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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한화생명은 2019 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한화생명이 발간하는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 한화생명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한화생명의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 경영 노력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보고기간 및 경계
보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기간 외의 중대한 성과의 경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이슈를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량적 성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사 및 국내 지점의 활동 및 성과를 포함하며, 환경 데이터의 경우 본사 및 장교빌딩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기준과 ISO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원칙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정보는 연결 기준이며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를 따릅니다.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모두 당사의 공시 체계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 기준이 다른 경우 해당 부분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사회투자포럼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 공개
데이터 및 내용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증의견서는 Appendi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팀

TEL 02.789.8072
E-mail seyeon0527@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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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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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EO 메시지

존경하는 한화생명 이해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금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녕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한화생명의 실천과 노력
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화생명은 차별화 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E) 측면에서는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경영 체제를 마련하고, 탈석탄금융 선언과
그린오피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S)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와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 금융 취
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상품 제공 등을 통해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G)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특
히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적인 ESG경영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궁극적
으로는 ESG 내재화를 통해 ESG가 경영의 핵심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한
편,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다양하고 실행력 있는 ESG 활동을 통해 더욱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여러분과의 깊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대표이사 여 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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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한결같은 동반자 한화생명

총자산

127.5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된 대한민국

조원

(별도 기준)

최초의 생명보험사로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을 지켜왔습니다. 확고한 고객중심경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지급 보험금

8.5

영 철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
로 보험의 가치를 확장하여 고객의 삶

238.3 %

조원

(별도 기준)

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이해관계

Hanwha Life

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 성과

기업 소개

2021년
보험금지급능력

2021년 KSQI 콜센터 부문
생명업계 최초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

14년 연속 AAA 등급

10년 연속 최우수

8회 연속

획득

콜센터 선정

획득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명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Hanwha Life Insurance Co., Ltd)

본사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대표이사

여승주

설립일

1946.9.9.

주요사업

보험, 퇴직연금, 자산운용

사업국가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글로벌 경영
현지법인
베트남 호치민
중국 항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Hangzhou, China
Beijing, China

Tokyo, Japan
Ho Chi Minh, Vietnam

주재사무소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일본 후쿠오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U.S.

Jakarta, Indonesia

Fukuok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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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한화가 이룩한 성장의 바탕에는 ‘신
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전 · 헌신 ·
정도’를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전 임직

CHALLENGE 도전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

원의 생각과 행동 기준으로 삼아 한화
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핵심가치는 비전 달성을 위한 기
업문화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비전 및 전략

DEDICATION 헌신

INTEGRITY 정도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Vision

회사,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한화생명은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
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한화생명’을 비전으로 삼고,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
영 기반 마련’, ‘해외사업부문 국내보
험사 1등 추진’, 그리고 ‘신사업부문 국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

내 선도사 입지 구축’이라는 추진전략
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해외사업 부문
국내보험사 1등 추진

신사업 부문
국내 선도사 입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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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한화생명은 확고한 고객중심경영 철
학을 바탕으로 지난 75년간 보험산업

창업과 도약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
역사의 시작

1946 - 1979
1946년
9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 출범

1979년
11월 보유계약액 1조 원 달성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

도전과 성장

기초를 다지며 꾸준히 성장

1985 - 2001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1985년
5월

빌딩 준공

1986년
12월 총자산 1조 원 달성

1996년
5월

총자산 10조 원 달성

1997년
12월 97 노사화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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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를 향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

2012 - Now
2012년
10월 대한생명, ‘한화생명’으로 사명 변경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보험사 지분 인수
11월 중한인수(중국합자생보사) 설립

2013년
변화와 혁신

한화그룹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

8월 온라인 보험 ‘온슈어(www.onsure.co.kr)’ 출범
11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맘스패키지’ 시행

2014년
5월
8월

생보업계 최초 상품 민원영향평가 시행
재해재난대비 BCM 국제표준인증 획득

2015년
3월 新 전자청약시스템 ‘Smart Planner’ 오픈
11월 한화생명 콜센터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획득, 한화생명 모바일센터 앱 오픈

2002 - 2011
2002년

2016년
1월 총자산 100조 원 돌파
10월 보험업계 최초 핀테크 센터 ‘DREAMPLUS’ 오픈

12월 대한생명, 한화그룹으로 편입

2017년

2003년

1월
7월

8월

북경 주재사무소 개소

2005년
2월
FA센터 개설
3월 동경 주재사무소 개소
12월 베트남 주재사무소 개소

2007년
1월

한화그룹 뉴CI 선포

2008년
4월 총자산 50조 원 돌파, 누적결손금 완전 해소
6월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11월 사회공헌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

중한인수(중국합자생보사), 저장성에 이어 장쑤성 진출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2018년
1월
4월
7월
10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로부터 ‘A1’, ‘A+’ 신용등급 획득
‘DREAMPLUS 강남 센터’ 그랜드 오픈, 한화생명e스포츠(HLE) 창단
소비자보호헌장 제정, 선포식 개최
빅데이터 기반 민원예측시스템 운영

2019년
2월
5월
6월
7월

샌프란시스코 주재사무소 개소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8년 연속 1위
후쿠오카 주재사무소 개소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 7회 연속 획득,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센터 부문 10년 연속 1위

2009년

2020년

4월

3월
6월
9월
9월
10월

베트남 현지법인 영업 개시

2010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1년
11월 한국메세나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공
소비자보호센터 오픈
베트남 현지법인의 자회사 ‘한화금융기술(HFT)’설립
보험금 AI자동심사 시스템 핵심기술 2건 특허청 기술 특허 획득
한화생명 KCGS ESG평가 종합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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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거버넌스
ESG 거버넌스
한화생명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추진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
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황영기 사외이사이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되며, ESG경영
전략 강화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 및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함으로써, ESG 경영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화생명은 ESG 전담 팀인 지속가능경영팀을 구성하여 ESG 경영 추진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팀은 ESG 경영의 컨트
롤 타워로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사 ESG 정책이 전 실무부서에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팀, 상품개발
팀, 소비자보호실, 준법감시팀, 리스크관리팀, People&Culture 등 30여 개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체는 ESG 과제를 실행하
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전략 승인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지속가능경영팀

부서별 추진과제 달성 현황 보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과제 전달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체

기획관리팀, 상품개발팀, 소비자보호실, 준법감시팀, 리스크관리팀, People&Culture팀 등
30여 개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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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SG 거버넌스 ┃ ESG 체계

ESG 체계
ESG 지향점
한화생명은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을 비전으로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ision

지속가능경영 추진 강화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보험 산업 전반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책임투자 이행

보험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환경경영 체계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건전한 지배구조와 견고한
관리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도모

상품 개발
채널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자산운용
해외사업

나눔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상품
소비자중심경영
인재경영
상생경영
인권경영

환경경영
온실가스 저감
환경영향 저감
환경인식제고

지배구조
윤리 ·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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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한화생명은
전사적 ESG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ESG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

Environmental
탈석탄금융 선언
한화생명은 2021년 1월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금융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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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드림플러스

핀테크센터’와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는 스타트업 생애 주기에 걸쳐 창업,

S

사업확장, 글로벌 진출까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 분야, 방식, 규모에 제약 없이 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60여 개의 스타트업이
한화생명 및 한화금융계열사, 드림플러스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스타트업의 기술 및 콘텐츠는
한화생명의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연결

(Connection)· 공유(Sharing)· 협업(Collaboration)’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협업,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한화생명은 ESG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사적인 ESG경영을 내재화하고 본격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2021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전담팀으로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ESG 성과 관리와 관련 정책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한화생명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로 ESG 관련 주요 정책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ESG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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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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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Business

경제적 가치 창출

14

사회적 가치 창출

28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58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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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Economic Values
경제적 가치 창출
보험 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 저금리 경제 환경으로 인한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보험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중요성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태 진입, 모바일 · 인터넷 디지털 기술 발달 및 금융 융 · 복합에 따른 업권

Materiality of Topic

간 치열한 경쟁 등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채널-자산운용 등 사업 전반에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ESG 투자 시장 활성화
및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도입 등으로 인해 책임투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책임투자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한화생명의 접근 전략

한화생명은 국내사업 내실화와 해외 · 신사업 부문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Hanwha Life’s

있습니다. 보험의 근간인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Management Approach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책임투자 이행을 위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으며,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ESG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사 결정
시 ESG 요소를 반영하고자 ESG 투자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대상

온슈어 시장 점유율

ESG 투자지침 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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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상품개발 전략
한화생명은 다변화된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가치
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한화생명은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상품개발 프로세스
상품개발-판매 준비-상품 출시 및 모니터링 단계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험심사팀, 언더라이팅팀, SIU팀, 소비자보호실과 협업하여 ‘상품 소비자 영향 평가’를
진행하며 상품의 개발, 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개발협의회에 소비자보호실장이 참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한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 단계

1 상품안 작성

시장성 분석 및 아이디어 도출
상품내용 결정, 상품 구체화

2 유관부서 협의

상품컨셉회의 개최
상품개발실무회의 개최
상품성에 대한 각 부서 의견 수렴
부서별 담당 업무 및 역할 결정

3 상품개발 가능성 검토

상품 소비자 영향 평가-고객 권익 침해 여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사전 검토
상품 관련 제반 리스크 검토

4 상품안 확정

상품개발협의회 개최 (팀장 · 본부장회의)
판매 의사결정

5 기초서류 작성 및
상품 인가

기초서류 작성
대내외 검증 및 상품 인가

6 상품 판매 준비

계약자용 약관, 상품요약서, 공시자료 작성
상품설명서 작성 및 최종 검증
마케팅 플랜 수립, 교육자료 작성

7 상품 출시

부서 준비 완료 및 판매 가능 통지
계약자용 약관 및 판매자료 배포

8 판매 후 모니터링

판매 포트폴리오를 반영한 수익성 및 판매량
모니터링 시행
영업현장 및 시장반응 수렴
개선사항 도출

타깃 고객, 채널, 리스크 등
다각적 관점에서 상품안 확정

1

판매 준비 단계
상품 인가 절차 및 약관 법률
검토 실시

2

상품 출시 및 모니터링 단계
판매 후 모니터링, 개선사항
도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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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성과
한화생명은 상품개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
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고객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유병자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고객 접점 마련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종신
및 GI보험 5종, 건강 및 상해 등 일반보장성 상품 9종과 온라인 전용 보장보험 2종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고객
을 확보하여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상품
구분

상품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 비갱신형) 무배당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 무배당
기존상품 개선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 상품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상품 특징
소액화 암의 보장을 강화하고, 암 진단자금을 감액기간
없이 지급하여 보장공백을 최소화
다양한 고객들의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위해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을 제공하여 계약자 선택권 강화

GI선지급 비율 100%를 추가하여 주계약 보장을 강화,
저해지환급금 설계
저해지환급형(납입기간 중 50%) 구조 도입으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저해지환급금 설계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장
제공
추가납입 ·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셜 기능 탑재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종신보험 무배당

유병자를 위한
상품

다양한 고객접점
마련을 위한 상품

수술에 대하여 담보별 · 수술형태별로 보장범위와 금액을
강화한 상품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질문항목 간소화로 더 많은 고객에게 보장 제공

한화생명 간편가입 실속플러스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유병력자 타깃의 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한화생명 초간편가입 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고지항목을 2개로 축소한 유병력자 타깃의 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 무배당

유병력자 타깃의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전용보험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 무배당

입대를 앞둔 예비 군인부터 현역 군인까지 일반병사를
위한 보장 제공

LIFEPLUS 오마이픽 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가성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만 저렴하게 보장 받는 암보험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

보험대상자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개인화된 건강관리활동을 제안 · 관리하는
새로운 구조의 신체활동 측정기반 건강증진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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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경쟁력 강화
채널 전략
한화생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화된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21년 4월 물적분할을 통해 보험판매 전문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자회사로, 기존 한화생명 전속채널의 우수한 자본력과 인프라, 교육시스템의
장점과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다양한 상품판매 및 영업현장의 자율성 등의 장점이 결합
된 새로운 채널입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주요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전국 각 지역단에 손보제
휴센터 설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아우르는 상품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자동차보험
센터 등을 신설하여 폭넓은 고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한화생명은 보험손익재원 확대를 통해 수익성에 기반한 영업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보 주도로 성장하는 GA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보장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교
육 마케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BA)시장에서 손익 재원 확보가 높
은 연금 장기납 중심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운용관리 신규수보 확
대에 기반한 적립금 순증을 추진 과제로 삼고, 성장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시장 진입을 위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새롭게 정의된 언택트시대에 보험업 또한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기존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온슈어 채널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설계사 자격 획득부터 고객관리, 상품 판매까지 가능한 LIFE MD를 새롭게 구
축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분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HFP

채널 설명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에게 전문화된 보험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당사의 FP조직 등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하여 출범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보험판매 전문회사 (2021년 4월 출범)
직장인 단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HFP

2020 주요성과

2021 운영 계획

FP 리크루팅 실적 우수(점당 등록 :
2019년 0.99명 → 2020년 1.39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자율영업 체계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신인 FP 정착률 개선(13차 실가동률 :
2019년 42.2% → 2020년 46.2%)

리크루팅 전략 혁신과 고객 중심의 컨설팅
경쟁력 증대로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추구

* 2020년 주요성과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전 성과
(2021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조직 효율화 추진으로 유지, 정착 개선 등
성장기반 강화

: Hanwha Financial Planner)

일반보장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로
수익성 증대 추진
법인/주력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한화라이프랩

새로운 금융라이프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GA인 당사의 자회사
한화라이프랩은 2021년 4월자로 기존 사명인
HLA에서 한화라이프랩으로 새 출발

한화라이프에셋과 한화금융에셋의
성공적인 통합을 통해 하나의 라이프랩으로
새출발

생 · 손보 전 업권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로서 외형 확대를 통한 대형 GA로의
기반 마련

GA 사업부

한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GA를 통해 당사
보험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채널

상품 라인업 강화, 일반보장 판매 신장으로
장기유지율 개선 및 손익재원 확보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BA 사업부

은행 및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채널

하반기 연금 장기납(5년납 이상) 규모 및
비중에서 업계 1위 달성

장기납 규모 및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

퇴직연금 판매 목적의 법인영업과 단체연금
및 단체보장보험 판매 목적의 EB(Employee
Benefit)영업 관리 판매 채널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계획 대비 초과
달성으로 퇴직계정 적립금 순증

운용관리 적립금 증대 추진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검색하고, 설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기반 채널

월초/보장월초 사업계획 초과 달성 및 보유고객
2만명 달성

법인사업부

온슈어

일시납 판매 확대 추진

DC/IRP 시장 적극 공략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사업모델 다각화
고효율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한
퍼포먼스 증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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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현장 영업 전략방향
보험의 First & Next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Vision

자율영업체계 구축

효율화된 본사 조직 구성
영업 기관 Layer 축소

체질 개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업계 최고의 보상체계

패러다임
전환

전략방향

리크루팅 전략 혁신

생/손보 통합 컨설팅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
성과에 비례한 보상 강화

총수수료 및 선지급 확대
‘Together 수수료’ 등 복지제도 강화
유인력 있는 리크루팅 제도
우량의 GA 조직 흡수

상품 라인업 강화
우수 손보 상품 공급

생산성 증대
교육체계 강화

교육 콘텐츠 질적 강화
디지털 중심 활동 지원

FP육성 프로그램
한화생명은 다양한 FP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FP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지털
교육방식으로의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2021년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정착,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현장영업
디지털 과정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디지털 과정 운영 → 현장 영업지원 및 수혜대상 확대

고능률 FP,
영업팀장

디지털 온라인 과정 운영을 통한 수혜인원 확대

계획적인 Self Learning 지원을 위한 학습 가이드 및 Self Check Tool 제작, 지원

On-Off 융합 PMP 학습모델 운영으로 학습 효과 증대

영업전략 테마

전사 영업전략 달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변액판매, DB마케팅, 현장 맞춤
팀장전략 과정 운영

교육방송 운영

언택트시대 흐름에 따라 전사 영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방송 실시
- New/언택트/라이브/현장친화형 콘텐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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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교육 지원
한화생명은 고객 맞춤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전문화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영업 인력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본사 및 연수원에서는 FP채널은 물론 GA, 방카, 법인 영업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현장 니즈 기반의 특화 교육
과정 및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시스템인 Live Edu를 도입하였습니다.
Live Edu는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이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화생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제도, 활동 등에 대한 본사와 현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
응하며 지속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P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동행을 통해 지점장이 FP와 동행해 현장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인력의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5월 연간 현장 실적이 우수한 FP를
대상으로 시상식 및 초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상 대상을 기존 FP채널뿐 아니라 GA자회
사 및 법인, GA기관장, BA기관장의 전략채널본부까지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초대행사를 지양하고
선발된 인원에게 수상트로피와 상장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장 영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한화생명은 2012년부터 영업용 태블릿PC 제공 및 생명보험사 최초로 전자청약시스템을 탑재한 영업지원
시스템인 ‘스마트플래너(Smart Planner)’ 오픈 등을 통해 FP의 현장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스마트플래너를 H.OP(Hanwha Onestop Platform)에 통합 · 고도화하
였고, 2020년에는 ‘LIFEPLUS컨설팅(보험자산분석)’을 오픈하여 대고객 재무설계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
드하였습니다. 향후 한화생명은 시스템 내 FP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FP영업소통센터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

Hanwha Life Sustainability Report 2021

디지털 혁신
디지털 채널
한화생명은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디지털 기반의 보험서비스를 제공

온슈어 시장 점유율

하고자, 2013년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다이렉트 전용 채널인 ‘온슈어(Onsure: Online + Insurance)’를 론

(단위: %)

칭하였습니다.
21
20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약 프로세스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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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자서명을 간소화하는 등 온슈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MZ세대를 타
깃으로 군인보험인 LIFEPLUS우리가지켜줄게안심보험, 미니암보험인 오마이픽암보험 등을 출시하여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투자 성향이 높은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당사 최초

2018

2019

2020

온라인 전용 변액보험인 상상e상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하는 등 미래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최적화 상품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입대 예정인 군인을 대상으로 군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집중보장해주는 특화된 군인보험 상품(만 19~35세 남성이라면 가입 가능)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
(군인보험)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부모님 및 여자친구가 선물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저렴한 보험료로 일시납, 2년동안 보장가능
군인 다발성 상해 · 질병을 폭 넓게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20대 남성, 특히 군장병에게
발병빈도가 높은 특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도 보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보장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배타적 사용권: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

LIFEPLUS
오마이픽암보험

한화생명 상상e상
변액연금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 맞게 전체 암보험 보장을 기본으로, 필요한 암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DIY 미니암보험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손쉽게 가입

당사 최초 온라인 변액보험으로 Income Plus 자산배분형 펀드 등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한 변액상품, 고객의 투자 성향에 대해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 가능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고객 투자수익에 연동, 변액보험 투자수익이 없을 경우 해당 월 사업비
차감 제외

Case Study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은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적용하여 고객경험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 ·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고객이 포인
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포인트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반 Smart Contract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한 정산은 물론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
다. 본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 ·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
적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한 장점 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제휴사 외 스타트업과의 제휴
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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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고객 서비스
청약 프로세스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한화생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FP와의 대면 가입 설계 상담 후,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여 청약을 직접 완료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청약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은 고객이 스마트폰 사진촬영을 통해 청약에 필요한 서류
들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고지내용에 대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심사 업무에 적용함으로
써 고객이 청약결과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
온슈어는 2018년 이후 다양한 인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모
니터링 시 ‘e해피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로 직접 계약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화생명APP
한화생명APP은 한화생명의 대표 원스톱 금융플랫폼 앱으로, 한화생명은 홈페이지와 온슈어 채널에 산재
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화생명 계약 유무
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내보험 조회부터 최종 청약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화생명APP의 주요 기능
1

간편 비밀번호로 편리성과 보안 강화
고객의 편의성 및 시스템 보안을 높이고자, 간편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인증 외에도 공인인증서, 패
턴, 지문, 아이핀 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보험가입 정보 확인 및 관리는 한눈에, 복잡한 단계는 간소하게
한화생명APP에서는 보험가입 정보, 주로 사용하는 메뉴, 사고보험금 처리단계 등 가입 보험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 단계를 줄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비슷한 고객의 주요 보장별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상품 탐색부터 가입까지 끊김없이
한화생명APP에서 한화생명 보험 상품을 모두 탐색할 수 있으며, 앱에 보험가입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보험가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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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가입 한도 확대
2019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보험 가입 한도 확대 제도를 시행 한 이후, 지속적으로 언더라이팅 스코어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진단뿐만 아니라 입원, 장해 등 담보를 세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우량 고객들의 가입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가입 한도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영역에 지속적으로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보험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보험금 AI 자동심사 시스템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정액보험의 보험금 심사에 보험금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
급 심사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알파고의 핵심 딥러닝 기법인 ‘CNN 신경망 알고리
즘’을 활용한 것으로 한화생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 1,100만여 건을

3만 5천 번의 학습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오류를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후 수령하기까지의 지급기일이 1~2일 단축되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보험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2건의 기술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한화생명
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업채널, LIFE MD

N잡 시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드 잡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설계사 모집, 영업활동, 보험계약, 고객관리 등 모든 프로세
스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영업채널인 ‘LIFE MD’를 론칭하였습니다. LIFE MD는 높은 금융 이해도
LIFE MD란?

를 가진 프로슈머 고객이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비도 할 수 있는 신개념 활동 플랫폼으로, 언택트

한화생명에서 만든 브랜드로 디지털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Digital Platform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MD(Merchandiser) : 사전적 의미는 ‘상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계획, 구입, 진열,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종으로 활용.
LIFE MD는 삶을 기획하는 사람(Life Merchandiser)을 의미.

직업명

플 랫폼 명

디지털 보험설계사

홈페이지

시험, 금융소비자보호, 완전판매 등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보험과 금융을 시작으로 더 나은 삶을 제안하는

멀티잡 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디지털 보험설계사

lifecanvas.co.kr

원클릭이면 자격취득 시작
이력서 쓰고, 지원하고, 면접보고. 새로운 일 하기에 힘들고 지치셨나요? LIFE MD는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전액 지원

STEP 1

STEP 2

STEP 3

LIFE MD 지원

자격시험 스터디

자격시험 신청

STEP 6

STEP 5

STEP 4

LIFE MD 등록 완료

보험연수원 교육 수강

자격시험 합격

한화생명은 언택트 시대에 LIFE MD가 새로운 영업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원부터 교육, 등록비까지 걱정 마세요. LIFE MD에서는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온라인

시험응시료

무료

강의 수강료

자격시험 안내

제공함으로써 인당 약 183장의 용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디지털 영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고
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안내
지원부터 등록까지
앱으로

자격 취득비용

트렌드 속에서 멀티잡(N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보험설계사 자격

보험연수원

무료

LIFE MD

무료

교육비

등록비

무료

60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합격!
시험합격 기준은 60점입니다. AI 튜터는 단기간 60점 이상 취득을 위한 최적의 학습방법을 제공합니다.
출제범위

생명보험 일반 | 공통 : 보험이론/윤리, 보험법규 | 제3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

합격기준

생명보험 60점 & 제3보험 60점 이상
(생명보험, 제3보험 중 취득하신 자격이 있다면, 해당 과목을 제외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10문항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공통영역 20문항

제3보험 10문항

생명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

판매상품 : 종신, 연금

판매상품 : 암, 질병, 상해, 실손 등 보장성 상품

Case Study Value Chain 전반의 디지털 혁신 시스템 구축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바쁜 분을 위한 1주 집중코스

빠르게 실전 노하우만 짚어주는

언제 어디서나, 귀로 듣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동영상 강의

핵심 요약집

오디오북

AI 튜터

한화생명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코어(상품, 계약, 언더라이팅, 클레임, 변액 등)부터 마케팅, 고객지원까지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글로벌 Top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중심 시스템 재구축 및 혁신기술 적용’을 통한 유연하고 민첩한 보험
스마트폰 하나로 설계부터 계약까지 OK!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이드 잡, LIFE MD

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유연하고 민첩한 보험코어 시스템
활동방법

설계부터 계약까지 앱 터치 하나로

LIFE MD는

출퇴근

보험설계사에 대한

없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모든 업무는 앱으로
처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하나로 고객등록, 보험상품 가입설계, 계약체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바일로 업무하세요.

실적부담

NO

1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IT 기반 마련

시간제약

NO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계약하셔도 됩니다.

집합교육

NO

없습니다.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업무하세요.

자유롭게 활동

NO

온라인으로만
업무합니다.

LIFE MD 되기

업무 배우기

계약체결

고객관리

자격취득

라이브 방송

고객등록

보험금 청구 대리

한화생명 LIFE MD 등록

보험상품 교육

보장분석, 상품 추천

계약 변경

LIFE MD 활동 앱 다운로드

상품판매 교육

고객 상담

수금 관리

보험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중심/
상품중심의 시스템 Restructuring

예상수입

원하는 만큼 일하고 수입은 걱정없이

LIFE MD 수입은

판매한 보험상품에 따라 책정됩니다.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입총액

월 보험료

상품성적(환산월초)

지급률

2 혁신적 상품출시 지원과 고객중심 철학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험코어 시스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전사 정보 선진화 체계 마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에서의 안정적 운영

* 상품성적 : 상품성적은 판매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률 : 지급률은 지급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지급 방식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지급 받는 방식을
선택해보세요.

첫달에 받는 수입이 분급형 보다

고객 생애주기(Life Cycle) 기반의 계약처리

중복/유사 업무 통폐합 및 표준화

다채널 업무 지원 강화

표준화/부품화된 상품모델링 정보 재활용

고객/사용자 중심 UI/UX

비대면처리 업무 확대

전사 데이터 통합 및 정보분석 시각화

조립방식의 자유로운 상품정보 구조

고객정보 통합 및 Single View 제공

빠른 상품출시를 위한 가입설계 화면 통합

클라우드 환경의 개발/운영

분급형
(나눠받기)

보험판매에 대한 수입을

선지급형
(먼저받기)

많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준정보 통합 및 체계적 관리
지급 방식

일정기간 나누어 받습니다.

전체수입은 분급형 보다
낮게 운영됩니다

암보험 10만원 가정 시 지급액 예시

108 만 원

지급액(예)

일반적으로 보장성 상품은 저축성 상품 대비 상품 성적이 높게 책정됩니다.

*연령/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혜택모음

102 만 원

다양한 혜택, LIFE MD 활용하기

LIFE MD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할인 혜택

온라인
최저가

할인권
증정

워터피아 입장권

회원 혜택

이용 안내

LIFE MD
도전기

40% 할인

마인드 카페 테라피

모바일
상품권

30% 할인

기프티콘 전 상품

VIP

VIP

GS SHOP

여기어때

15% 할인

VIP 등급 업그레이드

엘리트(VIP) 등급 업그레이드

전용특가

회원전용

한화리조트

한비즈몰

LIFE MD멤버 전용 특가 예약

LIFE MD 멤버스 전용 쇼핑몰 입장권

LIFE MD가 된 후 LIFE MD 활동 앱(LIFE Pro)을 다운 받으시면 다양한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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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채널
한화생명은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인 한화생명 APP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를 담은 LIFEPLUS APP을 운영하여 LIFEPLUS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보험, 금융, 의료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IFEPLUS

LIFEPLUS APP

LIFEPLUS는
한화금융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의 공동 브랜드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고민하며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포털의 정보과잉과 검색피로에 시달리는 2030을 대상으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선별된 콘텐츠로 제안하는 서비스,
LIFEPLUS의 ‘HOLISTIC WELLNESS’ 가치가 반영된 다섯 가지
카테고리 기준으로 콘텐츠 제공

금융 콘텐츠: 한화금융 5개사의 공동 브랜드로서 금융 관련
정보를 MZ세대의 니즈에 맞게 제공

- 일상힐링: 데이트코스, 핫플 등 트렌디한 여가정보와 힐링을 주는 감성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LIFEPLUS 브랜드 가치를 반영,
앞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 여행추천: 국내외 HOT한 여행 명소와 여행자들의 생생한 여행 후기 콘텐츠
- 취미발견: 실내 취미부터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일상에 활기를 주는 콘텐츠
- 오늘경제: 부동산, 주식, 투자 등 재테크 및 경제정보를 알려주는 금융 콘텐츠
- 건강꿀팁: 홈트레이닝, 다이어트 등 활기찬 하루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건강 콘텐츠

한화생명 SNS

한화생명 APP
기존 내보험 조회부터 최종
청약까지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간편 로그인으로 보험 정보 조회
비회원도 보험 상품 탐색부터 직접
가입까지 가능

페이스북: 보험 및 금융, 실생활에
유익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소통 강화

블로그: 각 부서의 임직원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보험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세금, 건강 등 금융,
라이프에 초점을 맞춰 독자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유튜브: 보험, 금융정보부터
블록체인, e스포츠까지 채널별
각 분야 전문가와 인기 셀럽이
출연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Case Study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

한화생명은 보험, 금융정보부터 건강, 블록체인, e스포츠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MZ세대와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인기 셀럽이 출연해 전문 지식을 쉽고 차별
화된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은 이색 보험 정보를 알려주는 ‘(보험) 내려온
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와 협업한 의학건강 유튜브 채널 건
강톡’을 통해 건강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LIFEPLU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유튜버 슈카, 힙합 뮤지션 던
밀스 등 MZ세대에 친숙하고 인기있는 셀럽과 함께 금융지식을 제공합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
츠를 통해 MZ세대와 소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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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자산운용 전략
한화생명은 자산운용 시 보험업법 및 회사 투자정책서에 의거,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안정적 운
용과 위험을 고려한 수익 추구, 적정 유동성 관리와 선량한 관리자 의무 준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이와 함께 글
로벌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
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의 수립 및 실행에 집중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운용 리스크 관리
수익중심의 경영전략과 더불어 회사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자산운용계획 내에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영
한 자산운용 전략인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
다. 프론트/백 오피스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 운영하여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등
의 프로세스를 상시 검토하고 통제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평판위험 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운용자산
운용자산 이익률

단위

2018

2019

2020

십억 원

89,760

96,461

98,557

3.7

3.45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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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SPECIAL
REPORT

책임투자 추진
1

탈석탄선언
한화생명은 2021년 1월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금융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
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
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2

의결권 행사 지침 · 가이드라인
한화생명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의 이익제고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ESG요소를 반영하였습
니다. 개정본은 의결권 행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2021년 한화
생명은 9개 기업에 ‘이사 및 감사선임 결격사유’, ‘이사 보수한도 과다’ 등을 이유로 의결권을 불행사하였습니다.

3

ESG 투자지침
한화생명은 투자의사 결정 시 ESG 요소를 반영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실
적배당형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ESG 투자지침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투자지침은 주식 및 채권 등 실적배
당형 특별계정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운용에 적용됩니다. 본 지침에 의거, ESG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투자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 ESG 투자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ESG 평가결과(등급, 스코어 등)를 기반으로 투자 대상의 ESG 요소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본 투자지침을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운용 프로세스에서 ESG 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하는 ESG 통합전략, ESG 기준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및 기업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제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 운용사의 투자 프로세스
내 ESG 요소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책임투자 성과
한화생명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관점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
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자원 및 하수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친사회적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ESG관점에서
친환경, 친사회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투자 성과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1,203,641

1,253,247

1,378,454

수자원 및 하수처리

524,600

493,208

462,640

학교 및 문화시설

232,872

162,761

145,299

구분
친환경 투자

친사회적 투자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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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해외 시장에서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법인
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해외영업법인의 영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으
로 집중하며, 현지에서 디지털 기반 금융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모색하여 Pan-아시아 지역 내 미래 성장동력
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영

Hangzhou, China

San Francisco, U.S.

Beijing, China
Tokyo, Japan
Ho Chi Minh, Vietnam

Fukuoka, Japan

Jakarta, Indonesia

현지법인
베트남 호치민
중국 항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법인

3개 국가에 영업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사정에
최적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한화생명은 2008년 6월 베트남에 100% 지분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법인의 100% 자회사 한화금융기술(HFT)을
설립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화생명은 2012년 중국에 진출하였습니다. 50%
지분을 투자하여 합자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화생명은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지 보험사 지분을 80% 인수한 후 현재 99.6%까지
지분을 보유한 영업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재사무소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일본 후쿠오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사무소
현지 시장조사를 위해 해외 주요 거점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재사무소는 현지
보험 상품 · 규제 관련 조사 및 자산운용 트렌드 및
본사에서 추진 중인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등 보험
신사업과 관련된 현지 시장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는 중국
베이징(2003년 8월 설립), 일본 도쿄(2005년
2월 설립) 및 후쿠오카(2019년 6월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2019년 2월 설립) 등이 있습니다.

27

Responsible Business 경제적 가치 창출

국가별 전략
베트남
한화생명은 2008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 영업 개시

11년차에 접어든 베트남 법인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
지 설계사를 양성하고 베트남 국민 정서에 맞는 상품 개발과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16년
손익분기점(BEP) 달성 이후 2020년에는 세전 이익 152억 원, 수입보험료 1,696억 원을 달성하며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142개까지 점포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
추었으며, 방카슈랑스, 단체영업, 디지털 채널 등 채널 다각화, 자산운용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법인
은 내실 있는 성장을 기반으로 손익 및 성장률 기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은 현재의 저축성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상품 손익을 개선하기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단체보험 시장에도 신규 진출하여 단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
등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 투자상품에 대한 현지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변액보험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제 근로자(Part-timer)로 근무하는 베트남 설계사의 가동 인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전업화를 유도하고자 전업설계사 조직(FTA)을 도입하였으며, 주 5일
베트남
전업설계사
정착지원

상시 일상 교육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법인은
고소득 · 고능률 설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전파되어 전업 설계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설계사들이 대면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에 전업 설계사로만
구성된 1개 지점을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별도의 수수료 및 영업 규정 제정 등을 통해
특화함으로써 전업 설계사로만 구성된 영업 지점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2013년 영업개시 이후 개인설계사, 방카슈랑스, 단체채널을 동시에 공략하는 멀티채널전략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20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저장성 항저우시에 소
재하며, 설립 초기 저장성에서의 성공적 안착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장쑤성, 2020년 12월 안후이성에
각각 진출하는 등 영업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손익관리와 더불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중견 보험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카르
타 등 대도시 중심의 고능률 개인설계사 조직을 구축하고, 손익 기반의 상품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채널의 체질 개선과 디지털 채널 운영을 통해 젊은 고객층을 확대하며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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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Social values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은 점점 더 다양하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중요성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강화되고

Materiality of Topic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한화생명은 보험업 특성상 고객의 생활에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화생명의 접근 전략

한화생명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기업과 접점에 있는 다양한

Hanwha Life’s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의 특성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상품 등을 제공하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GPTW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2020년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인증

8회 연속 달성

6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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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
사회공헌 추진 전략
한화생명의 사회공헌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건강한 가치연대’를 비전으로, ‘차세대 인재육성’, ‘다양성의
포용과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향한 변화가 가속
화되는 요즈음, 한화생명 사회공헌 역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과 프로그램으로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Vision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건강한 가치연대

차세대

다양성의 포용과

인재육성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응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교육과 인프라 제공

계층, 세대간 포용을 위한
경험과 문화 제공

지구와 인류를 위한
실제적인 액션

미션

프로그램

한화생명 드림하우스

한화생명 맘스케어

한화생명 경제교실

문화예술 프로그램

Give Green

Case Study 코로나19 지역사회 지원

맘스케어 마켓
한화생명은 ‘맘스케어 마켓’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비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고객을 지원
하였습니다. 임직원 봉사기금인 ‘사랑모아기금’을 활용하여, FP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소상공인 고객
의 가게 300곳에서 각 100만 원, 총 3억 원의 기부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여 곳의 한부모 가정과 복지관에 구매한 생필품을 기부하였습니다.

라이프파크 연수원 지원
한화생명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화생명 라이프
파크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병상 순환에 기여하고, 경증 환
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베트남 생필품 및 방호복 기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취약 아동을 위해 SNS를 통해 모여진 기금과 회사 기부금을 매칭
하여 베트남 4개 도시, 8개 지역에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 직원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의료용 방호복 8,000벌을 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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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하우스
한화생명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공유주거 프로젝트이자 라이
프공헌 사업인 드림하우스(DREAM HA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하우스는 비슷한 꿈을 지닌 청년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고, 개개인의 가치를 나
누는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꿈의 연대’를 지향합니다.
한화생명은 2019년 10월, 마포구 연남동에 ‘드림하우스 1호점’을 오픈했으며, ‘My Brand’를 꿈꾸는 총

22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입주하였습니다. 1기를 거쳐(2019.10 - 2020.10) 2기에 이르기까지(2020.10 2021.10) 브랜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경험, 월 1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젝트
를 지속적으로 빌드업 (Bulid-up)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중 아티스트, 기획자, IT 개발자 등 총 7인이 협업한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업
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드림하우스만의 무경계 프로젝트들을 축적해 갈 예정입니다.
한편, 드림하우스는 향후 ‘브랜드’란 콘셉트를 넘어 보다 다변화된 콘셉트로 계속 진화할 예정이며, 인재육성
을 위해 입주자들과 한층 더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들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생명 경제교실
한화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경제교실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화생명이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초금융상식과 올바른 금융생활습관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교육
하여 아동 · 청소년이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교육경험이 있는 전문강사를 선발하였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
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30명의 강사들은 한 해 동안 전국 281개 초등 · 중
학교 중 300 학급,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경제지식을 전파합니다. 강사들은 기초금융상식과 올바른 금융생
활습관 등을 주제로 한 실제 사례 전달로 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을 접할 수 있게 돕고 있습
니다.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자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한화생명 해피프렌즈는 2006년 월드비전과 함께 ‘청소년 봉사단’으로 출발하였으며, 2019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피프렌즈를 통해 지난 15년간 5,7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 8개 지역에서 주제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등하굣길 안전펜스 설치, 불법주차 해소, LED 가로등 및 태양열 보안등 설치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
신들을 위해 무인발권기에 안내직원 배치,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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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맘스케어
한화생명은 보호아동의 악순환되는 Life Cycle(라이프사이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
기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보육원 퇴소 후 건강한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맘스케어 허그토이
허그토이는 보육원 아동들의 애착형성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허그토이에는 심장소리가 녹음되어있
어 아이들이 품에 안으면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는 정서적 결핍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맘스케어 블라썸매트
맘스케어 블라썸매트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상상놀이를 하며 생각을 넓히고 따듯한 마
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매트는 바닥과 꽃잎으로 구성되어 펼치고 모을 수 있도
록 디자인되었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촉감 놀이 도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맘스케어 이야기치마
이야기치마는 아이들의 독서습관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교사가 허리에 이야기 치마
를 두르고 아이들이 그 위에 앉아 독서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독서에 임하고, 올바
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자립

성인

맘스케어 DREAM 인턴십
취업을 위한 진로 경험

성인

자립

맘스케어 DREAM 비상금/저축보험
금융 멘토링

진로탐색 기회 및 실무경험 제공
취업활동 지원

재무/금융 코칭, 진로/비전 설계
꿈 지원금 월 35만 원 지원

3년 만기 1천만 원 목돈마련 및 위험보장(2021년 16명 가입)

목돈마련

보육시설 퇴소
아동
(취학)

맘스케어 책방
독서습관 및 표현력 향상

아동들의 의사표현력과 사회화를 위한 독서/토론수업
경계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책자 및 교구개발
특수교사 1명 각 보육원 주1회 매칭

학습

보육시설 성장

아동
(미취학)

맘스케어 봉사단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임직원 봉사단과 아동 1:1 매칭
다양한 테마 활동 및 일상경험

다양한 일상경험

정서

36개월

맘스케어 마음놀이
안정된 애착형성

보육시설 입소

정서적 지지기반

생후 36개월 정서적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통합 발달지원
전국 26개 보육원, 아동발달전문가 각 1명(주2회) 매칭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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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2014년도부터 예술후원 활성화
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문화예술후원을 모
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를 심사
하여 인증하는 제도

한화생명은 예술 공연부터 서울세계불꽃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 및 후원하며, 국내 문화예술 발
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매년 세계적인 지휘자와 아티
스트를 초청하여 ‘한화클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11년 대상(대통령표
창)을, 2019년에는 문화공헌상(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화생명은 2017년부터는 문화예술후
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1시 콘서트
2004년부터 예술의전당과 함께 진행하는 ‘11시 콘서트’를 통해 대중들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향유하고
클래식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음악과 해설이 함께하는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향악축제
2000년부터 교향악축제를 후원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향악축제는 국내 20여
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로서, 한화생명은 이를 통해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견 연주
자부터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에게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대중들이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팝&클래식 여행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
을 확대하고자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매년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다양한 장르
의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본 공연을 명작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00년부터 ‘불꽃을 통한 희망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화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연화 기술을 가진 기업
들이 참여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100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이 축제 진행 및 주변 환
경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행사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힐라힐러(Healing LIFEPLUS, Healer)
2016년부터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해 예술을 접목한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강사들
을 서울 · 대전 · 부산 콜센터에 파견하여 캘리그라피, 민화, 사진, 칼림바, 가야금 등 다양한 장르로 상담사 맞춤
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분석 결과, 사업 참여 후 상담사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으며 업무 · 조직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
체된 문화예술계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화생명e스포츠
한화생명은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게임단 ‘한화생명e스포츠’를 직접 운영하여 회사
의 ‘젊은’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인 203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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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한화생명 봉사단
2020년 사회공헌 활동
지출 비용

3,428

백만 원

한화생명은 임직원과 FP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
동을 추진하며, 생명보험 고유의 생명존중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2004년부터
한화생명 봉사단을 출범하였으며, 각 지역 봉사단체와 1:1 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진행
하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1명당 연 근무시간의 1%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임직원 중 46.25%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단장 (대표이사)

사회공헌 전담조직

본사
봉사팀

강북
봉사팀

강남
봉사팀

경인
봉사팀

충청
봉사팀

호남
봉사팀

대구
봉사팀

부산
봉사팀

사랑모아기금 조성
사랑모아기금 누적 모금액
(2021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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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모아기금’은 임직원과 FP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지원하
는 방식의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사회, 공익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되며, 2021년 상반기 기준 누적 120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억원

임직원 글로벌 사회공헌 참여 확대

2020년 임직원 인당 봉사활동
참여 시간

2.58

시간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에서는 ‘I Love Hanwha Day 행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저소득
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소외계층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 감소

Case Study 한화생명 VIP Members 기부제도

한화생명 VIP Members 기부제도는 VIP로 선정된 고객이 선물과 같은 다양한 혜택 대신 해당 금액만큼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최근 10년간 보유계약의 납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매년 VIP 고객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VIP Members 기부제도를 선택한 고객들이 혜택을 받
는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4명의 VIP 고객들이 기부하는 것
을 선택했고, 여기에 한화생명과 임직원들도 같은 금액만큼 기부하는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참했습
니다. 한화생명과 임직원, 그리고 VIP 고객들은 총 1,000만 원의 후원을 마련했고, 이 후원금은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를 통해 백혈병, 소아암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화생명은 2014년 처음 이 제
도를 도입해 현재 8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기부에 참여한 누적 VIP 고객 수는 580명, 기부한 금액은

1억1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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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협업 프로그램
생명을 지키는 존중
도담도담지원센터(Since 2013) - With 기아대책기구, 강동경희대학병원
병원 내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1.5kg 미만의 이른둥이(극소저체중 출생아)와 가족에게 아기의 성장과 양
육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른둥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엄마, 소녀를 깨우다(Since 2019) - With 동방사회복지회
한화생명은 미혼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독서 및 글쓰기 매개의 자조모임을 운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구 지원,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연 관람 및 여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
We’re S+Eniors(Since 2014) - With 신나는 조합, 서울시50+재단
은퇴를 준비하는 45세 이상 예비 시니어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 중심의 취 · 창
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 모형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발굴 ·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에 인턴십 및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Impact Path(Since 2020) - With 임팩트 스퀘어, 열매나눔재단
한화생명은 청년 소셜벤처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여 기회
를 제공하여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글로벌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글로
벌 임팩트 상품에 대한 학습 및 상품 개선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숲에서 놀자 와숲(Since 2015) - With 녹색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한화생명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
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숲에서의 체험과 치유경
험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왔습니다. 또한 매월 숲을 방문하여 숲의 변화를 파악하는
숲과 친해지기 활동 및 오감을 통한 숲 생태 감수성 놀이, 숲속 작은 도서관, 생태동요 배우기를 진행하였습
니다.

오렌지 클럽(Since 2018) - With JUMP,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에 주 1회 스포츠 코칭을 제공하고,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
동의 스포츠 격차를 해소하고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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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공헌
베트남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개의 보건소(박퐁, 낌쭈이, 랑감, 짜빈 지역)를 건축하여 약 120
만 명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닥락(Dak Lak)성 크롱봉

(Krong Bong) 지역 병원에 아동병동을 신축하여 소외되었던 지역 아동들과 산모가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한화생명은 베트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지원
한화생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의 개인부담금을 지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3,810명을 지원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의료 혜택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현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동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
한화생명은 2017년부터 자카르타 내 3개의 아동 친환경 복합공간을 완공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 빈곤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를 통해 체육, 미술, 문학 교실 등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와 건강한 발달 환경을 위한 지원체계
를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아동 친환경 복합공간 4호점과 자카르타 가족/아동 데이터 관
리, 상담/교육 등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Family Data Center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수학교 자매결연 활동
중국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저우 특수학교의
미술작품을 활용한 달력을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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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상품
포용적 금융
포용적 금융 상품
한화생명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령자, 유병자, 사회 소외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 대
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개발 배경

상품
한화생명 노후안심 치매보험 무배당
경도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

급격한 고령화

고령자

치매로 인한 진료비 부담
간병보험에 대한 니즈 증가

치매 관련 질병이 없는 경우 간편 고지만으로
가입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무배당
최초 진단 시부터 입 · 통원 치료,
입원 · 재가간병, 장해 및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간편 사이클의 전과정을 빈틈없이
케어해 주는 간병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건강보험
(갱신형) 무배당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
(갱신형) 무배당
심사 간소화로 유병자도 일반보장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유병자

경증 질환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등 과거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제한됨

한화생명 간편가입 실속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한화생명 초간편가입 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고지항목을 2개로 축소한 유병력자 타깃의
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

사회
소외계층

치매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치매 미발생 고객을 위해 연금전환
특약을 부가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간병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老老간병,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해소에 기여
국가의 제도적 지원(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장기요양제도 등)의 사각지대
및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

유병자도 일반고객과 유사하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
갱신형 상품구조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갱신주기 다양화를 통한
계약자 선택권 강화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 무배당

심사 간소화로 유병자도 종신/치매 등의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효과

한화생명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정한 청년들을 위해 DREAM 저축보험 가입
지원(보험료 일부 지원)

유병자도 일반고객과 유사하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

유병자도 일반고객과 유사하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자금(3년 뒤 1,000만 원) 마련을
지원
보험 기간 중 골절진단, 깁스 치료,
특정화상 및 부식진단, 수술 등
보장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한화생명 장애인 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보장 공백 발생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

사업비 등의 할인으로 암 · 사망 등의
담보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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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지원
한화생명은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
스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여 보험 계약자가 상품 가입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 초기 또는 가입 중에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글자 크기를 확대한 ‘고령자 대상 안내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 대출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융자 대출 원
리금 6개월 상환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전용보
험 세액공제’로 인정되도록 장애인을 위한 세제전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장애인 전용 대표
번호 운영

080.851.0063(무료)
일반고객과 서비스 범위 동일
고객 → 장애인 전용 대표번호 → 고객본인인증(휴대폰,주민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지원
장애인
손말이음센터 중계
서비스

1588-6363+손말이음센터(107)
고객 ↔ 손말이음센터 중개사(107) ↔ 콜센터상담원
신계약 모니터링, 상품 기본정보, 서류 안내, 계약정보, 증명서 발급 등

장애인 전용 이메일
및 팩스 상담

사랑나눔 창구

helper63@hanwha.com
02.2169.0630(팩스)

금융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상 전용창구
금융취약계층 전용 대기좌석인 ‘배려좌석’ 설치 및 우선고객응대 서비스 실시

Case Study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한화생명은 보육원을 퇴소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을 개발했습니다.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은 3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으로 매월 28만 원씩 저
축해 가입 후 3년 시점에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육원 퇴소 후 3년이 지
나는 시점부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해 3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으로 개발했으며,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보험료 28만 원 중 20만 원은 매월 한화
생명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골절 및 깁스치료, 수술보장,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 보장도 제공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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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한화생명은 질병의 진단 등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소득상실에 대해 사후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기
존 보험상품의 역할을 넘어, 고객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헬스케
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한화생명은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하여 고객이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5가지 건강관리활동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감소
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헬스케어
플랫폼인 헬로(HELLO) 앱과 스마트워치 기능을 연계 · 활용하여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량을 통합적으로 측정 ·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활동 유형별 운동량 통합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보험상품의 역할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에
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하였습니다.

헬로(HELLO) 앱
한화생명 헬로(HELLO) 앱은 사용자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되었
습니다. 이는 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로, 한화생명은 기존 건강데이터를 모아 쉬운 콘텐츠로 제공하는 서비
스에서 나아가 보험연계 서비스, 장건강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로(HELLO) 앱을 통해 단순한 걸음수가 아니라 등산, 사이클, 달리기, 수영 등 일상 운동을 걸음수로 환
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 증진형 보험인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이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에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키즈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를 출시하여 보험 고객이 자녀의 장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헬로(HELLO) 앱

도록 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헬로(HELLO) 앱을 통해 가입자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능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LIFEPLUS 마음건강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화생명은 ‘LIFEPLUS 마음건강’을 출시하였습니다. LIFEPLUS 마음건강은 정신질환 예방서비스와 보
장 보험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로, 한화생명은 정신질환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제공하는 End-to-End
마음건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생명 임직원 대상의 단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 단계

LIFEPLUS 마음건강

진단/치료 단계

1 한화생명만의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감정캘린더’, ‘마음일기’ 등)

4 ‘한화생명만의 간편문진 · 마음건강검진’ 제공

2 전문 코치진의 운동 · 테라피 프로그램

6 3대 마음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 지원

3 동기부여를 위한 챌린지 프로그램

5 ‘내 위치 기반 정신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찾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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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보호 전략
한화생명은 보험산업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상품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FP 중심의 영업기관, 고객 내방의 고객센터, 콜센터, 고객의소리(VOC)의 소비자보호센터,
인터넷 · 모바일 사이트를 주요 고객접점 채널로 분류하여 각 고객접점의 업무 · 서비스 및 운영표준을 매뉴얼
화하고 다양한 매체로 전파 · 공유하며 이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변경 및 고객의 소리(VOC), 대내
외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 및 모니터링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개선 ·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전사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전략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대외민원 지속 감축

분쟁 사전예방 강화

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감축

민원예방교육 강화 및 불완전판매
평가 개선

불완전판매(모집) 관련 민원 지속
감축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및 VOC
분석을 통한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

보험심사팀, 보험서비스팀 등
유관부서와 협업 강화로 민원
재발 소지 감축

완전판매 관리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 캠페인 시행
불완전판매 관련 영업관리자 및
FP 교육 강화
영업관리자의 민원 및 불완전판매
평가 가중치 상향 추진

민원예측시스템 활용 확대 및
정교화

소비자보호 중장기 로드맵
완전판매 지속 개선(2021년)

완전판매
관리

금소법 준수 및 완전판매 관리 재정립
불완전판매율 0.10% 이하 달성
불완전판매 예방 체계 고도화

민원관리 체계 고도화(2021년)

대외민원
감축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우수 수준 달성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고도화

완전판매 최고 수준 달성(2022년 ~ 2024년)
금소법 준수 및 완전판매 관리 혁신 지속
불완전판매율 0.08% 이하 달성

민원관리 최우수 수준 달성(2022년 ~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최우수 수준 달성
대외민원 관련 제도 · 프로세스 혁신

Case Study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고객과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맞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
자보호법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대 판매원칙 준수 및 설명의무 이행 등 완전판매 입증 가능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GA채널의 불완
전판매 억제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이행 입증 시스템을 구축, 영업채널 부문별 예상 문제점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부터 고객 불만을 사전 대응
함은 물론 영업채널에서 부문별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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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체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대표이사 직할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 내에 소비
자기획 파트, 소비자지원 파트, 소비자보호 파트로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획 파트는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불완전판매 관리, VOC 분석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소비자지원 파트는 소비자보호 관련 대외평가 관리, 소비자중심경영 문화전파, 상품 광고 · 선전물에 관한 승
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소비자보호 파트는 대내외 민원을 전담 관리하고 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합
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대표이사(CEO)

설치하여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CO(Chief Consumer Officer: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담당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
영 방향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상품개발, 영업방식, 정보공시,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등의 설계 · 운용의 평
가 결과, 그 밖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검토 · 논의합니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협의회
상품개발협의회

소비자보호협의회
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주요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VOC 기반의 경영 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CCO를 협의회장으로 보험서비스팀장, 언더라이팅팀장, 보

소비자보호센터

험심사팀장, 보험사업팀장, 전략영업팀장, GA사업부장, 기획관리팀장, 상품개발팀장, 준법감시팀장 등 총 10

강북

호남

강남

대구

경인

부산

충청

서울콜센터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상품개발부터 상품판매,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소비자 관련 중대 사안
을 심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선책 도출과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리, 광고 및 선전물 검수, VOC 관련 업무개선 등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
를 신속하게 실행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한화생명은 소비자보호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역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되었던 조직을

2020년 5월 소비자보호실 산하 지역 및 서울콜센터 내 총 8개의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 · 개설해 운영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 보호 활동을 보다 공
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한화생명 우리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2008년 3월부터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CS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를 지원하는 ‘우행
터(우리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S기본 · 심화, 리더십, 조직활성화, 특화교
육,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4월까지 3,645여 개 고객사가 본 서비스를 신청,

159,886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객사의 소비자중심 조직
문화 향상과 산업사회 전반의 CS수준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41

Responsible Business 사회적 가치 창출

소비자보호 활동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제정 및 선포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18년 제정한 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하였으며, 선포식
을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화된 원칙을 대내외에 재천명하고 전사적 완전판매 실천 및 소비자
보호 문화 전파를 독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 선포식에는 대표이사, CCO, 영업부문 남녀 대표 직원
각 1명이 참석하였으며, 전 임직원과 FP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내 온라인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함께 실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의 전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실시
‘2021년 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과정 수료인원
FP

16,119
3,815

임직원

명
명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의식 제고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실행하고자
전 임직원과 FP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임직원 3,886명, FP

15,978명, 총 19,864명이 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
련하여 전 임직원 및 FP를 대상으로 ‘금소법 완전정복’ 사이버 학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참가
자들은 6대 판매원칙, 입증책임의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완전판매 실천
방안을 학습하였습니다.

소비자포털
한화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
객의 소리, 소비자보호체계, 민원건수 공시, 민원처리 프로세스, 소비자금융교육,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투명하
게 공개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강화
한화생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VOC를 확인하고, 이를 전사 경영 개선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 획득 및 유지 · 관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객 개인정보보호 활동

보안교육

보안이슈 공유

보안점검 시행

전 임직원 및 FP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2020년 약 17,000여 명, 총 72분/명

이메일, 팝업 창 등을 통해 최신 보안 이슈 및 보안 사고 사례 전파
(ex. 피싱메일 및 랜섬웨어 주의 등)

고객정보 무단조회 통제
점검 항목 실사 후 CEO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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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
완전판매 최우선 강조
한화생명은 철저한 정도영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완전판매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

불완전판매율

약체결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 및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위: %)

전년 대비

0.03%p
감축

0.17
0.11

2018

2019

0.08

2020

보험계약 단계의 불편사항은 콜센터 및 FP 등을 통해 접수 받아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전판
매 영업문화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영업현장을 방문 · 점검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기준을 교육하고 있습니
다. 전 FP와 영업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교육방송’과 지점장 주관의 ‘완전판매 실천의 날’을 매월 운
영함으로써 관련 법률 · 규정 이해 강화와 완전판매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완전판매
실천의 날

최근 대표적인 대외민원 불수용사례 공유를 통한 시사점 및 완전판매의 중요성 공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 교육 및 현황 공유

완전판매
교육방송

2018년: 「불완전판매 Zero」 연간 불완전판매 Zero 지점의 영업 노하우
2019년: 「완전판매 Plus」 완전판매 우수지점 FP의 고객관리 노하우
2020년: 「완전판매 No.1」 연간 불완전판매 Zero 지점 FP의 고객관리 노하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No.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완전판매 전략

완전판매 영업문화 정착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완전판매 영업문화를 구축하고자 대면채널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 주기적인 점
검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스터리쇼
핑 결과를 2016년부터 영업관리자 특별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영업관리자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시로 완전판매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약서 자필 여
부,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불완전판매 원인 파악을 위해 지점장 ·FP· 사무직 면
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판매 포스터 모든 영업현장에 게시
완전판매 영업문화 공고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대내외 민원을 예방하고자 ‘완전판매
포스터’를 제작, 전 영업현장에 배포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년 민원 ·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 1위의 내용을
반영한 콘셉트로 디자인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6대 판매원칙, 입증
책임의 전환 등 금소법 주요내용을 포함해 전 임직원 및 FP가 완전판매의 중요성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대로 설명
하셨나요?
상품에 대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설명은 분쟁을 초래합니다.

완전판매는 고객과 FP를 지키는 첫번째 약속입니다
2020년 민원·불완전판매 FP 조치 기준
불완전판매 Point 적용
구분
Point 적용

직전 1년 조치횟수(3회)에 따른 가중조치

자필서명 미이행

품질보증해지(자필서명 미이행 外)

민원(대내/외)

건당 2점

유형별 1~14점

건당 3점

구분

2점

3점

4~6점

7~9점

10점↑

조치내용

완전판매
교육 1일

모집정지
15일

모집정지
1개월

모집정지
2개월

모집정지
3개월

모집정지 15일
모집정지 1개월

모집정지 1개월
모집정지 2개월

구분

1~2건

3~5건

6건↑

내용

완전판매교육

모집정지 15일

모집정지 1개월~해촉

② 채널간 이동(FP ↔ GA) FP 불완전판매 Point 적용
·이동 FP 前 채널 모집계약 불완전판매 발생시 당사 불완전판매 Point 동일 적용 조치
·대상 계약 : 직전 2년內 모집계약

·교육 불참시 익월 모집정지 1개월 조치
·자필서명 미이행에 의한 모집정지 FP 구제 불가
·직전 3개월 불완전판매율 상위 6개 지역단 소속 FP 조치 감경
기준

내용

직전 3개월 불판율 상위 1~3위 지역단

2단계

직전 3개월 불판율 상위 4~6위 지역단

1단계

미스터리쇼핑 우수 ‘완전판매 플러스FP’(舊 전담FP) 우대

2018-2021년 완전판매 포스터

교육
모집정지 15일

타사 이적 FP 조치
① 승환 계약

월간 합산 Point에 따른 조치

·평가점수 100점 달성시 1단계 감경

기본조치
가중조치

·기준 : 조치 3회 해당시점 해당월 조치 1단계 상위 적용
·‘자필서명 미이행’에 의한 조치 3회↑시 : 「해촉」

·자필서명 미이행 : 모니터링 및 언더라이팅 조사반송, 품질보증해지
·자필서명 미이행 外 품질보증해지 시 동일 계약자 2건↑은 1건으로 산정
(단, 동일 계약일자 / 동일 해지일자 시 적용)
·민원 유형별 Point는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

직전 1년 불완전판매율 ‘Zero 지점’ 우대
·분기별 선발 후 2분기 동안 FP조치기준 1단계 감경
※ 추가 세부사항 및 기관장 조치 내용
·2019-시행-소비자보호실-00596 (2019.12.13) 「2020년 민원 및 불완전판매 조치기준」 변경 시행 통지
·2019-시행-소비자보호실-00384 (2019.07.31) 2019년 하반기 영업관리자(FP, GFP, TRI) 금감원민원 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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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VOC) 청취 · 처리시스템
VOC 접수 채널 운영
한화생명은 소비자가 의견을 보다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의견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각 지역 고객센터,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하단의 전자민원 접수, 모바일 앱인 한화생명 APP
소비자보호포털 내 의견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접점에서 접수된 고객의 다양한 VOC는 한화
생명의 VOC 관리 시스템인 ‘한화톡톡’에 5개 유형(칭찬, 문의, 요청, 불만, 제안)으로 분류 · 등재되고, 이를 관
련 부서에 배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VOC 처리 절차
VOC 처리 프로세스
해당부서 통보/
담당자 지정

민원신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고객이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작성

해당 센터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 처리
담당자를 지정

사실관계 조사

민원사항 처리

고객에게 연락하여
접수 내용을 확인

접수된 민원 내용을
3일 이내 처리

처리 결과 안내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유선, 서신, 이메일로
안내

소비자 의견 청취 활동
한화생명은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품개발 관련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상품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6개 그룹 총 26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입단계 및 서비스 관
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FGI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가입 채널별, 연령별 등 7개 그룹 총 49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 개선 FGI를 실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예측시스템
보험가입 후 계약에 대한 불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로 수집 ·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
여 고객의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고객의 불만이 민원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 상담 내용을 상품, 계약, FP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 민원 발생 위험이 감지
되는 경우 예방 연락 등 선제적 고객 케어를 통해 고객의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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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전략
한화생명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으로 고객만족과
고객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습니다.
고객만족도 관리 중장기 로드맵
고객만족도 관리 강화(2021년)

고객만족도 최우수 수준 달성(2022년 - 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계 우수 수준 달성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계 최우수 수준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NCSI(국가고객만족도) 1위 달성 도전

NCSI 1위 달성 및 유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8회
연속 인증 달성

CCM 우수기업 9회 연속 인증 달성 · 유지
(2023년 격년 심사)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유지 심사(2022년) 달성

고객만족 서비스
한화생명은 콜센터, 고객센터 등 고객접점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제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한화생명 콜센터는 업계 선도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차별화된 고객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RS 음성 안

콜센터
2021년 KSQI

10

년 연속

내 중에도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음성 보이는 ARS 서비스’, 연결시간 단축

1

2021년 플래티넘
우수 콜센터

13

년 연속

위

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상담사와의 통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콜백 예약 서비스’, ‘상담 유형별 전문 상담
사 연결 서비스’, 변액보험 가입자 대상의 변액보험 전담상담인력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2020년 하반기에 AI 음성봇(아웃바운드), AI-ARS(인바운드)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AI음성봇을 통해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콜센터 인프라 시스템
내 STT(Speech To Text),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TS(Text To Speech) 기술을 적용하
여 일부 업무에 대해 고객의 선택 하에 상담사 대신 AI가 상담을 진행하는 AI-ARS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콜센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고객 상담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단순 상담에 대해 AI
기술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Case Study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
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콜센터 업무시간 외에도

ARS(1588-6363)를 통해 언제든지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 고객정보 변경업무가 즉시 제한됩니다. 한화생명은 향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 창구를 확대하여 고객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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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고객응대 프로그램 및 감성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상된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고객센터
2021년 KSQI

12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에게 고객센터 방문 전 방문일자 및 시간을 지정, 예약할 수 있도록

1

년 연속

위

‘방문예약 신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화생명 고객센터는 2021년 KSQI 1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만족도 인증 · 수상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한화생명의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의 만족
도는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추세입니다. 한화생명은 2013년 이후 조사대상 7개사 중 2위를 유지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을 8회 연속으로 달성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은 소비자중심경
영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시 여부를 심사하여 2년마다 평가 ·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2007년 최초 인증 이후 2021년 8회 연속 CCM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
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의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KSQI)에서도 2021년 기준으로 콜센터 부문 13년 연속 플레티넘 및 10년 연속 1위를 획득하였으며, 고객센
터 부문 12년 연속 1위(2021년 기준)를 달성하여 타사 대비 탁월한 고객만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P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한화생명은 2008년부터 업계 최초로 ‘FP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FP가 고객
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보험금, 제지급금, 계약변경 등의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고객은 고객센터 내방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고, 이용고객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
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업무 처리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Case Study 콜센터 및 고객센터 코로나19 대응

한화생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콜센터 및 고객센터 근무자 보호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 상담 부스 높이를 60cm에서 90cm로 높였으며, 상담사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
입하여 재택근무자와 사무실 출근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 간 간격을 띄었
습니다. 1층 및 지하주차장 열감지 체크, 엘리베이터(일 3회) 및 사무실, 복도, 화장실(일 2회)을 주기적으로
소독, 체온 검사 결과 37도 이상인 경우 귀가 조치를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
객센터 상담부스에 아크릴 가림막을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고객과 상담사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였습니
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까지 상담사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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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HR 전략
한화생명은 ‘미래 금융 인재가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한화 구현’을 위해 ‘Top Talent 기반 강화’, ‘능력 · 직무
중심 HR 강화’,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미래 금융 인재가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한화 구현

미션

성과 · 직무 중심 인사와 창의적 조직문화로 미래 금융 인재육성

Top Talent
기반 강화

중장기
과제

능력 · 직무
중심 HR 강화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인재채용
한화생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공고를 통해 직무 소개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수하
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능력과 역량 중심의 열린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자가 관
심 분야의 직무 능력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적성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임직원 교육체계
직무 · 직급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임직원 인당 교육시간

51.8

임원, 팀장, 팀원 핵심가치 교육

가치 역량

시간

리더십 역량

최고경영자 과정

만원

팀장, 파트장 리더십 진단

자기계발 지원 제도

2020년 임직원 인당 교육비

162.3

차세대리더 프로그램

직무공통

전략 과정

사외교육 지원

해외 세미나 지원

LIFEPLUS LIBRARY

계리사 취득 특화과정 운영

LIFEPLUS ACADEMY

어학 지원

국내 주요 대학원 지원

해외 주요대학 특화 과정 지원

해외지역 전문가

온라인 Digital Transformation
과정

코딩 심화 과정

디지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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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재 양성
한화생명은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Digital
Transformation
과정

DT 주요 주제 학습을 통한 Digital Literacy 강화 및 미래 비즈니스 통찰력 함양
DT 프레임 워크, 빅데이터 및 AI, 블록체인, 디지털혁신의 패러다임 등 학습

디지털 인력의 금융 기반 전문성을 향상하여 중장기 목표 달성
디지털 아카데미

금융/생명보험 Insight, Digital Product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추진에 따른 전략과정 등
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및 Digital Transformation 마인드셋 확산

OLAP 교육 과정

주요 시스템 구조 및 IT 개발 요청 프로세스,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개념,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포털을 통한 주요 데이터 산출

직무순환제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순환제도인
‘Job Marke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형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계발을 독려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조직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교육, ‘여성인력 Vision-Up 워크숍’
한화생명은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인력 Vision-Up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리더급 직원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더십 특강, 자기진단, 조별 액티비티 등과 함께 본사 여성인력 간의 인적 교
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우수한 여성 인재가 본인의 역량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퇴직자 대상 재취업 교육 제공
한화생명은 임직원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전 자기개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퇴
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대상자 중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
비스, 교육 수강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총 18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
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
한화생명은 임직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며, 평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직
의 목표 수립 후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 및 달성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
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점검 결과와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평
가 후에는 부서장의 평가 피드백 및 면담을 통해 임직원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 평가 이의신청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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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및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
며,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PC-Oﬀ 제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PC통제 시스템 도입
근무 시작 시간 08:30 PC-On, 근무 종료 시간 18:00 PC-Off

안식월 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승진자에게 1개월 리프레시 휴가 제공

유연근무제

월-분기 단위로 사전에 계획된 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집단 또는 개인) 탄력근무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시행(업무상 필요에 한함)

채움 휴직

학위 취득 및 직무, 어학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을 제공해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
몰입도 제고

아빠 휴가제도

출산 초기 배우자의 육아 지원을 위한 휴가 제공

RPA 도입 추진

단순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업무 효율화 기대

모성보호 활동
임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유산,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

2020년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와 출산 1년 내 직원 초과근무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맘스 패키지(MOM’s Package)’ 제도를 통해 임산부를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본사 45층에 여성전

년 연속 수상

용 휴게 공간 및 수유실인 ‘맘스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의 육아 고민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GPTW*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6년 연속 금융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GPTW: ‘Fortune US 100대 기업’을 비롯하여 EU· 중남미 · 인도 · 일본 등 전 세계 70여 개국의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GPTW의 진단도구를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을 선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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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경영진과 임직원, 부서 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사 주요 현안 및 전략을 공유하는 경영현안 공유 미디어 세션, 전사 공유 세션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전사 경영 추진 전략의 방향에 대해 경영진과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도시락 토크를 통해 대표이사와 소그룹 임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한화생명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 대표가 4명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
써 임직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조사
한화생명은 매년 자체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임직원 만족도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로 구성된

T.I(Trust Index, 신뢰경영지수)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한화생명은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불만 및 고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며, 관련 내용 파악 후 필요 시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프로세스

고충 접수

접수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고충 처리

(필요 시 징계 등)

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2차 피해 예방)

Case Study 사내 카운셀러 제도 운영

한화생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사내 카운셀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
니다. 카운셀러는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을 위한 집합교육을 담당하며, 사건발생 시 신속한 사건 접수, 상
담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무 및 강의능력, 네트워킹 등 필수 역량 보유자를 기준으로 카운셀러를 선발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카운셀러 협회 주관의 상담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실
무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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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안전보건
임직원 안전보건 기본방침
한화생명은 사내 내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명 보호와 업무 능률
극대화를 위해 안전보건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화생명 안전보건방침
임직원 및 방문 고객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전사 안전보건 문화를 내재화한다.
직원 및 방문고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화생명은 2016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및 근무환경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
한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재택근무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습
니다.

1 코로나19 관련 대응

2020년
안전보건
추진 성과

임직원 행동지침 및 대응 안내(2020.1월)
재택근무 안내 및 실시(2020.3월)
영업 현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상 TF팀 구성(2020.8월)
대고객기관 가림막 설치(2020.7월,10월)
감염자, 접촉자 격리 조치 등(수시)
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임직원 건강 관리
한화생명은 임직원의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과 갑상샘 초음파검사는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단체보험 가입범위를 임직원 본인 포함 배우자 및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콜센터 상담사를 위해 휴게공간인 ‘꿈꾸는 다락방’을 조성하였으며,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술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임직원을 위해 3대 마음질환 및 불면증을 보장하는 LIFEPLUS 마음건강 단체보장보험을 가입
하였으며, LIFEPLUS 마음건강 앱을 통해 감정캘린더, 마음일기 등 다양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관련 질병 진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APP)
진단자금 지원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감정캘린더, 마음일기 등)

3대 마음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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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2020년 재난 대피 훈련*
비상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

444

회

* 전국 사업장별 매월 1회 진행

한화생명은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임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임직
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
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 · 배포하여, 전 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매 분기별 소방시설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
해 유사 시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관할 구청 주관으
로 실시한 초고층 건축물 실태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및 소방청 등 대외적
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 안전평가표에 의해 고소, 용접, 페인트, 절단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
해 특별 순찰 및 수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위험성 평가를 철
저히 진행하여 무재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한화생명은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전 임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
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차사고 사례 공모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모된 사례들은 교육자료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을 통해 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현장작업과 일상생활 내 위험요인 도출 등을 주제로 퀴즈를 게시하고, 안전환경개선 포스터 경진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에 진행한 안전동행 프로그램 인증심사를 통해 국내외 안전경영인증체
제를 유지하였으며, 전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시스템 신뢰도를 향상시
키고, 나아가 사업장 SHE(안전·보건·환경)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의식 설문조사
한화생명은 2017년부터 임직원 대상 안전문화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안전문화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문조사 결과 안전문화지수는 평균 93.3점으로 2017년 이후 발전적인 안전문화를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항목, 14건에 대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화
생명은 매년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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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협력사 선정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사 선정
한화생명은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구매시스템(HGAPS)을 구축하여 전 임직원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이 업체 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협력사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협력사 관리 및 평가
한화생명은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통해 산업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협력
사의 근로자 인권 또는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구매시스템(HGAPS)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
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행동기준을 상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및 재계약 시 협력사의 인권 및 윤리경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사 윤리행동 기준 자가점검리
스트’를 통해 회사의 수준을 자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심사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점
검리스트는 근로기본권 존중 및 법령준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시장 경쟁질서 준수 및 협력사와 상생, 협
력사 윤리 준수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전자구매시스템을 통
해 협력사 윤리행동기준을 자가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구매시스템 내 ‘협력사 윤리행동 기준’ 팝업 알림창을 마련하여 모든 협력사가 윤리행동 기준을 확
인하고 자발적으로 인권 및 윤리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규정의 업체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윤리행동기준 자가검검 리스트
근로기본권
존중 및 법령준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시장 경쟁질서 준수 및
협력사와 상생

협력사
윤리 준수

주요 협력사
사무용품
조달업체

전국의 영업지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통합적으로 주문함으로써,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집기비품
납품업체

사용자 품평회 등을 거쳐 집기비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산실사 점검을
통해 개선요구를 수렴하고, 협력사와 함께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업체

회사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관리하고 있습니다. IT업계의
특성에 따라 상호 기술개발 및 시스템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 및 윤리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 · 보수
용역업체

다양한 유 · 무형 자산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 보수를 실시하여 위험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IT 장비의 유지 · 보수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안분야 등
협력사와 고객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협력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 및 윤리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3

Responsible Business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한화생명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불편, 불만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상시 운
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를 통해 계약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습니다.

불만처리 및 협의 사례
협력사에서 건의한 신속한 대금집행을 위해 발주부터 대금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하고 있
으며, 지연되고 있는 업무 처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검수 후 대금집행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부응하고자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및 유지보수 업
무는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납기 및 유지보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사의 업무상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일정 조정 건
(반영 건수)

신속 대금집행 건
(반영 건수)

8

의견 반영률

5

건 (7건)

92

건 (5건)

%

Case Study 구매시스템 RPA 적용을 통한 신속한 협력사 신속 대금 집행 지원

한화생명은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 발주부터 대금집행까지 전 과정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및 Dash-Board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한 대금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프로세스 RPA 탐색

프로세스 상태 알림 메일 발송

1
클릭

2
클릭

OOO 협력회사 담당자
OOO@OO.com

3
E-mail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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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동반성장
협력사 지원 확대
한화생명은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제공 및 점검 · 평가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장비 유지 · 보수 협력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 · 준법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담당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헬스케어 협력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혁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회사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화금융계열사와의 사업 제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드림하우스
한화생명 드림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꿈 실현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22
명의 입주자들을 모집해 복합 공간 제공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
한화생명 드림하우스의 지하 1층 로프트(LOFT)는 프로젝트 협업 공간으로 이곳에는 촬영과 녹음을 진행할
수 있는 미니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으며, 로프트 서가에는 하우스 철학을 대변하는 국내외 잡지들이 격월
로 큐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3~5층은 22명의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모두 1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3층 오픈 키친의 경우, 저널리스트, 블록체인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의 입주자들이 모여 ‘우리
의 브랜드’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요리와 토크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오픈 토크

D : PAGE

네트워킹 멘토링

D:STATES

D:PAGE는 꿈을 위한 새로운 영감의 페이지를 만드는 디지털 토크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미래 앞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넘어 ‘모두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월 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기획자,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사람들과 ‘키워드 오픈 토크’를 진행하고, 관련
영상은 매월 드림하우스 SNS채널로 업로드 됩니다.

D:STATES는 꿈의 성장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고민을 나누고, 단계별 멘토링을 받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2기의 경우 GREEN, MAKERS&SELLER, TECH라는 주제로 멘토링
그룹이 나뉘어 있고, 3주에 걸쳐 멘토와의 만남-작업실 방문-최종 멘토링의 순으로 각자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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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육성-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한화생명은 2016년 10월 개소한 국내 보험사 최초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드림플러스

핀테크센터’

와 2018년 4월 오픈한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
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DREAMPLUS)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연결(Connection)· 공유(Sharing)· 협
업(Collaboration)’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협업, 혁신 및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플러스 데모데이’ 및 업계를 선도하는
창업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기 세미나를 운영하고,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 ‘NextRise’, 창업진흥원 주관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 ‘ComeUp’ 등 다양한 행사에 키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확
장하고 있습니다.

드림플러스를 통한 협업과 성장
한화생명 드림플러스는 스타트업 생애 주기에 걸쳐 창업, 사업확장, 글로벌 진출까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금융분야는 물론 업종, 분야, 방식, 규모에 제약 없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플러스 센터 내 상
주한 스타트업, 대기업 혁신조직, 투자자, 미디어 및 교육기관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드림플러스는 현재까지 약 27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해 왔습니다. 2020
년 한 해 동안 60여 개의 스타트업이 한화생명 및 한화금융계열사, 드림플러스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추
진하였으며, 일부 스타트업의 기술 및 콘텐츠는 한화생명의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한화생명 주요 협업 스타트업
한화생명 서비스/프로젝트명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누적

270

개 업체

스타트업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및 육성
누적

44

차세대 보험코어시스템
클레임 AI 자동심사 진행을 통해 자동심사율 향상 및
클레임 비용 절감
콜센터 자동화 프로젝트
음성기반 AI Outbound Call 진행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

개 업체

클레임 Audit 프로젝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405

LIFE MD
마이크로 러닝을 통한 FP자격시험 지원

회 진행,

참여 인원수

RPA알고리즘으로 약관분석, 보험금 착오지급 점검

협업 스타트업

애자일
소다

마인즈랩

기업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에임스

클레임 전문 보험금 지급 검증
서비스

뤼이드

인공지능 에듀테크 서비스

2.7

만명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구축
2020년 핀테크센터 입주사
금융 : 티클, 에임스
헬스케어 : 모바일닥터, 뉴아인
기타 : 펫트너, 알려줌, 비엔알아이

한화생명은 국내 거점 외에도 해외 거점을 구축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외
거점으로는 샌프란시스코주재사무소, 후쿠오카주재사무소, 북경주재사무소 등이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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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SPECIAL
REPORT

인권경영 강화
인권에 대한 접근
한화생명은 임직원, 고객, FP, 협력사, 자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사
업 운영 전반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각
국가 노동 · 인권 법규를 준수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UN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규범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한화생명의 인권정책을 제정 · 선언함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에서 직 · 간접적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화생명 인권정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인종,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여 자기개발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문화를 형성한다.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FP, 자회사,
협력사에 대한
인권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의 동반자로서 파트너와 협력회사를 존중한다.
파트너 및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인권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

업무상 수집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윤리적이며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한다.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지역사회 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대내외 공개한다.
본사 및 국내외 사무실 인근 지역사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임직원 인권교육
인권교육 이수 임직원

3,894

명

교육 내용 : 인권경영 개념 및 중요
성, 인권경영 활동, 인권 정책 등

한화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의 개념 및 중요성과 함께 당사 인
권경영 활동과 인권정책에 대해 전달함으로써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임직원 외에도 협력사, 고
객 등의 인권보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화
생명은 앞으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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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스크 관리
한화생명은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발굴된 인권 리스크를 사업 운
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
요 인권 취약계층과 관련 인권 이슈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
영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사 내 인권 경영 실질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
다. 이 밖에도 체크리스트 이행 수준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지수를 산정하고, 매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리스크 점검

개선과제 도출

임직원 대상 인권영향
평가 설문조사 시행

인권 취약계층 식별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기반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주요 인권 이슈 확인

완화 및
구제조치 이행
인권 이슈 관련 구제 조치
및 개선 활동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관련 결과 공개

인권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인권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 침해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경험이 많
은 사원, 대리 계층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한 개선활동을 실시하
였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사원
대리

주요 인권 이슈

완화 조치

조치 결과

직장 동료 혹은
고객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완화
필요

임직원 대상 LIFEPLUS 마음건강 단체보장보험 가입,
관련 앱을 통한 스트레스 예방 및 완화 등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스트레스 지수
개선

3대 마음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 지원

업무 및 조직
만족도 향상

임직원 고충처리제도 운영

Case Study 콜센터 직원 인권보호 프로그램

한화생명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Hear-to-Heart제도’를 운영해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고객을 응대했을 경우 상담사가 매니저에게 신
청해 명상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적절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위한 휴게공간인 ‘꿈꾸는 다락방’을 운영하기도 합니
다. 이외에도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한화생명 힐라힐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전문 예술강사를 콜센터에 파견해 캘리그라
피, 민화, 사진, 가야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0년 전문가 분석 결과, 사업
참여 후 상담사들의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업무 및 조직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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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Green Finance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최근 녹색금융이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가입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며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중요성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Materiality of Topic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등 금융 활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에서는 기업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은 물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화생명의 접근 전략

한화생명은 전사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매년 환경경영

Hanwha Life’s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Management Approach

대응을 위해 태양광 패널 부착 등 그린오피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임직원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2021년 4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기회와 위기 등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에 관련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탈석탄금융 선언

TCFD 서포터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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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환경경영방침
한화생명 환경경영방침
한화생명은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친환경활동을 실천한다.
한화생명은 환경경영 계획 및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한화생명은 친환경경영 강화를 위해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화생명은 환경경영 방침 관련 임직원 이해도 제고와 환경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은 친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한다.

환경경영 체계
한화생명은 전사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팀은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저탄소 ·
친환경 · 안전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팀

환경경영 로드맵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환경경영 체계 운영

환경경영 성과 모니터링
한화생명은 환경경영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서 사용 및
배출되는 에너지 ·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빌딩에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온실
가스, 에너지, 용수 사용량 등 전년도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수립한 후 매년 성과를 확인 및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은 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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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
그린오피스 구축
사업장 에너지 · 온실가스 저감 활동
한화생명은 친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미래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장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을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총 308건의 아이템을 발굴 · 추진하여 온실가스

2,843tCO2eq를 감축하였습니다. 2018년 115건의 아이템을 통해 온실가스 1,014tCO2eq를, 2019년에는 93
건의 아이템을 통해 온실가스 926.2tCO2eq를 감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온실가스 총 881tCO2eq 감축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사업장 내 조명 고효율화 및 주요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온실가
스 903tCO2eq를 감축함으로써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 내 에너지 관리 효율화 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조명을 LED램프로 교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딩에는 BEM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업장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
극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79건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온실가스 607tCO2eq를 감축할 예정입
니다.

2020년 환경목표

온실가스 전년대비 2% 감축(881tCO2eq 감축)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조명 LED램프로 교체, 에어컨 가동시간 단축, 태양광 발전 전기 생산 확대,
공기조화기 운영시간 단축, 고효율 난방시설 교체 등

2020년 이행실적

온실가스 903tCO2eq 감축

라이프파크 연수원 태양광 패널 설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당
사 신설연수원인 라이프파크 건물 및 간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숙소동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390
여 개를 설치하여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량의 약 5.6%를 충당하고 있으며, 태양광 지주간판을 통해 야간

LED조명에 소요되는 전력 약 500W를 태양광 발전으로 축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에너지 절약 추진과 동시에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장교동 빌딩 태양광 패널 설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장교동 빌딩 개보수공사 시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외벽에 468개, 옥상에 396개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기량의 약 2.5%, 약 134kw를 충당하고 있으며, 동
력설비(공조기 등)에 소요되는 연간 전력 약 104,096KW(2020년 기준)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
다.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력 사용량 절감으로 연간 약 1,2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으며, 연간

7,354그루(CO2 발생량 48,540kg)의 식수효과로 온실효과 저감 및 생태계 보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향후에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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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건물지원사업 참여
한화생명은 옥상 광고탑 주변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
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발전 건물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둔산사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
였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한 누적발전량은 46.1MWh이며, 약 3,253그루 식수
효과(21tCO2eq 절감)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경영 활동
친환경 한화 데이터센터를 2010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태양광 패널을 데이터센터 옥상에 설
치하여 상시 전원용 전력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전산설비로 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라이프파크 연수원 태양광 패널 설치

둔산사옥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

환경영향 저감
종이 사용량 절감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 구축
한화생명은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여 종이 사용량 절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오픈한 스마
트 플래너(Smart Planner) 전자청약시스템을 통해 종이 사용량 절감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
니다.
이는 태블릿 PC로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암호화하고 본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종이 서류를 절
감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율 및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을 통해 각종 회
의 시 종이문서 출력을 자제하는 페이퍼리스 회의문화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구매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
한화생명은 친환경 구매 활성화를 통해 환경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기관의 사무집기 구매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등에 천연비누 제품을 비치하고 있습니
다. 해당 제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화생명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계약처리사무규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우대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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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식 제고
임직원 환경 교육
한화생명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령이나 최신 동향 등에 따라 환경
경영 내재화를 위한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내용인 ‘기후변화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임직원이 사무실 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친환경 실천활동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과 함께 환경보호 방안을 찾아 실천하
는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참여
한화생명은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에 동참하고자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EARTH HOUR)에 매년 참여하고 있
습니다. 본 행사는 WWF(세계자연기금)*가 주관하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빌딩은 3월 마지막 토요일 8시 반부터 한시간 동안 전관 실내조명 및 광고등, 경관조
명, 외등을 소등하며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다양
한 환경 행사에 동참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WWF(세계자연기금): 1961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으로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해양, 야생동식물, 기후변화, 산림 등 다양
한 환경보호활동을 추진

환경 캠페인
한화생명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약 일주일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함께 진행한 ‘Give Green 캠페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한 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물품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장애직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용하여 친환경 활동과
더불어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환경보호를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인원

기증 물품

153

명

판매 환산금액

3,300

점

900

만원

(의류 2,000점, 문화용품 500점,
잡화 300점 등)

장애인 자립기여

온실가스 절감

물 소비 절약

6

46

8,910,000

인 일자리 창출

T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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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융 선언
한화생명은 2021년 1월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금융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
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
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화 태양의 숲
한화생명은 한화그룹과 함께 한화 태양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태양의 숲은 한화그룹
이 기후위기와 사막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사회공헌 캠
페인입니다. 특히, 한화 태양의 숲은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발전으로 묘목을 키워, 보다 친환경적인 사
회공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몽골 토진나르스 자연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 총 7개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여의도의 4.6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태양의 숲 조성으
로 해당 지역의 수질정화와 대기정화, 사막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한화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석탄금융 선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한화생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임직원 참여형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
근 중랑천 환경공사로 중랑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표범장지뱀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 기준 1마리의 표범장지뱀만이 관찰되었습니다. 표범장지뱀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 서식지 땅을
솟아주고 돌을 쌓는 등 서식지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화생명은 멸종위기종 보존 활동을 지
속적으로 시행하며 생태계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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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배경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에 위험과 기회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의 상승은 자연재해
및 생태계 교란을 가중시키고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사업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전략 정보공
개를 목적으로 2015년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TCFD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가진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TCFD는 기후 관련 금융 공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대 영역,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CFD 4대 영역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합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영향을
공개합니다.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합니다.

한화생명 TCFD 지지선언
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를 설립하고, 기후 관련 금융 공시 권고안을 발표하
며 기업들의 정보공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에 동감하며, 2021년 TCFD 지지선언을 하였습
니다. 한화생명은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활
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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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정보공개
한화생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
니다. 아울러, 이행 현황을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역

항목

한화생명 대응 활동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ESG경영의 핵심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전략, 리스크, 대응
활동 등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CEO 및 사내 · 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목표 등을 승인합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활동 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을 물리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수취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보험사로서 투자 기업이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산업에서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 자산 운용률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을 전환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기업들로부터 허용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은 투자 기업의 운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 운용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탈석탄선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신규
투 · 융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대상 ESG 투자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ESG 투자지침을 확대 적용하며, ESG요소를 반영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추후 기후변화 관련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예상 손실 규모 등을 추정할
예정입니다.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팀은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 기업의 ESG 관련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투자 지침을 마련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 프로세스 내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내 산업,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의 산업군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물리적, 전환 리스크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를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투자의사
결정 시 관련 리스크를 측정,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합니다.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Scope 1, 2를 분리하여 보고할 계획이며, Scope3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한화생명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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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ound Governance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지탱하는 지배구조와 관리체계를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균형있는 이사회 구성과 다양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포함한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업의 발전과 함께 주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견고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중요성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전략 및 장기성장을 위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Materiality of Topic

수행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기업은 영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윤리 수준은 평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금융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화생명의 접근 전략

한화생명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Hanwha Life’s

2021년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아울러, 윤리헌장 및 강령을 재정비하고, 이를 윤리행동 가이드북(e-book)으로 제작 · 배포하는
등 전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품개발부터
고객대응까지 보험 밸류 체인 전반에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등 보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1

여성이사 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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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역할
한화생명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의 기본방침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인 4명으로 두어 이
사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겸임하여 신속한 의사결
정이 필요한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지속가능경영, 감사, 임원후보 추천, 임원의 보수,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련 전문위원회를 두
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
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 전반에 대해 감독하고 보고받는 등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주요 경력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2021년 3월 기준)

성명

성별

현재 임기

최초 선임월

주요 경력

여승주

남

2021년 3월-2023년

2019년 3월

(現)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
(前)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이경근

남

2021년 3월-2023년

2021년 3월

(現)한화생명 사업지원본부장
(前)한화생명 전략추진실장

김중원

남

2021년 3월-2023년

2021년 3월

(現)한화생명 컴플라이언스 클러스터
(前)한화생명 윤리경영팀장

황영기

남

2021년 3월-2022년

2019년 3월

(前)금융투자협회 회장
(前)KB금융지주 회장

이승우

남

2020년 3월-2022년

2020년 3월

(前)삼성증권 사외이사
(前)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실

여

2021년 3월-2023년

2021년 3월

(前)한국경제학회 회장
(前)통계청장

조현철

남

2021년 3월-2023년

2021년 3월

(前)코오롱머티리얼 상근감사
(前)코오롱인더스트리 상근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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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출
공정한 이사회 선출 프로세스 운영
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
사회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또한,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및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후
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현황 및 적
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모든 선출 과정 진행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연 1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
을 충족하는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회
사 경영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
다.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
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문성 및 다양성 추구
한화생명은 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
보험, 경영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외이사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4명(황영기 이사, 이승우 이사, 이인실 이사, 조현철
이사)이며, 사내이사는 보험 및 경영 전문가 2명(여승주 대표이사, 이경근 이사)과 법률 전문가 1명(김중원 이
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은 성별, 인종, 국적, 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2021년에는 여
성이사 1인을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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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가 회사 기회를 유용하는 경우 또는 이사나 주요 주주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안건은 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대주주와의 10억 원 이상 신용공여, 주식 · 채권 취득 시에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020년 말 기준)

단위

2018

개최 횟수

회

11

8

10

부의 안건

건

61

54

46

사내이사 출석률

%

100

100

97

사외이사 출석률

%

91

97

100

구분

2019

2020

사외이사 경영참여 지원
한화생명은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현황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
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2021년 3월 기준)

구분

구성

주요 역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황영기 이사
이승우 이사
이경근 이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환경, 사회적책임,
기업지배구조) 전략 및 정책 수립, 이행 사항 관리
및 감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황영기 이사
이인실 이사
조현철 이사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 집행 ·
결과평가 · 사후조치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황영기 이사
조현철 이사
김중원 이사

사외이사 · 감사위원 · 대표이사 후보의 선정, 심사 및
추천과 후보군 관리 등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이승우 이사
이인실 이사
이경근 이사

상근임원 보수체계 · 성과평가 기준의 설계, 운영 및
적정성 평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 등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황영기 이사
조현철 이사
이경근 이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가능
위험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이승우 이사
이인실 이사
김중원 이사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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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평가 및 보수
한화생명은 매년 2월에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평가
를 통해 이사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검토하며, 그 결과를 이사
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이
사회 개최 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등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듬해 2월에 실시하며, 이사회에 대한 참여도,
개선 의견 제안 등 활동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와 그 결과는 지배구조 연차보
고서를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기본연봉 및 성과급 등으로 구성됩니
다. 아울러, 기준연봉과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상제도 및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액은 총 60억 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27.4억 원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인원수*(명)

지급 총액(백만 원)

1인당 평균 지급액(백만 원)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2,477

826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67

34

감사위원회 위원

3

197

66

구분

* 인원수는 2020년 1월-12월 재직한 등기임원 기준임(퇴임임원 포함)

주주구성

(주)한화건설

(주)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주)한화

(2020년 말 기준)

25.09%

31.52%

기타

1.75%

10.00%

예금보험공사

18.15%

13.49%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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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경영
윤리 · 준법경영 추진
윤리 · 준법경영 체계
한화생명은 윤리 · 준법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 주주와 투자자, 임직원과 회사, 협력사 등 대
내외 이해관계자까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인류행복」을 최고의 기업이념으로 삼아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초우량 기업을 지향한다. 고객에게는 변함없는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최대의
기업가치를 창출하여 고객, 주주와 투자자, 국가와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헌장

우리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업무 수행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우리는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직무 자세로 금융인으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높인다.
우리는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내부통제 운영 조직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
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계 운영을 총괄하며 법규준수 측면에서
의 일상업무 사전검토,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산하에는 전담조직인 준법감시팀을 운영하고, 조직별 준법감시담당자를 지정하여 내부통제 기
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취약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체계 ·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팀
법규준수를 위한
제도구축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보좌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담당자)
관리

임직원 교육 실시
및 교육현황 관리

자금세탁방지
정책수립 및 집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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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인프라 구축
한화생명은 ‘현업부서’, ‘내부통제부서’, ‘감사부서’ 각 단계별로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3선 관리체
계(Three line defen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적
이고 자율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등 내부통
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도
한화생명은 직원보호와 함께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 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부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회사 내외에서 발생한 위반사실 또는 사고의 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제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공정 거래나 각종 비리에 대해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신고 · 고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고지 신고’와 ‘금융사고 및 부조리 신고’ 등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보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 등 신고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보 사실 확인 후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제59조(내부고발제도
의 운영 등)에 의거하여 해당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도 현황
유형

2020년

비고

신고 건수

5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직장 내 괴롭힘 2건

유효 건수

5건

징계: 3건

발령: 2건(행위자 분리)

징계 건수

3건

인사경고: 2건

감봉: 1건

제보방법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한 위반사실 고지
홈페이지 > 회사소개 > 윤리경영 > 위반사실 고지 신고
(https://www.hanwhalife.com/company/main/intro/ethics/CI_EMVN000_T20000.do)

Outlook, 외부메일을 통한 위반사실 고지
Outlook 메일 수신인을 ‘윤리경영실천사무국’으로 고지
외부메일 수신인 hli6262@hanwha.com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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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 교육
한화생명은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 · 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

2020년 임직원 윤리 · 준법 교육
이수 인원

게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3,894

를 통해 교육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윤리경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준법

명

윤리 · 준법 교육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매월 교육자료를 제작 · 배포하고, 부서별 윤리 · 준법 담당자
감시인 주관 하에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교육 및 윤리 · 준법 실천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한화생명은 임직원 모두가 윤리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윤리 · 준법 교육의 효율

대상 : 임직원(3,903명)

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전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자금세탁 및
내부자거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윤리 · 준법 캠페인
임직원의 윤리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윤리 · 준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연도 시작과 함께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윤리준법 실천 서약’행사를 실시하고 다짐 서
약을 함으로써 윤리 ·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참여를 독
려하기 위하여 신입사원 및 대표이사의 윤리 · 준법 서약 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윤리의식의 전사 확
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한화생명은 2006년 8월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공

2020년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 이수 인원

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

3,894

으로, 기업은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 및
조기에 발견 · 대응하여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한화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CP

명

생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의 물적 · 지적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대상 : 임직원(3,903명)

운영규정과 세칙 제정, CP 편람 제작 ·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의

교육 내용 :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CP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외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는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탈세 목적의 행위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선제적 시스
템 구축과 강력한 내부통제활동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금융기관으
로서의 대외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템(Anti Money

laundering)을 운영하여 불법 · 범죄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
구인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험기반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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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전략
한화생명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사
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 · 관리함으로써 회사가치를 제고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확보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계획에 따라 발생 가능한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고 위험성향(Risk Appetite)에 따라 가
용자본(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손실흡수를 위한 Buffer)의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한도를 설
정 · 관리하며, 보험상품 개발 및 투자활동 등 영업 부문에 대한 사전 · 사후 리스크관리 절차를 운용하고 있습
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계획 및 자산운용계획 내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 투자전략(보험상
품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 전략)을 반영하여 자산, 부채 미스매칭에 대한 변동성 축소 전략을 이행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매분기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단
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가용자본 감소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위기상황지표 운용을 우선적
으로 반영하여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 관리 조직인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사 운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위원 중 1인 이상
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수립
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위험관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매년 ORSA(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평가 보고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
내역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위원회 회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
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리스크관리팀

위험관리협의회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리스크 관리 업무
총괄

리스크 관리 의결사항
실행 및 점검

리스크 관리 관련
정책결정

경영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

부문별 위험 관련 협의회 주요 업무
자산운용협의회

자산배분 관련 목표포트폴리오 및 투융자거래 심의

공시이율협의회

공시이율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상품개발협의회

상품의 개발, 개정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심의

사차손익관리협의회

사차손익 대응방안, 상품 구조 개선방안 심의

재보험관리협의회

출재(수재)의 타당성 및 재보험사 선택 심의

통계품질관리협의회

통계품질 관리 기준 협의 및 자체 통계품질 진단

변액보증위험관리협의회

변액 보증위험 평가 및 헤지 관련 주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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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인식

주요 재무적 리스크에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및 유동성이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는 운영,
법규, 평판으로 분류하고 기타 리스크로는 자회사 리스크가 있음
상기 리스크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의 필요성 여부 점검

리스크 측정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리스크 보고

리스크 유형별로 자산 · 부채의 특성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리스크 수준 측정
일시적인 경영환경의 변동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동상황의 위험 측정

리스크 유형별로 허용한도를 설정
리스크 허용 한도의 초과 혹은 초과 예상 시 관련 내용과 대응방안을 경영진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신속한 조치 실행

리스크 관련 제규정에 따라, 경영진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영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비상사태 발생 단계별 대응 체계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영업과 대고객 지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핵심 업무를 보호하고 시스템 및 프로
세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CM상황 선언
대표이사, 위기관리위원회 발의

이를 위해 전사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예방 · 관리 · 복구 등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국제표준인증인 ISO22301
위기대책본부 및 위기관리실무
TF구성, 비상상황 전파
전략기획 담당 본부장 및 유관부서 부서장
(비상사태 유형에 적합한 부서장으로
구성)

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 8월 BSI로부터 BCM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된 전염병 영업 연속성 계획을 운영 중이며, 전염병 및 재해 시 빠른 업무전환으로 재무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고객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여 고객만족도
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해모의훈련
초기대응 및 영업연속성계획의
실행

주전산 센터의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재해복구
센터와 주전산 업무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IT 인력 외 현업 관련 부서, 내근 인

BCM상황 종료 및 결과 보고

력이 참여하는 재해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외에 네트워크 가상 재해 상
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을 실시, 이를 통해 재해복구시스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부문에서 신속한 재해 전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기

악성코드 이메일 대응 훈련

악성코드 유포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 발생 시 임직원 대응능력 제고 및
프로세스 점검

연 3회

보안사고 비상대응
모의훈련

회사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및 정보유출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보완

연 1회

전산 재해모의훈련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IT 복구수행 능력 배양 및 데이터 정합성 점검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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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재무적
리스크

리스크의 영향

보험 리스크

보험회사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

금리 리스크

미래 시장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위험

신용 리스크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시장 리스크

금리, 주가 및 환율 등의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핵심리스크
관리

비재무적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나 급격한 현금 흐름의 변동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운영 리스크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 평판 및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법규 리스크

비재무리스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분쟁으로 소송 사건을 의미

평판 리스크

민원 및 언론, 방송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신제도

신제도 관련
대응 현황

대응 체계 구축

K-ICS, IFRS17 대응

K-ICS,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최소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
준비 TF를 운영
리스크관리팀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 연착륙 대응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위원회 2018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전화 도모 등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계열사와 함께
금융그룹 내부통제 ·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ORSA 도입

감독기관은 K-ICS, IFRS17 도입에 따라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개선하기
위해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를 도입
한화생명은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 및 현재와 미래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점검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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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의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표준방법 및 회사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보험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지급능력 제고를 위해 리스크 노출 정도 및 효율적 리스크 분산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 관리
금융감독원 표준방법 및 회사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
부채의 현금흐름 속성을 반영한 자산 · 부채 매칭 투자전략을 통해 중장기 목표 포트폴리오 설정
금융감독원 표준방법 및 회사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
개별차주 및 투자상품의 정밀분석을 통해 사전 · 사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상품 유형별 운용한도를 부여하여 관리
금융감독원 표준방법 및 회사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관리

유동성 허용한도 설정 관리 및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금융감독원 표준방법 및 회사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
내 · 외부 사취, 고용 · 안전, 고객 · 상품, 업무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분기별 손실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비)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요구자본에 포함시켜 관리
핵심위험지표(Key Risk Indicator) 중 분기별 신규소송 발생건수와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관리

핵심위험지표(Key Risk Incdicator) 중 분기별 비우호기사 발생건수와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관리

이행 현황

IFRS 계리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진행 중
신제도(K-ICS) 영향평가 수행,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 중

한화생명은 한화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서 한화금융그룹의 내부통제 · 위험관리정책, 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 업무 관련 내용을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시하고 있음
금융그룹 내부통제 ·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방침 수립 등을 위해 ‘금융그룹 내부통제 기준’, ‘금융그룹 위험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매년 이사회에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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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정보보안 체계
정보보안 관리 조직
한화생명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보호 업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정보보안 관련 총체적인 기
획 · 조정 ·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보안 협의
체를 구성하여 정보보안 활동에 대해 협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협의체 운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정보보안 협의체

정보보호
부문

개인정보보호
부문

보안기획, 보안정책,
사업계획, 대외기관
대응, 침해사고
대응, 위험분석 평가,
모의해킹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수립, 유출 방지 · 통제,
개인정보보호 점검,
교육 등

보안관제

보안성 심의,
보안솔루션 운영,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등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

정보보호위원회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분야별 정보보호
활동을 통합 · 조정하며
관련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및 현안의 효과적인 대응,
개인정보 처리 관련 중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부서의 정보보호
담당자가 참여

정보보안 활동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한화
생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리스크 선제 대응

정보보안 체계 구축

금융정보 보호

정보보안 인식 강화

IT 위험 분석 및 진단
→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284개 통제 항목 분석 및 진단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001:2013 인증 보유
(연 2회 사후 심사를 통한 재인증 추진)

AI 및 Multi-Layer 기반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 침해사고 대응 훈련(연 1회), Web 및 App 모의해킹(연 2회), 위험분석
평가(연 1회), 자산 취약점 분석 평가(연 1회), 프로젝트 보안성 심의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립
→ 정보보호 규정 외 18개 IT 보안지침
→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 3개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정보보안 책임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및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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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점검
연 2회 보안점검, 연 1회 IT 위험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
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교육, 비상대응 훈련, 보안관제 서비스, 정보보호 정책 개선 등에 대해
목표 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는 IT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물리, 관리적 영역
등으로 구분된 총 224개 항목을 최신 정보보안 관련 법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등의 기술적 영역은 20개 정보보안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은 정기적 보안점검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정보 유출 건수 0건
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문화 확산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실적

전사 정보보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
해 매월 정보보호 레터를 발행하고,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연 1회 ‘개인정보보호 3개 기본 지키기’ 캠페인 등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유출 사고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E-mail을 이용한 악성코드 공격,

교육 참여 인원
(단위: 명)

디도스(DDoS) 공격, 서버해킹 대응 훈련 등 다양한 침해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98

3,625

3,761

2020년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시간
구분
인당 교육 시간

2018

2019

2020

단위

임원

현업

IT

정보보호

시간

8

8

13

41

정보보안 이니셔티브 구축
상품개발부터 고객대응까지 보험 밸류체인 전반의 전산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기관과의 협력체
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정보보호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 설립부터 대의원사로 활동하며, 실시간
탐지, 정보공유 및 평가, 사고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는 등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
원에서 주최하는 ‘금융정보보호 및 금융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한화생명의 정보보안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2017년, 2018년 금융보안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융정보보호 및 금융 빅데이터
공모전 ‘우수사례’ 부문
금융보안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구축방안 및
고려사항(2017년)

AI 및 Multi-Layer 기반의 Cyber
Threat 대응체계 구축(2018년)

2018년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2018
우수사례 발표

AI 및 Multi-Layer 기반의 Cyber
Threat 대응체계 구축

개인신용정보 보호
자율규제 역량 강화 및
Compliance 적극 이행

거래종료 개인신용정보 완전삭제
전자적 지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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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한화생명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고객,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및 공공
기관 · 협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공정한 성과 평가
자기계발 지원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
올바른 정보 제공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고객정보 보호

일과 삶의 균형
인권존중의 문화

안정적인 배당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수립
사업 다각화 및 시장 확대

임직원

경영전략회의, 경영현안공유세션,
사내방송, HRD Monthly Letter,
노사협의회, 임직원만족도조사,

주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보고서,

한화생명 홈페이지, SNS채널,

자

콜센터, 고객센터,

투자

고객

및

CEO도시락토크,
노사화합해외연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소비자포털, 한화생명 APP,

주주총회, 경영공시,

LIFEPLUS APP, FGI제도,
한화톡톡

투자설명회, 실적발표 및
IR미팅, 글로벌 컨퍼런스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회공헌 활동 성과 및 가치
측정, 한화생명 봉사단,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지역별
복지 단체, NGOs,
사회적 기업

력사

협
FP,

지역

너(

파트

사회

니스

비즈

FP대상 교육, LIFEPLUS
ACADEMY, 연도대상 시상식,
초대 행사, 사내교수 현장코칭,
동행활동 지원, 전자구매시스템
(HGAPS), 우행터(협력사
CS교육프로그램), 보안교육

등)

전문역량 개발
복리후생
협력사 상생 발전
공정거래 준수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정부 및 공공 기관 · 협회

경영공시
공정거래 준수
투명한 조세정책

지역사회 활성화
소외계층, 소외지역 대상의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
지역사회 환경보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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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슈 관리
한화생명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연관성과 이해관계
자 관심도를 분석하고, 중요 이슈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자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동향, 동종산업 벤치마킹 및 기업 경영현안 등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구성하
였으며, 내 ·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확인
된 이슈와 관련한 활동 및 성과를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경영 활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요 이슈 선정 프로세스
STEP

1

이슈 풀 구성
국제표준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내부자료 검토, 미디어 리서치, 과거 보고 이슈, 주요평가 문항 분석 등을 실
시하여 34개의 이슈 풀을 구성했습니다.

국제표준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GRI Standards, DJSI, ISO26000, UN SDGs, TCFD, SASB, PSI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
분석 및 이슈 도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및 동종산업 지속가능경영 이슈, 트렌드 조사(총 13개 사)

2020.1.1 - 2020.12.31 동안 언론에 노출된 기사 조사
대상매체 : 전국 15개 종합일간지 · 경제지
기간: 2021.3.22 - 3.31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임직원 설문조사

대상: 고객, 협력회사(콜센터, 외주협력업체), 주주 및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 연구기관 등(총 1,101명 응답)
기간: 2021.3.22 - 3.31
대상: 한화생명 내부 임직원(총 1,132명 응답)

중요성 Mapping 및 중요 이슈 도출
STEP

2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와 ‘사업 연관성(Relevance)’을 고려한 중요성 평가

이해관계자 관심도
(Evidence of Impact)

사업 연관성
(Evidence of Relevance)

이해관계자 관심이슈, 사회적 이슈 트렌드,
법적 규제 준수

보험 산업 연계성,
장 · 단기적 비전과의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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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주제 선정
STEP

중요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사업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5개의 중요 이슈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한화생명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활동과 성과를 충실히 보고하는 한편, 전사 지속가능경

이해관계자 관심도

영 추진 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요
2

3

5

1
4

15

8
11

6
9

13
14

12

10

7

잠재

사업 연관성

No

이슈

보고 목차

보고 페이지

연관 GRI Topic

1

지배구조 건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66-80

102-18

2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확대

경제적 가치 창출

14-27

417-3

3

보험산업 연계 사회공헌 활동 추진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203-1

4

일과 삶의 균형 및 복리후생 증진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01-3

5

미래 성장기반 확대

경제적 가치 창출

14-27

-

6

인재채용 및 고용 안정성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01-1

7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66-80

102-11, 102-15

8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04-2

9

금융 전문인재 양성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04-2

10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58-65

305-1

11

차별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 실시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17-3

12

다양성 존중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05-1

13

윤리경영 강화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66-80

205-2

14

환경경영 추진체계 구축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58-65

305-1

15

불완전판매 최소화

사회적 가치 창출

28-57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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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경제 성과
조직 규모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국내 조직

개

623

597

565

해외 조직

개

165

176

192

요약연결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자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II. 예치금

백만 원

1,838,710

950,704

백만 원

792,175

1,019,690

1,051,931
506,330

III. 유가증권
IV.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백만 원

70,585,874

77,793,197

80,601,553

백만 원

156,220

230,828

257,086

V. 대출채권
VI. 유형자산

백만 원

26,915,013

28,812,796

29,596,267

백만 원

1,803,098

1,855,045

1,901,702

백만 원

2,517,001

2,553,538

2,550,620

백만 원

1,216,375

1,162,552

1,133,974

백만 원

-

78,779

80,950

백만 원

377,183

297,987

1,050,529

XI. 순확정급여자산

백만 원

13,679

-

4,714

XII. 당기법인세자산
XIII. 이연법인세자산

백만 원

11,782

141,449

145,445

VII. 투자부동산
VIII. 무형자산
IX.사용권자산
X. 파생상품자산

백만 원

14,782

15,338

9,178

XIV. 기타금융자산
XIV. 기타자산

백만 원

1,452,151

1,761,323

1,536,070

백만 원

2,927,735

3,048,781

3,026,294

XVI. 특별계정자산
자산총계

백만 원

21,462,673

22,128,080

25,322,141

백만 원

132,084,451

141,850,087

148,774,784

부채

I. 보험계약부채
II. 계약자지분조정
III. 당기법인세부채
IV. 이연법인세부채

백만 원

94,572,121

99,268,148

103,899,221

백만 원

538,885

1,206,759

1,208,302

백만 원

290,995

5,049

4,493

백만 원

380,408

1,066,200

1,016,190

V. 파생상품부채

백만 원

322,195

607,563

184,680

VI. 순확정급여부채
VII. 충당부채

백만 원

165,553

173,802

167,036

백만 원

15,367

16,473

76,211

VIII. 기타금융부채
IX. 기타부채

백만 원

2,002,451

2,532,401

2,463,328

X. 특별계정부채
부채총계

백만 원

121,298

154,147

203,645

백만 원

22,245,521

22,826,270

25,607,557

백만 원

120,654,794

127,856,812

134,830,661

4,342,650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백만 원

I. 자본금
II. 기타불입자본

백만 원

4,342,650

4,342,650

백만 원

(458,007)

(457,886)

(454,117)

III. 신종자본증권
IV. 기타자본구성요소

백만 원

1,558,000

2,056,297

2,056,344

백만 원

878,706

2,820,597

2,680,982

V.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백만 원

3,985,549

3,924,201

4,040,570

백만 원

1,122,759

1,307,416

1,277,694

자본총계

백만 원

11,429,657

13,993,275

13,9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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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I. 영업수익

백만 원

23,430,547

24,978,491

26,223,053

II. 영업비용

백만 원

22,780,352

24,929,092

25,846,310

III. 영업이익

백만 원

650,195

49,399

376,744

IV. 영업외손익

백만 원

(13,781)

(14,520)

(68,78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백만 원

636,414

34,879

307,963

VI. 법인세비용

백만 원

189,890

(23,788)

66,752

VII. 당기순이익

백만 원

446,524

58,667

241,211

VIII. 기타포괄손익

백만 원

(320,240)

2,144,093

(160,481)

IX. 당기총포괄이익

백만 원

126,284

2,202,760

80,730

X. 당기순이익의 귀속

백만 원

446,524

58,667

241,211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백만 원

126,284

2,202,760

80,730

재무성과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수입보험료*

백만 원

14,239,849

14,013,658

14,774,754

APE*

백만 원

1,688,240

1,824,726

1,837,844

보장성 APE*

백만 원

947,115

1,186,120

1,130,993

RBC 비율

백만 원

212.2

235.3

238.3

* 별도 기준

내재가치(EV) 요약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EV

억원

86,757

96,886

97,160

신계약 가치

억원

6,156

7,113

7,267

%

36.5

39.0

39.5

신계약 마진율

고객유지율
구분
유지율
보장 유지율

단위

2018

2019

2020

13회차 유지율

%

81.6

82.0

83.6

25회차 유지율

%

64.1

60.1

64.8

13회차 유지율

%

79.2

80.5

82.6

25회차 유지율

%

62.7

59.1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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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조세정책
기업은 국가경제의 3대 주체로서 국가 및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화생명은 외부세무조
정 대상 법인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외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보 공개
한화생명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래소 상장법인으로서 관련된 조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dart.fss.or.kr). 공개된 정보를 통해 법인세비용 산출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비용 구성내역 및 세율 등의 세
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한화생명은 다양한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세법 관련 규정의 제 · 개정, 예규 및 판례, 정부 정책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법 해석이 불분명
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세무자문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8

단위

2019

2020

법인세 부담액

백만 원

490,865

1,407

28,051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백만 원

(304,196)

(26,882)

40,407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백만 원

4,608

1,687

(1,705)

법인세비용

백만 원

189,890

(23,788)

66,752

경제적 가치 배분
구분

2018

단위

2019

2020

주주

현금 배당금

백만 원

75,139

22,542

22,542

고객

지급보험금

백만 원

11,191,171

11,879,743

12,349,442

사업비

신계약비 및 유지비

백만 원

1,885,458

1,985,279

2,015,486

임금 및 상여금

백만 원

502,033

522,101

571,849

복리후생

백만 원

123,791

134,742

133,935

임직원

퇴직금

백만 원

53,671

66,895

92,348

정부

법인세비용

백만 원

189,890

(23,788)

66,752

지역사회

사회공헌 비용*

백만 원

8,962

15,975

3,428

* 별도 기준

신용평가 등급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Fitch

Moody’s

AAA

AAA

AAA

A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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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경제 성과
구분

전속채널 APE

비채널 성과

단위

2018

2019

2020

보장

백만 원

797,353

979,597

908,294

연금

백만 원

142,105

77,120

69,648

저축

백만 원

27,577

18,243

6,874

방카채널 APE

백만 원

441,758

444,778

542,202

GA채널 APE

백만 원

235,909

255,761

252,229

친환경 투자
구분

신재생에너지

단위

2018

2019

2020

태양광

백만 원

862,480

901,990

1,020,534

풍력

백만 원

261,041

275,047

284,308

기타(연료전지 등)

백만 원

80,121

76,210

73,611

합계

백만 원

1,203,641

1,253,247

1,378,454

백만 원

524,600

493,208

462,640

수자원 및 하수관리
(담수화시설, 하수처리, 하수관거 등)

친사회적 투자
구분

학교, 문화시설 관련

단위

2018

2019

2020

학교

백만 원

176,657

144,814

129,962

문화시설

백만 원

56,215

17,947

15,336

합계

백만 원

232,872

162,761

14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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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
임직원 현황
구분
총 임직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문/특수/일반 계약직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사회적 약자

총인원
남성
여성
총인원
남성
여성
총인원
남성
여성
총인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장애인 직원

단위

2018

2019
3,937
2,129
1,808
3,881
2,113
1,768
3
3
53
16
37
138
238
1,511
1,518
480
52
33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020
4,004
2,154
1,850
3,927
2,112
1,815
3
3
74
42
32
159
260
1,354
1,527
641
63
33

4,078
2,195
1,883
3,993
2,137
1,856
2
2
83
58
25
163
264
1,264
1,529
768
90
35

채용 및 퇴직
구분
신규 채용*

총인원
남성
여성

단위

2018
214
120
94
3.6
2.5

명
명
명

%
%

퇴직률
자발적 이직률

2019

2020
96
53
43
3.2
2.1

181
120
61
3.9
2.8

* 입사 년도 기준(일반직, 경력직, 사무직),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9년 데이터 변경

육아휴직
구분
육아휴가 사용 후 업무 복귀율
복귀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단위

2018

%
%

2019
96.8
100.0

2020
97.6
100.0

91.7
100.0

임직원 안전 관리
구분

단위

2018

%

산업재해율

2019
0.1

2020
0.1

0.1

노동조합
구분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2018

%

*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20년 데이터 변경(사용자 및 대리인을 제외한 부장 이하 모든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포함)

2019
63.2

2020
61.9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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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총 교육비용*

만원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시간

핵심자격증 보유수

1,305,117

3,728

3,918

3,999

242,900

235,493

207,088

시간

648,924

161

169

167

12,272

12,387

15,449

교육 횟수

회

34

37

35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전 임직원

2시간
(온 · 오프라인 1시간씩)

2시간
(온 · 오프라인 1시간씩)

1시간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시간

2시간
(온 · 오프라인 1시간씩)

1시간 (온라인)

1시간 (온라인)

단위

2018

성희롱 예방 교육시간
교육 참여 임직원 수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교육

2020

1,260,347

명
윤리경영 교육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

2019

명

총 교육시간

윤리경영 교육

2018

CP 교육시간

시간
명

*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20년 데이터 변경

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구분

2019

2020

교육 일반
(직무, 리더십 등)

134,855

189,358

156,751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3,636

3,903

3,979

협력업체 보안 및
윤리경영 교육

OA유지보수 업체
교육 이수

명

103

103

103

교육시간

시간

성과 평가
구분

2019

단위

2020

성과평가 비율*

%

96.3

96.6

성과관리(OKR) : 상위조직의 목표와 연계하여 개인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

94.8

96.6

다면적 성과평가

%

7.4

41.0

동일 직급 내 직원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순위 선정

%

100.0

100.00

* 일반직 경력사원(하반기), 신입사원 제외
** 2020년부터 목표관리(MBO)에서 성과관리(OKR)로 변경

임직원 퇴직연금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확정급여형(DB)

백만 원

335,564

315,845

291,385

확정기여형(DC)

백만 원

136,914

137,003

145,388

92.3

93.3

93.6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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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비율
구분

단위

FP
GFP
신채널(TRI, HLA, HFA)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
직영 다이렉트

2018

%
%
%
%
%
%

2019
0.12
0.21
0.32
0.73
0.06
0.02

2020
0.08
0.17
0.24
0.36
0.09
-

0.06
0.08
0.14
0.19
0.03
-

고객만족도
구분

단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SQI(고객센터)
KSQI(콜센터)

점
점
등위
등위

2018

2019

76
73
공동 1위
공동 1위

2020

76
72.6
공동 1위
단독 1위

77
73
공동 1위
공동 1위

민원건수
구분

단위

자체민원
대외민원*
합계

2018

2019
1,904
2,090
3,994

건
건
건

2020
1,834
2,090
3,924

1,485
1,992
3,477

*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 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가치
구분
곰두리종합 보장보험*
희망사랑보험**
함께멀리 기부보험***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

단위

누적 지원고객
판매누적액
누적 지원아동 수
판매누적액
누적 지원아동 수
판매누적액
누적 고객
판매누적액

* 장애인을 위한 상품
**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
****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위한 상품

2018

2019
1,339
128
7,516
6,780
27
14
-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2020
1,358
129
7,516
6,780
53
24
-

1,378
131
7,516
6,780
53
32
395
33

***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게 기부(초록우산 어린이재단)를 제공하는 상품, 2020년 판매 종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19년 데이터 변경

사회공헌
구분
금액
사회공헌 유형
임직원 참여*
기금모금

사회공헌 지출금액
현금 기부
현물 기부
사업비(경영비용)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율
임직원 인당 자원봉사 참여시간
임직원 펀드 모금액
컨설턴트 펀드 모금액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 감소

단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
시간
백만 원
백만 원

2018

2019
8,962
8,962
93
9.71
403
114

2020
15,975
15,975
91.3
9.20
439
107

3,428
3,428
46
2.58
42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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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연료

LNG
전기
단위면적
연료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기준

LNG
전기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

2018

2019

2020

TOE
TOE
TOE
m2
TOE/m2
TOE/m2

26.93
335.98
2,016.30
64,574.73
0.000417
0.005203

23.38
337.02
2,285.36
76,039.00
0.000307
0.004432

18.99
352.94
2,128.30
79,848.58
0.000238
0.004420

TOE/m2

0.031224

0.030055

0.026654

* 본사, 장교빌딩 기준 보고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20년 데이터 변경

수자원 사용 및 배출량
구분

단위

Ton
Ton
Ton

상수도 사용량
정수 사용량
폐수 배출량

2018

2019

45,995.36
33,749.54
79,744.89

2020

55,970.67
45,772.99
101,743.65

52,422.24
41,664.57
94,086.81

* 본사, 장교빌딩 기준 보고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20년 데이터 변경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본사

단위면적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장교빌딩

단위면적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단위

tCO2eq
m2
tCO2eq/m2
tCO2eq
m2
tCO2eq/m2

2018

2019

4,595.04
60,450.82
0.076
237.90
4,123.91
0.058

2020

5,209.77
72,906.87
0.071
155.05
3,132.13
0.050

4,879.54
76,630.35
0.064
191.37
3,218.23
0.059

* 본사, 장교빌딩 기준 보고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2020년 데이터 변경

복사용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8

Box

복사용지 사용량

2019
72,335

2020
68,786

76,599

* 본사 및 기관(지점, 지역단, 지역본부) 포함

친환경 제품 구매
구분
친환경조건 포함 사무용품(가구 등) 구매금액

단위
백만 원

* 친환경자재 EO, E1(포름알데이히드 제로) 사용 가구 기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가구 구매 물량 감소에 따라 친환경 제품 구매액 감소

2018

2019
2,167

2020
3,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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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검증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이하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수행
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독립성과 책임
검증인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검증 의견서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발행되었지만, 본 검증의견서에 기반하여 개인 또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또는 공동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검증기준과 범위
검증인은 국제적인 검증기준인 AA1000AS(2008)을 적용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고서를 검증하였고, 검증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검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Type 1 검증유형과 Moderate Level 보증
AA1000A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인 포괄성 · 중요성 · 대응성 적용 정도에 대한 평가
GRI Standard Guideline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 사항 및 보고 품질 보증 만족 여부

검증절차 및 제한사항
검증인은 보고서에 기술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선 외부에 공개 또는 공시된 자료, 근거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1차로 서류검토를 수행하였습니
다. 현장검증은 COVID-19의 확산세로 인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본사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보고서 담당자를 통한 자료확
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인은 중대성 평가절차와 방법,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 참여활동,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와 조직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보고서 상의 경제 · 사회 · 환경 관련한 각종 데이터나 주장 등은 샘플링(sampling) 작업을 통하여 정합성은 물론 근
거 문서와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조직 외부, 즉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수행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인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고서가 GRI Standard의 ‘핵심적 부합’(Core Option) 방식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AA1000A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과 같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 등), 지역사회, 정부 및 공공기관 · 협회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과, 중요성 평가의 한 과정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임직원 설문조사, 고객 등 외부 이해
관계자 설문조사 별도 진행)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기대사항 등을 파악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이해관계자별 주요 소통채
널의 운영 여부와 성과, 그리고 중요성 평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결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증인은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락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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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Materiality)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①이슈 풀 구성 ②중요성 맵핑(mapping) 및 중요 이슈 도출 ③보고주제 선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중요성 평가를 수행
하였습니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개의 국제표준 분석, 13개의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과거 보고 이슈, 그리고 내외부 이
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4개의 이슈 풀(issue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와 사업 연관성(relevance)을 고
려하여 중요성 이슈를 맵핑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의 중요 이슈(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3개, 경제적 가치 창출 2개, 사회적 가치 창출 8개, 녹색금
융으로의 전환 2개)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인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상에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누락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고 있는 이슈 15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과 성과를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중요성 평가결과 도출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응 활동과 성과가 보고서에 부
적절하게 기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으로 한 녹색경영, 녹색금융에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항
검증인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향후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고 당면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적기에 대응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
능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ESG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전담조직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ESG 경영 비전 · 목표 · 추진전략 · 중점과제 등
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더욱 정교한 ESG 투자원칙과 투자지침을 마련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ESG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를 권고합니다.(예 : 온실가스 데이터의 Scope 1과 Scope 2
산출 및 분리 공개, 복사용지 사용량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노력도 보고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보고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ESG를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도적으로 탈석탄을 선언하고

TCFD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은 물론 금융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아울러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후금융 활동을 더욱 강
화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이를 위하여 CDP를 통한 정보공개를 투자대상에 요구하는 동시에 자사의 기후 관련 정보도 CDP를 통하여 적극 공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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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0)
Classification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성 및 청렴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관행

Disclosure

Indicators

Page

102-1

조직 명칭

4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4

102-3

본사의 위치

102-4

사업 지역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02-6

시장 영역

102-7

조직의 규모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2-9

조직의 공급망

Note

4
4, 26-27
4
4, 26-27
84
88
52-55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74-77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97-99

102-13

협회 멤버쉽

97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2-3

-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2-3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71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102-18

지배구조

사업보고서 4p

72
67-70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80

102-41

단체협약

88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80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80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80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102-47
102-48

Material Topic 리스트
정보의 재기술

102-49

보고의 변화

-

About This Report

102-50

보고 기간

-

About This Report

-

사업보고서 3-4p

82-83
83
-

해당 페이지 별도 표기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

About This Report

102-54

-

About This Report

102-55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인덱스

94-95

102-56

외부 검증

92-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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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pecific Standards
Classification
경제성과
반부패

Disclosure
103-1, 2, 3
201-1

86
66
58

305-1

Management Approach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91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91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5-2

Note

14

Management Approach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103-1, 2, 3

103-1, 2, 3
인권평가

Management Approach

Page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103-1, 2, 3
배출

Indicators

73
91

60, 91
28

412-1

Management Approach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56

57

Other Standards
Economic Performance(GRI 200)
Classification
경제성과

Disclosure

Indicators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201-3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및 기타 퇴직자 연금 제도

간접경제효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Page

Note

65
89
29-35
-

사업보고서 478p

Page

Note

Environmental Performance(GRI 300)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91

302-3

에너지 집약도

91

용수 및 폐수

303-3

용수 취수

91

환경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 법규 위반

에너지

-

관련 위반 사항 없음

Page

Note

Social Performance(GRI 400)
Classification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Disclosure

Indicators

401-1

신규채용과 이직

401-3

육아휴직

88
88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50

403-5

산업 보건 안전 교육

51

403-6

임직원의 건강 증진

50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89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6-47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67, 88

마케팅 및 라벨링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

사업보고서 478p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사업보고서 478p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

사업보고서 4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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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한화생명은 미국 지속가능경영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의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재무적 영
향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토픽

공시코드

설명

보고 페이지

FN-IN-270a.1

신규 및 재방문 고객에게 보험 상품 관련 정보의 마케팅 및 전달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총 금전적 손실 금액

없음

FN-IN-270a.2

불만 제기비율

90

FN-IN-270a.3

고객유지율

85

FN-IN-270a.4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FN-IN-410a.1

산업 및 자산 클래스 별 총 투자 자산

25

FN-IN-410a.2

투자 관리 프로세스 및 전략에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접근 방식 설명

25

FN-IN-410b.2

건강, 안전, 환경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관련 서비스 및 상품

38

FN-IN-450a.1

날씨 관련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 제품의 PML (Probable Maximum Loss)

생명보험사이므로 해당없음

FN-IN-450a.2

사건 유형 및 지리적 세그먼트(재보험 순액 및 총액)별 (1) 모델링된 자연
재해와 (2) 모델링되지 않은 자연 재해에 따른 보험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총액

생명보험사이므로 해당없음

FN-IN-450a.3

(1) 개별 계약에 대한 인수 프로세스 및 (2) 기업 수준의 위험과 자본 적정성
관리에 환경 위험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생명보험사이므로 해당없음

FN-IN-550a.1

비보험 활동과 관련된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위험 관리 접근 방식 설명

고객 대상 투명 정보 및
공정 자문 제공

23, 한화생명 홈페이지

자산운용에 ESG 요소
반영

책임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상품

환경 리스크 익스포져

시스템적 리스크관리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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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니셔티브
한화생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및 지지를 통해 ESG 이슈를 파
악하고, ESG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와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으로, 금융기관이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한
기여자임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Finance Initiative)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엔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 PSI

(UNEP F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지속가능보험원칙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UNGC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선포한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보험 가치 사슬 전반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Fianancial Stability Forum)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발족한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UNGC는 기업이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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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Report
한화생명은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사업 운영 과정 전반에서 ESG 요소
를 고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ESG경영의 필요성 등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
정입니다.

원칙

1

경영 의사 결정 시,
ESG를 고려한다.

전사적으로 ESG경영을 내재화하고 본격적인 ESG경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 전담팀으로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CEO를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ESG 성과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정책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 OKR(성과평가)에 ‘ESG경영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지표를
포함하여 경영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험
관리 솔루션을 함께
개발한다.

한화생명은 책임투자를 추진하며 투자 기업에 ESG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비롯하여 ESG 요소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투자지침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에 ESG경영의 필요성을 강조,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평가 시 윤리행동 기준 자가점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권 및 윤리행동 등
협력사의 ESG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주요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정책과제 개발 및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ESG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 참석하여 금융사로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원칙

3

정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ESG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촉진한다.

이 외에도 한화금융계열사의 ESG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열사 간 ESG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계열사 내 ESG경영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정부, 지역사회, 지역 봉사단체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ESG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한화생명 봉사단을 출범하여, 140여 개의 봉사팀이 각 지역 봉사단체와 1:1
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NGO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

4

원칙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한화생명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운영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 ESG경영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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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협약으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의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UNGC의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경영 전반에서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촉진한다.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보고 페이지

56-57

46-49, 56-57

58-65

71-73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지지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습니다. UN SDGs는 2030년까지 시행
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대 공동목표인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강보험증 지원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 혜택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원
코로나19 위험에 취약한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고,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한화생명 경제교실
한화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 청소년들이 경제관념을 가진 올바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REAMPLUS, DREAMHAUS
청년의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고, 스타트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상품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한화생명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령자, 유병자, 사회 소외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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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현황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 8회 연속 획득 및
‘명예의 전당’ 헌정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 실시 여부를 심사하여 2년마다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2007년 최
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8회 연속 CCM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2021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10년 연속 1위
고객센터 부문 12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서비스 평가단이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이행률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콜센터 부문 10년 연속 1위, 고객센터 부문 1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는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한 기업 중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활동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
을 선정하여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헌정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2017년 생명보험부문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8년
연속 수상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어 고객중심 기업으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6년 연속 금융부문 대상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맘스 패키지 제도, 여성 리더 육성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대한
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6년 연속 금융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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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TM 인증을 받은 종이를 채택하여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