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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2021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회사의 경제·사회·환경 책임
에 대한 성과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보고 원칙과 기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
dards를 준수하고, GRI가 요구하는 ‘Core Option’에 부합하여 작성하였
습니다. 보고서 내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
니다. 또한 산업 특성 주요 이슈별 활동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 지표
와 TCFD(Task Force on Climate Change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권고안을 고려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정량 데이터는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근 3개년(2018년
~2020년) 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주기

매년 (최초발간)

보고 검증

본 보고서의 재무 정보는 안진회계법인에서 독립적으로 회계감사를 받
은 재무 정보 입니다.
비재무정보는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
터 독립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2021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여의도) 
담당부서 : 경영기획파트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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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존경하는 한화손해보험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ESG 경영을 위한 첫 발걸음인 2021년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
니다. 아울러 항상 한화손해보험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은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환경의 변수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보험업 역시 대면영업 활동 제한으로 인
한 매출 감소와 장기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화손해보험은 언더라이팅 정책 강화, 손해율 개선 노력 등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장기 및 자동차보험 손
해율 개선, 사업비 효율화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의 보험시장도 COVID-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신규 경쟁자의 진입과 제판분리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작년의 
부분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직면한 현안에 대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본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당사는 고객, 상품, 채널 중심 마케팅으로 가치성장을 추진하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체력
을  확보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비대면 영업채널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보장분석, 상품추천, 가입설계 등 디지
털 기반 영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부문에서도 AI기반의 자동지급 심사 등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실천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사는 탈석탄 금융 선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지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2021~23년 단계별 목표 
및 중점 추진 사항을 설정하여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에서 실시해 온 안전문화 전파 및 재난예방테마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공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화손해보험은 76년 기업활동 동안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해관계자분들의 변
함없는 관심과 지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OVID-19 이후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만큼 저희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 모두가 진심을 다하여 
“함께 멀리”의 한화그룹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 모두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강성수

“한화손해보험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체질 변화와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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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한화손해보험은 대한민국 최초 민족자본 설립 손해보험사로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을 설립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 등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그룹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정도 3가지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와 행복을 드리고자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고객과 사회의 발전
을 추구하는 헌신의 자세로, 자긍심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걸으며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신뢰의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대표이사 강성수

(2020년 12월 말 기준)

한화손해보험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손해보험사’를 비전으로,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품 채널 중심의 손해보험업 본업  경쟁력과 새로운 고객 가치 제공을 위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라는 전
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세계 초일류 보험사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한화손해보험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 현황 

핵심가치 

비전 및 전략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한 
한화손해보험 
주요 연혁  

업종 

손해보험업

설립일

1946년 4월 1일

고객 수

419만 명

임직원

총 3,039명

신용등급

S&P : A
A.M. Best :  A

CHALLENGE 도전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 한다.

신동아화재 
해상보험으로 설립

한화그룹계열 편입 한화손해보험 
사명 변경

환경부, 부산시, 
수원시와 녹색자동차보험 
최초 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금융 개발 협약

소비자 중심 경영 선언 
- 소비자 평가단 운영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 
자회사 설립 

CCM 소비자중심경영 
7회 연속 인증

탈석탄 금융 선언 기후금융지지 선언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1946 2002 2007 2011. 09 2013. 03 2013.10 2019 2020. 07 2021.01 2021.03

INTEGRITY 정도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DEDICATION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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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손해보험사

새로운 언택트 조직문화 추진

External
본업 경쟁력 강화

·  CPC(고객, 상품, 채널) 중심 마케팅을 통한 
가치성장

·  장기 및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을 통한  
이익체력 확보

·  투자포트폴리오 및 ALM 관리를 통한  
투자 수익 확보

Internal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  비대면 채널 인프라 성공적 구축

·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  테크 중심의 제휴 및 사업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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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보험영업 및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에 있어서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보험으로 나누어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에서는 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 업무가 있습니다. 유동성, 수익성, 안전성 3가지 가치에 입각하
여 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주’의 시대에서 ‘유동’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생을 능동적
으로 즐기고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이야 말로 삶의 충실함입니다. LIFEPLUS
는 생(生)에 초점을 두어 삶의 모든 순간이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주
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각자만의 균형을 찾아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유기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역동
성’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LIFEPLUS의 가치를 만나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고객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금융”

LIFEPLUS는 한화금융(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과 함께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인 종합, 운전자, 재물 상품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형별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
클에 따른 신규 상품 또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주요 상품

한화금융 브랜드

Holistic Wellness

LIFEPLUS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핵심요소(Financial, Physical, Mental, Inspirational)를 ‘Holistic Wellness’의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가까운 미래에 유용할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와 앞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로 제안합니
다. 도전과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쉽고 빠르고 편하게 자신만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고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변화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LIFEPLUS는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Enhancing

Brand Mission

고객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금융을 지향합니다.

금융의 선행적 경험을 기반으로 삶에 필요
한 핵심요소를 서비스화하여 제공합니다.

LIFEPLUS와 함께
다시 생동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Life as a Service

Brand Essence

LIFE, LIVELY

Brand Slogan

FINANCIAL
WELLNESS

〮
안정되고 탄탄한 삶을 위한 

금융 관련 서비스

Wealth 
Investments

Asset Management

Nutrition
Diet 

Exercise

PHYSICAL
WELLNESS

〮
역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적 건강 관련 서비스

Meditation 
Mindset

Stress Relief

MENTAL
WELLNESS

〮
지속가능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

Hobby 
Travel

Relationship

INSPIRATIONAL
WELLNESS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문화 관련 서비스

총 자산 (단위: 억 원)

매출(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자본총계 (단위: 억 원)

 59,755 

 59,648 

 56,025 

 884 

 (610)

 823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194,791 

 182,098 

 167,286 

 17,072 

 14,259 

 14,169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마이라이프 한아름 종합보험

마이라이프굿밸런스 종합보험 

한화 개인용 자동차 보험 

화재

해상/항공

특종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OK 2500 든든 운전자 보험 

한화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 보험 

주택, 일반, 공장화재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기술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HOLISTIC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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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ESG경영
한화손해보험은 COVID-19 등 전 세계적 위기 상황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소통

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실천하

고자 합니다. 

2021 ESG Highlights

한화손해보험 ESG 경영 주요 추진 활동

기후금융과 탈석탄 금융 선언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선언을 지
지하였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탈석탄 금융 선언
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대한 투
자를 금지하고 친환경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SG Business Integration

ESG 평가 요소를 자산운용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한 ESG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수립하
였습니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 따른 네거티브 스
크리닝 전략 반영 외에도 다양한 ESG 평가 전략
과 원칙을 수립하여 ESG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ESG 거버넌스 구축
한화그룹에서는 2021년 5월 ESG 위원회를 신설
하였으며, 그룹 차원의 ESG 경영 방향성을 설정하
고 ESG 활동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손

해보험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2021년 6월
에 신설하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ESG 경영 정책을 건의하여 ESG 
경영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nvironment
기후금융 추진 

기후변화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후금융 지지 선언 · 국내 금융기관 공동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 동참 

탈석탄 금융 선언 ·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금지
·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발행 채권 인수 금지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자산 투자 지속적 확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지지 선언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따른 환경 정보 공개
· 한화손해보험 비즈니스 전반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예정 

Social
고객가치 향상과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개정 및 선언
· 임직원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확대

·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 비대면 무인 화상 원격 창구 서비스

임직원 COVID-19 대응 및 
안전보건 원칙 선언

· COVID-19 대응 체계 마련 및 임직원 안전 보건 경영 방침 선언

Governance
ESG 경영 추진 

건전한 지배구조  
기반 마련 

ESG 경영 선언 ·  한화그룹 ESG 경영 선언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한화손해보험 업종 특성에 맞는 ESG  주요 추진 과제 도출 

ESG 투자 심사 
프로세스 도입 

· ESG 투자 심사 프로세스 체계 마련 및 도입 영향 분석 연구 진행

ESG위원회 신설  ·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   
· ESG 전담 조직 신설 검토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ESG 경영 추진 中)

한화손해보험 ESG 경영 추진 전략

목표

중점 추진 영역

주요 추진 사항

ESG 
주요 추진 사업

Step 1. 2021년 Step 2. 2022년 Step 3. 2023년

Systematic & Defined Integrated Strategic & Optimizes

ESG 단기 개선과제 도출 ESG 중장기 개선과제 도출 ESG 경영 실천

· ESG 이행원칙 개발/선언
· ESG 거버넌스 구축
· 외부 지속가능경영 평가 대응

· ESG 거버넌스 정비
· ESG 상품/서비스 기획 및개발
·  ESG 점검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 ESG 상품/서비스 확대
· 전사 ESG 운영 시스템 구축
·  ESG 전략 체계 외부 거버넌스 

확대(고객, 파트너, 지역사회 등)

E :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S :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전략 수립

E :  기후변화 대응 전략 고도화      
TCFD 이행 세부 전략 마련  

S :  이해관계자 소통 프로그램 운
영 및 고객 경험 

E :  기후금융 상품 출시 및 
친환경 투자 강화 

S :  사회 기여 상품 출시 및 
금융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1. ESG 경영 수립  
2. ESG 위원회 신설  
3. ESG 전략지표 설정
4. ESG 투자/심사기준 구축

1. 전담조직 구축 완성
2. ESG 금융상품 확대
3. ESG투자/심사 활용

1.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2.  ESG 투자 자산운용  

프로세스 운영 
3. ESG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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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지하고 주요 목표와  

연계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참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DG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향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SDG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DG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People

UN SDGs 목표

Prosperity

Planet

세부목표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 발생건수를 절반
으로 감소

·  소방재난본부와 매년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  비대면 플랫폼 활용한 안전 교육 및 랜선 안전 골든벨 행사 개최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및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여하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의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 보장

·  회사내 차별 금지 행동 규범 엄격 적용 및 성평등 교육 적극 장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 마련 

세부목표 9.4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맞춰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
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
고 산업을 개편하여 지속가능성 부여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465 tCO2-eq(2019년 대비)
·  에너지 사용 감축량: 226 TOE
·  용수 사용 감축량: 20,149 ton
·  폐기물 재활용률: 5% 증가 
·  모바일 청약, 온라인 보험청구 등 보험 운영 프로세스 상 페이퍼리스 

(Paperless) 제도 운영

세부목표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
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과일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 지원
·  무료급식소 배식봉사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세부목표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
적 보장을 달성

세부목표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취약 노인 돌봄 공로상” 수상
· 홀몸 어르신을 위한 COVID-19 예방 키트 지원 
·  서울시 화재 피해 가정(차상위계층)에 위로금  및 생활용품,  

구호세트 지원
·  서울시 화재피해 위기 가정 연말 지속 돌봄 행사 개최

세부목표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
식 제고,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  ‘한화 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 및 기후금융 지지 선언 
-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참여     
-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발행 채권 미인수 

·  ESG 채권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ESG 투자 매년 확대 운영 
- 2020년 기준 ESG 채권 투자 금액 :  703억 원    
- 친환경부문 대체투자금액 :  6,776억원

세부목표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  소비자평가단 및 소비자보호협의회 적극 운영 
·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 및 한화손해보험 모바일앱 활성화
·  디지털 교육 제공을 통해 돌봄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세부목표 8.10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국
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세부목표 한화손해보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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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Materiality Test
한화손해보험은 경제-환경-사회 전반에 걸쳐 사업과 관련된 중요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이니셔티브(GRI Standards, UN SDGs, ISO 26000) 및 가이던스(SASB, TCFD), 

대외평가(KCGS), 보험업종 메가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이슈 풀을 구성하고 미디어 리서치, 동종 업계 분석, 내·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이슈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중요 이슈 풀 구성

· GRI Standards, UN SDGs, DJSI, ISO 26000 등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SASB)을 분석하여 이슈 풀 구성

STEP 2.
내·외부 환경분석 

· 보험업종 환경분석 및 트렌드 반영   
· 환경-사회-경제 등의 메가 트렌드 분석

STEP 3. 

이해관계자 분석
·  미디어 분석 

- 미디어 분석 검색 기간 : 2020.1.1. ~ 2021.03.31. 
- 미디어 분석 매체 범위 : 일간지 15개 및 인터넷신문 등 총 30개 매체 
- 환경-경제-사회 성과 및 이슈 관련 기사 총 1,070건 분석

·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설문 조사) 

STEP 4.

사업 영향 분석
· 내부 임직원 의견 수렴 (설문 조사) 
· 경영전략 분석 (경영진의 중요도 및 전략체계와 정책 수립 여부,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
· 부서별 담당자 의견 수렴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 

STEP 5. 
중요 이슈 선정

· 이슈별 비즈니스 영향도 및 이해관계자 관심도 계량화 및 종합 분석
· 이슈별 우선순위 및 최종 중요 이슈 선정

지속가능성 이슈 풀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5가지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비즈니스 영향도

중요도 지속가능성 이슈 Report Contents 보고 활동페이지 연관 GRI Standards

핵심 이슈 ❶ 고객 중심 경영 추진 Sustainability Core Value 금융소비자 보호 22 417-2

❷ 디지털 기반 상품 확대
Sustainability Core Value Post COVID-19 
시대의 디지털 전환

16 -

❸ ESG 경영 또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구축 The beginning of ESG 경영 08 -
❹ 고객 금융 소비자 보호 Sustainability Core Value 금융소비자 보호 22 417-2
❺ ESG 책임투자 확대 The beginning of ESG 경영 08 -
❻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 People 지역사회 48 203-1, 413-1
❼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 People 고객 가치 30 -
❽ 재정 건전성 확보 + Prosperity 경제적 성과 68 201-1
❾ 임직원 공정한 평가와 보상 + People 임직원 행복 38 404-3, 405-2
❿ 우수 인재 확보 + People 임직원 행복 38 401-1

보고이슈 ⓫ 임직원 COVID-19 대응 체계 (Special) COVID-19 대응 지원 28 403-6, 403-10
⓬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보험 상품 확대 + Planet 기후금융 58 302, 303, 305
⓭ 상생협력 노사관계 구축 + People 임직원 행복 38 407-1
⓮ 고객 개인정보 보호 + People 고객 가치 30 418-1
⓯ 이해관계자 참여 + Governance 이해관계자 참여 94 102-21
⓰ 지배구조 건전성과 전문성 + Governance 지배구조 78 102-18
⓱ 윤리-준법 경영강화 + Governance 윤리-준법경영 84 102-16, 102-17
⓲ 임직원 역량 제고 + People 임직원 행복 38 404-1, 404-2
⓳ 인권 보호 정책 강화 + People 임직원 행복 38 412-2

❶
❻ 

⓫ ⓰
❹

⓮ 
⓳ 

❺⓯

❷

❼

⓬

⓱

❸❽ ⓭ 

⓲

❾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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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CORE VALUE 

16 Post COVID-19시대의 디지털 전환
22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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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VID-19 시대의 디지털 전환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사적으로 모든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을 설립하였으며, 비대면 시대에 소비자 일상의 변화에 맞춰 고객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AI 챗봇 서비스 출시, 스마트 차도리앱 고도화 등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Ecosystem

Customer 
Value Chain

Digital
Services

Insurance 
Value Chain

Digital
Solutions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앱 전면 리뉴얼

 SSP 프로젝트
 (Smart Sales Platform)
-    보험 영업 채널 전 영역의  디지털  

프로세스 구축 (AI 기반 상품 추천, 
Live 방송 정보 미팅, Digital 기반의 
활동지원 Tool) 

캐롯손해보험
‘퍼마일 (Per Mile)’ 
자동차보험 출시

 신규 채널 론칭 
 LIFE WITH   
-   기존 보험설계사와 차별화된  

LIFE WITH (디지털 영업전문조직)  
구축 

 언택트 옴니(Omni) 채널 방식의 
간단 보험 가입 영업 솔루션 구축 

 -  디지털 환경에서 카카오톡 기반의  
새로운 영업 채널 구축  

 - 비대면 서비스로 업무 효율 제고 

상품 리서치 상품 가입

모바일 앱 리뉴얼 및 디지털 전용상품 출시

Pre Sales

디지털 상품 차별화 및 영업 채널 확대

상품기획/상품개발(요율산출) 마케팅 및 판매채널

2020년은 고객 서비스 업무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업
무가 대면 업무보다 더 중요해진 한 해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자증명서 제출 
프로세스 구축 

머신러닝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개발 및 도입  

비대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 차도리 앱 출시)   

AI 기반 문서 분류 시스템 및 
문서 등록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AI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도입
 -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

장기보험 제지급 및 
보험금 청구디지털화  

- 디지털 보험 창구 구축

계약 심사 상품 관리 서비스 지원(고객 만족) 보상금 지원

전사 서비스 업무량 (2021년 2월 기준)

Post Sales

디지털 고객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적용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 혁신  

계약 심사(언더라이팅) 서비스 지원고객 지원 손해 사정/ 보험금 지급 관리

대면

31.4%
비대면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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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신속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사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 채널 확
대, 디지털 신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설한 디지털전략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 보드(DS Board)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 보드는 한화손해보험  유관부서 담당 임원 전원이 매월 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략 방
향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디지털 전환 전략 실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전략팀 조직도

Digital Strategy Team

디지털지원 파트

Channel 
Alliance

Customer 
Channel

Customer 
Net

Subscription
Economy

Mobility
Alliance

Small 
Business

고객 접점 디지털 서비스 

AI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 
한화손해보험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웹 기반
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서비스는 보험료 납입/
이체 관리, 보험계약 대출, 단기운전자 변경, 보험금 청구 안내, 고객
정보 조회/변경, 보험계약 조회 및 고객지원센터 안내 등 상담 빈도
가 높은 7가지 주요 업무를 기능형 메뉴로 구성하여 고객이 상담사
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용 확인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
성을 높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앱 
한화손해보험은 고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 모바일 앱을 전면 리뉴얼하였습니다. 
‘보험을 쉽고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기
존 모바일 앱의 디자인을 심플하게 개편하였으며 기능을 개선하였
습니다.

스마트 차도리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계약 관리는 물론 마일리지 등록, AI 수리 견적 서비스, 쉐이크 (Shake) 긴급출동 및 
차도리 톡 등 차량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 기능과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차도리 앱’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택트 창구 개발 진행 – 무인 화상 원격 창구 서비스
한화손해보험은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지방 중소도시와 노년층의 보험 서비스 이용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 화상 상담 창구를 개발하였으며,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
털 취약 계층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무인 화상 원격 서비스 형태로 디지털 데스크를 구성하였으며, 어렵
고 생소한 보험용어의 손쉬운 이해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모니터 자막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차도리 앱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AI 수리견적서비스 자동차 손상 부위를 카메라 촬영 시 AI 를 활용하여 예상 수리비 견적을 제공하고, 
우수 정비 공업사를 추천하는 서비스  

쉐이크 긴급출동 위급 상황 시 휴대폰 앱을 켜고 휴대폰을 흔들면 스마트폰 센서에 따라 
긴급 출동 자동 연동 서비스 

마일리지 등록 차량 계기판을 사진촬영 후 앱에 업로드 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분석하여 확인 제공하는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新 영업(옴니) 채널 구축

･  고객/시장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 UI/UX 디자인 개선 및 가입 프로세스 단순화

상품/서비스 
차별화

디지털전환 전략 방향

   PM (Personal Mobility) 보험을 통한 디지털 고객경험 창출과 신규고객 확보

･  지속 성장하는 공유PM 시장 특화 상품 및 프로세스 시장 선점
･  사용자의 안전운행에 따른 Reward 부여로 사고 예방 및 손해율 개선

   PET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제휴 추진

･  스파크펫 연계 Biz-Model 고도화(멤버십서비스, 펫클라우드 사업) 
･  펫 헬스케어 플랫폼(페보), KT와 구독모형/P2P보험 모델 협업

   People's Healthcare 추진방향 및 모델 수립

･  다양한 역할 주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추진 방안 모색

다양한 고객유입 
채널 연계

   디지털 기반의 신규 고객 채널 구축 기반 마련

･  카카오 채널을 통한 마케팅 등의 고객 확대 추진
･  개인 고객을 식별하여 이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적용 및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  개인 맞춤형 타겟팅을 위한 고객행동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추진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 구축 프로세스 도입

･  업무효율화 및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개정에 선제 대응

디지털마케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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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 
고객과 사회, 환경 가치와 비즈니스의 결합,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캐롯손해보험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보험’ 서비스

를 통해  고객 가치를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Smart On 보험 시리즈’와 고객이 주

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 등, 기존 보험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MZ 세대의 호응을 얻

고 있습니다. 캐롯손해보험은 또한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종이 광고, 설명서, 보험약관, 약정서 

등 모든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페이퍼리스 활동으로 환경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경험

Digital & Paperless

2019 2020

환경 가치 창출

Environment

국내 최초 디지털 보험사 
‘캐롯손해보험’ 설립

〮  보험 영업부터 보상 및 지원까지모든 서비스에 대한  
Digital & Paperless 방식을 적용 

-  오프라인 종이광고, 설명서, 보험 약관, 약정 등 모든 문서의 디지털화  

기존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종이 발생 절감

* 용수 저감량 산정 기준 : 환경성적표지 물소모계수 – 인쇄용지(신재) 기준 적용
*  탄소 저감량 산정 기준 :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배출계수 - 인쇄용지(신재)기준 적용

모든 서비스에 
Digital & Paperless 적용

스마트ON 시리즈 
상품 판매 개시 

연간 20,000 박스의 종이 절감

2021

Social

국내 최초 ‘퍼마일 자동차 보험’ 
상품 판매 개시 

국내 최초 언택트 AI 기술 도입, 
‘캐롯 폰케어 액정안심보험 출시’

사회적 가치 창출

고객의 안전운전 습관을 위한 
‘퍼마일 멤버스’ 서비스 개시

퍼마일멤버스

스마트ON 보험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On/Off 시스템을 
통해 보험 적용 및 해제가 가능한 
개인 맞춤 보험 상품

보험료와 보험 적용 상태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고객 니즈에 맞는 보장 혜택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 

퍼마일자동차보험
IT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월납·후불 방식의 디지털 보험 상품

보험 이용 대상 및 기간에 있어 개인의 특성을 보다 고려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향상된 편의성 제공

캐롯 폰케어 
액정안심보험

기존의 휴대폰 보험이 새 휴대폰에 한하여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대면 가입을 해야 하는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 없이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고객의 기존 사용 휴대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방문 없이 
영상 촬영을 통해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 제고  

퍼마일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Carrot Plug를 통해 
측정된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안전운전 포인트를 
지급하여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서비스

고객 안전운전을 장려하여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연간 20,000 박스의 
종이 절감

X 
20,000 Box

A4

X 20,000 Box
A4

보험가입 시, 
70장 이상의 종이 발생

X 
70장

Digital

연간 

약 3,920만장 종이 절감

Save Water
39,102 m3/년

Carbon Emissions 
Reduction

3,293 tCO2-eq/년

선도적인 Digital & Paperless 서비스를 통해 산림을 보호, 
탄소배출 저감 및 폐기물 저감 실현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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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개정, 보험

영업행위 관리지침 개정, 소비자 보호체계 수립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서비스품질지수(KSQI)
7년연속 인증
’20. 05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CCM인증 우수기업)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경영상 대통령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올해의 CCM)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7회 연속 인증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명예의 전당 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민안전 서비스품질상 수상

’14. 01 ’15. 12

’19. 12

’20. 07

’16. 11

’19. 12

’20. 12 

세계 표준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21. 03

’17. 10

’19. 07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한화손해보험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금융
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보호헌장을 재·개정하
였습니다. 최고의 고객 가치 실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써 금융상품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영업행위 관리 지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 6대 원칙을 반영한 ‘보험영업행위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보험영업행위 관리지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사 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통
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단계
로 나뉘며, 한화손해보험은 2019년 평가에서 영업 지속가능성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았고, 2020년 평가에서는 소비자보호지배구조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종합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 고객가치와 고객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완전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고객 삶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은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고객 불만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발생 방지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 고객 정보의 올바른 활용·관리와 고객 자산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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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조직 체계 한화손해보험은 소비자 가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최고 경영진 직속의 최적화된 독립 실무 조
직인 ‘소비자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하고 소비자보호체계를 정교화하
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파트 - 소비자보호파트 - CS추진파트 - 고객지원파트로 구성된 실
무조직은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 가치 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소비자보호팀(CCO)

소비자정책파트

· 소비자보호 정책수립 및 운영
· 소비자정보 공시 및 교육
· 소비자보호 사전 협의체 운영
· 고객중심경영(CCM) 운영

CS추진파트

· 고객서비스 기획 및 유지관리
· 고객서비스 교육점검 및 평가
·  고객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관리
· 디지털채널 운영

고객지원파트

·  고객(대면)센터 서비스 기획  
및 관리 

·  고객(대면)센터 운영
·  금융플라자 운영

· 서울고객상담센터
· 청주고객상담센터
· 대구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 용산지원센터

지원센터

· 여의도고객센터
· 강동고객센터
· 의정부고객센터
· 시청금융플라자
· 63금융플라자
· 강남금융플라자

강북고객지원센터

· 부천고객센터
· 안양고객센터
· 일산고객센터
· 수원고객센터
· 원주고객센터

인천고객지원센터

· 천안고객센터
· 청주고객센터
· 광주고객센터
· 전주고객센터
· 순천고객센터

대전고객지원센터

· 울산고객센터
· 창원고객센터
· 대구고객센터
· 포항고객센터

부산고객지원센터

소비자 보호 협의회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한화손해보험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협의
체는 분야별 중대 사안을 심의·결정하고 주요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및 활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비
자 보호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시스템을 통해 VOC 관리 및 대내외 민원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외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개선활동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여부와 자율분쟁조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와 승인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투명한 지급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상품 영업 및 계약 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완전판매 자
가진단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전 영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 현황과 불완전판
매 합산율 등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불완전판매 지점은 자가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후 알림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불완전판매 발생 시 
자가 진단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영업현장 방문과 점검을 통한 인식 제고와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 공유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계속 힘쓰
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전문 협의회 운영 주기 조직 구성 주요 협의 활동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월 1회 협의회장 –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및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협의
·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개 관련 협의사항
·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사항

소비자보호팀 산하 부서장,
영업/업무/보상 관련 부서장

소비자보호 제재심의협의회 월 1회 간사 - 준법감시부서장 · 불완전판매건 제재 심의
· 소비자 권익보호 완전판매 위규 등의 제재 심의 

영업/채널마케팅 부서장, 업무(업무/계약관
리/보상 등) 부서장,  소비자보호 부서장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월1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소송관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  소비자 보험금 관련 소송 
-분쟁 조정 관련 심사 및 승인

상품리스크위원회 필요 시 위험관리책임자(CRO), 전략기획실장,
업무지원실장, 자산운용부문장,
소비자보호팀장 

· 상품관련 소비자 보호 사항 점검
·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개발 상품의 개정 및 판매중지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파트

· 전사 민원처리 및 민원관리 
· 민원 프로세스 기획 및 운영 
· VOC(고객의 소리) 점검 
· VOC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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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여 고

객 만족을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행복감을 느끼며 일터에서 최

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

양한 구성원 및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며 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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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과 지원
COVID-19 발생으로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국민의 건강

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적극 준수하고,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

는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는 등 COVID-19의 다각적인 대응과 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Customer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 지원 체계 수립 
한화손해보험은 COVID-19로 영업점 내점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은 약 70%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였으며 코로나 지원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유튜브, 영업점 TV,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AI 챗봇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
상 시켰으며, 영업점 창구에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COVID-19 피해 고객 금융 지원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에게도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COVID-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고객 지원

Special 
Report Employees 안전한 사업장 조성

한화손해보험은 정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분산 근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산부, 만성 중증질환자 등 COVID-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직원들은 질병 확산 초기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출퇴근 근무 시에는 임직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귀가 및 검사 받도록 운영하여 집단 발병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
한화손해보험은 감염병 집단 발병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업소와 지점에 가림막과 파티션을 설치했습니
다. 콜센터 정기 방역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수시 방역, 고위험 지역인 대구/경북 지점의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 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산시스템 내/외부망 분리 의무화 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금융업 특성상 임직원의 재택근무
가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재택근무 임직원을 위해 망 분리 및 보안 솔루션이 완비된 개인별 업무용 노트북
을 배부하여 고객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제공

사무실에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을 실비 지원하였으며, COVID-19 확진 환자 및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임직원 전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 

Community COVID-19로 인한 피해 지원 
한화손해보험은 2020년 상반기 국가적 위기인 COVID-19 발생으로 고객,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운전자금 지원, 보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헌혈증 기부, 방역 키트 전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극복하는 COVID-19 대응

사회복지기관에 
후원물품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임직원 헌혈증 기부

저소득 어르신께 
방역키트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례

6개 그룹 계열사와 함께 COVID-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용품 세트를 제작하고, 회사와 결연한 사회복지 기관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COVID-19의 장기화로  대한적십자사에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한화손해보험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하에 헌혈증 100매를 유관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서는 수제비누, 손 세정제, 마스크, 라텍스 위생장갑 등 
방역 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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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Value
PEOPLE

고객가치

95.5%
긴급출동서비스  
만족도

2020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7년 연속인증
2020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KSQI)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고객의 소
리를 경청하며, 고객의 만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객중심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고객중심경영 체계

고객중심경영 주요 프로그램

고객중심경영 정교화 전략 
한화손해보험은 소비자 이슈 상시 모니터링 체계인 ‘소비자 
이슈 발굴 스크럼'을 구축하여 스크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스크럼 회의는 매일 1시간씩 진행되며 소비정책파트장
과 파트원, 소비자보호파트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전일 발생하
는 대외 민원을 전건 리뷰하고 민원 발생 즉시 이슈를 모니터
링하는 사전점검 프로세스를 이행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스크럼 회의를 통해 축적된 이슈들은 매월 워
크숍에서  다시 한번  점검, 분석되며 그 결과는 스크럼 다이어
리 형태로 소비자보호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특히 업무 
프로세스, 제도 및 소비자보호 개선 활동으로 확정된 내용은  

경영회의, 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와 
전 임원, 전 부서장에게 보고 및 공유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
이사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유관 부서 간의 현안 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통
해  개선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중심 경영 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고객중심  
경영

Daily민원

정독VOC 열람의 날 운영

고유(高有)민원관리

대외민원 미경유민원 사유서 징구

민원 교육

프로그램명

매일 민원발생현황과 함께 소비자보호 메시지, 보험상식, 소비자트렌드 공유

매주 고객 VOC 중 불만, 칭찬 사례에 대한 전사적 공유

사전예방가능한 민원의 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제출 등 요청 (부서장/임원 피드백)

사전 민원감지, 상위자 보고, 미경유사유, 문제점 및 개선계획 제출

다발기관 등 현장 방문 클리닉/온라인교육 시행

주요내용

소비자보호체계 정교화로 고객 가치 제고

소비자보호 종합관리체계 확립

･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

･  소비자 권익침해 요소에 대한  
사전협의 체계 정교화

･  불완전판매 사전 점검 및 종합진단을 
통한 자율형 완판문화 정착

소비자중심 업무 현장지원 강화

･  민원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적기  
개입 활성화

･  사용자 중심 완전 판매 모니터링  
환경 개선

･  소비자 불만 현장 대응 품질 제고

진정한 고객 경험 기반 구축

･  고객 접점의 서비스 디테일 혁신

･  인적서비스 + 디지털   
새로운 형태의 편의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된 맞춤  
서비스 제공 

사전점검 VOC 자산화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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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인증 및 
경영 품질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걸쳐 서비스 품질 진단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최초 CCMS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 선포, 2012년 CCM(고객중심경영) 선포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
국서비스진흥협회 등 국내 서비스 품질인증 및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외인증과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고객 접점별로 긴급출동, 고객상담센터 등 세분화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접점별 서비스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

1.2 
고객만족 
활동

고객상담센터 만족도 결과 (단위: 점)

2020년 성과

웹 고객 만족도조사

97.1점
97.1

2020

96.5

2019

96.4

2018

긴급출동서비스 신속도 및 만족도 현황

96%

2020

86.9%

92.1%

20192018

95.5%

83.7%

90.2%

신속도 
만족도 

하나. 우리는 고객님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사랑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님의 소중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님의 고객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고객님과의 약속

2020. 12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명예의 전당 수상 

2020. 07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인증

7회 연속 인증

2020. 0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7년 연속 인증

고객 중심 VOC 관리 시스템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고객 접점별 VOC1-2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VOC1은 (Voice of Customer) 접수 1시간 내 터치율 관리 제도이며, VOC2는  2영업일 내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 신속한 
VOC 응대를 통해 고객 만족을 지향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사 임직원이 VOC를 열람하여 고객의 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시사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정독 VOC’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임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칭찬 사례뿐만 아니라 불친절-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VOC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동
일한 유형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  

임직원들이 소비자 중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접점별 업
무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평가 항목을 개인별 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소비자중심 경영 활동을 유도
하고 있으며, 부서별 CCM 실천 리더를 자체 선발하여 지속적인 고객 접점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발전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Smile CCM 시스템을 통해 CCM 실천 리더의 우수실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이내 터치율 :  VOC 접수건 중 1시간 이내 고객에게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는 비율
2) 2영업일 이내 VOC 처리율 : 2영업일 이내 접수된 VOC가 처리되어 고객에게 안내하기까지의 처리 완료 비율
3) VOC 정독률 :  정독 VOC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시사점이 있는 VOC사례를 열람한 직원의 비율 

97.4%
2019

97.3%
2020

1시간 이내 터치율 1)

90.5%
2019

90.8%
2020

2영업일 이내 VOC 처리율 2)

97.7%
2019

98.6%
2020

VOC 정독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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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 상품 개발 프로세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의 사전 리스크 파악부터 최종 상품 서비스 제공의 과정까지 상
품 개발 각각의 프로세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품 Review 통합 시스템” 아래, 상품 개발 프로세
스를 상품기획-상품개발-판매〮보상〮서비스-민원〮상품기획순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소비자 시각을 반영하는 절차를 적용하
고 있으며, 모든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고객 중심 
상품 개발

  고객관점에서 상품기획 협의 진행

･  고객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부서가 참여한 상품기획 협의 진행
･  규정된 「상품 개발 협의체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상품기획 

STEP 1 

상품기획 단계

  소비자보호 절차 검토 및 계약 이후 과정 점검/개선

･  취약 금융소비자(장애인/고령소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 자체 미스터리 쇼핑 및 소비자 
평가단을 운영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변경관리-사고접수-보험금 지급 단계를 점검 및 개선

STEP 3 

판매-보상-서비스 
단계

  상품기획안에 대한 점검

･  상품 기획단계에서 협의된 상품 기획안 검토 및 개선
･  부서별 업무 영역과 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품개발 절차 점검

STEP 2 

상품개발 단계

  민원 관리 및 해결방안 제시

･  접수, 검토, 결과회신의 단계로 나누어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시스템을 통해 관리
･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

STEP 4 

민원-상품  
기획순환 단계

보상시나리오 판매의도

손익분석

부실판매 징후Legal Risk

고객관점 상품 Review 통합 시스템

서비스
Service

보상
Claim

민원
Complaint

상품개발
Develop

판매
Sale

상품기획
Plan

소비자평가단 운영 – 고객패널제도 
한화손해보험은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 관점에서 전사 상품,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의 고객 접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과제발표 회의에는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하여 평가단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평가단은 201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15기수, 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였으며 발굴이슈 중 223건의 업무개선 사항을 채
택하여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및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활동 
한화손해보험은 금융 취약 계층인 고령자와 장애 고객을 위해 전국 27개의 접점 창구에 ‘스마일 배려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스마일 배려창구’는 민원 업무로 내방한 금융 취약 계층 고객을 위해 창구 출입구에 도움벨을 설치하고 전담 직
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고객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활한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번호를 마련하고 전용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24시간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정보 서비스 채널 제공
한화손해보험은 소비자에게 회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
며, 보험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와 분쟁 해결 기준 등 금융소비자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역시 주기적
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1.4 
고객
커뮤니케이션

WEB SITE FACEBOOK YOUTUBEINSTAGRAM NAV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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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보호 관리 체계

한화손해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정책에 따른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CSO(Chief Secu-
rity Officer, 보안책임자),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보호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를 필두로 IT 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안정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 정보보호 위협에 대한 관리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1.5 
고객
정보보호

IT 정보보호책임관(CISO)

전사 IT 정보보호 조직체계

IT 정보보호책임자 IT 보안담당자IT 정보보호관리자

IT 정보보호위원회

IT 운영담당자

IT 정보보호 위원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포함하여 IT 및 준법감시 부서장
을 임명하여 정보보호 정책 및 이슈사항을 책임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총 15회의 IT 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
하여 19개 안건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 통제관리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의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 유관부서 부문장·실장을 중심으로 정
기적 회의를 통해 소비자불만, 관리 이슈, 필수 점검사항 등 실
질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표 보고와 현안 공유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안성 심의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보안성 심의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의

･  정보자산에 대한 훼손, 도난, 유출 등의 다양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

･  IT 정보자산에 대한 안전한 구축, 운영 활동을 정의

･  정보보호 관련 지침의 수립, 개정에 대한 운영 활동을 정의

･  IT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보안성심의지침 

물리적정보보호지침 

기술적정보호지침

관리적정보보호지침

IT 정보보호규정

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의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의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수탁업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

･  회사의 정보자산 사용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일반보안규정 

정보보호규정일반 보안 

고객정보보호 활동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 및 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간 악성코드 탐지, 개
인정보 암호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및 정기 취약점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월간·주간·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서보안 해제 승인과 파기 또는 개인정보 반출 등에 관
련된 사항은 반복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매년 전 임직원들에게 업무별로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수율은 100%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상시로 업무 특성별 오프라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중이며, 분기별로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 정보보호 법률 및 내규, 
사고사례와 같은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누출을 사전 예방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점검 체계에 따른 관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이용한 고객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활동 또한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장비 로그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에 대한 과다한 조회 등 위험한 행위 또는 위규자를 탐지 
및 소명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외부 침투 및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이상 징후를 스스로 학습 및 탐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인증

고객 개인정보보호 인지 활동 
한화손해보험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내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내용과 관련해서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단
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상의 각 항목별로 동의 체크를 
받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함 선택 항목 보다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동의서 상에 제공받는 곳의 항목의 글꼴을 키우고 굵은 글씨로 표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있도록 항상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국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 하
에 금융보안원이 시스템의 안전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고객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
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ISO 27001 인증
ISO 27001은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부터 본사 및 데이터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보호 영역에 대해 인증을 취득하고 현재
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증이며, 정보보호정책, 통신 및 운영, 접
근통제 등의 항목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획, 점검 및 개선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어
지는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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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of Employees
PEOPLE

임직원 행복

2.1 
인재 채용

2.2 
임직원 
역량개발

투명한 인재채용
한화손해보험은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전제형 인턴 운영과 블라인드 채용(공채)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직무역량시험, PT/토론 면접, 부
서 심층 면접, 면접 위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심층 면접은 채용 부서에서 5일간 진행되며 회
사는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지원자에게는 회사 및 직무, 근무환경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인재육성
한화손해보험은 공통/핵심역량 과정, 계층/리더십 과정, 직무 과정, 디지털 및 기타과정 등 임직원의 니즈와 직무, 계층을 반영
한 교육체계를 그룹 HRD 센터인 인재경영원과 협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   채용설명회
･   직무설명회
･   현장 Interview

･  직무역량 면접
･  PT/토론 면접
･  필기시험(직무기초역량 등)

･    인턴쉽 운영 
･    Mini 인턴(심층면접) 

- 해당부서 1주 출/퇴근  
- Daily, 종합평가   
- 핵심가치 부합평가

･   잠재력, 인성 등 종합평가

사전 면접 1차 면접(실무) 실무 검증 2차 면접(임원)

임직원의 니즈와 직무, 계층을 반영한 한화손해보험의 교육 체계

공통/핵심역량 과정

계층/리더십 과정

직무 과정

디지털/기타 과정

신입/경력사원 교육

승진자/승진후보자 교육

부문별 직무교육

디지털역량 향상 과정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신임 팀장/임원 교육

영업관리자 양성과정

디지털금융 석사학위지원

혁신리더 Value

차세대리더 교육

사외교육지원/

전문자격취득지원

사내강사 양성과정

안식월  
제도
시행

PC-OFF 
제도 도입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강화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임직원이 안정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를 조성하는데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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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정한 평가와 
보상

인사평가체계
한화손해보험은 직원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더 높은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는 목표설정-중간점검-최종평가-피드백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분리하여 해당연도의 업무 성과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해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직급, 직무, 직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평가 그룹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인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해당 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공정성 확보
한화손해보험은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더하고자 ‘세션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평가는 직
원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본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상위/차상위 관리자의 1, 2차 평가를 거쳐 평가 세
션을 통해 최종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피드백을 실시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여 평가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과정
한화손해보험은 신입사원이 조기에 적응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일 잘하는 신입사원’으로 성장하도록 조기전력화 과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직장인 기초 역량(재무회계, 커뮤니케이션, 엑셀 통계 등)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필수
적인 프로그램과 육성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회사 적응을 위한 팀 코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

임직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채널 H+, 스마트 연수원)을 통해 Micro-learning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고 보험연수원 과정, 사외전문 기관 교육, MBA, AMP(최고 경영자 과정) 등 외부 교육과정과 전문자격 취득지원, OPIc
을 비롯한 어학 역량향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 취득 지원
한화손해보험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지원 제도’를 통해 자격 취득 전 교
육비 50%를 지원하며 자격 취득 시 나머지 50%의 교육비와 함께 응시료, 등록비, 자격 수당/합격축하금(등급별 상이)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여 개의 전문자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손해사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손해사정사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향상 과정
한화손해보험은 2019년부터 디지털 Mindset 및 단계별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연수원에 위탁하여 임원 대
상 6주간 비즈니스 리더 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을 실시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 온라인 과정, 기초 역량 강화 과
정(빅데이터, 디지털 UX 등)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심화 과정, 외부 석사학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교육플랫폼 – 채널H+ 교육플랫폼 - 스마트연수원

④
 피드백 ③ 평

가

①
 목

표설정 ② 중간점검

･  상위조직목표의 연계(Alignment)
･  평가자·피평가자간 목표협의 및 합의
･  내부변화를 반영한 목표 조정

‘협의와 근거’에 기반한 목표수립

･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상위조직장의 대면 피드백

‘성과향상’ 관점의 피드백

･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및 코칭

･  목표에 대한 달성정도 검토 및  
지원으로 목표 달성 지원

‘지속적인’ 역량 및 성과 제고

･  평가세션을 통한 조직 차원의 
Calibration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 제고

근거에 의거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성과관리 
프로세스

성과평가 체계

성과관리 프로세스

① 업적평가

② 역량평가

개인 MBO

핵심가치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  조직성과와 연계된 개인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  설정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 산출된 업무 결과물 
- 개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결과

･  미래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과 잠재력

･  現 관리자 및 미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조직 내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  직무특성에 따라 개인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  회사/그룹의 Vision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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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권경영

다양성 존중
한화손해보험의 임직원은 총 3,039명(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구성현황은 정규직 근로자 96.6%, 기간제 근로자 3.4%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성 근로자 및 장애인, 보훈 대상자의 고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의 경우, 당사는 시
각장애인협회와 연계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환 배치, 직
무 전환 프로그램, 사내 공모제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평등 문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제도화 했습니다. 취업규칙  ‘제70조(남녀차별금지)’ 조항을 따라 회
사가 성별을 이유로 임직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명시하여 관련 휴가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매년 1회 실시하여 장애인과 
성별 간 고정관념을 없애는데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준법감시, 인사, 감사부서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및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강제노동·아동의 노동을 전면 금지하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지위의 우위’ 등에 있어 차별을 금하며, 회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인권경영 원칙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회사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
하여 다수의 고충처리담당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며, 피해자에게는 제척 및 기피권도 부여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및 결
정 단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한 경고와 징계를 통해 사전적인 인권침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 고객에 대한 임직원의 “감정노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대표전화(1566-8000)에는 감정노동 보호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있으며, 
고객창구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가 게시되어 안내 중입니다. 우리는 2019년 제정된 「고객응대직원보호에 대한 지침」에서 사전적 예
방과 피해 발생 시 조치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임직원 인권침해 행위를 보호하고 있
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한화손해보험은 임직원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건강증진 관리, 여성 직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직무수행 애로-갈등 등의 고충사항 처리,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대응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 조치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대
응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제보 및 고충상담 센터 운영 
성희롱 사건 제보 및 처리절차를 체계화하여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성희
롱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행동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사건접수
대표이사 

보고
카운셀러 
내부 조사

징계위원회 징계 /처벌
처리결과 

통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연령대별 (단위: 명)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377

507 

2,557 2,435 2,233

492

444

388

418

2018 2019 2020

214 146
71

고용형태별 (단위: 명) 성별 (단위: 명)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3,441 3,371 3,039합계

2018 20182019 20192020 2020

 3,227  

 3,225  

 2,968   1,292  

 1,464  

 1,501  

 1,747 

 1,9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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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2.6 
복지프로그램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한화손해보험은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일터가 행복해진다는 믿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주기 별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여성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
록 동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일과 삶의 균형
한화손해보험은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2017년부터 PC-OFF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아빠 
휴가제도, 무연고지 근무자 주거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한화손해보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설립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화손해보험지부’ 와 2013년 설립된 기업별 노조 ‘한화손해보험㈜ 노동조합’ 양 노조
가 조직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양대 노
조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입장을 견인하는 사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한화손해보험은 임직원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본사/수도권, 충청/호남
권, 영남권, 상담직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해 복지증진 방안 논의, 경영실적현황을 
공유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
한화손해보험은 매주 수요일 방송을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대표이사부터 사원까지 임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가
지고 출연하여 대화하는 자리가 있으며 외부 아나운서를 통한 전문 방송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는 인트라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그룹을 생성하여 그룹 구성원과 활발한 커뮤니케
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학습회, 자격취득을 위한 스터디, 동호회  등 다양한 그룹이 개설되어 있으며, 피드를 통해 실
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명게시판
한화손해보험은 유연하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사내 익명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내에 고착화된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완벽한 익명처리 게시판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업
무 제안에는 관련 부서가 적시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익명게시판

유산/사산휴가

사내 어린이집

취학 전후 돌봄휴가

자녀 보육수당 및 
학자금 지원

Mom’s Package

임신지원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임산부의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축하선물, 제도안내서 등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전달

임신이 어려운 남녀 기혼 임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임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지원
(연중 최대 90일간, 최초 30일간은 기본급 제공)

법정일수인 90일에 10일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0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운영
(다태아의 경우 120일 지원)

유산·사산시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제도를 강화하여 초기 유산에 대해서도 12일의 휴가제도를 보장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 보육기관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하여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초등학교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최대 30일간 휴가를 부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직원의 자녀 보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녀 보육수당 및 학자금을 지원

PC-OFF 제도
임직원의 불필요한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무연고지 근무자 주거지원
무연고지 근무자를 위해 주거보조비 및  
귀성여비 지급

안식월/아빠 휴가 제도 
안식월: 승진(선임/과장/차장/부장)시 
연차 및 하계휴가 15일에 5일의 유급휴가
를 추가 지원하여 1개월 휴식 지원 
아빠휴가: 법정일수인 10일에 
6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하여 
총 16일간의 유급 휴가 지원

건강검진
만 35세 또는 1급 이상 직원은  
매년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그 외 직원은 
매년 일반검진 실시

동호회 운영
임직원 상호간 유대감 증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를 위해  
동호회 운영 지원

기타 복리후생제도
콘도 지원, 각종 경조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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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직원 
안전 보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강화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상담센터, 지점 창구, 보상 업무를 담당
하는 고객응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강
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 예방 조치,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상시적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체계
한화손해보험은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공포하고 체계적인 안전 보건 경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을 사규로 제정하여 매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유해 위험성 요인 파악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감염병, 사업장 환경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논의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업안전보건분야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차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안을 승인 받고 있
습니다.

임직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한화손해보험은 만 35세 이상 직원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하며, 만 34세까지는 일반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
라 배우자에게도 종합검진을 제공하고 임직원과 배우자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건강한 구성원의 행복한 일터조성

비전과 방침 통한 달성 목표(2021년)

· 사업장 내 사망 및 중상 재해 제로      · COVID-19 감염병 집단발병 제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본방침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관리     · 상호 관심과 신뢰를 통한 보건관리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문화 구축

1.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전문 카운셀러를 통한 상담을 진행

2. 예방 조치

3. 사후 조치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   대표전화 및 일반전화  
보호음성멘트 적용

･   고객응대직원보호  
POP게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

･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

그 밖의 조치

･   고객접점 CCTV 설치한화손해보험 
대응 현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사업부 단위 초동  
대응 프로세스 매뉴얼  
제정·공지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외 연장

･   고객응대직원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

치료 및 
상담 지원

･   전문 카운셀러 
(고충처리담당자)  
상담/면담

고소,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

･   상시적고충처리위원회 
개최

한화손해보험 
대응 현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객응대직원보호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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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추진 방향 
한화손해보험은 '함께 멀리'란 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손해보험업의 특성을 살려 ‘안전문화 전파 및 재난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기업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역 밀착형 활동으로 ‘사회
안전망’ 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원칙

Community
PEOPLE

지역사회

3.1 
사회공헌 
활동 체계 

3.2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사회공헌 전담 조직 체계 

서울, 경인, 영남 등 4개 지역본부 산하 31개 지역단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
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회공헌 활동 계획, NGO 단체 관리, 사회공헌 기부금 관리 및 집행, 임직원 참여 봉사 활동 
운영 등의 역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의 결연 관계를 맺거
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활동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은 근무시간을 활용해,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전국 노인 돌봄센터, 홀몸어르신 케어 뿐만 아니라 서울
시 화재피해 가정 지원사업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대
면 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304명의 임직원이 총 5,617시간을 할애하여 지역사회 공익, 학술,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 현황

･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행사 후원, 위기탈출안전교육

･    어린이 안전365, 서울시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독거노인 마음잇는 봉사 후원 외

지역사회
공익

･    학술, 교육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연구자금 및 발전기금, 장학금 지원
학술·교육 

･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분류 봉사

･    4대광역시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사업
환경

･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    동물등록제 활성화 사업 기부

공동
사회공헌

임직원 참여와 기금 조성을 기본으로, 
임직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전파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NGO단체와 협업해 재난현장을 지원

전국 지역단별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지역을 기반한 안전교육,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참여 활동 진행

지속적인 공헌 활동과 기부가 가능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미지 고양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1,126백만 원

총 지원금액

1,304명

총 자원봉사 인원

5,617시간

총 자원봉사 시간

2020

2020

2020

사회공헌 전담  
조직체계
구축

5,617시간 
2020년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시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온택트 사회공헌프로그램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나’ 보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내일’을 꿈꾸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
(業)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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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공헌
활동 지원 

서울시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해피투게더 마음잇는 봉사

온라인 위기탈출안전교육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차도리대학생봉사단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 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 기부
하는 임직원 후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를 통해 조성됩니다. 이
렇게 조성한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비영리단
체,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임직원 
기금 조성

서울시 화재피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지속돌봄사업

한화손해보험은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피해 가정을 추천 받아 집수리를 지원하고, 구호물자, 위로금을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2015년 20가구, 2016년 17가구, 2017년 24가구 2018년 25가구, 2019년 20가구, 2020년 20
가구 등 총 126 위기가구에 도움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지원 세대 중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연말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지속돌봄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해피투게더 마음잇는 봉사＇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보상업무의 특성을 살려  전국 49개 자동차 보상센터 직원들과 전국 32개 노인 
돌봄 센터의 홀몸어르신 150명을 결연하고,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분기별로 어르신들의 정서
적 안정지원과 필요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웠던  2020년에는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고려하여 전자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는 비대면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안
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기가정
예방활동

온라인 위기탈출안전교육

위기탈출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에서 침착하고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무용과 미술을 접목한 이 교육은 무용의 장점을 살려 
위험한 상황에서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 노하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수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으며, COVID-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한화손해보험은 2014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행사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4~5월 중 3일간 진행하는 이 행사는 재난 안
전, 화재 안전, 생활 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등 6가지 테마 80여 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체험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화손해보험은 온라인 행사 진행을 위해 일상생
활 속 위험 보호와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차도리대학생봉사단

중앙일보 플러스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초보 면허를 가진 대학생을 대외봉사단인 ‘차도리대학생 봉사
단’을 구성해, 사고율이 높은 또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모두 이용하여 안전운전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대 지원

업(業) 특성을 살린
 ‘재난·안전’ 중심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본사
서울본부

(7개)

경인본부

(8개)

중부본부

(8개)

영남본부

(8개)

자동차

보상부

사회공헌 전담조직

봉사단장(대표이사)

임직원 후원금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

회사 후원금

커뮤니케이션 파트사회공헌 추진단

50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INTRODUCTION            SUSTAINABILITY CORE VALUE            SUSTAINABLE VALUE CREATION            APPENDIX 51 



Win-Win Partnership
PEOPLE

상생협력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파트너십 관계 건전성 강화 방침을 시행하여, 협력업체, 보험설계사 등 모든 파트너를 존중하고, 갑을 문
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월적 지위 행사 금지, 성희롱 ·괴롭힘 금지, IT 정책·정보보호 위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컴플라이언스 위반 금지, 파트너와의 투명한 거래 관계(이해상충방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 사례를 포함
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 파트너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의 재정상태에 맞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제공하기 위해 보험 설계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 파트너는 전속 보험설계 파트너와 교차 보험 모집 설계사로 구분되며, 전국 영업 지점에 소속된 파트너
들에게 전문가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 법인 

일반-장기 보상본부에서는 정보입력, 현장 조사 및 심사 분야에서 총 34개의 외부 위탁 법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사의 업무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심사법인 전담관리제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고객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상 협력 파트너   

자동차보상본부는 서울, 경인, 중부, 영남 4개 지역에 걸쳐 사고 차량 정비 협력공장, 현장 출동 및 긴급출동 업체들과 협력 관계
를 맺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Hanwha Repair col-
laboration Partner(HR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에게는 차량 입고 지원 혜택, 자동차 보험 관련 자료 지원, IT 통
합관리 시스템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 
상생 인프라 
체계 구축

파트너십 관계 건전성 강화 방침

유형 주요 내용

우월적 지위 행사 금지 계약서 상 체결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요청 행위, 교육-회의-회식-경조사 등 참석 강제하
는 행위 등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파트너에게 성폭력(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을 한 행위, 부서내 파트너의 성폭력 문제의 은
폐 또는 방치 행위 등

IT정책-정보보호 위반 금지 파트너에게 대외비(경영, 영업비밀 등)를 열람, 수집, 보유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IT 코
드와 권한 부여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파트너에게 구입의사가 업는 보험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 금지 계약서, 규정 서약서 등의 문서에 대해 법무 및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적법성 승인없이 운영
하는 행위, 회사 제규정 방침에 반하는 행위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관계 파트너 관계에서 금품수수, 향응, 접대, 편의제공을 받는 행위, 파트너 관계로 인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

소비자중심경영
(CCM) 교육

우수파트너 
제도(HRP) 도입

파트너십 
관계보호 활동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미래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는 파
트너십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파
트너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외부 위탁 법인 대상 자동차보상 협력 파트너 (갑을 문화 철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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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보상 외부위탁 파트너

장기/일반보상 총 협력 외부위탁법인 수 연간 총 위탁건(수)

6,391,853건34개

장기/일반보상 외부위탁 파트너

자동차보상 협력 파트너

4.2 
협력 파트너 
현황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보험설계 파트너 4.3 
상생협력 
지원

위탁심사법인 전담관리제
위탁심사법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회사 내 위탁법인관리 전담부서를 신설(20.12월), 전담관리 담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방
문 등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위탁법인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 및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위탁법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회사
와 법인 간, 법인과 법인 간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유형
과 적발 사례에 대한 교육부터 정기적인 현장 컨설팅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보험사기 제보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동 업무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전속 보험 설계사 교차 보험 모집 설계사 총 계

Hanwha Repair Collaboration Partner(HRP)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협력 업체 선정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협력 업체 중 
정비 업체의 경우, 특별 약관 가입 고객에 한하여 해당 업체 입고 시 주유상품권 지원, 무료견적, 무료 세차, 무료 견인 서비스 등의 인센티
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 중심 경영 교육 
외부 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내부망을 통해 고객 응대 및 민원관리 온라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IT 교육 및 정보보호 협력  
우수 협력 업체에게 고객 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수탁업체 집합 교육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체계 구축 지원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여 별도의 정보보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탁업체
들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534명20,940명8,594명

(2020.12월 기준)

자동차보상 협력 파트너  

우수 협력 업체 (HRP) 총 자동차보상 협력 파트너

2,866업체1,169업체 

(2021.01월 기준)

(2021.04월 기준)

정보입력 협력 파트너 기관

사고차량 수리 긴급출동현장출동

손해사정 업무 위탁 협력 파트너 기관

- 서면심사 협력 파트너 기관

- 현장조사 협력 파트너 기관 

협력 외부위탁법인 유형

자동차 보상 협력 파트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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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VALUE CREATION PLANET

한화손해보험은 '기후금융' 지지 및 탈석탄 금융 선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활동을 

실천하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58 기후금융
62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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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Finance
PL ANE T

기후금융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은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대출과 투자,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뜻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3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
고자 ‘기후금융’ 지지 선언과 ‘6대 약속’을 천명하였습니다.

5.1 
‘기후금융’ 
지지 선언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1월 탄소제로시대를 향한 ‘한화 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 해당 선언을 기점으로 향
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으며,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특수목
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탄소 제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1년 3월말 기준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잔액은 127억원이며,  대출 건에 대해 원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회수
할 예정입니다.

5.2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 지지를 위한 6대 약속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기준의 
정보공개 지지 및 이에 따른 
재무정보 공개에 적극 노력

다양한 기후행동으로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 리스크를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적극 통합

대상기업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적극 요구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탈석탄 금융 TCFD 9,069억 원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하기 위해 ‘기후금융’ 지지를 위한 6대 약속
과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TCFD 권고안 이행, 친환경 상품 출시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지지 선언 지지 선언 2020 친환경 상품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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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5.3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5.4 
기후변화 대응
상품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다양한 친환경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고객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보
험의 계약건수 및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차량의 약정주행거리 이내로 운영하
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ECO 마일리지 특약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자
전거보험 등 환경영향을 고려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보상
하는 다양한 보험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시장 참여자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를 
설립했습니다. TCFD는 금융시장 참여자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 공개를 위해 권고안을 제시하였
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금융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책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조직 체계화, 탈석탄 금융 선언, 자연재해 누적위험 시뮬레이션 시행,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기업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

환경 분야 실무 조직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략
기획실에서 ESG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
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향을 검토하고 주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다양한 
환경보험 관련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을 정밀하게 파악·분석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재해 누적위험 
시뮬레이션(Natural Ca-
tastrophe Modelling)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반
적인 투자 결정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대비 6.9%의 
감축하였습니다. 
그린오피스 구축을 위한 
장단기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화

손해보험
이행 현황

1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a)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이사회 활동에  
대한 설명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2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

a)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측면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설명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c)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 설명

3 
위험 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a)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

b)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

c)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4 
지표와 감축목표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a)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
표 공개

b)  Scope1, Scope 2,  
그리고 Scope 3 
(해당되는 경우) 배출량  
공개

구분 상품 내용

일반보험

ECO 마일리지 특약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약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자전거보험

기관기계보험

풍수해특약(화재보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유도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시 약관에 명시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의 일부금액을 환급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촉진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이메일 및 메신저서비스 등)에 의해 제공받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종이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유도

자전거 이용자의 상해,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 자전거 이용 중 
리스크 보상으로 자전거 이용 촉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에 대한 보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풍수해로 인한 건물, 시설 등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한 
피해 보상

총 친환경상품 매출액

9,069억 원

친환경상품 매출액 (단위: 억 원)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121
135

144

2018 2019 2020

 7,993 

 8,925  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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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PL ANE T

환경경영

한화손해보험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자원〮에너지 관리 계획, 에너지 절감 방안 수립, 페이퍼 리스 활동 등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및 추진 방향  
한화손해보험은 환경경영 실무조직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리·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환
경 분야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실천을 위해 전 건물의 환경·에너지 데이터 
관리, 환경 영향 위험 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감축 활동 발굴 등 전사 환경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6.1 
환경경영 
체계 

한화손해보험 환경경영 방침

1. 한화손해보험은 전사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분야의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2.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환경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3.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 협약, 국내 법규, 조직이 약속한 사항을 적극 준수하며, 환경경영 추진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4.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탄소중립 사회 달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한다. 

5.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상품 및 자산 운용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연구와 기후 금융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에 이바지 한다. 

6. 한화손해보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경영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구한다.

･    환경 영향 위험 평가

･    자원 및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    에너지 저감 방안 수립/실행

･    페이퍼리스 활동 추진 

･    친환경제품 구매 확대

･    탈석탄금융 선언 및 체계 수립

･    기후변화 대응 활동/캠페인 동참 

･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오염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분야 
사회적 책임 이행

6.9% 20.2천 톤 69%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으로서 사
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 에너지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2020년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2020년 용수절감량 2020년 폐기물 재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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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온실가스 
감축

6.3 
자원 효율성 
관리

폐기물 재활용
한화손해보험은 10개의 보유 사옥 폐기물 배출량을 매월 관리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사옥의 폐기물 중 344 톤 규모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활용률 69%를 달성하였습니다. 

용수 사용량 절감
한화손해보험은 매년 용수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과다 사용 예방, 용수 재활용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수 절감 활동으로는 실외기 살수 물 흘림 라인 변경, 화장실 절수형 양변기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
비 용수 사용량을 줄여 18백만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종이 사용 절감(Paperless) 활동
한화손해보험은 모바일 청약, 온라인 보험청구 및 보상파트너까지 페이퍼리스(Paperless) 제도를 운영하여 종이 없는 친환경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 또한 회의 시 페이퍼리스 활동에 동참하여 복사용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자 청약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적용되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
한화손해보험은 본사를 포함한 지방 사업장에 대해 다양한 친환경 자재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
하는데 필요한 건전지, 페인트 또는 형광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재뿐만 아니라 소화기, LED 피난 유도 등과 같은 자재 또한 친환
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
니다.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를 실
현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 위험 평가
한화손해보험은 그린오피스 구축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개의 에너지 활동 공정 중 환경영향 리스크가 높은 공정 
457개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력, 가스 및 용수를 포함한 전체 자원 사용량을 전년 대비 평균 2% 수
준 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폐기물 관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최대 50% 상승시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
고 체계적인 환경영향 위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한화손해보험은 여의도 금융센터 외 8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건물 내 공정개선 활동과 에너지 효율 개선 아이템에 투자하여 131.1 
tCO2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6.9% 감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한화손해보험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설 연수
원인 Life Campus 건물의 옥상과 옥탑에 각각 21.9kW와 8.76kW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26,385 kWh 규
모의 전력을 건물 자체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837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    환경 영향 위험 평가를 통한 환경영
향 저감 아이템을 도출하여 합리화 
목표 설정

Plan

･    실적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Act
･    환경영향 저감 목표 대비 실행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Check

･    공정 및 관리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또는 운영 매뉴얼 제·개정

Do

-6.9%

7,083 
6,733 

6,268 

(단위 : tCO2-eq)

합계 96 백만 원 131.07 tCO2-eq

관리효율 개선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    운영시간 효율적 관리

투자비
0.1 백만 원

온실가스 감축
88.35 tCO2-eq

공정효율 개선

･    고효율 모터 교체
･    고효율 조명기기(LED) 

교체 등

투자비
95.9 백만 원

온실가스 감축
42.72 tCO2-eq

P

A

D

C

폐기물 재활용 비율(%) 69

64

60

용수 사용량(천ton)  81.4 

 101.5 

 91.6 

구분 2018 2019 2020

복사용지 절감 
매수(장)

모바일청약 327,919 7,382,723 10,191,238 
온라인 보험청구 3,165,113 6,048,596 7,583,883 
보상파트너 페이퍼리스 활동  2,998,389 3,453,813 3,823,372
소계 6,491,421 16,885,132 21,598,493

 종이 사용 탄소저감량 (tCO2-eq) 545  1,418 1,814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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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VALUE CREATION PROSPERITY

68 경제적 성과 
72 ESG 투자

한화손해보험은 비용 절감과 안정적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고객 채널을 다각도로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

경·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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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erformance
PROSPERIT Y

경제적 성과

7.1 
경제 성과 
창출

한화손해보험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채널 경쟁력 강화와 사업 효율화로 지속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매출과 손익의 균형을 맞춘 효율적인 상품 개발과 전략적인 언더라이팅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더욱 향상시켰
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채널 경쟁력 개선과 Digital & Tech로의 전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한화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통해 20년도 1,118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
다. 특히 장기보험의 경우 2020년에는 실손보험료 및 경험위험률 조정을 통해 계약 품질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더욱 효율적인 손익 기반의 가치 중심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조 개선

전사차원의 사업비 절감 노력을 통해 2019년 대비 3.8%p 개선한 22.5%의 사업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상품 개발 및 채널 경쟁력 강화
한화손해보험은 신규고객 창출 및 유지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 채널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 보유 가구를 공략한 ‘펫클라우드’ MOU 체결, 눈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밝은 눈 건강보험’ 출시 등 고객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층 확대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대리점(GA)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한화손해보험은 장기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과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재무건
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은 2019년 181.0% 에서 2020년 221.5%로 상당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107.9
2020년

5,059108.4 111.7
107.9 4,900

4,651
5,059

종목별 세전 이익 (단위: 억 원)

합산비율 개선 (단위: %) 투자영업이익 개선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2018 2019 2020

자동차

- 305 -963 -364

2018 2019 2020

59
-116 -65

일반

2018 2019 2020

장기
1,385

1,547

2018 2019 2020

208

1,118억 원 3.8%p 5,059억 원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고객 채널 확대 및 손해율·언더라이팅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강화하였습니
다. 디지털 혁신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세전이익 흑자전환 합산비율 개선 투자영업이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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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산운용 
성과

7.3 
조세 정책

한화손해보험은 국내외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납세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이행
하고 있습니다.

조세리스크 관리
한화손해보험은 조세리스크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세법 관련 규정의 제·개정, 예규 및 판례, 정부 정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법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
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세무 자문을 통해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보 공개
한화손해보험은 거래소 상장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매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외부감
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조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장기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8.8% 상승한 5,059억 
규모의 투자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운용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투자 상품별 전략과제를 수립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한화손해보험은 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 및 조세협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과세 당
국과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한화손해보험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세율 구조 및 세금 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익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3.  한화손해보험은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외 거점에 대하여 정상가격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  한화손해보험은 국가에서 제정한 회계처리 규정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국가가 제정한 조세법
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 각종 과세자료의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5.  한화손해보험은 기타 조세리스크의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8 2019 2020

법인세 부담액 12,235 138 9,268
과거 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11,228 (6,177) (1,065)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7,733 (25,244) 13,75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46 5,419 809
법인세비용(수익) 31,342 (25,864) 22,763

(단위: 백만 원)

· 별도재무제표 실적 기준
· 운용이익은 계정별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과 공통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연결재무제표 실적 기준

2020년

3,290 2,717 2,712
3,290

유가증권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2020년

197 254
239

197

기타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2020년

1,568 1,923
1,689 1,568

대출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현금/예금 (단위: 억 원)

2020년

4
7

11

4

2018 2019 2020

총합 (단위: 억 원)

2020년

5,059 4,900
4,651

5,059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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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nvestment
ESG 투자

8.1 
ESG 투자 
전략

8.2 
ESG 투자 
현황

한화손해보험은 ESG를 반영한 투자 심사 및 자산운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ESG 관련 투자사업의 정의 및 분류, 투
자사업의 ESG 기준 적격 여부, 자산운용사의 ESG 내재화 정도 등을 중요한 심사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 
ESG 지표를 주요 요소로 반영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ESG 투자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가능한 투자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사회와 환경적 성과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에 대한 친환경 대체투자를 진
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안정적 투자 수익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ESG 채권(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에 대
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ESG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구분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ESG 채권 - 49,611 70,291 
친환경 대체
투자

신재생에너지 444,309 478,837 474,457 
에너지효율 14,783 14,783 14,219 
오염방지 및 저감 20,515 20,445 19,044 
수자원 및 하폐수관리 115,526 195,605 169,889
소 계 595,133 709,671 677,610

ESG 투자 금액 총계 595,133 759,281 747,901 

(단위: 백만 원)

PROSPERIT Y

703억 원 7,479억 원

OUR APPROACH

한화손해보험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 영향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현
해왔습니다. ESG 경영 도입에 발맞춰, ESG를 투자 심사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지속가능
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KEY PERFORMANCE

LINK TO UN SDGs

2020년 ESG 채권 규모 2020년 ESG투자 자산운용 규모

72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INTRODUCTION            SUSTAINABILITY CORE VALUE            SUSTAINABLE VALUE CREATION            APPENDIX 73 



8.3 
ESG 투자 
심사·관리 
프로세스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비재무적 요소로서 ES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변화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은 
대내외 ESG 요구에 부응하고자 ESG를 반영한 투자 심사·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적합성과 운용사의 프로세스 내재화 
및 체계화 정도를 평가하고, 총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이 미확정 상
태일 경우, 블라인드 펀드 투자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 평가 

ESG 투자 평가 프로세스

프로젝트 투자 

ESG 투자 시 프로젝트 평가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적격성 판단과 운용사 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 평가 등급이 산출됩니다. 

블라인드 펀드 투자 

투자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블라인드펀드 투자는 투자 검토 시점에 프로젝트 시점에 적격성 여부 판단 및 자금 투입 비중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운용사의 ESG 내재화 정도 및 체계 등 ESG 수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약정금액 전액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최종 등급 산출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STEP 1 : 프로젝트 적격성 검토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
인, UN SDGs, EU Taxonomy, MSCI 분류체계 등 국제 녹색금융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환경〮사회 부문 각 11개,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체적 예시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 반하는 무기 관련 사업, 화력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인권〮노동 등과 관련하여 위배사업을 분류하
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확정되면, 분류체계를 업데이트 하여 반
영할 계획입니다. 

STEP 2 : 운용사 ESG 평가
운용사 평가 단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ESG 내재화 및 체계화 정도를 평가하며, 단순 ESG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세스
상 ESG 요소 통합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운용사의 운용규모〮Policy & Governance〮Managing 세가지 부문별 가중치를 두어 평
가를 진행하며, Policy & Governance 부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ESG 평가체계 점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ESG 투자 시장의 가장 시급한 이슈는 ‘표준화된 ESG 측정 및 평가 기준을 수립’ 하는 것입니다.
한화손해보험 또한 이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니즈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ESG 평가 결과가 적극적인 투자 의사 결정 요
소로 정착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적격투자의 범주와 ESG 평가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단계 
프로젝트 

적격성 검토
프로젝트 투자 블라인드 펀드 투자 

총 운용자산 내 
ESG 자산 비중

Policy & Governance
: 정책, 컨트롤 조직, 
전담 수행조직 등

Managing
: 의사결정 프로세스, 

ESG 평가시스템, 
모니터링 

2단계 
운용사

ESG 평가

3단계
최종등급

산정

최종 ESG 등급 평가의견

A 우수
 B+ 양호
B 보통
C 미흡
D 취약

ESG 평가 시장 
성숙도 단계

한화손해보험 대응 방향

･   ESG 평가 기준 수립
･   신규투자 시 ESG 평가 및  

보고

･   한국형 분류체계 
(K-Taxonomy) 확정 등  
ESG 자산 분류체계 고도화

･   ESG 자산 점진적 투자 비중 
증대 도모

･   초기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요소 적용 
→ 투자 가부를 판단하는          
결정 요소로 활용

1.
ESG 평가 시장 

형성 초기

2.
ESG 평가 시장 

형성 중기

3.
ESG 평가 시장 

정착기

개별자산 ESG 평가 및 검토 ESG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ESG 평가 결과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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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VALUE CREATION GOVERNANCE

78 지배구조 
84 윤리·준법경영
88 리스크 관리 
94 이해관계자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에 힘쓰고 있습

니다.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ESG 경영활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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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내/사외 담당위원회 임기 재임기간

강성수 사내이사 대표이사 2020.03.19 ~
2022.03.19 16개월

임동일 사내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21.03.19 ~
2023.03.19 4개월

정진택 사내이사 ESG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1.03.19 ~
2023.03.19 4개월

김주성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20.03.19 ~
2022.03.19 16개월

이성락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ESG 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20.03.19 ~
2022.03.19 16개월

문일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21.03.19 ~
2023.03.19 4개월

이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2021.03.19 ~
2023.03.19 4개월

안정적인 지배구조
한화손해보험은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이사회’를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역할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여,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된 객관적
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배구조 
한화손해보험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간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상호 협력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한화손해보험은 회사의 정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주요 활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경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역할
한화손해보험은 이사회가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다수로 하
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기준,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4명) 정관 제 26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사장 
1인을 포함, 12인 이내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지배구조, 투자·기획, 회계·재무관리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경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2
이사회 구성
및 역할

1.3
이사회 현황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발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ESG 보고서의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고려, 임원추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
표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재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회계와 업무감
사를 진행하고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건전성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합니다. 또한, 보상체계의 위험관리 측면이 제고되도록 보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및 그 밖에 업무 영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인식·측정·통제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시 거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적법성 감독을 수
행합니다.

ESG위원회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6월 이사회 의결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건의, ESG 경영 전략 방향 수립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을 지원하고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1.4
이사회 
산하 위원회

(2021년 6월말 기준)

(2021년 6월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문일 
(사외이사)

위원 김주성 
(사외이사)
위원 정진택 
(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및 추천
 ·  이사활동 평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창우 
(사외이사)

위원 김주성 
(사외이사)
위원 이성락 
(사외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이사 및 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 
재무제표 검토

보수위원회

위원장 이성락 
(사외이사)

위원 문일 
(사외이사)
위원 이창우 
(사외이사)

 ·  임직원 
성과보상제도  
운영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성락 
(사외이사)

위원 강성수 
(사내이사)
위원 이창우 
(사외이사)

 ·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위기상황 분석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사외이사)

위원 문일 
(사외이사)
위원 임동일 
(사내이사)

 ·  계열사 내부거래 
심의

ESG위원회

위원장 문일
(사외이사)

위원 이성락
(사외이사)
위원 정진택
(사내이사)

 ·  ESG 경영 정책 및 
전략 방향 수립 
 ·  ESG 경영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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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실시주체 참석사외이사 내용

2021.3.19 경영기획파트 전원

회사현황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연혁, 기구조직, 인력
- 경영방침, 사업내용, 재무제표 
-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연간일정

이사회 내 위원회 관한 사항

금융회계 관련 교육 
- 보험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 주요 보험용어

위험관리 관련 교육 
-      21년 위기상황분석 및 조기경보  
운영 및 단계별 대응방안

2021.4.28 경영기획파트 전원

손해보험의 이해 
- 시장규모, 손익구조 
-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자회사

주요 Issue 
- 장기 손해율 
- 보험업계 제판분리 
- RBC비율 및 IFRS17 

이사회 운영

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일반적인 경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또는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안건은 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11조에 의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020년에는 총 13번의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총 29건의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95.6%가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사회 교육 

사외이사가 경영 감독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
이사회 운영 

이사회 개최내역

개최일 주요안건 참석률

2020.01.31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의 건 등 3건 7/7

2020.02.26 제 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등 5건 7/7

2020.03.19 대표이사 선임의 건 등 3건 7/7

2020.04.0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등 3건 7/7

2020.04.29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7/7

2020.05.28 [보고사항]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20.06.25 계열회사(한화투자증권)와의 채권 선고거래의 건 등 2건 7/7

2020.07.23 [보고사항] 2020년 상반기 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등 3건 ----

2020.08.27 한화 Global Plant 1호 펀트 투자 승인의 건 7/7

2020.09.11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편입 승인의 건 등 3건 7/7

2020.10.29 한화생명보험과의 임대차 계약 승인의 건 등 3건 7/7

2020.11.26 [보고사항]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등 2건 ----

2020.12.23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등 5건 5/7

이사 선임 및 임기

이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
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한 후 각 후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에 적합한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확정된 후보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사외이사의 연임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며 전체 임기를 합
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이사 선임 

구분 2018 2019 2020

이사회 개최 횟수 11 회 7 회 13 회

이사회 부의 안건 37 건 22  건 29 건

이사회 출석률 93.5 % 100 % 95.6 %

(202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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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사 및  
이사회 평가

1.8
주주가치

주주총회 사전공지 및 전자투표제 도입
한화손해보험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최소 3주 전 소집 결의, 2주 전까지 서면·전자 문서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서면 위임
장으로 의결을 유도하거나 전자투표제도 실시 등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
주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주주 커뮤니케이션
한화손해보험은 주주와 투자자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시정보 및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재무 정보 및 실적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 및 다양한 IR (Investor Re-
lations) 미팅을 통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 의결권 행사 투표제도

주주현황
한화손해보험의 최대 주주는 한화생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주식의 51.4%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외국인 및 
소액주주가 4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이고 (1주의 액면 금액: 5,000원), 발행한 주식은 전부 보통 주식
으로서, 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한화손해보험의 발행주식 수는 116,738,915
주이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보통주 116,738,915주입니다.

한화생명 51.4%

개인 30%

외국인 8.4%

우리사주 3.6%

국내기관 6.6%

 구분 시행여부 도입년도

전자투표제 O 2018년 3월

평가결과

- 이사회 개최빈도 및 출석률/ 법령〮내규준수 여부 점검
      ･ 이사회 개최빈도: 13회(정기 4회, 임시 9회) 개최로 ‘적정’
      ･ 이사회 출석률: 95.6%로 ‘매우 우수’
      ･ 법령〮내규 준수 여부: 8개 항목 모두 ‘준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5.0 만점)

이사회 구성 4.8

이사회 역할 및 책임 4.8

이사회 운영 4.7

이사회 내 위원회 4.8

평균 4.8

구분 소유주식주 소유비율
한화생명 59,957,146 51.4%
외국인 9,847,823 8.4%

국내기관 7,760,919 6.6%
개인 34,990,515 30.0%

우리사주 4,182,512 3.6%
합계 116,738,915 100.0%

(2020년 12월말 기준)

이사 평가

사회이사의 연간활동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출석률 및 사외이사 본인평가서,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평가서로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충실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지표로 하여 다음의 역할들을 점검합니다. 

 - 사외이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한 의사 참여
 - 주주이익증진 기여를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 
 - 이사회 자료의 사전 검토 등 전문성 확보 

2021년 02월에 수행된 2020년사외이사 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주주와 경영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적극적 요구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기에 각 항목별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의 견제기관으로서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였
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사내 및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무기명 개별평가와 이사회 간사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별평가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역할 및 책임,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30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평가
는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출석률, 법령 내규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0년 01월에 수행한 2020년 이사회 평가 결과 4.8점(5점 만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2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INTRODUCTION            SUSTAINABILITY CORE VALUE            SUSTAINABLE VALUE CREATION            APPENDIX 83 



2.1
윤리-준법 
경영

2.2
준법경영 

윤리경영
한화손해보험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행동 규정인 임직원 업무수행 준칙을 마련하여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의미의 윤리경영을 실현해 왔습니다. 

특히,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한 지침을 마련하고,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
록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방법을 윤리강령 실천 가이드에 수록하여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모든 임직원
이 윤리준법 실천 서약서, 정보자산 이용서약서 및 윤리준법 이행확인서 서약, 의무적인 윤리교육 이수 등 임직원의 동참을 유도
하며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 
한화손해보험은 내부 신고제도로 윤리제보센터와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제보센터는 홈페이지상 연락처와 
이메일을 공시하고 있으며 실명원칙(허위 제보 및 비방 예방), 제보자 비밀보장,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 등의 운영 원칙을 마련
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임직원 인트라넷에도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윤리행위 및 위법과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
우 또한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 적용’ 등 높은 수준의 내부 신고 및 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운영체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 ‘내부통제기준’ 수립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맞춰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상 위험을 인식·평가하여 위험을 정의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통제항목
을 마련하는 등 HWGI-Risk Management Platform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일상 업무에 대한 감시, 상품광고 사전 심사와 내부거래 관리·점검 등 다양한 
준법 점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법규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윤리강령

고객
고객만족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객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

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
보험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하고 건전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정보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집·활용 합니다.
거래업체와의 동반자적 관계 및 공정한 거래를 준수합니다

회사-임직원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인재육성 및 창의성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재산, 금전관리에 대하여 투명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지녀야합니다

국가와 사회
회사는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영위합니다
국가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 법규준수를 위한 제도 구축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2. 개인정보 보호 지침 수립 및 집행
3.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 및 집행
4. 준법감시담당자(내부통제담당자) 관리
5. 내부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관리 
6. 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심사(광고/안내자료)
7. 임직원 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부서

내부통제위원회

1. 내부통제 :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제정하여 운영

2. 금융그룹내부통제 :「지배구조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대표회사에 보고 및 공시

3. 내부거래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
계약 관련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해 대외기관 대응 및 교육 등을 실시

2.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규정/지침을 두고 있으며, AML작성 위반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실적 보고

3. 사전심의 :「보험업법」에 따라 광고선전물 제작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대고객 상품 광고 및 
안내자료에 대한 심의 및 점검

4. 일상감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일상감시,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등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 점검

HWGI-Risk Management Platform 준법경영 거버넌스

수용 완화                    대
사/검증                 권한관리          

      
     

 승
인

   
   

   
   

    
    

모니터링      
        

                                통제 인프
라

하

중

상

   보
상

(C
la

im
)  

    
  자

산운용      상품 요율개발     영
업

/마
케

팅
                  UW 계약관리

통제환경
경영지원

회피

전가

84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INTRODUCTION            SUSTAINABILITY CORE VALUE            SUSTAINABLE VALUE CREATION            APPENDIX 85 



개인정보보호 
한화손해보험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준법감사인) 주관 하에 매월 개인정보보호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문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 식별된 정보 이슈에 대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등 전사적으
로  정보 이슈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한화손해보험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이행
하고 있습니다. 자금 거래 시, 고액현금거래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또는 의심 거래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전산으로 보고하
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위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위험,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위험평가 등
급이 4~5등급으로 나오는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적용하여 자금 세탁을 적극적
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내 광고자료 사전심사 및 현장점검

보험상품 안내서, 보험계약 약관 및 광고자료 등을 심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상의 규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업
무의 경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법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단계 위험평가시스템

2.3
준법경영 
교육현황

STEP 1 STEP 2 STEP 3

 고객위험

·신규여부
·성년/미성년
·직업
·법인구분

 국가위험

·기타외국
·취약국가

위험평가 4~5 등급 
강화된 고객확인 (EDD)

이행

 상품/서비스위험

·납입기간
·납입방법
·이체계좌주
·예상환급율

구분 교육 과정 2020년 수강인원 2020년 이수시간
(수강인원X시간)

내부통제

①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교육 (신입,경력,총무 등)
② 내부통제 주요 이슈에 대한 순환교육
③ 준법감시담당 역량 강화 과정
④ 부서별 자율규제 교육 등 

5,068명 60,961시간

금융소비자 보호법
① 금소법 법령 신규/개선된 업무절차 교육
② 건전한 영업질서(설명의무, 제공의무 등) 현장교육 
③ 사전심의 심사자 유의사항 및 변경업무 절차 교육

232명 119시간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보호 수탁업체 교육
② 개인정보 대량취급자 과정  
③ 개인정보회의체 내부통제 이슈 교육 등  

10,152명 30,676시간

자금세탁방지
①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② 자금세탁방지의 이해 등

9,364명 16,408시간

사전심사
① 보험안내자료 심사자 및 심사요청자 역량 강화 과정
② 준법감시파트 내부 역량 강화 교육 (금소법 등) 등

16명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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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전략
한화손해보험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 리스크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매년 통합 한도를 설정〮관리하며, 리스크 대비 수익성 제
고를 위해 자산 및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 수립과 체계적 관리
를 위해 리스크 관리 규정 및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전문위원회, 위험관리조직 등 담당 조직
을 구성하여 각종 리스크 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적기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 관리기준 수립과 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이
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 및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관리전문위원회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리
스크를 인식〮측정〮통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기본 전
략 수립 및 리스크 수준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 점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전문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험관리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위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고위험 자산의 신규 투자 
및 손절매 유예 검토, 고위험 및 특이위험 상품의 인수를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CRO (위원장), 부문 실장 및 CCO (소비자보호팀
장)으로 구성됩니다.

상품심의위원회

위험관리전문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써,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팀
장/본부장 및 CCO (소비자보호팀장)으로 구성되며, 신상품 수익성 검토, 신상품 개발 및 기개발 상품 개정에 관한 리스크를 검
토합니다. 

CRO(Chief Risk Officer)

위험관리전담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위험 
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세부 위험별 관리방안 수립, 위험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위험관리정보
를 적시하고 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2020년 총 10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38건의 보고 및 결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도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전문위원회 CRO (Chief Risk Officer)

상품심의위원회 리스크 관리팀

개최일 주요안건 참석률

2020.01.31 2020년 리스크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3건 3/3

2020.02.26 만기보유증권 계정재분류 건 등 3건 3/3

2020.03.19 파생상품 거래전략 변경의 건 등 6건 3/3

2020.05.28 2020년 1분기 리스크종합분석 보고사항 등 3건 3/3

2020.06.25 금리리스크 관리계획 등  3건 3/3

2020.08.27 위험관리지침 개정의 건 등 6건 3/3

2020.09.11 위험허용한도 변경의 건 등 3건 3/3

2020.10.29 K-ICS 및 내부모형 구축 프로젝트의 건 3/3

2020.11.26 2020년 3분기 리스크종합분석 보고사항 등 4건 3/3

2020.12.23 2021년 재보험위험관리전략 등 6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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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스크 
관리

3.3
지급여력비율 
관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비재무리스크 관리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이 확보·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하
며,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 한도 초과 및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 발견시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지급여력비율 준수

자본적정성 관리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규정한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 비율) 제도 기준으로 자기자
본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위험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18년 195.1% , 2019
년 181.0% , 2020년 221.5%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기관은 새로운 건전성 제도인 신지급여
력제도(K-ICS) 대응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신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신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부채 매칭 관점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및 민감도 분석
한화손해보험은 매년 반기별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및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위기상황 시나리오 하에 지급여력비율 변동성을 측정, 보고하여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재무건전성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 관리

비재무
리스크 구분

한화손해보험의 관리 및 대응 방안

운영리스크
내부통제기준 관리에 의한 위험의 사전억제, 감사팀의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험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략리스크

각 부문의 사업 및 경영 계획 수립 시 시장환경 및 위험환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목표대비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수급의 경우,
객관적인 채용 기준 설정 및 이사회 및 각종 관련 위원회 등 의사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산리스크
IT 부문에 관련 지침을 두어 백업(Back Up) 시스템과 분산보관체제 구축,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전산 보안 유지를 위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리스크
계약 및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시행, 소송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법률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판리스크
고객의 민원·분쟁 대응 지침 및 절차 관리, 회사의 브랜드 평판 점검,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IR(Investor Relationship) 활동 시행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회사의 평판 및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구분 정의 관리 및 대응 방안

보험리스크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율 상승, 해지율 증가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

보험 종목의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보험 종목별 보유 및 인수 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연도에 앞서 재보험전략의 적정성 측면에서 위험관리 전담부서
의 리뷰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보험실무협의회를 통해 
주기별로 재보험운영전략 이행 여부, 재보험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리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
구조의 불일치로 금리변동 
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위험

자산/부채 듀레이션, 금리민감액 매칭률  및 이차 스프레드 등 유형별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험량 통제 및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위험관리 전략, 경영계획 및 자산운용계획 등을 감안
한 금리위험 허용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한도적정성 검토 및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ing)을 통해 적정한 위험 감내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변수
의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할 위험

금리, 주가, 환율 등 불리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한도 운영을 통해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손실한도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거래로 외환 리스크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나,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

투자 한도, 신규투자심의프로세스 운영 및 사후리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및 산업에 익스포져가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 및 산업별 한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 리스크 검토와 
부실징후 조기 인식을 위한 정기적 사후리뷰로 신용리스크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

단기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

유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

현금 유출액이 현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등 자금 수요 증가로  발생할 보유 자산의 불리한
매각 및 손실 발생을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유동자금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계획 및  자금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단기운용자산(MMF, MMT, MMDA 등)을 보유
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 수립 및 운용으로 위험 발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인식

･  보험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비재무위험 등의 
주요 리스크 인식 및 분류 
- 재무 리스크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리스크 
- 비재무 리스크 : 운영, 전략, 평판, 법률, 전산 리스크 등

･  재무리스크는 표준모형으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 
- 유동성리스크는 관리 기준 설정(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 및 정기적 측정

･  리스크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위험한도 설정 관리

･  리스크 한도 초과 여부 및 각종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 및 조치 

･  경영 계획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위험 한도와 세부지표 한도 설정 
- 위험 한도 초과여부 상시 모니터링 

･  상품리스크위원회,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및 위험관리전문위원회 심의와 리스크 검토 

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및 통제

리스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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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제도 
준비 현황

3.5
잠재적  
리스크

한화손해보험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부각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
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잠재적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IFRS17,  K-ICS 등 신제도에 따른 건전성 강화가 요구되어 재무적/비재무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디지털 보안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가속화

배경 및 정의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발생 
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

2026년 초고령화 사회(만 65세인구가 
인구의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가계의 소비 
및 노동 공급 형태의 변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
손해율, 투자 등의 거래 관계에  
파급되는 리스크

 ·  비대면 채널 증가로 인한 정보
관리의 어려움 

 ·  외부업체 등 제3자와의 협력 
증가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소비자 정보보호에서의 
사이버보안 위험 노출 증가 

 ·  가계의 소비 및 노동 공급 형태의  
변화

 ·  기업의 생산/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 
및 실물 경제 활동에 대한 변화

 ·  가계의 저축/자산 및 부채관리  
형태의 변화

 ·  물리적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파급되는 리스크

 ·  이행(전환) 리스크 : 저탄소 경제 전
환, 참가자 인식 변화 등 기후변화 관
련 규제 및 시장 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

비즈니스 영향  ·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 및 
관련 소송/배상의 증가

 ·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평판 
리스크 및 법적 제재 등 경영 
리스크 발생 가능성 확대

 ·  IT 시스템 및 관련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IT 
비용 발생 증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률 둔화 및 자산운용 수익 악화

 ·  경기 둔화에 따른 보험 보장영역 
축소 및 신규 보험수요 감소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익 
악화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니즈  
증가

 ·  자연재해의 경도 및 빈도 증가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  물리적 리스크 발생

 ·  담보가치 하락 및 손실률 증가 등과 
같은 이행 리스크 발생 

 ·  탄소집약적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신용리스크 증가 및 투자자 손실 발생

대응 노력  ·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  보안전담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

 ·  전사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  CPO, CSO, CISO 인증 갱신 
및 보안 관리인 지정 

 ·  Mom’s Package 등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 상품및 서비스 개발

 ·  임신, 난임, 출산, 유산 및 
사산 휴가 보장

 ·  사내어린이집 운영 및 자녀 취학 
전〮후 돌봄 휴가 지원을 통한 일과 
업무 병행의 균형 유지

 ·  자녀 보육수당 및 학자금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절감

 ·  PC-OFF 제도 및 아빠휴가제도, 
주거지원 및 건강검진을 통한 임직원 
일과 삶의 균형 보장 

 ·  고령자 및 유병자를 위한 신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  ‘기후금융’ 지지 선언

 ·  탈석탄 금융

 ·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권고안
(TCFD) 지지 선언

 ·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 리스크를 
비롯한 ESG 요소 적극 통합 

 ·  ESG 투자 심사 프로세스 구축

 ·  기후변화 재해 분석을 위한 정기적 
시뮬레이션 수행

시행일 제도 개요 준비 현황

IFRS17 2023년

IFRS(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계 
기준으로서, 기존의 IFRS4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지만, IFRS17에서는
시가법으로 평가합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른 재무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20년부터 IFRS17 도입 준비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FRS17 계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ICS 2023년

IFRS17의 도입으로 회계처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당국에서 이전의 지급여력제도인 
RBC를 개선한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K-ICS)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해 K-ICS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K-ICS 시스템에서는 자산/부채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합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민감도 및 변동 원인을 분석합니다.

ORSA 제도 2017년

감독기관은 K-ICS, IFRS17 도입에 따라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개선하기 위해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RBC)와  
달리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계량리스크
(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하여 중요 리스크를 선정
하여 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하고, 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하여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
한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ORSA 체제 구축을 위해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더욱 정교히 산출하고, 내부모형 승인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 모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부 모형으로는, 자산/부채 통합모델을 구현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자본건전성의 유지 및 
관리를 하는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
과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한 보험리스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2021년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생명 등 6개 금융계열사와 함께 금융 
그룹 통합감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금융그룹의 통합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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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한화손해보험은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수집되며, 한화손해보험은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 정의 관심주제 소통채널 주요활동

고객 한화손해보험 보험상품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 
대상인 개인 및 집단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 개발
고객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  고객센터/콜센터
·  공식 SNS채널
·  고객불만접수  

(VOC1-2)

 ·  소비자평가단 운영을 통한 개선 
사항 도출

·  보험정보 서비스 채널

·  신속한 VOC 응대를 통한 고객 
만족 지향

임직원 한화손해보험에  
소속되어 근로 및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집단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성과평가

·  고충처리위원회
·  대표이사와의 만남
·  노사협의회

·  안전한 사업장 운영

·  감염병 등 집단 발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

·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영진-직원 간의 소통 기회 마련

·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주주 한화손해보험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주주
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사업보고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주주총회
·  투자설명회

·  다양한 IR미팅을 통한 주주 소통 
및 성과 공개

·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재무성과  
공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투명한 공시

·  ESG 보고서를 통한 비재무  
리스크 관리 현황 공개

협력회사 사고처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고 및 손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
법인

상생을 위한 지원 및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  간담회
·  협력회사 교육

·  갑을문화 방지를 위한 내부방침  
마련

·  정보보호 위반 금지,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세부지침 마련

·  상생을 위한 우수 협력업체 선정 
제도 도입

·  협력업체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지역사회 한화손해보험의  
사업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구성원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  각종 NGO
·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  체계적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  어린이 안전교육, 노인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4.2
경제적 가치
분배

이해관계자 경제 가치 분배 정의 2018 2019 2020

고객 지급보험금 중 보험금 2,386,578 2,801,224 2,727,959 

임직원 급여 + 복리후생비 185,909 193,460 193,985

협력업체 사업비 443,733 477,754 434,603 

주주 및 투자자 차입부채 이자비용 + 주주 배당 31,101 39,396 21,554 

정부 법인세 비용 31,342  - 25,864 22,763 

지역사회 기부금 및 사회공헌 지출 987 1,269 1,177 

* 연결재무제표 기준
* 협력업체는 관련  사업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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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1,501

1,940

3,441

1,464

1,907

3,371  

1,292

1,747

3,039

구분 2018 2019 2020

남자

여자

합계

직급별 임직원 현황

2,241

1,162

38

2,156

1,175

40

1,925

1,081

33

구분 2018 2019 2020

대리 이하

과장 이상

임원

ESG 비재무성과

고객만족도

보유 고객 수

VOC 처리율

* 기존:보유계약 실소유주 기준;장기/일반(계약자), 자동차(피보험자)

(단위 : 명)

(단위 : 점)

(단위 : %)

96.4

83.7

86.9 

4,128,996

3,299,288

966,013

142,510

96.3 

84.2 

96.5

90.2

92.1

4,269,299

3,486,189

915,575

150,943

97.4

90.5

97.1

95.5

96

4,191,823

3,531,803

794,558

130,155

97.3

90.8

구분

구분

구분

2018

2018

2018

2019

2019

2019

2020

2020

2020

고객상담센터

보유고객

장기

자동차

일반

사회적 약자 고용현황

*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원현황

(단위 : 명)

55

50

59

50

49

48

구분 2018 2019 2020

장애인

국가보훈자

고용형태 · 연령대별 인원구성

3,227

214

94%

6%

3,441

507

2,557

377

3,441

3,225

146

96%

4%

3,371

492

2,435

444

3,371

2,968

71

98%

2%

3,039

388

2,233

418

3,039

구분 2018 2019 2020

 
 
 
고용형태 
 
 

 
 
 
연령별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비율 (%)

합계

30세 미만

30~50대

50세 이상

합계

VOC 1시간 이내 터치율

VOC 2영업일 이내 처리율

만족도

신속도
긴급출동 서비스

여성관리자 비율

62

12.8%

68

14.8%

55

15.2%

구분 2018 2019 2020

여성관리자(과장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단위 : 명)

(단위 : 명)

* 전체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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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4

100%

58

97%

3

100%

48

100%

55

95%

1

0%

47

100%

37

86%

3

67%

구분 2018 2019 2020

출산휴가자(여)

출산휴가 복귀율

육아휴직자(여)

육아휴직자(여) 복귀율

육아휴직자(남)

육아휴직자(남) 복귀율

이직률

2.2%

2.2%

1.5%

1.4%

2.0% 

1.9%

구분 2018 2019 2020

총 이직률

자발적 이직률 

퇴직연금

308

11,738

3,133

129,403

465

22,041

2,906

146,831

529

37,625

2,510

139,805

구분 2018 2019 2020

가입인원 (DC)

운용금액

가입인원 (DB)

운용금액

(금액단위: 백만 원)

임직원 교육현황

1,160

475

27

1,162

470

32

351

157

17

구분 2018 2019 2020

총 교육비 (백만 원)

1인당 교육비 (천원/인)

1인당 교육시간 (시간/인)

산업재해 및 보건 관련 현황

0

-

-

0

-

-

1

23

170

구분 2018 2019 2020

산업재해자 (명) 

COVID-19 확진자 

COVID-19 자가격리자

(단위 : 명)

사회공헌

987

4,413

97,000

6.3

23,038

1,269

4,152

129,000

6.3

21,287

1,177

1,292

823,000

1.8

5,569

구분 2018 2019 2020

총 기부금액(백만 원)

봉사활동 참여인원 (명)

총 수혜인원 (명)

1인당 봉사시간 (hour)

사회공헌 참여시간 (hour)

지역사회

신규채용

217

128

211

91

48

29

구분 2018 2019 2020

정규직

비정규직(파견직 제외)

(단위 : 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상담직을 제외한 전년도 기말인원을 기준으로 이직률 산정(희망퇴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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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친환경 상품 판매실적

용수 사용량

3,474

 
7,083

  829,083 

 116,028 

 2,752 

 947,863 

 6 

 476 

 9,431 

 9,913 

 957,776 

     5,041 

 693 

 21 

5,755 

 2 

 53 

 66 

 121 

5,876 91,565

3,303

 
6,733

  815,796 

 427,069 

 3,925 

 1,246,790 

 18 

 499 

 11,482 

 11,999 

 1,258,789 

      5,198 

 2,763 

 32 

 7,993 

 7 

 74 

 54 

 135 

 8,128 101,533

3,077

 
6,268

 776,938 

 493,181 

 5,766 

 1,275,885 

 16 

 523 

 11,276 

 11,815 

 1,287,700 

     5,508 

 3,364 

 53 

8,925 

 5 

 93 

 46 

 144 

 9,069  81,384

구분
구분 상품

구분

2018
2018 2018

2018

2019
2019

보험계약 건수 (건) 보험매출 (억원)
2019

2019

2020
2020 2020

2020

에너지 사용량(TOE)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자동차 
보험 
 

 
 
  
일반보험 
 

ECO 마일리지 특약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약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자전거보험

기관기계보험

풍수해특약 (화재보험)

소계

소계

총계용수 사용량(ton)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량

450 

60

463 

64

499 

69

구분 2018 2019 2020

폐기물 배출량(ton)

폐기물 재활용률(%)

환경가치

종이 절감량

327,919 

3,165,113

2,998,389 

6,491,421 

545

7,382,723 

6,048,596 

3,453,813 

16,885,132 

 1,418 

10,191,238 

7,583,883 

3,823,372 

21,598,493 

1,814 

구분 2018 2019 2020

 
 
복사용지 
절감 매수(장) 
 

 종이 사용 탄소저감량 (tCO2-eq) 

 모바일청약  

 온라인 보험청구 

 보상파트너 페이퍼리스 활동  

 소계 

* 탄소저감량 산정 기준 :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배출계수 상 인쇄용지(신재 75g 인쇄용지) 기준 적용

사회책임투자

       9,272 

   13,247 

     4,443 

     3,971 

   30,933  

         9,173 

   14,956 

     4,788 

     7,337 

   36,254 

         8,852 

   15,840 

     4,745 

     8,139 

  37,576 

구분 2018 2019 2020

학교, 군사, 하수시설(BTL)

도로, 철도, 항만(BTO)

신재생에너지

기타/복합

인프라 투자 잔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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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161,906   
194,521   

11,458,660   
14,529   

4,934,665   
364,644   
180,802   

74,893   
47,056   
79,044   
11,566   

486,485   
1,503,855   

5,707   
19,518,333   

  
16,577,934   

163,064   
46,822   

6,053   
5,265   

477,079   
26,715   

481,122   
21,658   

5,970   
17,811,682   

  
1,679,873   

583,695   
73,299   

  
219,179   
385,516   

 
 
 
 
 
 

417,184 
 
 
 
 

  
                          26,778  

                      1,706,651  
                     19,518,333  

　
                       158,742  
                       193,426  

                   11,416,516  
                        66,770  

                     4,934,665  
                       359,135  
                       180,802  
                        54,565  
                        42,311  
                        79,044  
                        11,500  

                       480,857  
                     1,495,097  

                          5,707  
                   19,479,137  

                              
                   16,562,025  

                       163,329  
                        41,778  
                          4,560  
                          5,111  

                       477,079 
                        26,715  

                       465,003  
                        20,325  
                          5,970  

                   17,771,895  
                               

                       583,695  
                        67,828  

                               
                       219,179  
                       387,259  

 
 
 
 
 

449,281  
 
 
 
 

                     1,707,242  
                   19,479,137  

　
235,767   
403,682   

9,529,091   
12,890   

5,059,320   
341,524   
193,001   
55,508   
32,467   
31,682   
15,092   

746,769   
1,594,924   

5,443   
18,257,160   

 
15,401,574   

82,834   
32,166   
10,002   

5,018   
476,770   
28,255   

730,466   
20,093   
5,667   

16,792,845   
 

1,418,792   
583,695   

67,828   
  

219,179   
180,735   

                    
 
 
 
 
 

367,355 
 
 
 
 

  
                     45,523  

                  1,464,315  
                 18,257,160  

　
                      178,665  
                      403,354  

                    9,504,692  
                        65,180  

                    5,059,320  
                      340,652  
                      193,001  
                        55,107  
                        32,457  
                        31,682  
                        15,049  
                      743,898  

                    1,581,254  
                         5,443  

                  18,209,754  
                                

                  15,401,574  
                        83,001  
                        32,156  
                         9,537  
                         5,018  

                      476,770  
                        28,255  
                      721,910  
                        19,971  
                         5,667  

                  16,783,859  
                            

                      583,695  
                        67,828  

                             
                      219,179  
                      182,862  

 
 
 
 
 

372,331  
 
 
 
 

                    1,425,895  
                  18,209,754  

과목 과목2020 20202019 2019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II. 예치금
III. 유가증권
IV. 관계기업투자주식
V. 대출채권
VI. 유형자산
VII. 투자부동산
VIII. 무형자산
IX. 사용권자산
X. 파생금융상품자산
XI. 당기법인세자산
XII. 기타금융자산
XIII. 기타자산
XIV. 특별계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II. 이연법인세부채
III. 리스부채
IV. 순확정급여부채
V. 충당부채
VI. 차입부채
VII. 파생금융상품부채
VIII. 기타금융부채
IX. 기타부채
X. 특별계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I. 자본금
II. 기타불입자본
III. 자본조정
IV. 신종자본증권
V. 기타자본구성요소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금액
    당기말 : 7,029백만원
    전기말 : 9,076백만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 : 20,469백만원
    전기말 : 20,804백만원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II. 예치금
III. 유가증권
IV.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V. 대출채권
VI. 유형자산
VII. 투자부동산
VIII. 무형자산
IX. 사용권자산
X. 파생금융상품자산
XI. 당기법인세자산
XII. 기타금융자산
XIII. 기타자산
XIV. 특별계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II. 이연법인세부채
III. 리스부채
IV. 순확정급여부채
V. 충당부채
VI. 차입부채
VII. 파생금융상품부채
VIII. 기타금융부채
IX. 기타부채
X. 특별계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I. 자본금
II. 기타불입자본
III. 자본조정
IV. 신종자본증권
V. 기타자본구성요소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금액
    당기말 : 7,029백만원
    전기말 : 9,076백만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 : 20,469백만원
    전기말 : 20,804백만원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재무성과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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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포괄손익계산서

7,867,480  

7,797,147  

70,333  

2,789  

2,109  

71,013  

22,763  

48,250  

205,781  

254,031  

48,250  

61,262  

(13,012)

254,031  

267,043  

(13,012)

　

315 

583,695  
-  
-  
-  
-  
-  
-  
-  
-  
-  

583,695  
583,695  

-  
-  
-  
-  
-  
-  
-  
-  
-  
-  
-  

583,695

583,695  
-  
-  
-  
-  
-  
-  
-  
-  

583,695  
583,695  

-  
-  
-  
-  
-  
-  
-  
-  

583,695  

67,828  
-  
-  
-  
-  
-  
-  
-  
-  
-  

67,828  
67,828  

-  
-  
-  
-  
-  
-  
-  
-  
-  
-  

5,471  
73,299

67,828  
-  
-  
-  
-  
-  
-  
-  
-  

67,828  
67,828  

-  
-  
-  
-  
-  
-  
-  
-  

67,8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179  
-  
-  
-  
-  
-  
-  
-  
-  
-  

219,179  
219,179  

-  
-  
-  
-  
-  
-  
-  
-  
-  
-  
-  

219,179

219,179  
-  
-  
-  
-  
-  
-  
-  
-  

219,179  
219,179  

-  
-  
-  
-  
-  
-  
-  
-  

219,179  

82,916  
-  
-  

(7,198)
118,935  
(3,773)

(10,144)
-  
-  
-  

180,736  
180,736  

-  
-  

2,688  
277,994  
(69,338)
(5,543)

(20)
-  
-  
-  
-  

386,517

84,471  
-  
-  
-  

(6,830)
119,137  
(3,772)

(10,144)
-  

182,862  
182,862  

-  
-  
-  

3,010  
276,289  
(69,338)
(5,543)

(20)
387,260  

461,934  
(15,176)
(66,197)

-  
-  
-  
-  
-  

(13,207)
-  

367,354  
367,354  
61,262  

-  
-  
-  
-  
-  
-  
-  

(11,433)
-  
-  

417,183

461,681  
(60,967)
(15,176)
(13,207)

-  
-  
-  
-  
-  

372,331  
372,331  
88,383  

(11,433)
-  
-  
-  
-  
-  
-  

449,281  

1,415,552  
(15,176)
(66,197)

(7,198)
118,935  
(3,773)

(10,144)
-  

(13,207)
-  

1,418,792  
1,418,792  

61,262  
-  

2,688  
277,994  
(69,338)
(5,543)

(20)
-  

(11,433)
-  

5,471  
1,679,873

-  
-  

(2,877)
-  
-  
-  
-  
-  
-  

48,400  
45,523  
45,523  

(13,012)
-  

(262)
-  
-  
-  
-  
-  
-  
-  

(5,471)
26,778

1,415,552  
(15,176)
(69,074)
(7,198)

118,935  
(3,773)

(10,144)
-  

(13,207)
48,400  

1,464,315  
1,464,315  

48,250  
-  

2,426  
277,994  
(69,338)
(5,543)

(20)
-  

(11,433)
-  
-  

1,706,651

1,416,854  
(60,967)
(15,176)
(13,207)
(6,830)

119,137  
(3,772)

(10,144)
-  

1,425,895  
1,425,895  

88,383  
(11,433)

-  
3,009  

276,289  
(69,338)
(5,543)

(20)
1,707,242

7,813,898  

                  7,702,643  

                    111,255  

                       2,687  

                       2,153  

                    111,789  

23,406  

88,383  

                    204,398  

                    292,781  

　

659 

8,027,631  

8,121,719  

(94,088)

1,693  

2,543  

(94,938)

(25,864)

(69,074)

97,820  

28,746  

(69,074)

(66,197)

(2,877)

28,746  

31,623  

(2,877)

　

(705)

                  8,022,671  

                  8,108,996  

(86,325) 

                       1,694  

                       2,513  

(87,144) 

(26,177) 

(60,967) 

                      98,391  

37,424  

　

(635)

과목 과목

과목과목

2020 비지배지분 총계

총계

신종
자본증권

신종
자본증권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불입자본

기타
불입자본

자 본 금

자 본 금2020

2019 기타자
본구성요소

기타 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자본조정

자본조정2019

I. 영업수익

II.  영업비용

III.  영업이익(손실)

IV.  영업외수익

V.  영업외비용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VII.  법인세비용(수익)

VIII. 당기순이익(손실)

IX.  기타포괄손익

X.  당기총포괄이익

X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XI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XIII. 주당이익(손실)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2019.1.1
연차배당
당기순손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신종자본증권분배금 
비지배지분의 증감
2019.12.31
2020.01.01
당기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비지배지분의 증감
2020.12.31

2019.1.1
당기순손실
연차배당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2019.12.31
2020.1.1
당기순이익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2020.12.31

I.  영업수익

II.  영업비용

III.  영업이익(손실)

IV.  영업외수익

V.  영업외비용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VII.  법인세비용

VIII. 당기순이익(손실)

IX.  기타포괄손익

X.  당기총포괄이익

XI.  주당이익(손실)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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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1,520,153  

48,250  

1,304,212  

(331,981)

351,495  

(21,378)

174,362  

(4,807)

(1,548,080)

1,431,697  

2,902  

1,260  

3,234  

5,465  

11,062  

1,631  

(2,647,450)

(253,035)

(34,923)

(2,850)

(18,400)

(17,742)

(25,261)

(3,978)

(1,692)

-  

(43,902)

-  

(28,762)

-  

(3,707)

(11,433)

-  

(71,829)

235,767  

(2,032)

161,906  

1,541,520  

88,383  

1,298,193  

(335,400)

351,118  

(21,318)

165,329  

(4,785)

(1,520,699)

1,429,404  

2,902  

1,260  

3,228  

5,465  

11,062  

1,631  

(2,647,450)

(253,035)

-  

(34,923)

(2,850)

(13,791)

(6,624)

(11,734)

(3,552)

(1,692)

(38,712)

-  

-  

(27,279)

(11,433)

-  

(17,891)

178,665  

(2,032)

158,742  

1,871,071  

(69,074)

1,394,058  

64,062  

341,304  

(23,932)

163,909  

744  

(1,621,234)

966,904  

36,890  

-  

3  

-  

6,258  

521  

(1,679,259)

(803,681)

(99,692)

(3,520)

(11,765)

(3,629)

(59,854)

(3,182)

(628)

33,400  

(130,665)

(15,176)

(27,282)

(90,000)

15,000  

(13,207)

-  

119,172  

116,919  

(324)

235,767  

1,910,230  

(60,967)

1,395,558  

98,607  

340,814  

(23,928)

159,358  

788  

(1,702,494)

968,694  

36,890  

-  

3  

-  

6,258  

521  

(1,679,259)

(803,681)

(51,600)

(99,692)

(3,520)

(10,817)

(3,206)

(59,854)

(2,603)

(628)

(145,666)

(15,176)

(90,000)

(27,283)

(13,207)

-  

62,070  

116,919  

(324)

178,665  

과목 과목2020 20202019 2019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손실)

 조정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환급)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의 처분

 보증금의 감소

 임대보증금의 증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파생상품의 정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지급

 보증금의 증가

 임대보증금의 감소

 비지배지분의 증가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배당금 지급

 리스부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

 비지배지분의 증감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자기주식처분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 + II + III)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손실)

 조정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환급)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의 처분

 보증금의 감소

 임대보증금의 증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파생상품의 정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지급

 보증금의 증가

 임대보증금의 감소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배당금의 지급

 사채의 상환

 리스부채의 상환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자기주식 처분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 + II + III)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백만 원)(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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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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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간접경제효과

조달관행

반부패

 
 
조세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배출

 
 폐기물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보안 관행

조직명

주요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본사 소재지

사업장의 위치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대상 시장

조직 규모

임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공급망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 및 공급망 주요 변화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방법

외부 이니셔티브

협회 멤버십 현황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윤리 관련 자문 및 우려에 대한 매커니즘

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 내 기구 및 위원회 구성

CEO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추천 과정 및 선정 기준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한 절차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검토

이해관계자 목록

단체 협약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기준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이해관계자 주요이슈

보고 조직의 구조(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보고내용 및 보고 범위 적용 방법

중요 이슈 목록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중요 이슈 및 범위 관점에서 발생한 변화 

보고 기간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보고 주기

보고서 문의 연락처

GRI 스탠더드 적용 옵션

GRI 인덱스

외부 검증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조직이 운영하는 직원 퇴직연금제도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중요한 간접 경제 효과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구매 비율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조세에 대한 경영접근

세금에 대한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세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영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조직 내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 감축

용수 소비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전환(재사용, 재활용 등)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육아휴직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위험 발굴, 리스크 평가, 사건 조사

사업장 보건 서비스

사업장 안전 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상담 및 소통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

GRI Standard GRI Standard지표명 지표명페이지 페이지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성과 청렴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 관행

GRI 102: 일반표준공개 GRI 200: 경제

GRI 300: 환경

GRI 400: 사회

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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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2021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21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
은 한화손해보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한화손해보험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
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
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한화손해보험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한화손해보험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한화손해보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
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화손해보험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
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한화손해보험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한화손해보험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한화손해보험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
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한화손해보험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
으며, 검증팀은 한화손해보험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한화손해보험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
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
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화손해

보험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 07.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황은주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201: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 GRI 203: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 GRI 401: 고용(Employment)
 - GRI 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 405: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 GRI 413: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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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SASB

구분 측정지표Code 한화손해보험 현황

TCFD Index

TCFD

TCFD 권고안 한화손해보험 현황구분
고객을 위한 투명한 정보 및 
공정한 조언 제공

FN-IN-270a.1 보험상품 관련 정보의 마케팅과 관련된 법률소송 및  
추정 손실액

별도 소송 추정액은 없음 / 해당 없음

FN-IN-270a.2 고객 불만족 비율 해당 지표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않음
FN-IN-270a.3 고객 유지율 13회차 18년: 80.6%, 19년: 82.2%, 20년:82.4%

25회차 18년: 62.5%, 19년: 64.5%, 20년:65.5%

FN-IN-270a.4 상품 설명에 대한 고객 접근 방식 고객가치 파트 참조 (Page 30~37 ) 
투자에서의 ESG 통합 FN-IN-410a.1 산업 및 자산별 총 투자 규모 ESG 투자 잔액: 7,479억 원

총 운용자산: 17.3조 원 (2020.12월 기준)
고객가치 파트 참조 (Page 30~37 )

FN-IN-410a.2 투자 관리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접근 방식 전략설명

ESG 투자 심사프로세스를 도입하여 ESG를 고려하여 
평가 및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ESG 투자 파트 참조(Page 72~75)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정책 FN-IN-410b.1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과 관련하여 측정된  
순보험료 

현재 해당 지표는 측정하고 있지 않음

FN-IN-410b.2 건강, 안전 및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제품 및 기능에 대한 논의

친환경상품 파트 참조(Page 61)
ESG 투자 파트 참조(Page 72~75)

환경위험 노출 FN-IN-450a.1 기상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상품의 예상 최대손실
(PML)

-  보험종목(상품)별/지역별/자연재해위험별  
보유누적위험(가입금액) 데이터 축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  재현빈도(Return Period)별 최대손해액(PML) 시뮬
레이션을 통한 적정 보유 및 인수한도 설정

FN-IN-450a.2 자연재해의 유형 및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1) 규정화 된 자연재해  
(2) 규정화 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총 보험 손실액

Property Catastrophe Modelling 실시 결과 
Return Period 250년 기준 최대보유손해액 
예상 금액 
- 955 억원(Typhoon) 
- 600 억원(Earthquake)

FN-IN-450a.3 환경위험을 고려한 개별계약자와의 언더라이팅 전략 및 
기업 수준의 리스크관리 및 자본 적정성 

기후금융 파트 참조(Page 58~60) 
리스크관리 파트 참조(Page88~93)

리스크 관리 체계 FN-IN-550a.1 범주별 파생상품 노출값: (1) 중도 청산되지 않은 파생
상품에 대한 총 잠재적 노출값 (2) 중앙 정보 처리기관에 
게시된 허용 가능한 담보의 총 공정가치. (3) 중도 청산
된 파생상품에 대한 총 잠재적 노출값 

사업보고서 상 주석사항 13 – 파생금융상품 참조

FN-IN-550a.2 유가증권 대여 담보자산의 총 공정가치 해당 지표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않음

FN-IN-550a.3 비보험 활동과 관련된 자본 및 유동성 관련 리스크에 대
한 접근법의 설명

사업보고서 상 유동성 위험 관리 섹션 참조

지배구조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 활동 설명 

한화손해보험은 ESG 위원회에서 보험 및 자산운용과 관련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획을 승인합니다.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ESG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방향을 관리〮감독 총괄할 것 입니다.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ESG 경영을 실무조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영향 분석, 탈석탄금융 추진, 기후금융, ESG 투자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설명 한화손해보험은 오늘날 보험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걸쳐 고객에게 노출된 태풍, 홍
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정밀하게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재해 누적위험 시뮬레이션(Natural 
Catastrophe Modelling)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험 
관련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자동차 〮 일반 〮 장기 보험파
트에 걸쳐 9개의 친환경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  2℃ 이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의 유연성 설명 

국내 금융기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을 
지지 선언하였으며 국가 탄소중립 방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관련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ESG 전략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 내부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 
폐기물 재활용, 용수폐수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측정 및 관리함으로써 환경경영에 대한 재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설명 ESG 투자 심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ESG 지표를 주요 요소로 반영하여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 내부의 
통제가능한 9개의 보유사옥에 대해 환경 영향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사옥의 활동공정을 2,009개로 분류하고 환경 영향 위험성이 
높은 457개를 식별하고 별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설명 
전반적인 투자 결정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자체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후변화 관련 상품 투자 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 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사 ESG 전략에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전략 방향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탈석탄 금융 선언, TCFD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ESG 전략을 전략기획실에 총괄하여 투자, 보상 등의 유관부서와 함께 기
후변화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협의체에서도 통합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연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에 통합되는 방법 설명

지표와 감축목표 a)  조직이 경영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률, 에너지 사용량, 용수폐수 
사용량, 친환경 상품 투자 및 매출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b)  Scope 1, 2 및 Scope 3(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위험 공개 

Scope 1 + 2 : 6,268 tCO2-eq/년 (2020년 기준) 

c)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와 목표 대비 성과 설명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 폐기물 〮 용수 및 폐수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6.9%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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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주요 가입 협회 및 단체

협회 및 단체명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주요 수상내역 및 단체 가입현황

2020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기업 7회 연속 인증 – ‘명예의 전당’ 헌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은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경
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 여부를 심사하여 2년마다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
비자중심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7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명예
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2020년 한화손해보험 ‘온택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한화손해보험은 2020년에는 COVID-19로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등의 지속적 활동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온택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단체부문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IR 협의회

한국보험계리사회

Hanwha General Insurance

Sustainability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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