의 사고보험금
은 방문이나 서류없이 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 시에도 보안카드나 OTP카드 입
력단계를 없애 손님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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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건강한 금융, 행복한 금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다
양하고 선진화된 금융노하우와 대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준높은 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저축은행 임직원 모두는 도덕성(Integrity)에 기반한 건전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상품 및 서
비스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신용 질서유지에 앞장서
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저축은행” 도약

오화경 대표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동참

를 만들고자 경제발전의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세

였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금융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함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건강한 성
장’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룹은 쉽고 안전한 금융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서민금융의 든든한 동반자’

설립일

2012년 2월 8일

임직원 수

144명

대표번호

02)1899-1122

금융소외계층을 비롯한 서민금융 동반자로서 하나저축

홈페이지

www.hanasavings.com

은행은 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

본사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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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잔액

함께 성장하는 금융

기준 2016년말 356억원에서 2017년말 971억원으로
6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출시된 중
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멤버스론”의 경우 그룹공통

또한, 직원 및 재능 기부자와 연계한 장수사진 촬영ㆍ액
자제공, 이미용 봉사 및 문화재 지킴이, 밥퍼 활동 등 다
양한 봉사활동과 하나금융그룹의 모두하나데이 기부활
동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행복한 금
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으로 출시 이후 2017년말까지 87억원의 대출공급을 통

하나저축은행은 2014년 여성 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

해 서민금융기관 안정화에 기여하고 금융상품의 선택

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

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2018년 2월

습니다. 가정과 개인 삶이 균형잡 힐 수 있는 조직문화 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행

축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하여

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이웃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문화확산에 기여하

중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별 워크숍을 추진하며 칭찬문

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

화 구축, 소통스킬, 중간책임자 리더십 등 소통문화가 개

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선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하였습니다.

회사 문화행사(뮤지컬 공연관람)시 희망직원 가족을 초
청하여 가족이 소속된 직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

‘이웃과 하나되는 사랑의 나눔행사’ 활동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하나저축은행은 2013년부터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임
직원이 쌀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
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연 3~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on Hana
Hana Network
Network

하나자산신탁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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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신탁은 부동산 전업 신탁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금융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탁상품 및 부동산 금융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Value Chain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올 한올 정성으로 손님의 꿈을 실현합니다”

이창희 대표

하나자산신탁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손님의 신뢰를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자산

바탕으로 부동산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신탁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선도 종합 부동산회사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

로의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입니다. 또

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리츠,

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 경영을 실천하여 건강한

정비사업 등 신규 Biz 및 고수익 사업모델 개발을 지속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그룹의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자산신탁의 노력은

경영철학인 “행복나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 창사이래 최대 실적 시현, 한국부동산금융대상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기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설립일

1996년 6월 15일

임직원 수

131명

대표번호

02)3452-0100

하나자산신탁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하나자산신탁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홈페이지

www.hanatrust.com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14년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

사내 상조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하나사랑봉사단은 매월

택 공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임

수서 명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주택 개발사업(사업약정 체결 완료), 울산 학성동 임대

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도시락 배달, 식기세척 등의 봉

주택 개발사업(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완

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모

료)을 추진하였습니다.

두하나데이 나눔행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앞으로도 하나자산신탁은 부동산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

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금융

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종합 부동산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윤리경영 및 손님 만족도 제고 노력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하나자산신탁은 손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윤리경영을 실
천하기 위해 분기별 손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른 손님 피드백을 기반으로 주요 이슈 및 개
선사항을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
으로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부적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하나자산신
탁의 Integrity 강화를 위해 사내 내부고발 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26

HANA FINANCIAL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17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부동산, 특별자산(인수금융, 인프라 등)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사로 수탁고는 5.9조
이며, 국내 사모펀드 뿐 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포함하여 총 117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탁고 중
부동산 4.4조, 특별자산 1.5조이며, 국내 53%와 해외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블라인드 펀드, 특별자산 확대,
해외펀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대체투자의 선두주자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합니다”

차문현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2006년 국내 최초 부동산 전

년간 저금리 시대의 적절한 투자대안으로 대체투자에 대

문자산운용사로 설립 이후, 특별자산펀드로 투자영역을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 부동산과

확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특별자산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우수한 투자

3월에는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성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외투자 확대와

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 달성과 직

공모펀드 활성화로 대체투자에 대한 금융기회를 넓혔습

원과 고객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속 가능

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국내 제1의 대체투자자산

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직과 도덕, 겸손을 기초로 한

운용사’로 도약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성과를 드리는 든든

‘HARMONY’ 경영 철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한 투자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모펀드 시장 선도

글로벌 투자 역량 강화

설립일

2006년 4월 14일

임직원 수

63 명

대표번호

02)2190-65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을 통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국내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

홈페이지

www.hana-aamc.com

손님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 및 특별자산

서 손님에게 수익성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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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에 힘입어

자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2017년 미국 NASA 오피스, 미국 드림웍스 오피스 펀드

그 결과 최근 2개년 사이 해외 펀드 수탁고가 2조원이 증

를 성공적으로 설정하며 부동산 공모펀드 시장을 선도하

가하였으며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베트남 메트로폴 호

였습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주를 이뤘던 해외부동산

텔, 일본 주거용 부동산 펀드 등을 설정하면서 투자지역

펀드의 투자기회를 개인손님에게까지 확대 제공 했다는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부

의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

문 강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 2018년 초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에서 베스트 펀드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체투자 전문운용사로서 국내에 머

상을, 매경증권 증권대상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

무르지 않고 해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손님에

를 안았습니다.

게 수익성 있는 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손님이 행복한 금융

수평적 조직문화와 인재경영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활발한 소통문화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해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숍 등을 통해 직원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도 지속적
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이러한
소통활동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또한 글로벌 연수 및 포럼 참여 지원, 외국환전문인
력 교육과 같은 직무관련 위탁교육 실시 등 직원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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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펀드서비스는 자산운용 업무의 Back Office, Middle office, Front Office 전체를 지원하는 Total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펀드회계시스템을 통해 펀드 매매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효율적 운
용을 지원하는 주문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당사의 정보시스템은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다양한 손님
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믿음직한 인프라로써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펀드서비스는 2003년 KEB하나은행에서 분사한 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님 여러분께 신뢰와 믿

래 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모든 임직원의 헌신적

음을 주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파트너가 될 수

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대표 사무관리사로 성장하였습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또한 2012년 하나금융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그룹사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폭과 질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오상영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차세대시스템 구축 완료

모두하나데이 동참

설립일

2013년 4월 1일

임직원 수

137 명

대표번호

02)6714-4600

하나펀드서비스는 급변하는 금융 및 IT 환경에 발맞춰 손

모두하나데이 일환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에 KEB하나은

홈페이지

www.hanais.co.kr

님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펀드서비스 등 하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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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7년 2월 차세대시스템(HINTs) 개발을 완료하

봉사단원과 함께 했습니다.

였으며, 현재 손님 여러분 각각의 니즈에 맞춰 차근차근

저소득층 이웃분들이 겨울을 따듯하고 행복하게 보내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펀드서비스는 차세대

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400여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

시스템의 안정적인 적용을 통해 손님 여러분의 업무효율

다. 춥고 힘든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

기쁨과 하나금융그룹 가족들이 모두 하나되는 자부심을

러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견고한 인프라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행복한 금융

통해 손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도록 하
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함께 성장하는 금융
하나펀드서비스는 당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
사, 명함 제작, 경조사 화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의 상생과 행
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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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는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로서 은행권,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방
식으로 부실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한 부실채권을 회수 및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NPL 시장을 주도하는 NPL전문투자관리회사”
하나에프앤아이는 2013년 12월 NPL투자관리업으

등 NPL관리회사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 업종전환 이후 은행권 담보부채권 투자를 시작으

앞으로 하나에프앤아이는 격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빠

로 개인회생채권, 제2금융권 담보채권 등 다양한 NPL

른 적응력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NPL시장을 주도하는 투

Portfolio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NPL투자회사로 발돋음

자관리회사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하였고, 2016년에는 자산관리 업무를 Launching하는
정경선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따뜻함 나눔 활동 지속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설립일

1986년 9월 11일

임직원 수

29명

대표번호

02)3708-2114

하나에프앤아이 임직원은 모두하나데이의 일환으로 중

하나에프앤아이는 사회적 가치 추구 실천을 위해 사무용

홈페이지

www.hanafni.com

증 장애아동 생활공동체인 ‘라파엘의 집’에 7년째 후원금

품 구매 등 업무상 요구되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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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원품을 나누며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코

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함께 성장하는 금융

리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수행중이며 향후, 보다 많은
양질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다양한 봉사 및 나
눔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는 활
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기업문화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건강도 진단을 실시
하여 개선점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
었습니다. 또한 조직건강도 진단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임직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기업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윤리
헌장 및 윤리강령을 숙지 및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
널을 통해 위법, 부당행위 등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및 고객의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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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티아이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에 차별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IT 기반 자체 솔루션과 신기술 역
량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며 보다 수준 높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고, 2017년 인도네시아 IT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하다, 내일을 더하다”

박성호 대표

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

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원천

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당사는

기술을 확보하고 금융 IT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글로벌

2017년 청라 그룹통합데이터센터 준공 및 이전과 함께

최고 수준의 IT 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울러, 손님과

‘Transform IT, 하나금융티아이’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사회를 위한 새롭고 가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

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하나금융

하여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고자

그룹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며 인공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라 그룹통합데이터센터 준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진행

설립일

1990년 8월 30일

임직원 수

651명

대표번호

02)2151-6400

하나금융티아이는 2017년 6월 청라 그룹통합데이터센터

하나금융티아이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홈페이지

www.hanati.co.kr

구축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인

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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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적 IT 인프라를 한 곳에 모은 친환경·고효율 통합데

후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고자, 인천문화재

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나금융티아이는 보다 안정적인

단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을 후원하는 메세나 프로그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천 청라 지역사회

램, 인천 서구와 초·중학생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하나

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코딩캠프’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미래를 여는 금융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 전담 조직 ‘DT Lab’ 신설
미래를 여는 금융
하나금융티아이는 하나금융그룹 내 본질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DT Lab’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했습니다. DT Lab은
금융 전문가와 IT 전문가 간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손님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상향 표준화하고, 금융 IT 분야 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 및 산학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오
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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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이 경제주체인 동시에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여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픽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기요인에 대응합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31

Appendix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Material Issue 1. 손님이 행복한 금융

32

Material Issue 2. 미래를 여는 금융

38

Material Issue 3.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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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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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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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esponsible Financial
Services
손님이 행복한 금융

판매서비스 만족도 KSSI
(단위: 위)

4년연속
(은행산업)

1

1

보이스피싱 예방금액
(단위: 억 원)

72

포터블 KEB하나은행
(단위: 건)

93,328
?

손님이 행복한 금융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손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금융업은 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과거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관행은 금융업이 겪고
있는 변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손님 정보보호 및 보안은 기술 발전과 함께 금융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
입니다. 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님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손님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이 행복한 금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손님이 행복한 금융서비스로 거듭나는 것이 중장기적 경쟁력
의 원천입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재산과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보안 신기
술 적용 및 국내외 정보보호인증 취득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님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해 손님 의견 수렴 채널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금융그룹의 창사 슬로건인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바탕으로 ‘손님이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전사적 역량
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Hana Network

손님재구매율*

보이스피싱 예방금액*

(%)

(백만 원)

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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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Key Performance Index)

97.4 98.0 96.5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KEB하나은행 보이스피싱 대응사례

9,000
7,200

평소와 다름없이 KEB하나은행 신사점에서 근무하던 중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손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 쓴 20대 여
성은 ‘전세금으로 쓸 자금’이라며 약 1천 7백만 원을 인출하고자 했습
2015

2016

2017

손님만족 제도개선*
(건)

196

2016

2017

고, 인출을 지연했습니다. 프린터 잉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둘러대며 금

2015 - 2016 - 2017

0건
2016

니다.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금액을 입금 된지 30분 밖에 지나지 않아
인출하려는 고객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260

146

2015

2015

융사기팀에 협조를 요청해 보이스피싱 계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고객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
해 많은 대화를 유도하며 금융사기를 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2017

포터블 KEB하나은행*(건)

77,593

2015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73,287

2016

93,328

2017

마음이 약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가해자들이 “구속된다”, “수사중이다” 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2017년 고객/서비스 만족 평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경찰의 홍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판매서비스 만족도(KSSI)
은행(대출) 부문 은행산업 1위(4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예방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분 1위 (2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은행 소비자 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8.10 –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
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KEB 하나은행 기준

KEB하나은행 신사지점 황해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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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보안 체계 및 활동

1.1

손님의
정보를
보호하는 금융

2017년 DJSI 평가결과

Information Security
& Cyber Security

100

금융산업 최고점

99 하나금융그룹
55

금융산업평균

지불카드 산업데이터
보안 표준인증(PCI DSS) 획득

KEB하나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의 비전을 ‘국내 최
고의 손님정보보호 은행’으로 수립하고 최고보안책임자

하나카드는 손님과 다양한 거래 파트너들이 믿고 거래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위원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카드

장으로 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는 2017년 글로벌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인증인 ‘지불

보호위원회에서는 연 단위로 IT보안 부문전략과 계획을

카드 산업데이터 보안표준(PCI DSS: Payment Card

수립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CEO에게 보고하고 있습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인증을 획득했

니다. 신용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임직원은 물론 수탁

습니다. PCI DSS 인증은 5개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들이

업체 담당자, 대출모집 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신용정보보

카드회원 보안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보보안 평가를 진행

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를 위·수탁하는

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국제보안 표준 규격입니다. 이를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정보보호부가 합동으로 연 1

위하여 카드번호 등 손님 데이터의 저장·전송·처리과정,

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보호 등 총 12개 분야, 415개

하나금융지주 모든 부서는 지주 내 임직원의 개인(신용)정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개인(신용)정보 보호

하나카드는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현황 점검,

획득한 데 이어 PCI DSS 인증도 받으면서, 하나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적정성 점검 등 체크리스트를 기반으

결제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

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위반 관련 최신

로 입증하였습니다.

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정보보안 위반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카드

지불카드 산업데이터
보안 인증획득

KEB 하나은행, ‘행복동행 금융창구’ 운영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행복동행금융창구 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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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서비스, 8개국 원어민 전담 마케터의 외국
어 상담 서비스 등 외국인근로자 손님의 금융접근성을

손님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금융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손님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하
는 핵심 목표에 걸맞게, 어르신·장애인 등 금융 사각지대
에 놓여 있어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
켜 왔습니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고령·장애인 손님
을 위한 ‘행복동행금융창구’를 전국 745개 점포에 설치
해 운영하였습니다. 창구에는 손님 응대지침을 숙지한 직
원을 배치하고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였습니다. 또
한 콜센터 ARS는 어르신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느린

2017년 DJSI 평가결과

Financial Inclusion

100

금융산업 최고점

88 하나금융그룹
58

금융산업평균

높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출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외국인근로자 손님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을 지원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금
융 소외 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탈북 새터민 안정적 금융거래 지원

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서는 고령
손님을 위하여 시니어 전문 금융상담원이 알기 쉬운 용어

KEB하나은행은 앞으로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로 상담을 진행하고 설명한 내용을 재확인해 드리는 등

3만여 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그 외에도 KEB하나은행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낯선 대한

ARS’,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서비스, 점자 현금자

민국 금융환경에서 탈북 새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금전적

동입출금기(ATM), 점자 보안카드 등을 통하여 금융 소

부담과 불편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 업무를 위탁 수행하여, 탈북 새
터민들이 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외국인근로자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

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KEB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금융 소외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손님을 대상으로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를

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탈북 새터민 지원 사업
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운영하여, 손님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본국 송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화송금 전용계좌에 송금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해외 수취인에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금융접근성·안전성 및 손님의 편의를 획기적
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easy-one 외화송금
서비스 외에도 ATM 17개국 다국어 서비스, 외국인전용

KEB하나은행

easy-one 외화 송금서비스
- ATM 17개국 다국어 서비스
- 원어민 전담 마케터 8개국

KEB 하나은행, 탈북새터민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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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님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금융

금융사기 피해 72억 원 사전 예방

위조지폐 감별부서(위변조대응센터)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보이스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KEB하나은행은 모든 손님에게 안전한 화폐를 전달하기

구축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수립하며 관련 직

위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위폐 감정을 위한 전담부서인

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사

위변조대응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당

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행과 거래하는 손님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금융사기 근절을

하는 모든 화폐를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별 역

위한 본점-영업점 간, 은행-경찰 간 유기적 공조체계

량을 키우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창구직원을 대상

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써 2017년

으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깊이 있는 교

12월 말 기준 대포통장 비율이 0.008%까지 감소하

육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말 0.26%에서 3년 만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EB하나은행은 2017년 12월 인

97%(0.252%p)를 감축시킨 성과입니다.

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종

또한 KEB하나은행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포통장

류의 초정밀 위조지폐(일명 슈퍼노트)를 세계 최초로 발

예방 교육과 금융사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견하였습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중국 베이징, 단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등지에서 유통되던 북한산 추정 위폐 국내 반입사건과

사기 유형 및 예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금융사

관련하여 서울지법에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고성능 장비

기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를 갖추어 판독한 당행 감정의견서가 증거자료로 채택되

결과 2016년 57억 원, 2017년에는 72억 원을 금융사기

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국내 발견 위조외

피해로부터 예방하였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2016년

화 적발 총량의 70%를 상회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

26명, 2017년 24명의 사기범을 검거하였습니다. KEB

며, 2017년 총 469매(미화 환산 57,056불)의 위조 지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신장, 금융

폐를 적발했습니다. 검찰, 경찰, 세관 등 법집행기관 및

사기 근절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금융소비자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KEB하나은

보호 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 및 「2017년 금융감독원

행은 금융시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로서

기관표창」(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금융사기 피해예방 72억 원

KEB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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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1Q 자문단 운영

차세대 상담품질 관리시스템 도입

KEB하나은행은 분기 1회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실시하여

하나캐피탈은 손님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상담원에

주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손

대한 체계적인 통화 품질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을 인식

님위원회를 중심으로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합

해 왔습니다. 2016년 10월 하나캐피탈은 상담품질 관리

니다. 2016년에는 손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에모레이(Emo-Ray)’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함

온라인 기반 패널제도인 ‘KEB하나 1Q 자문단’을 신설했

으로써 상담 업무를 상향 표준화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

습니다. ‘KEB하나 1Q 자문단’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

은 캐피탈 업계에서는 최초로 상담품질 관리시스템을 도

만, 칭찬, 제안, 건의를 제시한 경우 중 적합하다고 판단

입했습니다. 품질관리자는 상담품질 관리시스템에 따라

된 손님에게 참여 기회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

선별된 불만 콜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상황에

선사항을 발굴합니다.

따라 손님을 재안내하고 상담사를 재교육합니다. 상담내
용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나캐피탈은 불만

손님패널제도 운영

손님을 사전에 감지하고 해피콜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
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상담내용에 대한

하나카드는 손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청취하여 상품,

KEB하나은행

서비스, 각종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손님 중심의 경영

손님만족 활동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 1기 고객패널 활동에
서는 총 10회의 정기 간담회 및 1회의 수시 좌담회가 실

손님만족 제도개선

시되어 94건의 프로세스를 손님 관점에서 개선했습니다.

(건)

특히 홈페이지 및 App, 1 Q PAY 개선 등 디지털 접점과

260
196

관련된 60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고객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Q PAY

146

와 하나카드 APP은 고객만족도 동시 1위를 달성하였고
2015

2016

2017

('18년1월 PLAY STORE/ APPLE STORE기준) 하나
카드 홈페이지는 “WEB AWARD KOREA 2017”에서

하나메아리 엽서 수신

「UI/UX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나카드

(건)

는 2018년에도 손님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적절히 반영

711

589

실시간 모니터링 및 교육이 실시되면서 상담품질이 개선
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인 2016년 9월에는 일평균 12건이었던 상담
불만 건수가 2017년 12월에는 일평균 2건으로 줄어들
었으며, 2017년 4월부터 시스템 상 손님불만 감지 건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하나
캐피탈은 상담사에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주는 콜을 모
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감
정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품질 관리시
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235

2015

2016 2017

손님좌담회 및
손님위원회 개최 횟수

하나캐피탈
손님위원회

(건)

상담불만건수 개선 83%

13
6

8

2015

2016

(2016년 9월 대비)

운영 소위원회

2017

KEB하나 Solomon

KEB하나 SOL

●

●

KEB하나 1Q자문단
●

Off-Line 손님

Family 손님

On-Line 손님

(연 12회)

(수시)

(연 12회)

38

HANA FINANCIAL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17

02.
Future Oriented
Financial Services
미래를 여는 금융

1Q Transfer적용
(단위: 개국)

80
하이로보 가입자
(단위: 명)

30,000
하나멤버스 가입자

MEMBERSHIP

(단위: 명)

12,237,110
?

미래를 여는 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금융 시장은 손님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여 개별 손님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전통적 시장강자를 퇴출시키는 산업 패러다임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손님군과 니즈가 다양해졌습
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모하는 금융 패러다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규 기술과 전통적 금융서비스 개념
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손님의 니즈를 경쟁사보다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금융업계의 경쟁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룹이 보유한 시너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협
의체 운영과 전산통합을 기반으로 그룹 관계사별 상품개발 기능과 판매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증강현실, 음성 인식 등
을 접목한 IT 융합 및 모바일 플랫폼 구현 등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손님에게 접근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 지점 체계로 재편하여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품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손님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금융 전문가와 IT가 융합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KPI(Key Performance Index)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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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erview

1Q Transfer 적용 나라*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 센터는?

2017년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하나금융타운’의 1단계 사업

80

인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2017년 6월에 완료하고, 2017년 6월 20일에는

개국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데이터센터는 금융그룹 전 관
계사의 모든 인적·물적·IT·인프라 및 기술을 한 곳에 집약하여 통합 운영하
는 국내 금융권 최초의 사례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금융티아

하이로보 가입자*(명)

이의 주도로 구축되었습니다.

2017년

30,000 명

현재 1,800여명의 하나금융그룹 내 모든 IT 관련 직원들이 입주해 있는 통
합데이터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의 IT허브이자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의 거
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통합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
이터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를 통해 그룹 내 IT 인력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
벌·모바일·핀테크·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신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멤버스 가입자(명)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데이터센터는 정보보안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정보
2015

1,802,135

유실 및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도 8.0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
7,714,656

2016

12,237,110

2017

등급 설계 및 기계설비의 이중화를 통해 물리적 피해에 의한 정보 유실을 방
지하고, 로터리 UPS 기법 및 병렬연결 방식 등을 도입하여 백업 체제를 공
고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감시가 가능하며 외부인의 경로를 제한
하는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을 도입하고, 외부인 전용공간을 분리 운
영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8.2 –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
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
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
성 향상을 달성한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는 향후 하나금융그룹 IT 직원의 통합 업무환
경 마련에 따른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시너지를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
혁신의 핵심동력인 신기술 분야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전초기
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사 간 IT 서비스에 대한 고품질 상향 표준화 및
자원 재분배 기회를 확대하고, 청라국제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IT
시장 진출의 허브이자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청라 하나금융타운 내 2018년 완공 예정인 그룹 글로벌인재개발원과

9.5 –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 당 연

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금융 및 IT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핀테크 및 글

구개발 (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민간

로벌 기업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스카우팅, 스타트업 기업 엑셀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러레이션 등 외부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
가고자 인천 청라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IT 코딩 교육과 IT 직업 체험 등
을 제공하는 ‘하나금융코딩캠프’, 인천 지역 문화예술 전문 기관과 함께 미
디어 아트 등 지역 예술인 후원을 위한 메세나 프로그램 운영, 문화제휴 사
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티아이는 통합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금융 IT 전문가를 육성
하고 국내 금융 IT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최고의 금융 IT 회사
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KEB 하나은행 기준

39

40

HANA FINANCIAL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17

금융상품개발과 판매의 유기적 연결

2.1

그룹 및
관계사의 협력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 및 평가보상, 그룹 부동산 협업 관
리 및 지원 등의 손님대상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너지 협업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이 스스로에게 맞는 금융서비스를

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선택하는 업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ne
Company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장 금융서비스 역량을 위한 조직 개편

룹 관계사별 상품개발 기능과 판매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너지 메커니즘으로 회사별 전문 역량을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점차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

하고, 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손님의 니즈에 최적화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 역량과 디

된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공급합니다.

지털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하나금융그룹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

2017년 DJSI 평가결과

그룹 시너지 마케팅 협의회 운영

는 디지털 전략 및 DNA를 확산시키고 미래 신성장 금융

Financial Stability and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시너지는 그룹 시너지마케팅 협의

Systemic Risk

회를 통해 발현됩니다. 하나금융지주 경영관리부문장이

100

금융산업 최고점

100 하나금융그룹
88

금융산업평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8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
니다. 특히 ‘디지털마케팅부’, ‘기업디지털사업부’를 신설
하고 IT 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개인 및 기업

의장을 맡고 있는 시너지 협의체는 리테일협의회, PIB

손님에 대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했

협의회, CIB 협의회, 창업-벤처투자협의회, 부동산금융

습니다. 또한 ‘미래금융R&D본부’를 신설하여, Digital

협의회, 비영업부문 콜라보를 담당하는 콜라보 지원협의

Transformation 및 미래 디지털 금융 전략을 수립 및

회 등 6가지 시너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

관리하고 증강현실·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빅데이

년부터는 리테일 협의회와 PIB 협의회가 개인금융협의

터 등 관련 신사업을 개발하여 디지털 혁신 시너지를 창

회로 통합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그룹 내

출하고자 합니다.

협력 역량 제고, 오토금융 활성화 추진, 은행·금융투자

리테일협의회

CIB협의회

- 그룹 IB 연계
- PCIB 확대
-	관계사 앞 대출 공동 참여
기회 제공

- 리테일 협업
그룹
시너지마케팅
협의회
PIB협의회

부동산금융협의회

- 그룹 부동산금융 연계

- 그룹투자·연금상품 판매
- PB부문 강화
- 복합 점포

의장 : 지주 경영관리부문장
위원 : 지주 CSO, 각 협의회 의장,
주요관계사 마케팅담당 임원

- PCIB 확대
- 그룹 보유 부동산 효율화

* PIB(Private Investment Banking) :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결합한 금융서비스
* CIB(Corporate&Investment Banking) : 기업금융과 IB업무를 연계하는 금융서비스
* PCIB(PIB+CIB) : 개인·기업 전 고객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하나금융그룹

그룹 시너지 마케팅
6개 협의체 운영

KEB 하나은행, 통합데이터 센터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2.2

IT와 금융의 융합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증강현실 서비스 ‘하나머니GO’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에게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드리고
자, 스마트폰 위치 검색기능에 기반하여 증강현실을 제
공하는 ‘하나머니GO’를 하나멤버십에 탑재하였습니다.
‘하나머니GO’는 하나멤버스 회원이 KEB하나은행, 하나
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관계사 영업점이나 쿠폰 제휴회
사 매장주변에서 ‘하나머니GO’를 실행하면 제휴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톡(Talk)에 이어 하나머니GO를 출시하면서, 금융권의
혁신 사례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손님의 보다
큰 혜택과 재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HAI R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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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ROBO는 출시 6개월만에, 가입 손님 3만 명, 가입
금액 4천억 원, 체험 손님 수 10만 명, 가입 펀드 계좌 수
12만 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HAI
ROBO의 ‘자산배분 알파 알고리즘’은 2017년 금융위원
회 주관 제2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에서 알
고리즘 운용 심사와 시스템 안정성 심사를 모두 통과하
였습니다.
2018년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HAI
ROBO 시즌2’를 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손님의 행
복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업그레이
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성 인식 텍스트 뱅킹 출시

KEB하나은행은 2016년 11월 출시한 ‘텍스트 뱅킹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위해
2017년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 브랜드
‘HAI’를 출범하고 첫 번째 서비스로 로보 어드바이저
‘HAI ROBO’를 출시했습니다. HAI ROBO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면서도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상품가입까
지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탑재하여 손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HAI ROBO를 통해 24시간 제공되
는 ‘My 자산진단’ 보고서와 펀드몰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I ROBO는 온·오프라
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영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

(Text Banking)’에 삼성전자의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빅스비(Bixby)’를 적용하여,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금
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텍스트 뱅킹’을 2017년
6월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님은 입금계좌를 별칭으
로 미리 등록해 신속히 이체 거래를 완료할 수 있고, 등록
된 입금계좌에 이체할 때 지문이나 홍채를 통한 생체 인
증 한 번으로 빠르고 쉽게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
다. 이외에도 환율, 잔액,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이체가 가능합니
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KEB하나은행이 추진할 인공지
능 대화형 금융플랫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습니다. 즉, 손님은 인공지능 PB가 제시하는 포트폴리
오를 휴먼 PB를 통해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음성인식 텍스트 뱅킹
(Text Banking) 출시

하나금융그룹, 증강현실 서비스 ‘하나머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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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1Q Transfer’ 대상 국가 확대

2030 생활금융플랫폼
‘핀크’ 정식 서비스 출시

KEB하나은행은 2016년 2월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1Q

2016년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공동 출자한 합작

Transfer’를 출시했습니다. 1Q Transfer는 수취인의 휴대

법인 핀크는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한 2030 생활금융

폰번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해외송금이 가

플랫폼 ‘핀크’를 2017년에 정식 서비스로 출시하였습니

능한 최신 핀테크형 서비스입니다. KEB하나은행은 2017

다. 핀크 서비스는 손님의 건전한 자산 형성과 건강한 소

년 1Q Transfer 서비스 지역을 전 세계 총 80개 국가로

비습관 정착을 돕는 AI 기반의 머니 트레이너 서비스입

확대했습니다. 1Q Transfer 서비스는 상반기에 우즈베키

니다. 특히 금융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소비에는

스탄, 네팔,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익숙한 2030세대 손님의 소비 생활을 맞춤형으로 진단

카자흐스탄, 케냐, 가나 등 1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혁신적 가치를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중국, 일본, 유럽지역,남미지역 국가

전달합니다. 핀크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AI 기반 금융 챗

를 포함하여 65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봇(Chatbot) ‘핀고(Fingo)’, 지출내역 분석 및 현금흐

80개국 손님의 거래 편의성과 경제성이 보다 증대되었습

름 관리 서비스 ‘SEE ME’, 제휴사 연계 금융상품 제공

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본부는 1Q Transfer의

서비스 ‘FIT ME’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핀크를 바탕으로 해외송금 서비스와 자체 신용 모형 기반
P2P 대출 사업을 확장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인 시니어

블록체인 기술 적용 검증

KEB하나은행은 2017년 12월 OAT(Open Account

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기반 모바일 통합 테스트 센터 구축

Transaction) 방식의 수출대금채권 매입 등 무역금융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검증 작업

하나금융티아이는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온라인 기

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

반의 모바일 통합 테스트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에 참여한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시범 적용 단계까지

손님은 365일 24시간 온라인 접속만으로 센터 내 모든 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실제 무역

바일 기기를 이용해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 각종 모바일

거래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수출입 관련 서

웹·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해

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종이문서 발행을 최

당 서비스를 통해 기존 수작업 테스트로 인한 인력·시간·

소화할 예정입니다.

비용 소요 문제와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

온라인 기반 모바일 테스트 센터
구축(국내 금융권 최초)

KEB 하나은행, 1Q Transfer 운영

Power on Sustainable Way

2.3

모바일
플랫폼 활용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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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Digital Lounge’ 오픈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원큐 페이(1Q Pay)’ 출시

KEB하나은행은 금융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해외 손님

하나카드는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금융 서비스

들의 제한된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 플

에 접목하여 손님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

랫폼 ‘Digital Lounge’를 출시하였습니다. ‘Digital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나카드는 전국을 300여 개 권

Loung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령대, 취미 등을 고려한

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의 주요 상권 및 주요 가맹점

맞춤형 은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

에서 실시간으로 손님에게 혜택을 알려주는 마케팅 플랫

해 은행업무, 환율,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

폼 ‘원큐 페이(1Q Pay) 앱’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습니다. 출시 대상 영업점은 15개국에 소재한 17개 해외

하나카드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과 업종 등

영업점이며 지역에 따라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

을 선별하여 손님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Digital Lounge’의 지원 언어를

정이며, 해외 면세점 및 해외 주요 관광지 등으로 사용 범

확대하고 모바일 리플렛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

위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여 해외 네트워크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보험창구 오픈
‘모바일 브랜치’ 서비스 확대
하나생명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앱 설

2017년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관리 업무

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

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창구를 출시하였습니다.

는 ‘모바일 브랜치’를 2017년 3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손

모바일 창구는 기존 인터넷 상의 사이버 창구에서 가능

님은 모바일 브랜치를 통해 가계대출 신청, 신용카드 신

했던 기능 중 손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

청,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였으며,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었

2017년 12월부터 가계대출 약정 및 실행, 주택담보대출

습니다. 또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으며, 기존보다 간

신청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결한 진행 단계를 도입하고 보안카드나 OTP카드 입력

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직원이 해당 영업점의 URL주소

단계를 생략하여 손님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나 QR코드를 손님에게 제공하면, KEB하나은행과 거래
가 없던 손님들도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대출 신청이 가

모바일 브랜치 ‘하나1Q패밀리’ 출시

능하며, 심사에 필요한 복잡한 증빙서류도 핸드폰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어 손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
상시켰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속적으로 손님과의 소
통을 통해 상품 이용 편의성을 보완할 계획이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비대면 금융서비스 채널을 대면수준으
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캐피탈은 영업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신속한 승인 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브
랜치 ‘하나1Q패밀리’를 출시하였습니다. ‘하나1Q패밀
리’는 기존 영업지원용 앱에서 제공하던 기능에 리스·렌
터카 견적, 증빙서류 온라인등록, 전자서명 기능 등 현장
에서 손님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습니

KEB하나은행

다. 또 직원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나가 있어도 업무를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Digital Lounge’출시
17개국 시행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채팅 서비스 하나1Q
패밀리톡과 물건점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출시
한 ‘하나1Q패밀리’는 영업채널과 디지털금융을 연결시
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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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rowing Leadership
in Financial Market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임직원 1인당 자격증 개수
(단위: 개)

5.5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93
직무교육참여
(단위: 명)

9,856
?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금융그룹이 추구하는 행복한 금융은 ‘하나인’, 즉 임직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회사생활의 행복감과 가치를 느끼는 하나인
이 손님에게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인 모두가 자신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임을 체감하고 손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일을 한다고 인식할 때 하나금융그룹의 경쟁력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임직
원의 쉼과 재충전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인이 ‘손님의 기쁨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의 가치와 자기 주도성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관행을 탈피하고 전직원이 금융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의 변
화에 발맞춰 조직 체계를 재편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이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조직 내 안정감과 위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화경영으로 임직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Hana Network

직원행복이 손님행복으로 이어지는 기업문화

임직원 1인당
자격증 개수*(개)

5.5

144
111

5.2

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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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Key Performance Index)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하나금융그룹은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손님을 만든다고 생각하여, 그룹
의 기업문화를 임직원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자부심이 생기는 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

2015

2016

2017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율*(%)

94.5 94.3

2015

2016

2017

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시간을 직원에게 돌려
줌으로써 본질적인 업무와 자기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개인 시간을 보장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주며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재해율(%)

또한, 임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MBA, 주말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

0.04

81.2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손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0.01

0.02

믿습니다. 동시에 직원들도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정’에 있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들이 공감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제도와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
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여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원은 손님께 행복을 전파하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은 만족스러운 서

직무교육 참여*(명)

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손님은 안정된 이익기반 확보에 기여함으

18,948

2016
2017

로써 성과 배분이 증대되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직원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13,120

2015

이처럼 직원행복이 손님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9,856

논어 ‘자로’편에 보면 “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손님이 행복 하려면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직원 행복을 시작으로, 손님 행복, 더 나아가 사
회에 행복을 나누는 금융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4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
업기술을 포함한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 행복
· 삶에 대한 존중
· 성장의 기회 제공

최고의 금융서비스
· 최고의 자부심
· 최고의 금융전문가

성장
행복한 금융그룹
· 안정된 이익기반 확보
· 성과 배분 증대

손님 행복
· 자산 가치 증대
· 편리한 서비스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KEB하나은행 변화추진본부
*KEB 하나은행 기준

서일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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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인재로의
전문성 강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하나금융그룹 IT Campus 개소

하나금융그룹은 체계화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임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IT와 금융 산업의

직원의 비전과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경력개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IT

프로그램은 크게 핵심인재, 전문인력, 글로벌 인력으로

Campu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Campus에서는 현

나뉘어 운영됩니다. 핵심인재는 하나 인재상에 따른 평

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IT 공통 교육을 목표로 신

가 후 차세대 리더로 양성되고, 전문인력의 경우 직무 부

기술, 최신 보안 트렌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 등 다양

문별 전문역량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됩니다. 글로벌 인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그룹통합데이터

력은 다시 현지법인 근무인력, 한국유학인력, 현지인력으

센터에서 열린 IT Campus 개소식에서 IT 임원 및 실무

로 구분되어,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리

담당자들은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뜻을 모으고

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
그룹은 직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

2017년 DJSI 평가결과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Human Capital

하나금융그룹이 생각하는 인재 양성이란 사원부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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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단계별로 개인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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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T 교육을 바탕으로 한 관계사 간 협업과 시너지를 적
극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착공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부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

터 본격적으로 임직원의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조직을 구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축하여 인적자원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글

룹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차세대 리더를 양성

로벌인재개발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인재개

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발원은 그룹 내 모든 계열사 임직원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인적자원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본부장 이상 임원’, ‘부실

키우는 전초기지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리자’, ‘책임자 이하’이며, 단계별로 최적화 된 프로그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인재개발원을 포함한 하나금융타

램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개발하거나 글로벌 유수의 교

운 시설물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육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하나금융그룹은 해외사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 전문가는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2017년
글로벌 전문인력
프로그램 참여인원
903명
하나금융그룹, IT Campu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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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Lab(Digital Transformation Lab) 신설

Talent Attraction

하나금융그룹 내 IT 전문기업인 하나금융티아이는 독

& Retention

립기업 형태로 ‘DT Lab(Digital Transformation
금융산업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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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문화전파 활동을 수행했습니
다. ‘Digital Stars’ 일부 직원은 HAI뱅킹, Open API,

2017년 DJSI 평가결과

100

Appendix

Lab)’을 신설하였습니다. DT Lab은 전통적인 금융권 조
직과는 다르게 디지털 기술 혁신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
해 하나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사
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원천 기술을 확
보하고, 관계사와의 협업과 금융 – IT 전문가 간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데이터를 활
용해 인공지능 모델링을 구축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
인문학 기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며, Digital
Transformation 마인드를 전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를 상향 표준화하여 실제 손님 대상
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
설된 DT Lab은 해외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협
력을 통해 그룹 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핵심 성
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개

비대면계좌개설, Global Loyalty Network 등 미래금
융 사업 프로젝트에 전입하여 제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행내 Digital Transformation 전
략에 발맞춰 Digital Stars를 영업본부별 2배수 확대
및 본부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행내 심화된 디지털 문
화전파 활동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Digital
Stars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상품 및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채택될 경우,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와 하나금융티아이는 임
직원들의 IT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미래
금융코딩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미래금융코딩캠프’에서
는 하나금융티아이 직원이 강사로, KEB하나은행 미래금
융사업부 직원 등 70여 명이 수강자로 참여하여 코딩의
기초 원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를 IT측
면에서 구조화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그룹 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길림금융연구센터 건립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글
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EB하나은행은 손님에게 디지털 금융의 혁신적 가치

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길림은행, 길림대학교와 공동으

를 제공하는 인재의 역량 개발을 위해, 2017년 7월 조

로 ‘길림금융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길림금융연구센

직내 디지털 금융혁신 문화를 선도해나갈 미래형 인재인

터는 길림은행의 싱크탱크로서 길림은행이 종합금융그

‘Digital Stars’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22명의

룹으로 발전하는 데 발판이 될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략

Digital Stars는 디지털혁신 포럼과 ICT 8대 기술·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길림금융연구

월별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디지털금융 강좌, 창의적·컴

센터에서 연구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퓨팅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Coding 교육에 참가했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에 총 18회에 걸
쳐 영업본부 및 학습조직(CoP)과 연계하여 약 550명의

하나금융티아이

DT Lab 신설

KEB하나은행, Digital Stars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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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가족친화경영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
의 양립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

금융서비스 최일선에서 손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

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

는 콜센터 상담사는 감정 노동의 대표 직군입니다. 하나

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합니

카드는 콜센터 상담사를 손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가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

족친화인증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아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시작하여 2017년에도 매

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용 및 출산 전후 휴가 등으로 내

월 40명씩 상담사를 초대하여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인

부 임직원 만족도가 높고 대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

‘하나카드, 콜센터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정시퇴근일 시행

12월에는 2017년도 연간 최우수 상담사 30명에게 이

과 PC OFF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시행으로 직원

탈리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힐링피크닉

들이 가정에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은 유명 강사의 강연, 요리, 피크닉, 복면가왕, 도전골든
벨, 뮤지컬, 유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사가

직원행복 센터 운영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수
시로 감정 노동자 심리치료 프로그램(1:1 전문가 상담치

KEB하나은행은 2016년 직원행복센터를 신설하고 찾
아가는 심리 고충 상담 프로그램인 ‘사이다 톡톡(talk
talk)’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료, 업무상 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워크숍 실시

직원들의 고충을 관리하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검사, 찾
아가는 영업점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강의 및 신용회복

하나자산신탁은 하나금융그룹 사옥에서 조직건강

지원 등의 임직원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

Level-Up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연초에

의 힐링과 행복을 위해 행장님과 함께하는 소통행사, 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건강도(OHI) 설문과 인

링 콘서트, 마음건강 관련 강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고, 더 건강한 조직을 만

이와 더불어 직원들 가족간의 화목을 제고하기 위해 각

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조직의 실행력

종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입학 등)에 대한 선물

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워크숍에서는 실무자 입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가족 참여행사 등을 실시하

장에서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탐색하는 과

고 있습니다. 관리자에게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

정이 진행되었고, 관리자 입장에서 실무자 진단 및 탐색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다 채

결과를 살펴보고 세부적인 실행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

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는 별도 상담 및 개인

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자산신탁은 임직원이 각자

회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 위치에서 건강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육아/출산휴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율
남 91.67%
여 94.36%

매월 콜센터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40명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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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및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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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 운영

해외 우수 임직원 초청 행사

KEB하나은행은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떠나 나를 돌아보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현지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

고, 직원 간 소통 확대와 긍정 기운 전파를 통한 사기진작

하여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프로그램인 ‘공감과 동행-힐링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KEB하나은행은 6월 하나은행 중국

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우수직원 600여명을 선발하여

유한공사의 우수한 실적을 낸 현지 임직원 및 배우자를 대

진행되었으며,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상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청 행사는 현지화 추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 과정의 어려움과 성과, 미래발전방향 등에 대한 소통의

참여직원들은 선후배간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장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현지 임직원들에게 하나인으로서

가질 수 있었으며, ‘소통/협업/솔선수범/칭찬’을 주제로

의 소속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행사의 기업문화연수

내가 실천하는 ‘Do&Don't’를 작성하고, ‘신나고 재밌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하나금융그룹의 비전 및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나부터 실천해가는 기업문화에 대

가치관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

해 토론함으로써 은행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공

행 중국 유한공사의 현지화 및 안정화를 위해 현지 임직원

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소통리더 모임 개최

Play 1(HANA) 행사 개최

하나금융투자는 경영진과 직원간, 직원들 상호간의 관계

하나카드는 유명 클럽 M2에서 임직원 700명이 모여 노

에서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통리더

조통합과 인사통합을 기념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소통리더 모임의 리더는 각 부점에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Play 1(Hana) 행사에서 하

서 부서장에게 추천 받은 교류 능력이 뛰어난 책임자급 이

나카드는 2017년 1분기에 달성한 ‘트리플 크라운’(모집,

상 직원들을 선발했으며, 첫 번째 모임에서는 114명이 참

취급액, 당기순이익)을 자축하고, 노사협의를 통한 인사·

가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은 회사가 당면

급여·직급·복지 등의 시스템 통합을 기념했습니다.

한 문제와 사내 소통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
견을 공유했으며, 하나금융투자는 이러한 소통 모임을 통
해 활기찬 소통 문화를 사내에 확산시키고 손님이 사랑하
는 회사, 직원이 자랑하는 회사, 업계에서 부러워하는 회
사인 ‘사·자·부’ 회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 힐링캠프 운영

하나금융투자, 소통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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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thical Financial Services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내부통제 교육 참여
(단위: 명)

1,545

자금세탁방지 교육 참여
(단위: 명)

93,904

윤리경영 교육 참여
(단위: 명)

12,580
?

하나인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리경영은 제도와 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영역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윤리경영 활동은 소
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기업의 명성이 손님에게 보다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평판에 따라 손님 창출·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법률과 사회적 요구도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윤리경영 제도 시행과 조직 내재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는 물론 기업의
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9년부터 관계사별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그룹 내부 인식수준을 제고해 왔으며, 윤리경영이 중장기 경쟁력을 유지해나가는
경영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하나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그룹 공통 윤리강령인 ‘Code One’을 제정했으며, 2017년 초에
는 윤리강령 7가지 핵심행동 원칙인 ‘Core 7’도 수립하며 윤리경영 내재화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명확한 윤리원칙 정립을 통해 모든 하나인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제도 강화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룹 차원 윤리경영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이 그룹차원에서 제정한 윤리원칙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실천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Hana Network

내부통제 교육 참여*

윤리경영 교육 참여*

(명)

(명)

1,545

14,571
14,175
12,580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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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Key Performance Index)

1,737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인권선언문 제정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의사결정 기
준과 행동 원칙을 담은 ‘Code One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통해 인
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의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제시하
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건)

(건)

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2015 - 2016 - 2017

2015 - 2016 - 2017

0건

0건

•성별, 학연, 장애, 종교,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자금세탁방지 교육 참여*(명)

93,904
87,273

손님에 대한 인권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한다.
•손님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손님의 정보는 안전하
게 관리한다.

22,797

•손님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2015

2016

2017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
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
근을 보장한다.

16.5–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16.6–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
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주주/투자자에 대한 인권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
하게 제공한다.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가 인권․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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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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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명확한
윤리원칙

그룹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 핵심 행동 원칙, Core 7 제정

하나금융그룹은 2009년부터 각 관계사별로 윤리강령을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그룹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

제정하여 윤리경영 인식을 제고해 왔으나, 그룹단위의 미

로 ‘윤리경영의 확산’을 선정하고 윤리강령 7가지 핵심

션·비전 수립과 함께 통합된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행동 원칙인 ‘Core 7’을 제정하였습니다. ‘Core 7’은

인식했습니다. 이에 관계사별 윤리강령을 통합·보완하고

2016년 말 ‘그룹 임직원 윤리경영 인식도 조사’에서 수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월, 그룹 공통의 윤리

렴한 9,800명의 의견과 주요 윤리 이슈에 대한 자체 분

강령인 ‘Code One’을 제정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석을 반영하고 구어체와 명령형 문체를 사용하여 임직원

단 ‘하나’의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하며 통합적

들이 쉽게 기억하고 일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설

인 기준을 의미하는 Code One은 윤리헌장, 윤리적 판

계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단을 위한 질문, 25개의 세부 윤리강령으로 구성되어 있

‘Core 7’ 실천 운동을 강력히 실시하여 윤리경영을 일상

습니다.

업무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DJSI 평가결과

Codes of Business
Conduct
Code One

100

금융산업 최고점

윤리헌장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

윤리강령

임직원 모두가 마음에 새겨 스스로

임직원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될

임직원의 자세, 임직원에 대한 자세,

실천해야 할 판단과 행동의 원칙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스스로 행위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세의 총 3장으

의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로 구성, 25개의 핵심적인 윤리가치

87 하나금융그룹
70

금융산업평균

를 담은 임직원 행동의 기준

1.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
(공정한 평가와 인사는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2.	출신, 성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적 언행과 파벌 조성 행위는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부정행위입니다.)
3.	성희롱을 하지 말라.
(성희롱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근무환경을 악화시
킵니다.)
4.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말라.

5.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라.
(소통은 탁월한 팀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기본이며, 상호공
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6.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라.
(비용, 물품을 포함하여 권한, 시간, 정보 활용의 경우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여야합니다.)
7.	미주미과(美酒美果)를 실천하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과 개인을 만들어 갑
니다.)

(과도한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사적 금전
대차는 범죄행위입니다.)

2016년 그룹 윤리강령
‘Code One’ 제정

2017년 핵심행동 원칙
‘Core 7’ 제정
- 7가지 행동원칙
- 임직원 9,800명 의견 반영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4.2

준법 및
윤리경영 제도

‘건강한 소리’ 접수 대상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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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제도 강화

하나금융허브 내부제보시스템 개발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및 성희롱 등을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윤리경영 2대 과제인 ‘부당한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내 신고제도인 ‘건강

업무지시 근절’과 ‘내부제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관계사별 ‘건

2017년 5월 하나금융허브 내부제보시스템을 개발하였습

강한 소리’ 운영 여부와 접근성, 시스템 안전성을 내·외부

니다. 이 시스템은 제보채널의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고 무

그룹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기명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 모바일 채널인 ‘하나금

을 촉진하였습니다. 제보자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융허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철저한 비밀보호와(제

제보 제도와 준법감시인 직접 보고제도를 통해 비밀을 보

보내용 암호화하여 접수담당자 외 열람 불가능) 무기명

장하고 있으며 신분보장을 위해서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

신고 보호 강화(제보내용과 소속사 외의 정보는 삭제되도

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록 설계됨), 제보처 선택가능(소속회사 또는 지주를 선택

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하여 제보가능)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 제보시스템 개

있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인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발 후 시행내용 그룹포탈 팝업, 하나인의 기업윤리 웹툰,

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윤리경영 퀴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직원들이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정상 참작을 하고 있으며,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였거나 이익에 크

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

게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 등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업무 근절을 위한 상급자 상향평가 도입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2017년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하나금융그룹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전 관계

제·개정하여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KEB하나은행)으

사 상급자 상향평가 항목에 부당한 지시 관련 항목 신설

로 증액하였습니다.

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각 관계사 준법감시 담

‘건강한 소리’ 제도는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을 준법지원

당부서와 인사 담당부서가 협의를 통해 상향평가제도 및

부서에 신고하게 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

부당한 지시 평가항목 도입을 검토하여 하나금융투자와

에 방지하고 건강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경

하나펀드서비스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실시 완료하

영 실천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소리’ 접수

였습니다. 또한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에서는

대상은 ①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

2018년 상반기 평가시 실시 예정이며, 그 외 관계사는

한 업무처리 행위 ②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상사의 위법, 부당한

③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

그룹은 상향평가제도 기 도입 관계사의 우수사례를 미도

지시, 임직원 윤리강령

④사고 발생사실의 은폐, 지연보고 또는 기타 사고징후

입 관계사에 공유하여 본 제도가 전 관계사로 확대되고

로 판단되는 사항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업무처리 행위

2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3

위반 행위

4
사고 발생사실의 은폐,
지연보고 또는 기타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사항

사내 신고제도
‘건강한 소리’ 운영

하나금융그룹, Core 7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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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천하는
윤리원칙

윤리경영 2대 추진과제 임직원 교육 실시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윤리경영 2대 과제인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과 ‘내부제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KEB하나은행은 금융산업의 준법감시 비용절감을 달성

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관계사의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

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 및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 명의의 지휘서신을 발송하여 2대 과제 추진의 중요성

노력합니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을 강조하였으며, 준법감시담당자 연수, 부서장 회의, 부

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레그테크 도입

서 및 지점 모니터링,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 등 주요 연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핀테크 업체의 레그

수 또는 회의 시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테크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규제(Reg-

한 그룹 공통 사이버 연수 시 윤리경영 2대 추진과제를

ulation)와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레그테크’는

필수 과정으로 선정하여 11개 관계사 임직원이 교육을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규제 환

100% 이수하였습니다.

경에 금융회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한 그룹포탈 팝업을 통한 2대 과제 추진 홍보, ‘하나인

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레그테크를 도입함으로써 금융

의 기업윤리 웹툰’ 팝업 및 ‘공감 [윤리3.0]’ 게시판 댓글

회사는 사람 의존적 준법감시 업무에서 탈피해 사전 예

참여 이벤트(총 6회), 윤리경영 퀴즈 실시 등을 통해 임

방 및 자동형 준법감시 운영으로의 혁신이 가능하여 인력

직원의 윤리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핀테크 업체는 전산 구축 비용을
제거하면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을 이용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 워크숍 진행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2월 12개 관계사에서 35명의 윤
리경영 추진리더를 선발하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
숍은 외부 전문가 초빙 및 준법지원팀 자체 강의로 진행되

수 있습니다. 향후 KEB하나은행은 정부의 레그테크 산
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레그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으로써, 핀테크 등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준법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었으며, 2016년 진행한 ‘그룹 윤리경영 인식도 조사’ 결과
를 반영한 하나금융그룹의 핵심행동원칙인 ‘Core 7’ 제정
관련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금융그룹 비
전 및 가치체계’, ‘핀테크 시대의 기업윤리 및 도덕적 딜레
마’ 등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
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의와 소그룹별 토론을 통해 하나
금융그룹의 향후 유망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윤리의식이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리더
35명 선발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참석 및 발표
하나금융그룹, 윤리경영 워크숍 운영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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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사례 공모 우수직원 시상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Anti-crime Policy

KEB하나은행은 ‘윤리,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

금융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에

& Measures

경영’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조직의 지속가능성

대한 국제적 요구와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 손님 창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합니다.

에 KEB하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KEB하나은행은 2017년 윤리경영 실천사례를 공모하

요구하는 전사위험평가(RBA: Risk Based Approach)

여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시스템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금세탁방지시

상황 속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

스템을 구축하여 최고 수준의 자금세탁의심거래 보고 기

도록 하였습니다. 약 한 달여 간 접수된 75건의 공모사

준과 손님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

례 중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에 부합하면서 임직원의 공

지 업무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직원 교육을

감을 일으킬 만한 사례를 기준으로 준법지원부 실무평가

시행하며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

단 및 내부통제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위 9건의 우

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6년 자금세탁방지

수작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우수 공모자

의 날을 맞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

포상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

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DJSI 평가결과

100

금융산업 최고점

89 하나금융그룹
73

금융산업평균

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4.4

윤리경영
프로그램

공감
[윤리 3.0]

그룹 포탈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Code One(윤리강령)’ 및 ‘Core 7(핵심행동원칙)’의 주요 내용 게시,
교육 및 홍보

윤리경영
인식도 조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연1회 그룹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설문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윤리경영의 주요 정책에 반영

건강한 소리 제도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성희롱 등을 신고하여 더 큰 손실을 미리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내부자 고발제도.
제보자 신분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및 우수사례 포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윤리헌장
실천 서약식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그룹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연초 「윤리경영 실천 다짐」 및 「윤리헌장 실천
서약」을 진행

윤리법규준수
자가진단 실시

내부 준법지원시스템의 설문시스템을 활용한 반기별 윤리법규 준수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기한내 임직원
참여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매년 3월, 10월 실시)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공모

연 1회 정기적으로 임직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 우수사례를 공모 받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별도 포상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선정된 사례는 가이드북으로 제작

윤리 집합교육

준법감시담당자, 신입직원, 복직직원 등 윤리교육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직원 또는 신규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

윤리· 준법
사이버 연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자금세탁 방지, 금융소비자보호, 손님정보보호,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대하여 연1회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윤리· 준법
News Letter

매 분기별 준법지원부의 추진 업무 및 활동사항을 그룹 포탈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체 임직원들에게
윤리의식 전파

윤리시리즈
Pop-up 게시

매 분기별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법규준수 의식제고를 위하여 컴퓨터 부팅시 Pop-up 제공

윤리경영실천사례
우수직원 시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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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Growing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단위: 억 원)

중소기업 거래업체
(단위: 천 개)

280

155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단위: 억 원)

2 2,950
조

?

함께 성장하는 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업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손님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이 뒷받침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경제 악화는 기업경영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기업은 이러한 위기를 해소해주는 것이 곧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고속 성장
을 이뤄왔으며, 이러한 성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자
금을 지원해주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소외 계층의 민생을 금융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모두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곧 금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길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투자가 활성화된 사회가 금융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환경입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크게 세가지 금융지원 틀을 만들어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및 성장 Infra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및 역량개발을 지
원하는 포용적 금융,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금융
그룹은 지원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작은 생태계로 발전, 그룹의 성공사례를 타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에까지 확산하여 전 국가적으로 사
회적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Hana Network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십억 원)

2,459
2,295

2,460
1,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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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erview

KPI(Key Performance Index)
새희망홀씨 대출(누적)
*(십억 원)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하나파워온임팩트 2017
하나파워온임팩트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질 좋은 일자리’ 문제
를 소셜벤처 및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섹터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1,030

자 하는 사회적 가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커피지아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 파워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한 7개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하나Tech론1,2 / TCB
우수기업대출*(조 원)

(십억 원)

13.5 15.0

15.5

2.6
1.5

1.8

기업 중 하나로서 콩 감별사 직업을 개발하고 지원했습니다.
Q: 간략하게 커피지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커피지아는 취약계층을 돕는 전문 커피제조 사회적 기업입니다. 커피 로스
팅숍과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재능을 활
용해 커피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어떤 업무
를 가르쳐주면 높은 집중도로 우직하게 해내는데, 커피지아는 이러한 친구들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특출난 재능을 활용해 좋은 원두를 골라 냅니다. 커피지아는 이러한 친구들의
재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고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거래업체*(천 개)

Q: 하나파워온임팩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A: 발달장애인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자 하고 있던 중, MYSC를 통해 하나파워
207

251

280

2016

2017

온 임팩트 사업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이 귀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2015

A: 하나파워온임팩트는 우리 기업의 발달장애인 직무를 세분화 시키고, 교육
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파워온임팩트
프로그램은 인턴쉽 참여자들에게 기본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교육 이후 참여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자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

1.5 –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

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인턴쉽 참여자 평가

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지표를 재정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객관적으로 인턴쉽 참여자들을 평가하고,

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일대일 코칭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

7.2 –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

턴들이 취업까지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턴쉽 참여자 중

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약 75%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뿌듯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3 –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
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
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
진시킨다.

8.10 –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
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9.1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
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
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KEB 하나은행 기준

커피지아 김희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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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산적 금융

군산바이오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약정식 개최

‘1Q Agile Lab’은 스타트업 입주업체에 칸막이 없는
개방형 업무공간, 편안한 대화와 휴식이 가능한 라운지
형태의 공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회의실, 업무 집중
공간, 휴식공간, 컴퓨터 및 각종 업무시설 등의 인프라를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군산바이오에너지
㈜와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산바이오
에너지㈜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금융기관과 발전 공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 투자
유치 자문 등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지적 노하우도 공유
하고 있습니다.

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연결하여
상호 조화를 도모한 프로젝트입니다. 군산 2국가산업단
지에 총 사업비 5,853억원을 투자해 200MW 규모의 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 노력

이오매스 전소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공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노력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하나캐피탈

만큼, 하나금융투자는 투자기관으로서 관련 산업을 활성

은 7월 코오롱오토플랫폼과 친환경 전기차 판매 활성화

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략적 업무협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하나캐피탈

생산적 금융을 위한 ‘1Q Agile Lab’ 출범

은 중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국내시장 진
출에 맞춰, BYD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코오롱오토플랫폼
과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하나캐피탈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
라는 그룹의 미션 아래, 벤처·중소·중견기업을 아우르
는 체계적인 상생금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KEB
하나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 ‘1Q Lab’을
설립하여 창업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Q Lab’은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5기에
걸쳐 31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1Q Lab’의
성과로는 마인즈랩(대표 유태준)과 인공지능 자연어 처

은 국내 첫 도입 예정인 전기 지게차의 성공적 보급을 위해
저리유예할부 및 렌탈·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금
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12월 리콘하이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은 향후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해 자체 기술력과 디자인을 보유한 국내 토종 전기
자전거 전문기업 리콘하이테크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리 기술 대화형 금융 플랫폼 ‘HAI뱅킹’ 서비스에 적용,
내담네트웍스(대표 안남훈)와 오토론 사업 협업, 엔키노
(대표 성기법)와 혁신 금융 UX개발 등의 성공 사례 등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보다 긴밀한 협업시너지를 창출
하기 위해 ‘1Q Lab’을 ‘1Q Agile Lab’으로 리브랜딩
하고, 쾌적하고 넓은 명동사옥으로 확대이전 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BYD 국내판권 보유
코오롱오토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 ‘1Q Agile Lab’ 운영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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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우리 사회를 포용하는 행복한 금융을 만

로써 서민금융지원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2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완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포용적 금융

화시키고자 고금리 상품을 중금리로 전환하여 저신용자

사 상생협력 지원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빙은 어려우나 성

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

실히 생업을 영위하는 대출 희망자를 위해 대출 기준을

소협력사에 대출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4차 협력사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

확대한 담보 대출 상품을 통해 중소협력사의 자금 흐름

의 편의성과 혜택 수준을 의무수준 보다 높여 제공함으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상품
구분

금융소외계층
지원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

녹색대출

상품명

내용

성과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

미소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대상 금융재산형성 지원 적금 상품

4억 원

새희망홀씨

53억 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 대출과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
신용 대출 상품

바꿔드림론

고금리 채무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상품

0.9억 원

대학생 청년 햇살론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채무 대환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상품

68억 원

이지세이브론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손님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25억 원

희망키움통장 I, II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각 근로소득장려금과
희망키움장려금을 지원 받는 상품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내일키움장려금 또는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 받는 상품

상생협력대출

181억 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대기업이 제공한 예금을 재원으로 협력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상품

동반성장론

중소협력사의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구매기업의 신용 공여 혜택을
1차 ~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품

66억 원

하나솔라론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상품

202억 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금융상품 운영

200MW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금융
약정식 개최

2,0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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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하나파워온임팩트
(Hana Power on Impact)’ 실시

사회적기업 지원 위한 민간펀드 투자

하나금융그룹은 기존의 복지혜택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

KEB하나은행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인큐베이팅 프

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로그램인 ‘하나파워온임팩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는 국내에서 민간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1기는 발달장애인 직무개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출자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금 확보에

서 2017년 추진 성과로 데이터 매니저, 미디어 콘텐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EB하나

감수사, 창작그림 예술가, 다육식물 원예사 등 발달장애

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

인에게 적합한 7개 직무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각 직무

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사

에 5명씩 총 35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

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 등 금융기관의 역할

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인식 제
고 차원에서 7개 직무 소개자료를 제작하였으며, 발달장

‘Buy Social Market in 명동’ 개최

애인 지원 및 비장애인 임직원이 숙지해야 할 포용적 근
무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전
개될 2기 활동으로는 다문화 여성 직무개발을 위한 프로

KEB하나은행은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

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며 ‘행복한 금융’을 확산해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7

하나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년 5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금•토요일마다 명동 본

LINC+사업단, 사회혁신 컨설팅ㆍ투자기업 엠와이소셜

점 뒤편 KEB하나플라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장터인

컴퍼니(MYSC)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

‘Buy Social Market in 명동’을 개최하였습니다. ㈔한

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채용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장터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무농약 농산물과 가공식품, 문화용품 및 생활용
품 등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 생산을 실천하는
2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였습니다. 참여한 기업
들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홍보하고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부대시설을 제공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10억원
사회적 기업에 투자

KEB 하나은행, ‘Buy Social Market in 명동’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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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파워온임팩트 목표
하나파워온임팩트는 장기적이고 규모있는 소셜임팩트

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부문의 기관들이

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

모여 상호 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 설정

습니다. 하나파워온임팩트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에서부터 임팩트 창출까지 한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Impact)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방식입니다.

력합니다.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동일

3단계

정기적이고
규모있는

소셜임팩트 창출

2단계
소셜벤처
&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성장

시스템의 변화

1단계
개별
소셜벤처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소셜벤처간

인큐베이팅

섹터간 협력

전략적 연대

1단계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교육&인턴십, 직무별 고용확대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정부기관, 기업, 당사자 등)
네트워크 7개 워킹 그룹 결성

2단계 ]
발달장애인 맞춤형 구인구직 홈페이지 개발, 발달장애인 포용적 근무가이드라인 개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런치백 세미나, 최종성과 공유 진행, 언론 및 SNS활용한 인식제고 진행, 프로그램 스토리북 배포

3단계 ]
장기적이고 규모있는 소셜임팩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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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haring Happiness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임직원1인당 봉사시간
(단위: 시간)

3

(단위: tCO2e)

67,942

사회공헌금액
(단위: 억 원)

1,065
?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및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윤추구 전략 뿐만 아니라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기업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또한 사회를 기반으로 창출된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구축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행복을 공유 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서민, 중산층의 고충과 문제를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를 준비하기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및 성년 후견 지원신탁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공유가치
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3.16

온실가스
배출량**(tCO2e)

행복을 전파하는 하나금융그룹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명동 사옥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컵밥을 나눠주고 있습니

77,179
74,513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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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erview

KPI(Key Performance Index)
임직원 1인당
봉사시간(시간)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다. 을지로입구역 지하상가에 있는 ‘1982 컵밥’에서 컵밥을 제공하고, 저는 음

67,942

료수를 준비해 갑니다. 컵밥 봉사활동은 출퇴근할 때마다 노숙인을 보며 ‘아침
대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하나 임직원들의 정기적
봉사 활동 소식을 듣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을지로 입구부터 종각역 입구까지 걸어가며 노숙인 분들에게 컵밥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노숙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사회에

금융교육 수혜자*(명)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기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72,122

2015

111,911

2016

46,631

2017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부

사회공헌금액(십억 원)

김연태 과장

107
38

많은 업무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점심시간은 영업맨에게 금보다 귀한 시간입니
27

다. 김호균 차장은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경제 지식을 가르치기 위
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 시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금융권 회사를 방문하는 프

2015

2016

2017

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에 꿈을 키워주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자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1.3 –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
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
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1.4 –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김호균 차장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유산 – 천
연자원 –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

바쁜 일정에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봉사에 할애하며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

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면 주민센터로 출근하며 수유3동의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서울시 공익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변호사단에서 활동하며 사이버 상담, 마을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재건축,

1.5 –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4.4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재개발 사업의 조합총회나 대의원 총회의 공공 변호사로 입회하여 보고서 작
성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변호사가 1년 20시간 이상 공익 활동을 의
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룹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자진해서 ‘더불어 나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

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 중입니다.

13.1 –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
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하나자산신탁 감사팀

오상민 팀장
*KEB 하나은행 기준
**KEB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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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

6.1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추진체계

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공헌 중점분야
에 ‘환경&평판관리’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청년창업 지

사화공헌 6대 중점 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통일시대 준비
· 미래 통일 인재 양성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신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원을 위한 사업개발 등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여 금융그룹
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기여에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성장
· 청소년 교육지원
· Hana Happy Class
· 스마트 홍보대사
·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 다문화 가정 지원

6.2

통일시대 준비

사회적 금융
· 사회이슈해결
· 공유가치 창출
· 사회적기업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 글로벌 현지화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글로벌 인재 육성
· 국제구호사업
환경&평판관리
· 온실가스 감축 강화
· ISO 14001 인증
·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

하나통일원정대 활동

탈북 청년 취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핵심 목표 중 하

하나금융그룹은 탈북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더 잘 이해

나로 ‘통일시대 준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

하고 또래 청년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룹은 지난 몇 년간 북한출신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 청년 취업지원 멘토

하고 있으며, 북한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하나통일원정

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나금융그

대’를 출범하여 독일에서 통일기원 합창을 하는 등 다양

룹은 ‘하나금융과 함께라면 행복하리’라는 의미의 ‘하나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분단된 조국의 평

하리 프로젝트’를 탈북 청년 20명과 또래 대학생 20명을

화통일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제5회 ‘DMZ 평화

대상으로 기획하여,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일 대장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350km에 이르는 이

약 6개월 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하나하리 프로젝트’

대장정에서 참여대원들은 1km당 100원씩 기금을 적립

중 하나인 ‘탈북 청년을 위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해 통일 관련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는 소통전문가 김창옥 대표가 탈북 청년·취업 준비생들
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취업 준비생을 위로
하는 공연과 레크레이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탈북청년
총 5명 채용

KEB 하나은행, 통일원정대 출범

Power on Sustain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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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경영 슬로건 ‘행복한 금융’을 전하
는 메신저로서 ‘SMART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

KEB하나은행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이

다. 2012년 시작된 이 홍보대사 프로그램은 2017년 9

올바른 경제 관념을 확립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월 9기가 해단식을 가졌고, 11월 10기가 선발되었습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다. SMART 홍보대사는 하나금융그룹 내 다양한 분야의

해 10년째를 맞는 ‘찾아가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 프로그

금융업무를 체험하고, CEO와의 대화 및 임직원 멘토링

램’은 춤·노래·경제교육이 뮤지컬 형식으로 어우러져, 딱

등의 활동을 경험하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딱하고 어려운 경제 개념을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함께 참여합니다. 9기 SMART 홍보대사는 하나멤버스

전달합니다.

활성화 방안,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제안, 그
룹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하

2017 KEB Hana 장학금

나금융그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캄보디아 시골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
육시설을 갖춘 ‘Hana Happy Class’ 설치와 교내 안전,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일등은행

위생 시설물 보수공사, 축구교실, 음악교실 등 다양한 봉

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의 교육환경 개

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의 자

수여하며 그룹 관계사 공채 및 인턴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선 공익 재단법인인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017년 11월

부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저소득 가
정의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미화 13만 불 (1억 5,000만

금감원과 함께하는 1사 1교 금융 교육

원) 규모의 ‘2017 KEB Hana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
다. 하노이지점과 호치민지점에서 140명, 마닐라지점에
서 30명,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80명 등 총 250명의

KEB하나은행은 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올

현지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

바른 금융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 12년째를 맞이한 KEB Hana 장학금은 저개발 국가

‘1사1교’ 금융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크게

511개 학교와 영업점이 결연을 맺고 퇴직 직원으로 구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된 30여 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KEB하나은행은 금융노
하우와 지식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합
니다. 또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새터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올바른 금융가치관
교육 ‘1사1교’ 프로젝트 진행
전국 511개 학교와 영업점
및 퇴직 직원 30명 구성
SCHOOL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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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외계층
지원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하나금융나눔재단 기증 활동

‘하나사랑봉사단’은 그룹 차원의 사내 자원봉사단체로서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

현재 약 100여 개의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금

임직원 본인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

융나눔재단은 9월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홀

으며, 2017년에는 13,812명이 약 5만 시간가량 봉사활

트일산복지타운에 장애인용 이동 차량과 대형 세탁기계

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

를 기증하였습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중형 승합차는

에게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가족사랑봉사단’은 그룹

노후화되어 안전이 우려되었는데, 이들의 안전하고 편안

임직원들의 배우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단체로

한 이동을 위해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고급 승합차 1대

서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30개의 봉사팀이 활동 중에

를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세탁 기계가 20년간의 사용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은 전국

로 노후화되어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소재한 KEB하나은행 영업점 인근지역의 소외계층 지

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세탁 기계 두 대를 기증하였

원과 지역사회공헌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

습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이 기증한 차량과 세탁 기계는

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2017년에는 총 7,542명이 약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생활하는 250여 명의 장애가족들

4억 원을 모금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안전한 발이 되어 주고 쾌적
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희망 2018 나눔캠페인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12월 ‘희망 2018 나눔캠페
인’을 통해 50억 원을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
설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KEB하
나은행이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 15억 원과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35억 원의 성금으로 조
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어
렵고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은 2018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
중점추진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과 사회적 기업 지원에 힘 쓸 예정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 2018 나눔캠페인’
50억원 전달
임직원 봉사활동
(2017년 기준 총 13,812명,
약 5만 시간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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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KEB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
라는 그룹의 미션 아래 금융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통
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7년
1월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

2017년 DJSI 평가결과

Corporate Citizenship
and Philanthropy

100

86
59

하는 데 이어 2017년 5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와 후견제도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은행이 정신적인 제

‘하나 해피 클래스’는 지난 2011년부터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 빈곤국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
로,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트윈클 투게더 프로젝트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지원)

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의 재무적 후견자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

금융산업 최고점

가 되어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주요 재산을

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나

하나금융그룹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의

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노력을 인정받아 KEB하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

나은행의 ‘KEB하나 성년(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금융

국여성재단과 함께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의 모국방문을

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17년 하반기 ‘금융상품·서비스

지원하는 ‘트윈클 투게더 프로젝트(Twinkle Together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족

금융산업평균

구성원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 유대감을 증진시

캄보디아 ‘하나 해피 클래스’ 설치

6.6

글로벌
사회공헌

하나금융그룹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은행’이라
는 기업의 비전에 걸맞게, 우리나라를 넘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다문
화센터 다린(多隣) 운영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
회를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2월 캄보디아 빈곤지역 반티민체이에 ‘하나 해
피 클래스 (Hana Happy Class)’를 설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간식만들기
8기 주요
사회공헌
활동

42건 공연

32,615명 교육 참여

13,420명 관람 인원

․해외 아동을 위한 Happy Sharing Box만들기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간식박스 만들기

선정된 20명의 손님과 국제 구호단체 굿네이버스가 함께

전국 결연 학교 511개

․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나눔봉사
․중국 Hana Happy Class

이번 봉사활동에는 하나멤버스 나눔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하였습니다. 학교가 부족한 빈티민체이 지역의 청소년에

․은행장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캄보디아 아동을 위한 Happy Sharing Box 만들기
9기 주요
사회공헌
활동

․캄보디아 해외봉사 책가방 제작
․태양광스탠드
․키즈케어백 만들기
․캄보디아 Hana Happy Class

금융권 최초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

하나금융그룹, ‘하나해피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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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Office 도입

6.7

환경 및
평판관리

하나금융그룹은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et's 스.마.일
(스마트하게 일하기)’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Paperles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규
에 전자 문서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문서는 예외적으
로만 사용하게 하였으며, 종이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
기 위해 Paperless Action Plan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오피스 도입과 스마트워크
를 통해 직원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을 80% 이상 감소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KEB하나은행
본점 건물에서는 ‘종이 없는 책상’을 목표로 문서 보관소를
따로 지정하고 변동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업무협약
2017년 DJSI 평가결과

Climate Strategy

100

금융산업 최고점

88

하나금융그룹

50

금융산업평균

‘다우존스 아시아퍼시픽 지속가능 경영지수’
2년 연속 편입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리스
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11월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지
수인 ‘다우존스 아시아퍼시픽 지속가능 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Asia-Pacific)’에 2년 연
속 편입되었습니다. DJSI는 매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 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경영활동
을 평가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우량기업을 선정합니다. 앞
으로 하나금융그룹은 공정거래,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하고 기업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2017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하나금융그룹은 체계적인 환경경영과 그룹의 지속가능

KEB하나은행은 2016년 1월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
트워크와 은행권 최초로 『온실가스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환경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자발
적으로 동참하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
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 절약한 예산을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금융 활동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10월 하나금
융그룹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주요 기업 및 도시의 환
경 관련 정보를 금융활동에 반영하여 공개하는 ‘2017
CDP 기후변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금융부문 기후변
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CDP에 참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보호의 중
요성을 일깨우고자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운영

지를 발표하는 등 친환경 금융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본 대회는 매년
20,000여 명의 아이들이 예선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 중
200명의 학생을 선발, 하나고등학교에서 본선을 통해 최
종 수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 도입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 감소 목표

80 %

KEB 하나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6.8

하나금융그룹
2017 수상내역

일시

Power
Power on
on Sustainable
SustainableBusiness
Business

계열사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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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상명

주관기관

비고

대한민국 축구 공헌 대상 수상

대한축구협회

수상자(김정태 회장)
축구발전 공헌

2017.12.08. KEB하나은행 2017년 하반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

금융소비자연맹

인증

2017.11.29. KEB하나은행 2017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더 뱅커(The Banker)誌

통산 4회째 수상

2017.11.15. 하나카드

비자, 마스터 등
5개 국제 브랜드 카드사

인증
국제보안표준규격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4년 연속

2017.12.19. 하나금융그룹

지불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표준
(PCI DSS) 인증

2017.11.02. KEB하나은행 2017 판매서비스 만족도(KSSI)
은행(대출) 부문 1위 선정
2017.10.27. 하나금융그룹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CDP(Carbon Disclosure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Project,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2017.10.26. KEB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더 뱅커(The Banker)誌
PWM (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誌

통산 4회째 수상

2017.10.26. KEB하나은행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우수상

금융감독원

2년 연속

2017.10.24. 하나금융그룹

한국IR협의회

기업부문 수상자 중 금융권
유일

2017.10.18. KEB하나은행 2017 분야별 최우수 금융기관 시상식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글로벌파이낸스
(Global Finance)誌

16년 연속 선정

2017.10.18. KEB하나은행 2017 분야별 최우수 금융기관 시상식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선정

글로벌파이낸스
(Global Finance)誌

7년 연속 선정

2017.10.13. KEB하나은행 2017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영국 금융전문지 PBI誌

6년 연속 Global Wealth
Summit and Awards 수상

2017.09.27. KEB하나은행 2017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
대형은행 그룹 종합 1위

금융위원회

2017.09.18. 하나금융그룹

2017 한국IR대상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대상
(금융위원장상)

다우존스 아시아퍼시픽 지속가능 경영지수 편입

Dow Jones, RobecoSAM

2년 연속

2017.07.17. KEB하나은행 2017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접점부분 은행산업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년 연속

2017.07.13. KEB하나은행 2017 아시아지역 혁신·변화 부문 최우수 은행상 수상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Euromoney)誌

국내 은행권 최초로
지역(Region) 단위의 상

2017.02.22. KEB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Euromoney)誌

총 14회 중 통산 10회 석권

2017.02.07. KEB하나은행 제2회 PB 어워드
2017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 선정

글로벌파이낸스
(Global Finance)誌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PB은행상을 수상

2017.02.07. KEB하나은행 은행별 소비자 만족도
종합만족도 1위 은행 선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은행
종합만족도 조사 실시 이번이
처음

2017.01.18. KEB하나은행 2017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글로벌파이낸스
(Global Finance)誌

통산 16회째 수상

DJSI Asia Pacific
2년 연속 편입

하나금융그룹, ‘금융부문 탄소경영섹터 아너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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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하나데이

하나금융지주의 임직원은 상시 봉사활동 및 기부

KEB하나은행은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사전 행사

하나카드는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

금 후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

로 27개 지역영업본부가 참여한 봉사활동 릴레

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하나

다.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하나금융지주의 임직원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총 1,389명이 참여하여 행

카드 임직원은 매월 자발적으로 끝전떼기를 실천

은 ‘Happy Sharing’에 참여하며 물품을 기증하

복상자 약 2천개를 제작하였고 10개 기관 앞으로

하여 하나사랑기금에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

였습니다. 2018년 3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KEB

니다. 기부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바자회를 실시하였고 판매 수익금은 탈북 가정을

하나은행은 ‘Hana Happy Class’ 해외봉사활동

관심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능동적인 자립에 기여

위해 쓰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7일 하나금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봉사단을 선발하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카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융지주 임직원 50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지

고 해외에 Happy Class를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소외계층 생활개선을 위해 매년 12월 말 매년 구세

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진행하며, 빈곤국가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군 자선냄비와 하는 아름다운 나눔 활동에 참여합

위해 힘썼습니다.

니다. 그 외에도 하나카드는 국내 소외 이웃을 위해
굿피플에 중고 PC 1,000대를 기부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하나금융티아이 임직원 303명은 지적장애인 보

하나캐피탈은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전 직원이 참

기부금 후원을 장려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임직원

호시설 신아원 가을 사랑나눔 바자회 물품기증 봉

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

들은 리서치센터와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자

사활동에 참여하여 물품 및 수익금 전액을 기부

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구로디지털단지 영

매결연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진행한 해외 아동

림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내부 벽화 그리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모두하나

을 위한 행복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에서는 임직

기 봉사활동에는 본사 직원 45명이 참여했으며,

데이를 맞아 리서치센터의 자매결연시설 꿈둥지에

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필리핀 강제이

3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캐피

200만 원을 후원하고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주 빈민촌 빠오빠얀 마을 아동을 위한 키트를 제

탈 각 지점에서도 11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

독려했습니다. 더불어 하나금융투자는 모두하나데

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16일 실시된 메리크리

다채로운 자체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광주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3일 헌혈 캠페

스마스 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에도 임직원 및 가족

점의 경우 직원 16명이 광주영아임시보호소에서

인 ‘사랑나눔 팔걷기’를 진행하여, 헌혈 인구 감소

100여명이 참여하여 인천 서구 20개 지역아동센

봉사활동을 하고 48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

에 따른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터 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케이크 등을

다. 또한 각 지점에서는 행복상자 만들기 활동에

제작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

총 317명이 참여했고 951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

역사회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8월부

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가족 참여형 정기 봉사

터 그룹통합데이터센터 미디어아트 갤러리 내부

활동을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에는

에 미디어 아티스트 등 문화예술인들이 작품을 창

34명이 정기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의 가치를

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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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자산신탁은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

전달하는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

위해 2017년 12월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진

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 160명이 참여하여 행복상자

행하였습니다. 하나자산신탁 임직원 40명이 참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200개를 제작해 지역 내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전

하여 급식아동들에게 배식될 김치를 담가 관악구

‘Happy Sharing’을 통하여 기부활동에 참여하

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생명 임직원은 급여 끝전

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고루 전달하였습니다.

였습니다. 더불어 1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임직

떼기를 실천하여 조성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

원 30명은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다. 더불어, 하나생명은 2018년 1월 ‘신생아 살리

에 참여하여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기 모자뜨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완성된
모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률이 높은 저개발국가
신생아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에프앤아이는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통

하나펀드서비스는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2017년

하나저축은행은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여러 봉사

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하나에프

12월 하나금융나눔재단을 통해 약 600만 원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앤아이는 매년 시각 및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

기부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3일 하나펀드

성장을 추구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은 모두하나데이

에 기부금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비스 임직원 10명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활

를 맞아 이웃과 하나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12월에는 ‘라파엘의 집’을 방문하여 사랑의 후

동과 연계된 연탄봉사에 참여하여, 하나금융그룹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원금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이 추구하는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모습을 진정성

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쌀을 지원하기 위해 기

2018년 1월에는 나눔코리아와 함께 도서나눔 참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획된 것으로, 하나저축은행 임직원 75명이 봉사활

여 활동을 기획하여, 잠자는 책을 모아 지역사회

동에 참여했고 약 75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독거

필요한 곳에 기부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연말 봉사활동으로서 장수사진 촬영과
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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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하나금융그룹과
SDGs

하나금융그룹은 비전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전략 방향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와 부합하게 맞추고자

금융’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SDGs

노력했습니다. 전략방향을 선정하며 SDGs의 다른 목표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다음 표에 정리했습
니다. 하나금융그룹은 SDGs 목표를 충실히 이행 하는

하나금융그룹은 SDGs 중 중점 목표 4가지를 선정(양질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강화함은 물론, 이해관

의 교육,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지속가능

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사회/시장의 안정화 등의 긍정

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기후변화대응)하여 그룹내 6대

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전략방향에 따른
세부활동 중 SDGs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항목
기여도 높음

지속가능경영 전략

기여도 낮음

세부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미래금융선도
8.10

손님이 행복한 금융

8.2

미래를 여는 금융

9.5

신뢰받는 기업
4.4

금융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

16.3 16.5 16.6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인
상생하는 금융
함께 성장하는 금융
행복을 나누는 하나인

7.2

1.5

9.1
8.3 8.10
13.1

1.3 1.4 1.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은 2016년 9월에 2016~
2030년 기간 동안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됩니다.

1
빈곤퇴치

7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2
기아 종식, 지속
가능한 농업 도모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14
해양 생태계 보호

3
건강한 삶과 웰빙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15
육상 생태계 보호

4
양질의 교육

10
불평등 완화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5
양성 평등

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6
식수 및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12
지속가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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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 활동
·탈북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탈북새터민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지원

목표 4
양질의 교육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Hana Happy Class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증설
·엄홍길 휴먼스쿨 열악한 환경으로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신재생에너지 투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천사
풍력발전소, 동서발전과 고속도로 태양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제고 친환경 LNG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미국내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LNG 액화터미널 건설 참여
·세계가스총회 후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후원

·각종 손님 의견 수렴 제도 운영 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활동
·HAI ROBO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로드 어드바이저로서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상품 가입까지 지원하는 IT솔루션 개발

·온실가스 줄이기 업무협약 KEB 하나은행은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은행권 최초 업무
협약 체결
·커가는 서울 숲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가족들은 묘목을 심고 죽은 가지들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데 공헌함

Interview

사회와 환경에 보탬이 되는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투자 투자금융본부는 전통/비전통 IB 업무를 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투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M&A, IB 전문가들을 보

분야에 투자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거 영국 200MW

유하여 경쟁력을 갖춘 하나금융투자의 주 투자 분야는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에너지 투

부동산, 선박, 발전소 등의 분야이며 국내 타 투자회사 대

자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풍력 에너지에도 투자

비 많은 해외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국가에서 공표한 8차 전

투자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적시적소에 자본

력수급 장기 계획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트렌

을 투자하여 수익률 뿐 아니라 사회/환경 이슈에 보탬이

드에 맞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사회/환경 분야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환경에 유해한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에 금융 투자를 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17년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중부발전과 신-재
생에너지원의 일환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금융
약정식을 맺었습니다.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5,853억원을 투자해 2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
하나금융투자 투자금융본부

편충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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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은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체계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거버넌스

75

그룹리스크관리 위원회

78

행복나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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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회사간 협업을 통한 최고의 시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 창출을 위하여 200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

경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

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생각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습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2017년

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추구하여 경영안정성

중 제12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별도재무제표, 연결

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것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승인, 하나카드 일본 현지 자회

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지주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사(신설 예정)의 지주 손자회사 편입, 사채 발행계획 승

겸비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의 건, 2018 사업연도 하나금융그룹 경영계획(안) 등
그룹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

2017년 DJSI 평가결과

이사회 구성

거버넌스 평가결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87

금융산업 최고점

66 하나금융그룹
61

금융산업평균

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권한을 가지며 2018년 3월 기준, 사외이사 7인(감사위원

이사회내 위원회

4인 포함), 사내이사 1인,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조(이사회 구성)에

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상 총 8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

니다.

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전문역량, 연령, 성별, 학
력, 국적, 인종, 민족, 출생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임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반영의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
지 여성 사외이사를 꾸준히 선임하여 성별의 조화를 이루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재무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
문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윤리의식,
직업의식, 정직성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주주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하나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
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
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조(이사회의장)을 통하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
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
부규범」 제15조(이사회내 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독립성 요건을 검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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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전문성

주식 및 주주 현황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이사회의 자

하나금융지주의 발행 주식 총 수1)는 2017년 12월 31일

격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직무 수행에

기준 296,003,062주 입니다. 기준일, 하나금융지주의 최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대주주는 정부 소속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2)으로 전체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주식의 9.61%(28,451,65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 및

나금융지주 정관에 등록된 발기인 및 발기인 가족 중에서

이사회내 각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사외이

하나금융지주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

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 지원조직

은 없습니다.

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조직은 사외이사의 지속적인 전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주

문성 확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아시아 투자전략 교육

주가치 증대 및 장기적인 성과추구를 통한 기업가치 증

등 2017년 동안 총 6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을 위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 CEO와 경영진을 대상
으로 일정 수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규정

이사회 보수 체제
하나금융지주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보수위원회로서 그
룹 임원에 대한 보상 및 성과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관
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5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금융, 재무분
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
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
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
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중점추진과제는
혁신을 통한 글로벌금융그룹 도약,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화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임원의 주
식보유)에 따라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 회장은
20,000주, 상임이사는 5,000주,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
사는 1,000주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기
본급여 대비 의무보유 비율로 환산할 경우, 2017년 기
준으로 대표이사 김정태 회장 3)은 기본급여의 1.26배
[(49,800원(2017년 종가)×20,000(의무 보유 주식 수)
/ 790백만(2017년 기본급)]를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
며, 실제 보유 비율은 3.22배(보유 주식 수 51,100)입니
다. 주요 경영진으로 김병호 부회장4)은 의무 보유 비율
0.45배[(49,800원(2017년 종가)×5,000(의무 보유 주
식 수) / 550백만원(2017년 기본급)]에 실제 보유 비율
은 0.99배(보유 주식 수 10,948) 입니다.

그룹 기반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
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과 이사회 활동에 따라 지급 되
는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보
수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년도 평
가 결과에 대한 단기성과급과 3년 이상 평가하여 이연지
급하는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 감사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3월 6일 기준, 유상증자 결정으로 발행 주식 총 수는 300,242,062주
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 공기업, 공공기관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자산의 안정적
인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투자, 채권매입, 은행예치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4월 6일 기준, 보유 주식 수가 52,600로 증가하였습니다.
4) 2018년 3월 23일 기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on Transparent
TransparentFundamentals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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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현황 (2018년 3월 기준)

구분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최초선임일

성별

윤성복

2015. 3. 27

남

박원구

2016. 3. 25

남

차은영

2017. 3. 17

여

백태승

2018. 3. 23

남

김홍진

2018. 3. 23

남

양동훈

2018. 3. 23

남

허윤

2018. 3. 23

남

김정태

2007. 3. 23

남

* 2018년 5월 현재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의 이사는 8명으로 그 중 여성 비율은 12.5%입니다.
* 사외이사 전체 인원은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2017년에는 총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2017년 기간 중 사외이사 명단: 윤종남, 박문규, 송기진, 김인배, 윤성복, 양원근, 박원구, 차은영)

③

①
②

⑤
④

⑥

⑧

⑦

①백태승 ②윤성복 ③양동훈 ④김정태
⑤허윤 ⑥박원구 ⑦차은영 ⑧김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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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리스크관리
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리스크 관리 주요 성과

리스크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초로서 손님의 금

2017년에는 총 5회의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

융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

여 총 28건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자

게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종합

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달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자본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리스크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 이사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

위험관리체계 및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대

히, 고위험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연체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포트폴리오 최

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적화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

수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정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

또한 영업 현장 중심의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많

하고 있으며, 월간 단위의 지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해 관계회사별 리스크 현안 및 통제방안 등을 긴밀히

하기 위해 산업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위기상황

협의하는 등 관계회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응능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리스크관리 체계

지주 이사회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의 설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그룹리스크총괄 (위험관리책임자)

내부자본 적정성 점검 (독립적인 제3자)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한도 초과의 처리

관계회사 리스크 관련 위원회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팀/리스크모형팀)

기획 및 정책

관계회사 리스크관리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건전성 관리

•그룹 리스크 기획/정책

•자산건전성 및 충당금 관리

•그룹 리스크 관련 규정

•신용공여한도 관리

•그룹 리스크 Culture

•산업 및 기업조기경보 정보 분석

측정 및 모니터링
•그룹 RWA (신용/시장/운용)
측정 및 관리

관계회사 리스크관리부서

운영 리스크 대응
•그룹 바젤(신용/시장/운영) 시스템
•그룹 단일신용평가시스템

•그룹 RoRWA 관리

•그룹 통합내부자본관리 시스템

•거시 경제환경 분석 및 산업분석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관계회사 리스크관리시스템

•관계회사 리스크관리 실태점검

•통합위기상황분석

및 성과평가

•시장/운영/금리/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
•시장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구축 지원

적합성 검증
•관계회사 리스크관리시템
적합성 검증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행복나눔위원회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on Transparent
TransparentFundamentals
Fundamentals

행복나눔위원회 운영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에도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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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경영 전략 및 정책수립,
추진사항 평가

식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특정 이슈를

행복나눔위원회는 그룹 회장 및 각 관계사 대표이사 등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이 중심이 되어 분야별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전략 및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CSR조직체계를 보강하고, 전

정책을 수립하고 연간 및 분기 사업계획을 설정하며 분

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야별 사회적 책임 경영 추진사항 평가 및 활동에 대한 개

직속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인 행복나눔위원회를 운영하여

선방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룹의 사회책임경영이 곧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장기
적 투자라는 내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추진전략 점검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12월 행복나눔위원회를 소집하
여 2017년 사회공헌 추진전략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

행복나눔위원회 구성

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을 목표로 기존의 사

행복나눔위원회 구성은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지원부

회공헌 사업에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문장 및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

추구하여 공유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탈바

자로 확대 되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고객

꿈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통일시대 대비’에 관한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화된

차별화 이미지를 살려 동북아시아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 더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을 개발하고, 핀테크 등 금융본업과 연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

행복나눔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 하고 결의사항

을 모색하였습니다.

의 신속한 실행 및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화 제고를 위하
여 관계사별로 나누어져 있던 추진위원회를 그룹 주관으
로 일원화 하여 사회적 책임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결의
함으로써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중점 분야

하나금융그룹

6대 중점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함께 성장하는 금융 달성’

통일시대 준비

사회적 금융 도입

청소년 건전 성장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환경·평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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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81

GRI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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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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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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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n Sustainable Way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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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ppendix
Appendix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백 만원)

2015

2016

2017

자산총계

326,912,708

348,177,491

360,089,349

부채총계

303,940,964

324,787,453

335,261,405

자본총계

22,971,744

23,390,038

24,827,944

326,912,708

348,177,491

360,089,349

부채 및 자본총계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백 만원)

2015

2016

2017

총영업이익

7,309,136

7,246,421

8,409,070

순영업이익

6,186,492

6,438,820

7,461,574

영업이익

1,010,515

1,614,107

2,718,1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98,665

1,196,390

1,819,995

연결당기순이익

954,281

1,399,744

2,116,622

연결당기총포괄이익

695,821

947,555

1,804,806

신용등급

(단위: 등급)

구분

2015

2016

2017

한국신용정보(NICE)

AAA

AAA

AAA

한국신용평가(KIS)

AAA

AAA

AAA

한국기업평가(KR)

AAA

AAA

AAA

법인세 현황
구분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세전이익
법인세지급액
법인세지급액/세전이익

(단위: 백 만원, %)

2016

2017

평균

2,798,665

1,819,995

2,309,330

682,043

420,251

551,147

24.4

23.1

23.7

356,947

180,880

268,914

12.8

9.9

11.3

해외분 법인세
구분

(단위: 백만 원)

2015

2016

2017

총합 해외법인세

-

-

34,058

미국

-

-

5,213

중국

-

-

4,952

인도네시아

-

-

3,207

기타

-

-

20,686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교육*
구분

(단위: 명)

2015

2016

2017

-

73,098

68,136

자금세탁방지 사이버 교육

22,797

14,175

25,768

윤리 사이버 교육

14,571

14,175

12,580

내부통제 집합교육

1,471

1,737

1,545

자금세탁방지 집합교육

* KEB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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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임직원 수
직급별

임원
관리자(부팀장급)

2017
20,444

207

201

224

2,296

2,231

2,271

7,166

6,914

6,810

12,012

11,277

11,139

정규직

19,820

18,705

18,576

234

248

278

1,420

1,461

1,366

11,498

9,517

9,228

-

-

247

120

118

114

86.0

86.6

86.5

무기계약직
계약직
사회적 소수계층

2016
20,615

사원(행원)

책임자
고용별(임원 제외)

2015
21,681

여성
여성(관리자 이상)*
장애인

노동조합 가입 직원비율**
* 2017년부터 신규 지표로 선정하여 공개함

** KEB하나은행 기준

여성 임직원 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58.4

58.1

58.8

8.1

10.2

11.9

중간관리직 여성

42.2

42.7

45.2

여성 최고 관리직

4.2

4.7

3.1

수익을 창출하는 포지션(영업)의 여성 관리직

4.2

12.0

9.9

여성직원
관리직 여성

* KEB하나은행 기준

임직원 급여

(단위: 백만 원, 값)

구분

2015

2016

2017

직원급여 평균값*

-

103

117

직원급여 중앙값*

-

105

119

최고 연봉자 급여/직원급여 평균값*

-

12.82

10.62

최고 연봉자 급여/직원급여 중앙값 *

-

12.58

10.44

임원직 평균 기본급 (남성/여성)**

-

158/153

166/155

관리직 평균 기본급 (남성/여성)**

-

105/90

107/94

관리직 평균 보수 (기본급+보너스 등) (남성/여성)**

-

111/95

124/109

비관리직 평균 기본급 (남성/여성)**

-

53/43

60/51

* 하나금융그룹 지주 기준

** KEB하나은행 기준

신규 채용 및 이직 근로자
구분
신규채용 (남) *
신규채용 (여) *
이직자 수
이직률**
* 2017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성별을 구별하여 공개함

(단위: 명, %)

2015

2016

556

919

1,718

2,004

1,306

7.9

9.7

6.4

** 2015년 이직률 오집계로 수정하여 보고함

2017
505
159

Power on Sustainable Way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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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구분

(단위: 명, %)

2015

2016

육아·출산휴가 사용 임직원(남)

1

11

2017
4

육아·출산휴가 사용 임직원(여)

1,050

1,016

1,064

업무복귀 후 근무비율(연말 기준)(종합)

81.20

94.47

94.32

업무복귀 후 근무비율(연말 기준)(남)

50.00

94.74

91.67

업무복귀 후 근무비율(연말 기준)(여)

81.30

97.54

94.36

* KEB하나은행 기준

산업재해
구분
재해자 수
재해율

(단위: 명, %)

2015

2016

8

2

4

0.04

0.01

0.02

현지 출신 관리자*

2017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현지인 채용 수

1,427

2,834

2,920

현지 파견자 수

114

130

117

현지인 관리자 수

26

88

89

현지인 출신 관리자 비율

1.8

3.1

3.0

* KEB하나은행 기준

임직원 교육*
구분

(단위: 명, 시간)

2015

2016

144

111

93

기본자격증 취득 현황(중복)

57,459

54,271

53,947

심화자격증 취득 현황(중복)

15,294

16,704

17,253

전문자격증 취득 현황(중복)

1,702

1,679

1,646

385

633

903

13,120

18,948

9,856

1인당 교육시간

글로벌 전문인력 프로그램 참여 수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수

2017

*KEB하나은행 기준

에너지사용량
구분

(단위: TJ)

2015

2016

연료사용량

109

136

154

전기사용량

1,450

1,357

1,206

총 사용량

1,559

1,493

1,359

온실가스 배출량*

2017

(단위: tCO2e, km)

구분

2015

2016

2017

직접 배출(Scope 1)

6,789

8,624

9,442

간접 배출(Scope 2)

70,390

65,909

58,500

총 배출량

77,179

74,513

67,942

-

1,759,254

2,728,138

임직원 출장거리
*KEB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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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외부 평가*

(단위: 점,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KCSI 국가고객만족도 점수(한국생산성본부)

75.2

76

78.1

KCSI 국가고객만족도 순위(한국생산성본부)

2

2

2

KSQI 서비스품질지수 순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1

1

1

54.2

59.9

63.1

KNPS 고객이 추천하는 기업 점수(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은행대출부분 고객만족도 순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KS-SQI 서비스품질 점수(한국표준협회)

1

1

1

74.5

73.6

74.8

* keb하나은행 기준

사회공헌 현황

(단위: 억 원, 명, 시간)

구분

2015

2016

2017

388

266

1,065

봉사 참여 직원 수

17,435

15,920

13,812

봉사 참여 시간

55,137

47,636

41,436

1사1교 금융교육 교육 수혜자 수*

17,748

40,250

32,875

530

440

420

16,493

15,641

13,420

5,365

11,884

13,812

30

30

30

298.3

179.5

192.3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

어린이경제뮤지컬 참여 직원 수*
어린이경제뮤지컬 관람 수혜자 수*
임직원 봉사 활동 참여 직원 수*
청소년 금융 교육 퇴직 직원 채용 수*
현금 기부*
시간환산금액(근로시간 중 임직원 봉사활동)*

4.9

4.7

1.2

현물 기부*

1.6

0.03

0.02

61.8

62.3

237.9

사업비(경영비용)*
* KEB하나은행 기준

프로젝트/거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검토된 프로젝트/거래(Deal)수

205

137

55

총 프로젝트/거래 수 대비 검토 비율

100

100

100

승인된 프로젝트/거래 수

117

64

32

0

0

0

88

44

23

조건부로 승인된 프로젝트/거래 수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거래 수

2017

* KEB하나은행 기준

분담금 및 협회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총액

-

5,901

6,052

은행연합회 분담금 (2017년 1위)

-

2,814

2,892

한국금융연구원 사원분담금 (2017년 2위)

-

2,174

2,461

국제금융센터 분담금 (2017년 3위)

-

334

346

상공회의소 협회비 (2017년 4위)

-

97

91

아주금융합작연맹 (2017년 5위)

-

67

33

* 하나금융그룹 지주 기준

주요 환경/사회성과 지표 실적 및 2018년 목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2) 원단위**

tCO2e/인원

3.80

5.05

5.30

5.71

2018(T)
5.59

종이 사용량 원단위**

박스/인원

2.68

3.81

5.36

5.74

5.62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쓰레기봉투 구매기준) 리터/인원

71.77

61.55

29.38

36.27

72.49

재해현황***(고용노동부 보고 기준)

%

0.01

0.04

0.01

0.02

0.01

내부통제 집합교육 참여***

명

1,213

1,471

1,737

1,545

1,450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억원

517

388

266

1,065

1,492

* 원단위 기준(연도별 임직원 수): 2014년(20,682), 2015년(21,681), 2016년(20,615), 2017년(20,444)
** KEB하나은행 본점 및 영업점, 명동사옥 입주사 (하나그융그룹 데이터 범위 88.50%)
*** 하나금융그룹전체 (하나금융그룹 데이터범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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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GRI 102 General Disclosure

GRI 102:
Organization Profile

GRI 102: Strategy
GRI 102:
Ethics and Integrity

GRI 102: Governance

GRI 102:
Stakeholder Engagement

GRI 102:
Reporting Practice

102-1

조직 명칭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8~29

102-3

본사의 위치

102-4

사업장의 위치

7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

102-6

대상 시장

102-7

보고 조직의 규모

102-8

임직원 등에 대한 정보

81

102-9

공급망

851)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2-11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방법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72~73, 90~91

102-13

협회 멤버십 현황

853)

102-14

최고 의사결정자의 성명

5

102-15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2~3

102-16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10, 52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메커니즘

53

102-18

조직의 지배구조

75

102-22

이사회 내 기구 및 위원회 구성

75

102-23

이사회 의장

75

102-28

이사회 성과 평가

76

102-30

리스크 관리 절차의 효과성

78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79

102-35

보수 정책

76

102-36

보수 결정 절차

76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6

102-41

단체 협약

82

102-4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14~15

102-43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법

14~15

102-44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우려사항

14~15

102-45

보고 조직의 구조(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6
18~29

7
4, 7, 81

852)
68, 78

6
15, 86

102-47

중요 토픽의 목록

102-48

정보의 재기술

102-49

보고방식의 변화

About This Report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최근 보고서 발간년도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 적용 옵션

102-55

GRI Content Index

85~87

102-56

외부 검증

88~89

1) 전산시스템 및 IT보안, 조달, 전문상담, 외부감사 등 위탁업무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법규 준수를 위해 다양한 협력회사와 협력하고 있음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연구소 기능은 KEB 하나은행으로 편입)
3) UN Global Compact, UNEP FI

15
82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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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 (Economic)
중대성 평가결과 상위 토픽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GRI 202:
Market Presence

GRI 203: Indirect
Economic Impacts

GRI 203: Indirect
Economic Impacts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40~43

15

103-3

경영방침 평가

38~39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5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40~43

103-3

경영방침 평가

38~39

202-2

현지 사업장에서 채용된 관리자의 비율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103-3

경영방침 평가

56~57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58~61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58~61, 64~67

103-3

경영방침 평가

56~57, 62~63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6, 9

82
15
58~61

15

56~67

중대성 평가결과 하위 토픽
GRI 205:
Anti-corruption

205-2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및 훈련 절차

GRI 206: 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반경쟁 행위, 반독점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51, 83
51

GRI 300 (Environmental)
중대성 평가결과 하위 토픽
GRI 301: Materials

301-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GRI 302: Energy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83

GRI 303: Water

303-1

공급원별 취수량

80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83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83

307-1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및 제재건수

GRI 305: Emissions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68, 861)

1) 금융업 특성상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환경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는 없으며,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노력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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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0 (Social)
중대성 평가결과 상위 토픽

GRI 417 :
Marketing and Labeling

GRI 418 :
Customer Privacy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34~37

15

103-3

경영방침 평가

32~33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34~37

103-3

경영방침 평가

32~33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871)
15

33

중대성 평가결과 하위 토픽
401-1

신규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비율

402-1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

872)

403-1

안전보건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 인력 비율

873)

403-2

지역별 및 성별 부상/질병/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 수

82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874)

404-1

종업원 유형별/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45

404-2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평가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성별/종업원 유형별)

875)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이사회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련 지표

81

405-2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임금 비율

876)

GRI 408: Child Labor

408-1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877)

GRI 409: 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878)

GRI 413:
Local Communities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GRI 401: Employment
GRI 402: Labor/
Management Relations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1) 2017년 12월 2일 KEB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미신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받음
2) 경영상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협의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내용을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함
3)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는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며,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 또한 모든 임직원에 해당됨
4) 정기 노사협의회 및 수시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함
5)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원 전체는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을 위해 매년 평가 받고 있음
6)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의 차이는 없음
7) 하나금융그룹은 UN Global Compact의 아동노동 철폐 원칙을 지지
8) 하나금융그룹은 UN Global Compact의 강제노동 철폐 원칙을 지지

82
45, 82

46~47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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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견서

2017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17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하나금융
그룹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기준으로
AA1000AS(2008)를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
(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의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보고 원칙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 시장지위(Market Presence): 202-2
- 간접 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 반부패(Anti-Corruption): 205-2
-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원재료(Materials): 301-1
- 에너지(Energy): 302-1
- 배출(Emissions): 305-1, 305-2
- 고용(Employment): 401-1, 401-3
-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2, 403-4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404-3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3
-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하나금융그룹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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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나금융그룹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
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하나금융그룹의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하나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
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하나금융그룹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
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하나금융그룹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 나금융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전략이 돋보입니다. 향후 내부이해관계자와의 전략 공유를 확대하고, 전략을
내부 이해관계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하나금융그룹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하나금융그룹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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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장려하는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성과는 매년 UNGC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

인권 Human Rights
구분

내용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Labour
구분

내용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구분

내용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구분
원칙 10

내용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Power on Sustainable Way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Power on Hana Network

Power on Sustainable Business

Power on Transparent Fundamentals

Appendix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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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최대의 공동목표입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분야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
시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 6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DGs 목표

세부내용

SDG-1

빈곤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2

기아 종식,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SDG-3

건강한 삶과 웰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SDG-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5

양성 평등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SDG-6

식수 및 위생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7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보장

SDG-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º양질의 일자리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SDG-10 불평등 완화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글로벌 전문인력
프로그램 참여 수

SDG-12 지속가능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SDG-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SDG-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SDG-15 육상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SDG-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SDG-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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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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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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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간 주관부서
하나금융지주 사회공헌팀
하나금융지주 사회공헌팀은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지원을 포함, 그룹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담당하며, 이해관계자의 대표 커뮤니
케이션 채널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주관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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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