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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투자를 제공하고,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격년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올해 발간되는 ESG성과보고서는 당사의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향후 매년 발간으로 보고 주기 변경하여 보다 더 적극

적인 공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ESG 경영기반과 역량강화를 통해 ESG 경영의 대표 증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About This Report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 Standards(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SASB, TCFD 

및 UN SDGs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보고기

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2022년 상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신한투자증권의 

본사 및 지점 등 국내외 사업장이며, 중대 이슈별 보고 경계는 중대성 평가 페이지에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로이드인증원(LRQA)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

았습니다. 검증결과는 Appendi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

본 보고서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이메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소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담당부서 ESG기획팀

전화 02-3772-3631 

이메일 saeneul@shinhan.com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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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CEOs

신한투자증권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과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에 따라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체계적인 ESG 경영을 위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2021년 말 기

준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정보보호 자율 공시를 등록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

자ㆍ인증 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스마트그린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ESG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도 창립 

이후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고유자산운용 및 퇴직연금 수익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지켰고,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데이터분

석 플랫폼을 구축하며 ‘디지털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투

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ESG 대표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적극 실행해 갈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분께 약속드립니다.

적극적인 ‘Zero Carbon Drive’ 추진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 전략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 내부

의 탄소 배출을 매년 4.2%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본사 

건물 내 에너지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 및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ㆍ대출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매년 3%씩 감축시키

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자산을 업종별ㆍ자산클래스별로 분류하여 탄소배출

량을 집계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고배출업종(발전, 철강)에 

대해서는 한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사 내부의 탄소배출량은 2044년까지, 당사가 투자ㆍ대출한 기

업들의 탄소배출량은 2050년까지 제로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사회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에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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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금융 본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SG 우수기업 주

식을 보유한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과 공익법인, 아

이돌봄 업종 등의 운용 및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마다 시장의 ESG 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

록 신한 ESG 컨센서스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ESG, NEVER SLEEP’ 블루북 

발간을 통해 ESG 이슈, 정책 및 투자 동향,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 ESG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ESG의 사회적 확산 및 기업의 ESG 대응에 지

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지배구조로
‘지속가능경영의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올바른 변화는 올바른 의사결정에서 시작되기에,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전사적 이해와 공감을 통해 지속가능경

영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실행력의 밀도와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

를 달성해 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정교화하고, 기업윤리 교육을 강화

해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도록 하

겠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분들께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사는 ‘大韓民國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를 지향하며 한결같은 ‘기본과 원칙’으로 고

객의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업의 기본’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원칙’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

다. 디지털 리딩을 통한 ‘투자 명가(名家)’이자 ‘ESG 대표 증권사’로 우뚝 설 신한투

자증권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   이영창,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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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투자 브랜드인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우량 금융자본인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통해 금융투자에 대한 앞선 경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연혁

신한투자증권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지배 및 재무구조와 선진 경영기법을 결합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노하우와 강한 개척정신을 통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우량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설립일:	 1973년 4월 2일

영업이익:	 5,856억 원

직원수:	 2,548명

ROE:	 6.67%

자기자본:	 5.02조 원

당기순이익:	 3,208억 원

보유지점 수:	 총 82개

고객 총자산:	 179조 원
(2021년 12월 말 기준)

효성증권 설립

쌍용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뉴욕현지법인 설립

굿모닝증권으로 상호변경

1973

1983

1993

1999

Since 1973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굿모닝신한증권’ 사명 변경

홍콩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투자로 사명 변경

2002

2007
2009

Since 2002

업계 최초 고객수익률 평가제도 도입

신한NEO50플랜 출시

ARS 판매잔고 3조 달성

국내 최초 베트남 증권위원회 협력 협약 

고객 총자산 100조 돌파

신한PWM Lounge 영업소 오픈

신한창조금융플라자 오픈

베트남 현지법인 출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출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2
2013

2015

2016

Since 20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시중 증권사 최고 국제신용등급 획득
(Moody’s ‘A3’, S&P ‘A-’)

상반기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증권업종 1위

초대형 IB 도약을 위한 증자 확정

환경경영인증 ISO 14001 획득

인하우스헤지펀드 설정액 4조 돌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KQI) 2년 연속 1위 

상반기베스트증권사 종합 1위(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업계 1위 

2017

2018

2019

Since 2017

이영창 대표이사 사장 취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5반기 연속 1등급 선정

수출입은행 외화채 발행 대표 주관사 선정

리테일 자산 순증 16조 달성

김상태 대표이사 사장 취임 

2020

2021

2022

Since 2020

회사명 신한투자증권
설립일 1973년 4월 2일

대표이사 이영창·김상태
지주 및 계열회사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등

본사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사업영역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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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가치 체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미션 아래, 바르게/빠르게/다르게/다함께 핵심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를 지향합니다. 

2022 경영계획

기본과 원칙/고객 신뢰, 투자 명가, 디지털 리딩 컴퍼니, 법인 생태계 구축을 2022년 4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

하고, 10대 핵심 아젠다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션

핵심가치

그룹비전

지향점

전략방향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WAY는 신한인 모두가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자, 신한의 지향점입니다.

‧기본과 원칙 / 고객 신뢰
‧법인생태계 구축

‧투자 명가
‧디지털 리딩 컴퍼니RE:BOOT

Shinhan

바르게
고객과 미래를 

기준으로 바른길을 
선택한다  

빠르게
빠르게 

실행하고 배우며 
성장한다

다르게
다름을 존중하며
남다른 결과를 

만든다

다함께
동료의 성공에 

기여하여 다함께
발전한다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大韓民國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

신한 RE:BOOT을 기반으로 4대 전략 방향 및 10대 핵심 아젠다의 강력한 실행

2022년 지향점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회사, 투자 명가, 디지털 리딩 컴퍼니, 법인 생태계 구축”

전략방향 ① 

전략방향 ③ 

전략방향 ②

전략방향 ④

1.  신한 RE:BOOT의 강력한 실행 

2. 고객중심 채널 혁신 지속

3. 내부통제 시스템 완성

기본과 원칙/고객 신뢰

7. MAU, MZ고객 획기적 증대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장

8.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지속

디지털 리딩 컴퍼니

9. 법인 생태계 구축을 통한 
법인고객 커버리지 확대

10. GIB Fee-based Biz 역량 강화 

법인 생태계 구축

투자명가

4. GMS 업계 Top Tier 지위 수성

5. Money Move 대응 자산관리 역량 강화

6. 현지법인 수익원 다변화 

RE:BOOT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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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리테일그룹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자산관리 파트너”

*  업계 최초 고객 수익률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철저한 고객수익률 중심 자산관리 서비스

*  전문가를 통한 국내외 상품 발굴 및 자산배분, 

   판매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 수익률 제고

GMS그룹

“폭넓은 자산운용 및 독창적 상품공급의 선순환 구조로 성장 확대”

*  전문성 기반의 운용 전략 및 투자 다변화를 통해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지속적 수익기반 마련

*  고객 친화적 상품 출시를 통한 증권업계의 상품 제조 트렌드 선도

(단위: 억 원)

GMS그룹 순영업수익

2019 2020 2021

1,755

3,381

2,933

WM그룹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자산관리서비스”

*  신한PWM: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전문가그룹의 역량이 

   결합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IPS(Investment Products & Services) 본부 통한 

   그룹 차원의 통합 투자솔루션 제공

(단위: 억 원)

그룹 순영업수익(리테일+WM+디지털) 

2019 2020 2021

5,158

5,802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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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고객그룹

“압도적인 리서치 역량 기반 기관고객의 믿음직한 자산운용 파트너”

*  법인영업·파생상품·국제부문의 업계 선도적 지위에 기반한 

   탁월한 기관고객 서비스 제공

*  기관투자자의 성공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및 

   투자 서비스 제공

(단위: 억 원)

기관고객그룹 순영업수익

2019 2020 2021

720

1,075

1,283

GIB그룹

“기업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 제공”

*  기업금융, IPO, 회사채, M&A, 부동산PF, 해외PF 등

   토탈 금융솔루션 제공

*  신한금융그룹의 IB 협업을 통한 투자 및 기업금융서비스

글로벌사업그룹

“고객중심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One-Shinhan 글로벌투자 파트너”

*   글로벌IB딜 및 해외상품 등 전 세계 투자기회를 발굴하여 

   그룹고객에게 제공

*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탈 금융솔루션 제공

(단위: 억 원, DC포함) (단위: 억 원)

GIB그룹 순영업수익 글로벌사업그룹 영업수익

2019 20192020 20202021 2021

2,731.09

2,869.65
2,802.15

142.5

1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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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신한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뉴욕 

해외 현지법인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광범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신흥시장

베트남  디지털 기반의 리테일 비즈니스 확장 추진

·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팅 통한 리테일 비즈니스 확대 

·  현지 계열사간 One-Shinhan 협업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인도네시아  Local IB 및 FICC 중심의 비즈니스 추진

·  현지 우량기업과 공기업 대상 공사모채 발행 주관

·  IB 딜의 홍콩·싱가폴 등 글로벌 Distribution 채널 확대

·  인바운드 USD 채권 중개를 통한 채권 브로커리지 역량 강화 

Global Business

선진시장
뉴욕  Fund Placement Sales(글로벌AI영업부)

홍콩  인수금융 주선, 대체투자 IB영업 추진

해외사무소

신흥시장
상해사무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호치민사무소  베트남 시장 In house 리서치센터 

New York

Hong Kong

China

Indonesi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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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주요 실적

“글로벌 연결과 확장을 통한 효율적 성장 및 기업가치 극대화 추구”

*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강화

*  본사 협업 강화 및 현지화 통한 IB 비즈니스 고도화 

*  글로벌 상품소싱 채널로서의 역할 확대

2019 2020

IB

22

10

24

IB딜건수(자체/협업) 

IB수익

75.2

67.2

47.8

2021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영업수익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손익

외형

236.1억 원 

94.2억 원 

2,639억 원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욕 홍콩

74.3
27.8 9.8 5.5 31.2

(15.5)
17.0 (30.6) 4.0 (5.9)

20.4 2.8 16.6 54.4
94.2

190.4
57.0 73.9 22.2 37.3

236.1
73.0 49.0 32.6 81.5

214.6
61.7 60.3 20.9 71.7

433 211 45 1,126
1,815

1,074 224 67 1,275
2,639

442 258 44 426
1,17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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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중산층 1억 5,000만, 아세안 지역의 경제 대국, 풍부한 자원과 안정된 정

치 상황을 기반으로 매년 5% 이상의 GDP 성장을 이어가며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

한투자증권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두고 경쟁하며, 매력

적인 금융 상품을 발굴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고, Local IB 및 FICC 중심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등의 노

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지분 99%(손자회사 SAMI 75% 보유)

자본총계 228억 원(납입자본 196억 원) ※21년 말 기준

현지 설립일 1988.12.28(마킨타증권)

인수일

(출범일)
2016.7.21(2016.12.8)

임직원 증권 : 46명(주재원 4명) ※22.1Q 기준

라이선스 위탁매매업, 인수주선업, 자기매매업

주요영업
IB영업(구조화, IPO, 유상증자 등),

자산운용(SAMI)

주요 성과

2019
업계 최초 현지 한국계 클럽딜 대표주관(LPPI)

당사 최초 해외 유니콘 펀딩 주선(Bukalapak)

2020 APP그룹 3차 김치본드 대표주관(OKI)

2021

APP그룹 4차 김치본드 대표주관(INKP)

상장사 공모/사모사채 인수,

주선(총 규모 2,076억 원)

Sinarmas 자산운용 규모 약 160억 원 블럭딜 유치

싱가포르 내 인니 채권 거래기관 유치를 통한 

In-bound 거래 개시(9월)

현지 정보통신기업 IPO 단독 주관(Wira Global)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구축 추진

주요 성과

2019

Fund Placement 비즈니스 구축(주재원 인력 파견)

법인 최초 본사 협업 IB수익 창출(호텔 메자닌 대출 

Service Agent, 데이터센터 대출 건 등)

법인장 및 Sales 인력 신규 영입을 통한 영업력 강화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한 흑자 전환

2020

Fund Placement 성과 확대 

(상품소싱 7건, 규모 약 6,120억 원)

신한은행 뉴욕지점 딜 소개 

(LA소재 오피스 선순위 대출 주관)

FP 비즈니스 본격화 및 Equity Sales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흑자 지속

2021
Fund Placement 성과 지속 창출(’21년 FP 상품소싱 

5건 및 판매 10건, FP 판매규모 약 10,957억 원)

New York
미국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 금융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금융사들이 맨해튼 월가(Wall Street)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뉴욕법인도 그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사들과 당당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

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조직된 금융시장인 뉴욕 금융시장에서 신한투자증권은 대체투자 등 다양한 글

로벌 투자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글로벌 상품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뉴욕법인 

(Shinhan Investment America Inc.)

지분 100%

자본총계 66억 원(납입자본 84억 원) ※21년 말 기준

현지 설립일 1993.6.15

임직원 총 4명 ※22.1Q 기준

라이선스 Brokerage, Trading, Underwriting

주요영업
In-Bound 한국주식영업, 

Fund Placement, I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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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홍콩

홍콩은 안정된 선진 금융 시스템 및 런던과 뉴욕의 중간 지점이자 중국 진출 게이트웨이로서의 지정학적 위

치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시아의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진

출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홍콩법인은 본사 IB조직과 연계하여 신디론 주선 사

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글로벌 IB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홍콩법인  

(Shinhan Investment Asia Limited)

지분 100%

자본총계
1,263억 원(납입자본 1,158억 원) 

※21년 말 기준

현지 설립일 2007.5.25

임직원 총 7명(주재원 1명)   ※22.1Q 기준

라이선스 유가증권 거래 및 자문, 자산운용

주요영업
신디론 주선 및 IB투자, 채권발행 및 운용, 

자산운용업

Vietnam
베트남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베트남 현지 증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2016년에 베트남 법인을 출범하

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의 우수상품 소싱과 한국 연계 IB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IB(투자은행) 사업부문 및 금융계열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여 한국 증권사 최초로 베

트남 소비자금융제 유동화와 신디케이션론 등을 주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평균 연령이 낮

고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유망한 베트남 시장에서 디지털 기반의 리테일 비즈니스 확

장을 추진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현지화, 디지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2019

국내 대기업의 현지기업(Petrolimex) 지분인수 자문

업계 최초 역외 신디론 주관(Hyosung Vina)

아리랑 영구채 대표주관(CJ Cau Tre)

2020

법인 최초 베트남 물류센터(Logis Valley) 지분투자

베트남 최대 종합 소비재그룹 Masan Group 

공모채 인수 및 운용

국내 최대 친환경 업체 TSK 코퍼레이션의 

베트남 친환경 기업 지분투자 자문

2021

최초 여전사 미래에셋파이낸스 김치본드 보증 

사모 사채 발행 성공

현지 최대 부동산기업 Anphat Group 동화표시 

사모 사채 주관 투자

현지 내 온라인 트레이딩 차세대 시스템 론칭(11월)

550억 원 증자로 리테일 시장 내 경쟁력 확보(12월)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지분 100%

자본총계
1,076억 원(납입자본 961억 원) 

※21년 말 기준

현지 설립일 2007.12.18(남안증권)

인수일

(출범일)
2015.7.16(2016.2.4)

임직원 49명(주재원 4명) / 사무소 1명 ※22.1Q 기준

라이선스 위탁매매업, 투자자문업, 자기매매업

주요영업 리테일 BK/마진, IB(구조화, DCM, M&A 등)

주요 성과

2019

Citius Tech 중순위 인수금융 단독 대표주관 

(규모 약 1,040억 원)

외화표시 FRN 발행 (국내기업) 30건 (총 발행규모 

약 6,102억 원), Service Agent, 데이터센터 대출건 등 

2020

신한지주 유로본드 발행 대표주관

Hexaware 중순위 인수금융 단독 대표주관 

(규모 약 650억 원)

외화표시 FRN 발행(국내기업) 25건 

(총 발행규모 7,316억 원 )

2021

한화솔루션 ESG 채권 발행(사모사채):

발행규모 약 1억 유로

수출입은행/신한지주 등 유로본드 

공모채 발행 대표주관 

Virtusa 중순위 인수금융 단독 대표주관 

(규모 약 1,560억 원)

HGS Healthcare 중순위 인수금융 단독 

대표주관(규모 약 1,560억 원)

외화표시 FRN 발행 (국내기업) 24건 

(총 발행규모 8,632억 원)

신한-Ardian 재간접 펀드 출시 등 자산운용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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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장기 전략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하나뿐인 자연환경

을 보호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가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3가지 요소인 ‘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하는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금융그룹의 친환경, 상생, 신뢰를 토대로 하는 ESG 경영 전

략 방향에 맞춰 ESG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대한민국 ESG 대표 증권사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Zero Carbon Drive  추진 

친환경 금융 리딩

금융의 친환경 선도

지배구조 개선

다양성/포용성 확대

투명성/다양성/공정성 강화

사회적 ESG 가치 확산

사회공헌·금융소비자 보호

감동과 가치, 선한 영향력 확장

다르게!빠르게!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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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기 전략 방향 및 핵심 과제

금융의 친환경 
선도

선한 영향력 
확장

투명성/다양성/공정성
강화

Zero Carbon Drive*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사의 본업에 맞는 친환경 투자 활성화를 통해 

ESG 대표 증권사로의 입지 구축

Zero Carbon Drive

내/외부 탄소배출량 절감

친환경 경영 ‘대시보드’ 구축

친환경 관련 대외 인증 추진

친환경 금융 리딩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확대

임직원 Green Print 캠페인 시행

사회적 ESG 가치 확산

ESG 컨설팅 커버리지 확대  

ESG 실무 포럼 개최

ESG 평가 모델 구축

사회공헌·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와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 성장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고객인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한 선한 영향력(Impact) 확장

* Zero Carbon Driv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룹의 내부 탄소배출량을 2044년까지 ‘0’로 감축하고, 금융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프로젝트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및 충실한 대외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우수 증권사로 거듭나고, 비재무 리스크 모니터링 및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 기틀 마련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

ESG 거버넌스 강화

ESG성과보고서 발간 확대

다양성·포용성 확대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환경 구축

여성 경영리더 선발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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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 제정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3월 국제자본시장협회가 제정한 녹

색 채권 원칙, 사회적 채권 원칙, 지속가능 채권 가이드라인

에 부합한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리

체계의 적정성 검토를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

증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녹색 채권(Green Bonds)  친환경적인 사업분야에 투자할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해양열, 풍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발전 및 서비스 인프라를 촉진하는 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및 기술개발, 에너지 절감 지역난방, 원격검침 인프라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토양복원사업, 쓰레기 재활용/처리 및 시설, 폐기물 집하, 질소산화물의 억제 또는 제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기술을 촉진하는 사업

친환경 운송수단 및 인프라
자기부상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스마트카 생산 및 기술투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을 촉진하는 사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관리
수질 개선 인프라, 폐수처리, 하수 및 폐수 재활용, 수생태계 복원 등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지속가능한 자원 및 토지관리 토지, 물, 공기, 광물, 산림, 동·식물 등 주요 천연자원의 지속성을 촉진하는 사업

친환경 및 순환경제관련 상품/

기술 및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상품생산, 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제품, 재생폴리에스터(rPET) 생산 및 

이용 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에 기여하는 기술 및 사업

사회적 채권(Social Bonds) 취약계층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기초 인프라 상하수도, 식수, 교통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제공되는 사업

기초 서비스 의료, 교육, 기초생활물품 등 취약계층 및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주택금융 공공주택, 취약계층 거주시설의 금융지원 및 보수사업

사회경제 발전 혁신 기업 투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성장 지원 사업

지속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s) 친환경적인 사업 분야에 투자할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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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발행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4월 1,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

(만기 3년, 금리 연 1.5%의 원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된 채권은 신한투자증권의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에 의거

하여 배분되었으며, 녹색분야에 382억 원, 사회분야에 42억 

원, ESG 분야에 576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은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친환경 건물, 신재생에너

지 사업,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

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금융

을 통한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사업분야 기대효과 지원금액

친환경 건물 

복합물류 사업 LED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연간 304.397tCO₂eq 감축 기대) 135

신재생에너지 

지붕형 태양광 대출 전력생산량 16.468MW(연간 2,277tCO₂eq 감축 기대) 82

풍력발전 PDF LP 전력생산량 254.2MW(연간 388,744tCO₂eq 감축 기대) 135

친환경 및 순환경제 관련  상품/기술 및 프로세스

재생연료 생산플랜트

•폐플라스틱 반입: 일 135톤 반입

•제품생산

 - PET(투명) flake 제품: 80톤/일 생산

 - PE, PP flake 제품: 15톤/일 생산

 - PE, PP Pellet 제품: 19톤/일 생산

30

사회적 책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264세대 공급에 기여 42

ESG 채권

ESG 인증 채권
녹색채권, 사회적 책임 등 ESG 인증 채권을 매입하여 

ESG 인프라 형성 증진에 기여
576

합계 1,000

[ESG 자금 프로젝트 배분 내역 및 기대효과]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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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의 금융지

원 강화를 위해 ‘N.E.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 금융 

지원, 신디지털 금융 선도, 신성장 생태계 조성’ 3대 핵심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신

한투자증권를 포함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은 N.E.O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경제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가

속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구분 내역 금액

혁신 투자

직접투자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ICT제조, 유통/서비스, 화학/소재, 

전기/기계/장비, 영상/공연/음반 업종 투자 포함 182건
2,080.8

간접투자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4.0

신한AIM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10.0

신한 창업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300.0

신한 창업벤처 알파 일반 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 15.0

친환경 투자

에너지 전남 영암 지붕형태양광 PF 외 1건 102.0

자원순환 화성시 재생원료 생산플랜트 개발사업 PF 외 5건 580.0

도시 세종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개발사업 지분투자 25.0

SOC디지털 투자 SOC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저온물류센터 개발사업,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개발사업 등 투자포함 13건
1,614.0

총합 4,730.8

[2021년 N.E.O 주요 투자 실적]

신한 N.E.O
Project

新 성장산업 
금융 지원

新 디지털 금융 
선도

新 성장 생태계
조성

혁신투자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에는 바이오/의료, 화학/소재 등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080억 원의 직접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사회적 기업 등 혁신성장 기업 

에 329억 원을 간접투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친환경 투자

신한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태양광 사업,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개발사

업 등 총 8건의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투자금액은 총 707억 원에 이릅니다.

SOC디지털 투자

신한투자증권은 사회기반인프라(SOC)의 디지털화 및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로 전환을 통해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저

온물류센터 개발사업,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투자금액은 

1,614억 원입니다.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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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패러다임 ESG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에서

는 리서치센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계획을 담는 ‘뉴 패러다임 ESG 1. 테마편’과 ‘2. 기

업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뉴 패러다임 ESG 1. 테마편에서는 

ESG 이슈와 ESG 채권 및 대체투자, 산업별 ESG 영향으로 

구성해 350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뉴 패러다임 

ESG 2. 기업편은 2021년 신한 ESG 컨센서스와 국내 60개 

기업의 ESG 리포트를 400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MSCI, S&P 등 8개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컨센서스를 산출하였으며, 60

개 기업에 대한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별 ESG 분석자료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는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컨센서스를 활용한 

ESG 분석’ 등의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the Blue Book’ 시

리즈의 발간으로 ESG의 본질적인 의미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고, ESG 이해도를 높이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뉴 패러다임 ESG’ 발간 

· ESG 이슈

   ESG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정부, 투자자, 기업, 민간)의 

활동을 토대로 2021년 주목할 ESG 이슈와 ESG 투자 

및 기업 동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ESG 채권 및 대체투자

   채권 및 대체투자에서 ESG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팽창하는 ESG 채권 

국내외 발행 현황과 의미, 신용평가사들의 ESG 인증평

가 방법론 등을 살펴보고, 발행 및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합니다.

· 산업별 ESG 영향

   ESG로 인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패러다임 

변화와 전개되는 주요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 ESG 컨센서스

   신한 ESG 컨센서스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SCI, KCGS, S&P 등 8개 ESG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128개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컨센서

스를 산출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 국내 60개 기업의 ESG 리포트

   신한 ESG 컨센서스에 따라 산출한 국내 60개 기업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ESG 평가기관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ESG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했으며, 기업별 ESG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개선노력과 향후 ESG 평가점수 

반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Ⅰ. 테마편 Ⅱ. 기업편

2021
MSCI

KCG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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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2021 제23회 매경증권대상 
IT혁신 부문 수상
_매일경제

신한투자증권은 2021 매경증권대상 IT혁신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2018년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ESG 채권 
1,000억 원 규모 발행

신한투자증권은 1,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금번에 

발행된 ESG 채권은 만기 3년, 금리 1.5%의 원화 채권으로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신한

투자증권은 ESG 채권 발행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ESG 채권 관

리체계 사전인증을 받았습니다.

2021 아시아스마트금융대상 
콘텐츠 최우수상
 _아시아경제

신한투자증권은 ‘2021 아시아스마트금융대상’의 증권앱(MTS) 평가에서 콘텐츠 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증권거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신뢰성과 차별성, 거래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 상담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B 혁신상
_머니투데이

신한투자증권은 '제18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IB 혁신상 수상자

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 연속 인도네시아 기업 대상 김치본드 대표주관

을 진행하며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

았으며,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

위 확보 및 공고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1 헤럴드 투자대상 

최다 커버리지상
_헤럴드경제

신한투자증권은 ‘2020 헤럴드 투자대상’에서 최다 커버리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다 커버리지 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2개월간 가장 많은 

종목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에 수여되는 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이 기간에 총 230개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 대상 

27개 증권사의 평균 커버리지 목 수(154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발간 건수는 1,571건으로,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21 아시아자본투자대상 
퇴직연금부문 최우수상 
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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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공헌대상 

‘소외계층 및 장애인복지지원’ 명예의 전당
_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신한투자증권은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의 소외계층 및 장애인복지지원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 본업의 힘으

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따뜻한 금융캠프’도 진행하고, 임직원의 급여 끝전 기부 프로그램인 ‘모아모아해

피’ 기부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마스

크 제작 및 기부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상생하

는 사회 일원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2021 제6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인력 및 인사 부문 
아시아경제 대표상’ 수상
_아시아경제

'2021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아시아경

제 대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력·인사부문 아시아경제 대표상을 수상한 신한투자증

권은 여성 리더 양성과 여성 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초의 여

성 전무를 선임하면서 본부장 여성 임원이 3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인력 고용 비율을 

전년 대비 4% 늘리고 여성 신입사원 채용 비율도 45%대로 높였습니다.

2021 대한민국 리딩금융 

ESG 어워드 증권·자산운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
_머니S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

행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리딩금융 ESG 어워드'에서 증권·자산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리딩금융 ESG 어워드는 금융업에 맞춘 중요 지표들을 선별해 평가모델의 적합성을 구축하

고 있으며, 의미있는 ESG 경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어워드입니다.

2021 언택트 강연프로그램
‘신한디지털포럼’ 진행

신한투자증권은 3,000개 법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참여하는 

언택트 강연 프로그램 ‘신한디지털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디지털포럼'에 참가하는 3,000개 법인에 신한금융그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토탈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디지털포럼을 

시작으로 법인고객에게 품격있는 인적, 

지적교류의  장을 계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 
‘신한커넥트포럼’ 개강

신한투자증권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리더들을 위한 품격 있는 교류의 장인 ‘신한커넥

트포럼’을 론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정규세미나에서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를 통

해 마켓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린미팅, 문화탐방, 우수회원사 탐방 등을 통

해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계제로와 같은 경영환경에서 등대같은 역할을 하

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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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 증권회사들은 전사적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 및 

협력 프로그램, 타업종과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화 협력,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신사업모델을 다각화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DIGITAL  
TRANSFOR-
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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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업 디지털 리딩 컴퍼니’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압도적 우위 확보, 선도적 

디지털 신사업 발굴·참여,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문화 체질화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요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여 비즈니스 및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있으며, 나아가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과 문화를 적

용, 발전시켜 신한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과 제휴를 하여 외부 플랫

폼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서류,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커뮤니티 기능 및 고객 맞춤

형 홈화면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국내 금융권 최초 계정계/정보계 U2L 전환

2021

U2L 및 WEB/WAS 오픈소스 전환 추진

DW 및 정보계 통합 시스템 구축 Digital Transformation 이행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가속화

2015 2017

단위 시스템 & 채널 시스템 U2L 전환 

WEB/WAS Apache/Tomcat 전환 

New HTS 구축, 

알파 2.0(MTS) 개편 

지점 디지털 창구 재구축

CRM 구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디지털 컨택센터 구축 

20202014 2016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



신한알파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One 플랫폼’을 

지향하며 남녀노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대표 MTS 서비스입니다.

신한알파

누구나 쉽고 편리한 ONE 플랫폼

신한알파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One 플랫폼’을 지향하며 

계좌개설부터 국내/해외 트레이딩, 투자정보, 자산관리, 뱅

킹 서비스까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

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대표 

MTS 서비스이자 최적의 투자 조력자로 편리한 투자를 위한 

만족도 높은 최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에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액으로도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 다양한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큰 글씨/이지모드, 알파 가이드’, 고객 맞춤형 

투자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투자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한 투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한알파의 월간 활성 고객 수는 2021년 말 102만 명으로, 

전년 말 66만 명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주식 거래대금은 

2021년 말 232조 원으로, 전년 171조 원 대비 35%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고객 맞춤형 홈 화

면 개편, 커뮤니티 서비스 구현 등 고객이 더 쉽고 편하게 즐

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업

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증권사의 기반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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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으로 삼아 쉽고 새로운 서비스를 

편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형 고객이 디지털 채널에서 모든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점 PB가 

VIP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요 투자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비대

면 고객에게 자산에 따른 차별 없이 투자정보 큐레이팅 서비

스를 맞춤 제공하는 ‘투자플러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신한알파를 통해 베테랑 PB의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디지털 PB 투자상담 서비스’, 챗봇 및 음

성봇(AI 음성 기반 상담봇)을 통해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업무상담 서비스 제공,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디지털 채널

을 활용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까지 고객에

게 쉽고 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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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적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증권사 최초로 KCB(Korea 

Credit Bureau, 한국신용평가사) 제휴를 기반으로 개인 납

부 내역이나 당사 고객 금융투자정보를 통해 신용점수에 가

점을 부여하는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기존 

해외주식 상품권(스탁콘)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국내주식, 펀

드, RP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권 서비스를 업그

레이드하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증

권사 최초 미국 우량 기업에 단돈 5천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도입에 이어 2022년 하반기에

는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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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NC(Simple, Intuitive, Neo CRM): 통합 고객관리 플랫폼  2) TWMS(Total Wealth Management System):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3) AICC(AI Contact Center):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컨택센터 4) PaaS(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와 환경 등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디지털 PB 스타트업 제휴 파트너 지점PB/IB

디지털 비대면 고객 오프라인 대면 고객

신한투자증권 App Market

MSA 기반 계정계/정보계 시스템 현대화(PaaS4))

고객관리 플랫폼

˙ SINC1)  ˙ TWMS2) ȦICC3)  골̇드넷+

Open Platform(Plug-in Play)

구독가능 서비스 구독가능 콘텐츠 

종합자산관리 App
AI 주문 App

법인자금관리 App
해외주식 주문 App

리서치 콘텐츠
투자정보 콘텐츠
종목추천 콘텐츠
상품정보 콘텐츠

신한투자증권 서비스
알̇파/HTS
ṖFM(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신̇한플러스 등

Prive(자산관리) 

투자정보

자산관리서비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超개인화 기반 디지털 PB 대면 거액 고객중심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디지털 新금융 생태계 B2B 비즈니스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적시에 안정적으로 제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생성/정의

분배/분석

데이터 파트 AI 그룹사 데이터

표준화/통합

메̇타 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기̇존모델 정의 대̇내외 데이터 통합

전사 DW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마이데이터 플랫폼
경영/CRM 리스크

경̇영관리 분석 다̇차원 분석
마이데이터 사업자

통̇합자산조회 투̇자일임/추천



COMPANY OVERVIEW SOCIAL GOVERNANCE APPENDIXENVIRONMENTAL 27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추진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래

하면서 데이터 주권의 주체적 행사가 가능해지고 통

합 자산 관리 및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가 기대됨에 따라 정보 주권의 주체적 실행이 가능해

지고 금융시장 내 전통적인 제조 및 프로세스의 변화

를 유발하고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참여로 

지속적인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투자 Hub Platform Leading 

Player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조회 서비스 제공

을 통해 '내 손안의 투자파트너'로서 고객에게 다채로

운 투자 경험과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합니다.

3대 핵심 차별화 전략

AI 기반 입체적인 

투자 운영 지원

고객이 직접 (DIY)하는 

간편한 자산조회 서비스 제공

모으고, 아끼는 스마트 

Life Plan 지원

신한투자증권-카이스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행동경제학 관점의 AI기반 

고객투자 성향 파악

행동경제학 기반 
고객 투자 패턴 파악

고객 세분화를 통한 투자패턴 

파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수집 후 고객특성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오프라인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목적별 자산 관리

교육비, 주택마련, 은퇴준비 등 

목적별 자산관리 지원 

고객별 정교한 소비 진단을 통해 

저축과 투자를 지원하고 

노후 대비 및 

절세 전략까지 제시

절세 꿀팁

금융자산 예상세액 산출 및 

맞춤형 절세방안 제시

퀴즈 온더 챌린지

재미 요소를 활용하여 고객 참여 

기반 리워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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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유치 

신한투자증권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그룹 비전을 기본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및 외부 제휴 등을 통해 신규 고객의 디지털 채널로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

습니다. 신규 고객 중에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음을 파악하고, 주식 투자 시작 단계에서 단어부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신한알파’

를 접근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 MZ세대들에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디지

털 채널 다각화를 통한 MZ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편리함을 위해 고객의 전 금융기관 휴면 자산 알

리미 서비스를 신설하고, 그룹사 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으며, 그룹사의 데이터 연계(Tops 등급 등)를 통해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의 신한플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사 채널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핀테크 기업들의 상생 파트너
 
신한투자증권은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육성/지원하며,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플랫폼으로 비

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퓨처스랩(Shinhan Future’s Lab)을 통

해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있으며, 나아가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과 문화를 적

용, 발전시켜 신한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과 제휴를 진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BC카드 페이북 내 CMA 및 해외주식, 금현물 투자 서비스 오픈

· 11번가와 제휴를 통한 ‘11번가 증권통장’ 출시

· 파운트와 국내주식 ETF 및 펀드 포트폴리오, 연금 서비스 론칭

· 서울거래 비상장과 협업을 통한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론칭

· 소셜인베스팅랩과 협업을 통한 MTS+SNS 결합서비스 ‘커피하우스’ 론칭

고객

신한투자증권 핀테크
ICT기업

'연결', '확장',의 디지털 시대!

디지털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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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조직문화 구축

신한투자증권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데이

터 포털을 구축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였고, 관련된 역량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자일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사내 다양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하는 방식을 조직 내에 뿌

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향상을 위해 기술 분야

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ICT/디지털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에

게도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사적인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전사적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 track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디지

털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는 테마별 특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

화, 디지털 기초 자격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에 구축된 데이터 

분석 포털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ICT/디지털 신입직원을 위한 별도의 입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ICT/디지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Digital 

Campus를 통해 직원 주도적으로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단계별 학습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전문가 과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이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디지털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회사의 DT 역량을  

상향 평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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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Carbon Drive

31

35

환경경영

ENVIRONMENTAL

34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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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로 분류되며, 

그린스완(Green Swan)의 출현이라 불릴 만큼 

기후리스크가 곧 재무리스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룹의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50년 넷제로 달성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ZERO
CARBON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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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기준)

자산별 금융배출량 비중

34%
18%

17%

27%

상장주식 회사채 기업대출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부동산

친환경 금융 전략

신한금융그룹의 Zero Carbon Drive는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신한만의 차별화된 탄소중립 금융전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감하고, 

친환경 산업 및 기업 투자를 확대하여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자산별 산출자산 비중

16.5%

33.4%

39.8%

저탄소 사업 및 투자   

신한투자증권은 저탄소 금융 이행을 위해  탄소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ESG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로 인한 좌초자산(Stranded Asset)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포함한 투자정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의거한 금융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의사 판단 시 기후영향을 고려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취급 

시 탄소 익스포저 비중을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심사

역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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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관리 및 저감 목표 설정

신한투자증권은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

여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

소배출량의 경우 사옥 및 영업점 등 건물에너지 사용을 통

한 배출량 및 이동연소를 통한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융배출량의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내 배출량 측정을 위해 

PCAF*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상장주식, 회사채, 기업대출,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업용 부동산 자산이 보유

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방법론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경로

를 설정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배출량을 2020년 

말 대비 2030년까지 31.3%, 2040년까지 58.8%를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입니다.
33.7%

2020

2030

2040

59.5%

Net 
Zero 
달성

CO2

2050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회): 

2015년 파리 기후정상회의(COP 21)에서 14개 네덜란드 금융기관이 탄소회계 

및 목표 설정에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고자 결성

[내부 및 금융배출량]

구분 2019 2020 2021

내부 탄소배출량 

(Scope 1 & Scope 2)

Scope 1 (직접배출) 433 483 866

Scope 2 (간접배출) 5,970 5,865 5,979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6,403 6,348 6,845

금융배출량 

(Scope 3)

상장주식 9,531 26,901 8,023

회사채 225,122 248,284 100,848

기업대출 463,833 177,295 191,365

비상장주식 270,133 84,413 99,233

프로젝트 파이낸스 503,834 103,225 156,480

상업용 부동산 8,774 30,043 13,275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1,481,227 670,161 569,224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구분 2020 2030

발전 50,378 13,956

알루미늄 5,840 5,854

시멘트 44,219 36,398

철강 42,408 23,850

제지 18,768 13,834

운송 26,312 22,083

상업용 부동산 30,043 17,721

화학 73,696 42,743

기타산업 378,497 283,873

합계 670,161 460,312

(단위: tCO₂e)

(단위: tCO₂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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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 원칙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기 위해 5대 기후 행동 원

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룹의 철학과 기후 행동 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행체계 및 리더십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관련 연간 추

진계획 및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SG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세부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필두로 한 ESG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유관부서와의 ESG실무협의회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및 자산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

호하기 위해 고탄소배출 산업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대출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해 산업별/자산클래스별로 분류하여 금융배출량을 집계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히 고배출업종(발전, 철강)에 대해서는 한도관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

습니다. 이에 더해 친환경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산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이 전체 자산비중의 73.2%를 차지하고, 배출

량이 전체의 5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산업별 배출량은 2019년 발전부문이 가장 높았으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

제를 야기하는 발전투자를 지양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기준 시멘트, 철강, 화학분야 및 기타산업의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한금융그룹 5대 기후 행동 원칙

원칙 1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기후 변화가 그룹 경영상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인식하며, 그룹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행한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산업별 금융배출량]
2019 2020 2021

기타산업

(금융업 외)

화학

운송

(여객, 화물, 항공)

제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발전

기타산업

(금융업)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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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신한투자증권은 ISO 14001에 기반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019년 본사 사옥을 대

상으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2차례의 사후심사 및 갱신 과정을 통과하며 친환경 경영체

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추진 

신한투자증권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옥의 내부 

온도 및 조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IT 제품 구매,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 사용

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교체 및 인프라 구축

신한투자증권은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

체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였으며, 2030년까지 회사 업무

용 차량 100%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고객 전기차 사용 편

의 제공을 위해 서울 여의도 사옥 주차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총 7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Paperless 추진

신한투자증권은 종이 소비량 감소를 통한 산림보호, 탄소 배출 저감 등의 ESG경영 활동에 기여하고자 전자문서 솔루션

을 도입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지점 대고객 업무에 전자문서를 적용하였고,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점업무의 75%

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환율 100% 달성을 위해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전자문서 적용 서식을 확대하고 있

습니다. 또한 Paperless 정책 강화를 위해 고객 통지 업무를 기존 종이 우편 방식에서 모바일 등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신한투자증권은 전력 사용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하절기 에너지 위기극복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 및 내부 탄소배출량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2월부터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통해 배

출권 할당 업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

다. 또한, 향후 배출권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구축을 통해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더해 수익적인 가치 창출도 이

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퇴근 전 

에너지 절약 실천

4

 실내온도 

26℃ 이상

1

26↑

미사용하는 사무/

전자 기기 플러그 제거

2

전력피크 시간대 2~5시 

개별 냉방기 사용 자제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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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인재경영

37

고객중심경영

SOCIAL

42

46

50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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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오직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전사적 차원에서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를 중심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리테일, 디지털, 신용공여, 기업금융(IB)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신뢰를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제도·기업문화의 근본적 체질을 고객중심으로 바꾸고 

내부통제 기능 및 체계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USTOMER
ORIENTE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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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의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그

룹사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으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

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그룹 경영관리부문(CMO)을 통해 그룹 공통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주 준법감시

안과 감사본부장의 지위를 부사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매월 전체 그룹사 CEO들이 참석하는 그룹경영회의에 ‘선견(先見)’ 세션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정책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예방적 감사 기능 도입 등 다양한 내부통

제 강화 정책 도입을 그룹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경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으

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고객중심 문화를 현장에 내재

화하는 등 모든 사업을 고객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할 예정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설계

신한투자증권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믿음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지를 고객 관점에

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품 출시부터 고객 지향적인 상품의 설계 및 출시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실천하여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전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상

품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투자상품부의 검토보고서를 강화하여 상품 제조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상품심사관리부, 리스크관리부, 소비자보호부, 컴플라이언스부 등)의 협의체 외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체’를 신설하여 상품 제조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 적합성을 

검토하고 출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 수요 기반의 상품 제조를 원천 봉쇄

하고 직접 상품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공고화함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정
리밸런싱 전략/매매 타이밍

상품전략위원회
(상품전략관련 의사결정기구) 

업계 최고 리서치센터와 

모델 포트폴리오 기반의 

상품관련 부서·자산운용전문가를 

통한 운용 전략 결정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및 

모델 포트폴리오

고객 맞춤형 

투자서비스 및 상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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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세무, 부동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8명의 

전문가 집단(금융상품, 세무,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지원)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테일, WM부문의 고객을 비롯하여 신한은행 WM고객까지 포함

하여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2022년에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패밀리오피스팀’을 신설하여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 지원까지 포함하며 강화하였습니다. 고자산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

에는 개인 단독에 대한 서비스를 시대의 요구에 가깝게 부유층 가문의 구성원(3~6인) 및 고객이 

오너인 경우 법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증여, 상속,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자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객중심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면 상담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고객의 지점/센터 방문은 물론 고객

이 요청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접촉 상황

에 2021년 ‘화상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분들과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애자일 방식(Agile)의 컨설팅은 자산배분과 부동산, 세무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금

융자산관리 및 부동산, 세무이슈에 대해 개별 컨설팅 제공은 물론, 고객의 요구에 따라 3개의 컨설

팅을 유기적으로 제공함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부동산 매매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 자금 조달 컨설팅, 매

각대금 운용에 대한 금융상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

사고객간, 당사-신한은행 거래 고객간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간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져 만

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고객 맞춤형 상품

신한 프로 PB랩

하나의 랩 서비스 내 다양한 투자자산을 구성하여 

고객 맞춤 운용 가능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신한투자증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ETF/ETN까지 투자 가능하며,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한 역외펀드

다양한 외화로 직접 투자 가능한 글로벌 유수 자산운용사의 장기 레코드를 

보유한 해외 역외펀드 라인업

신한투자증권 인하우스 헤지펀드

최상위 등급 채권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안정적 수익, 유동성 및 

가격 투명성을 고루 갖춘 한국형 헤지펀드

신한 리자드 ELS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며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파생결합증권

신한 리츠

신한금융지주 100% 자회사인 신한리츠운용이 자산을 관리하여 믿을 수 있고, 

소액으로도 유동성과 안정적인 배당수익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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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통적인 

증권업에 불리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리테일 비즈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고유층시장과 법인시장을 공략한다

는 계획 아래 리테일의 채널 IB/홀세일 등 본사영업, 투자부

서가 시너지 영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인의 창업, 성장, 성숙, 

Exit 등 생애주기별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법인의 오너와 

일가족 그리고 임직원의 개인자산관리까지 연결하여 평생

파트너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신한 법인영업 생태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포럼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인 관계 형성과 Share 

of Time 증대에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지속가능

을 위해 신한투자증권의 법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법인고객은 개인 자산관리와 달리 다양한 조직이 담당

하기 때문에 조직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양방향 연계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Retail-IB-본사 영업부분과 KPI, 수익 

공유, 소개 기준 마련, 영업망 공유 등을 통해 조직간 협업제

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신한커넥트포럼  신한커넥트포럼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이끌고 있

는 각 분야의 리더 여러분께 인적·지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신

한투자증권에서  특별히 준비한 고품격 프로그램입니다.

신한디지털포럼  ‘신한디지털포럼’은 신한투자증권의 법인고객을 대

상으로 국내외 탁월한 역량의 석학 및 글로벌 혁신기업 경영진의 강연

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언택트 프

로그램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액자산가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광화문금융센터'를 확

장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광화문금융센터는 '자연과 전통', '도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광화문에

서 최고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상담받던 고객이 상품가입을 위

해 창구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고객상담부터 상품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프라이

빗한 상담실이 마련되었고, 모든 상담실에 화상상담 기능을 갖춰 외부에 있는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신한투자증권 자산배분 전문가들이 적극 지

원하며, 신한은행 프리미어 창구도 입점해 은행 서비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입니다.

광화문금융센터에는 30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 고객을 관리해왔던 씨티은행 자산관리 최고

전문가(마스터PB) 2명과 10억 이상 자산 고객을 관리한 최우수 자산관리 전문가(CPC PB)  

2명 등이 근무하며 고객중심의 금융상품 판매, 기업자급 운영은 물론 상속증여, 세무 상담 등 

토탈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 광화문금융센터 확장 이전



COMPANY OVERVIEW SOCIAL GOVERNANCE APPENDIXENVIRONMENTAL 41

소비자 의견 반영

고객평가제도 시행 및 모바일 채널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4가지의 고객만족지수(고객응대태도, 

업무대응력, 전문성, 표현력)에 대하여 CEO, 영업점, 직원평

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원 평가에 소비자보호 항목 관련 

변별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어울리는 모바일을 통한 상담과 민원 창

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진정성 있는 제안과 

소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프렌즈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S프렌즈는 신한투자증권이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소

비자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상품 외부전문가 자문단

과 일반고객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으로 자문을 진

행하는 소비자보호본부의 고객중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전문가 자문단은 법률, 회계, 부동산, 리스크 등 분야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어 상품 출시 전 외부의 시각으로 리

스크 요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고객 자문단은 

공모를 통해 주부, 고령자, 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성에 초점

을 맞춰 10인으로 구성되어 고객 관점의 생생한 의견을 수

렴해 상품과 서비스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정책 실행력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투자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한알파” 플랫폼과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국내/해외주식 트레이딩뿐만 아니

라 금융상품 거래, 뱅킹,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해 ‘이지

모드’, ‘맞춤상담’, ‘화상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

인에서 제공받던 PB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

는 디지털PB서비스 ‘투자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목발굴, 매매타이밍 포착, 보유종목에 대한 이

슈 및 공시 체크/관리 등 투자를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불편함 없

는 사용을 위해 화면 ‘확대, 큰 글씨 모드, 보이는 ARS, 보이

스 오버(Voice Over), 음성 OTP 점자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 검사에서 ‘합격’ 인증을 획득하

였으며 홈페이지 개선, 자막 기능 활성화 및 ‘보이는 ARS’ 운

영 등을 통해 웹 와치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금융투자는 쉽고 편리하지만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신한알파에서는 앱 로딩시간 및 메뉴 전환 속

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V3 백신 내재화를 통해 보

안성을 강화하고 앱 연동 오류를 제거하여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로그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신

한투자증권은 향후에도 더 많은 고객이 쉽게 찾고 오래 머물

며 즐거운 투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객 의견을 수시

로 수렴하고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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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체계

당사는 소비자보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추진하는 부서들은 소비자 관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보호

부 담당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신상품 출시과정에서 상품부서의 체크리스트를 통

한 자체 점검과 내부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심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녹취 모니터링과 해

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통해 판매 과정 전반을 정기/수시 점검하

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민원 및 분쟁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협

의체 를 통해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을 보고·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통제기능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 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2020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주무

부서 외에도 상품심사감리부를 해당 본부 산하에 편제하여 상품출시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을 강화하였고 상품출

시 프로세스를 거친 상품이더라도 최종적인 소비자 영향분석 과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가 상품출시를 거

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고객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점에 대한 사전적 교육과 판매과정에 대한 사

후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담당 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철회, 해지하는 경우 성과

급 등 판매담당 직원에게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하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개선 및 상품개발 과정

에서 고객의 관점을 더욱 반영하기 위하여 S프렌즈 자문단 제도를 시행하였고 일반고객 자문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규정과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

료열람권)를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사규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효과적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

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업무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는데 특히 신녹취

시스템과 AI해피콜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보호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녹취/숙려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투자

자 등 취약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영업점의 상품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는 신녹취시스템을 도입

하였습니다. 신녹취시스템은 고객과 영업직원간의 상품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상품설명 스크립트를 음성화

하여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금지

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AI해피콜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품판매 이후 주요 내용을 설명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점검 절차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기존 상담사가 진행하여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AI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점검 방식을 자동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설명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

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이사

소비자보호본부

소비자 보호부 조직도

소비자보호부 상품심사감리부 상품관리부

상품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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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

신한투자증권은 주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방문 모니터링) 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점포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영업점 판매절

차에 있어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보보호체계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

호활동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

객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본부장을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인증

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 및 플랫폼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

내·외 정보보호관련 인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

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통합인증제도인 ISMS-P 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트레이딩, 뱅

킹, 금융상품, 종합자산관리, 투자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

였으며 금융사로서 트레이딩 및 전자 금융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

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관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

에서 10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인 S등급, 100점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인 

ISO/IEC 27001을 취득하여 정보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충족되고 있음을 보장하였고,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인 BS 

10012까지 취득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증 종류 인증제도 설명 비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국내

정보보호 상시평가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현황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을 

점검하여 금융보안원의 평가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용정보보호 관리 등급으로, 신한투자증권은 S등급 (100점) 得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국내

ISO/IEC 27001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BS 10012 인증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국내 •외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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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

으로 연간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소비자보호의 날

을 지정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직원의 참여를 유

도하는 등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소

비자보호 제도,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등을 수시 안내하고 직원들과 공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과정에서 사모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

이 고객에게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당사 상품 출시 프로세스를 통해 

출시되는 사모상품에 대해서 관련 상품부서가 판매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을 시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코로나19 유행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전 산업분야에서 IT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보보호 활동 세부내역 건 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및 

정보보호 관련 활동

- 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규정, 지침, 요령, 절차, 매뉴얼)

- 개인(신용)정보 비식별 처리 및 취약점 이력관리, EDR 솔루션 구축

-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그룹 공동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 및 DDoS 공력 대응장비, 문서 중앙화 시스템)

- 연간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 

   (금융 분야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ISMS-P, 공개용 웹, 기타 솔루션 등)

- 그룹 통합 보안관제 참여,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금융보안관제 서비스 참여

- 업무지속계획 (BCP) 수립, 수탁사 관리감독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의 사이버위험 배상책임보험 및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 보험 가입 ('21.02.21~'22.02.01)

-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부지점 현장점검,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기 내부감사 등)

-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침해사고 대응 훈련 재해복구(DR) 전환 모의 훈련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운영 현황 점검 (일일점검 및 월간 운영 보고)

12건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

- 월별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 활동 추진 (보안 표준점검, 개인영상 정보관리, 정보보호의 날 점검, 인식제고 등)

- 임직원/외주 인력 대상 사내 정기 및 수시 정보보호 교육 (4월~11월)

- 정보보호 생활 실천수칙 마련 및 배포 (화면보호기, 키오스크, 포스트 게시)

- 사내 그룹웨어 공지사항 내 정보보호 정보 및 임직원 실천수칙 게시, APT(악성코드 메일) 대응훈련

5건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

- 금융권 사이버 침해위협분석 대회(FIESTA) 참여, 금융정보보호협회 표창, 전사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그룹 ICT 보안 실무협의체 및 그룹 정보보호협의회 참여

- 금융보안기구(금융보안원) 대의원 사원가입 및 활동 참여, 금융정보보호협의회 활동 참여

- CISO 금융보안원 최고위과정 지원 및 활동 (4월~8월)

- 금융보안원 교육 등 정보보호 전문 기술 교육 지원 및 인재 육성, 매월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8건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

제고활동

- 대표 홈페이지 팝업/공지사항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 안내문 게시

- 대표 홈페이지 팝업/공지사항 내 정보보호 주의 안내문 게시
2건

계 27건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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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정보보호 역량 강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임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실천의 내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호 역량강화

를 위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급/직무별, 법정 의무 교육/상시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임원 3시간 이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 6시간 이상), 일반직원 6시간 이상, 정보기술부문 업무담당 직원 9시간 이상, 정보보호 업무담

당직원 12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보안 트렌드와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완료 후 평가 및 설문을 통해 차년도 교육 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업무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활동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퀴즈를 통해 최신 이슈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부 운영

소비자보호본부는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부를 주무부서로 두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 소비자보호 관련 각 부점의 활동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그리고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이행하고 전사적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업무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제도 전반에 대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확대되고 있는바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신규 룰셋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VOC 및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완전판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전사적 교육·훈련과 점검·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품 구

조가 복잡해지고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뢰 회복’과 ‘영업 정비’를 통해 고객 신뢰를 정상화하

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수차

례에 걸쳐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상품 관련 프로세스를 고

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우선 상품선정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가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

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합류시키고,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

명으로 구성한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도 도입하여 반기마다 전 영업점

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과정 점검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조직과 상품 개발 부서장, 영업 담당 부서

장이 상품 출시를 협의하면서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합의하는 절

차가 마련하여 출시 상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였습니다.

상품 관련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내 신

탁부서의 신규 대체 투자 상품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고, 라임 같은 헤지

펀드 운용사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

업부의 업무 영역을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전 분야의 위험을 분석해 

관리하는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기존 상품감리부는 금융

소비자보호 본부로 독립시키는 등 회사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신뢰를 위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마련

하고 실천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고 예방



SHINHAN SECURITIES  2021 ESG PERFORMANCE REPORT46

인재경영

Agile Transformation

고객중심의 신속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 접점 조직을 대상으로 애자일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디지털전략본부/리테일전략본부/IPS본부/ICT본부를 애자일 조직으로 전환하고 부/센터의 명칭을 챕터로 통

일하였으며, 애자일 전환 조직 직원들의 직위를 챕터장과 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트라이브는 총 2개를 운영하며(Customer Centric 트라이브, DT추진 트라이브),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ustomer Centric 트라이브는 5개의 

스쿼드(Value Propositon, ODS 플랫폼 구축, 법인 Portal 구축, MZ고객 확대, 신흥부유층/SME공략), DT추진 트라이브는 4개의 스쿼드(채널 인터페이스 현대화, Meta 추진, 직원경험혁신, 新Biz 지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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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 및 균등기회 제공

신한투자증권은 채용, 평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평가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프로

세스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역량을 업무 및 리더십역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

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금융전문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복이 곧 이해관계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마음 

가짐으로 직원, 회사,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신한투자증권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정한 채용
신한투자증권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21년부터 기존 채용절차에 ‘채용사전 검증절차’를 추가하여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채용심사위

원회(임원면접) 전 채용사전 검증절차를 시행하여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추천인의 추천인의견서, 입사 조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채용심사위원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한 채용과정을 수행합니다. 앞으로도 신한투자증권은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관리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 성과 평가

신한투자증권은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한 차별’과 ‘역동적인 기

업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의 기여도

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크게 연동하고 있습니

다. 또한, 상향평준화를 통한 동기부여를 위해 조직평가와 직원평가에서 

‘S’, ‘A’등급 비중을 상향하고, ‘B이하 등급’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마

지막으로, 전 직원 육성을 위해 신한WAY 2.0기준으로 동료평가를 운영

하여, 전 직원의 육성과 핵심가치 내재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및 인권 존중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의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

해 여성과 장애인 인재의 채용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성 인

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

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4명의 임원

을 여성으로 등용해 전체 임원 가운데 14%가 여성 임원으로 채워졌으며, 

여성 중간관리자 역시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305명으로 구성되어 국

내 금융회사 가운데 양성평등 지수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판을 확인하였

습니다. 또한 2021년 35명의 장애인 임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

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과 고용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채용 요청 T/O 인정 실무 인터뷰 추천인 
의견서 작성

채용검증
사전절차

임원 면접 입사 품의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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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체계

신한투자증권은 ‘大韓民國 대표 증권사’ 도약을 위한 핵심 금융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 체계를 설정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업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직무지식), 리더십역량(기업문화, 리더십, 일하는 방식, 경영/인문 등), 디지털역량(전사

적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 육성), 공통 필수역량(금융소비자 보호 및 임직원 보호 등) 등 4개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분야별/

수준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를 지나며 스마트 기반의 교육플랫폼이 주

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 학습 플랫폼인 ‘S-Hub’ 및 그룹 공

통 교육 플랫폼인 ‘Scool’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사옥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

하고 운영인력을 육성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

인 실시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스튜디오를 통해 전 임직원이 동시에 학습 가능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원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취득/연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자격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어학역량 향상을 위해 학원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 언택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화상 영어 교육도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개별적인 학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자율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 도약을 위한 핵심 금융 전문가 육성

교육분야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디지털역량 공통 필수역량

교육과정

신입직원 연수

분야별 내/외부 연수

대학 연계 고급 과정

금융자격증

부점장 코칭 연수

승급직원 연수

신한문화 연수

온라인 리더십 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기술분야별 전문 연수

대학 연계 고급 과정

디지털 자격증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정보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리스크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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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근무제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자율출퇴근제, PC-ON/OFF 프

로그램, 보상휴가제 등의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On/Off 프

로그램은 사전에 승인받은 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 및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게 함으

로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직원의 업무 만족감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한투자증권은 안전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질을 높이고자 2021년부

터 『안전ㆍ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ㆍ보건 계획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사업장 사고예방/임직

원 안전 의식 고취활동/임직원 보건 관련 사업 추진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회사 내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회사의 지향점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

과 함께 마음 건강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음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정규 근무 시간 전 또는 후 업무가 필요한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3개월 이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평균 주 40시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원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종료시간이 정해지며 

1개월간 주 평균 40시간 조정

간주 근로시간제
출장이나 연수 등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간주

보상휴가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보상휴가 부여 가능

직원 소통 채널 운영

소통채널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회사의 정책에 반영하여, 직원으

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소통채널 S-Voice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 

S-Voice는 울림/혁신/변화/공유/VOC 총 5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회의 및 부

서장회의 등 회의체를 통한 CEO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울림게시판 이외, 신규 아이디

어 제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투자관련 집단지성, 고객의 소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운영되며 건전한 소통의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S-Voice는 2022년 6월 기준 약 1,700개의 게시물이 등록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직원안전(안전보건 계획)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경영방침/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구성

위험요인 개선
 위험성 평가 실시와 법적 안전점검을 통해 사무실 및 

주요시설물에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개선

안전의식 고취 활동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자 사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사무실 안전수칙’ 안내

보건관련 사업추진 코로나19 예방 방역 활동 실시 

건강관리프로그램(검진유형)

종합검진(35만원 유형) 정밀종합검진(45만원 유형) 마음검진 프로그램(강북삼성병원) 

35세 미만 직원 35세 이상 직원 내마음건강, 우리부부마음건강

신뢰의 노사관계

매년 통일단체협약, 지부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제도를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

계를 위해 매분기(연 4회)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하는 노사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 1회 CEO가 직접 참석

하여 및 노동조합 간부들과 소통하는 확대노사정책협의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노사 합동 해외연

수(18년 미서부, 19년 미동부, 20~21년 코로나19로 미진행)를 진행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조합원 연

수(18년 베트남, 19년 인도네시아, 20~21년 제주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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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강의 금융투자회사

책임있는 성장
(Responsible Growth)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Social Partnerships)

금융 포용성 제고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미래를 향한 투자
(Invest in Our Future)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따뜻한 금융

사회책임경영 추진 체계

신한투자증권은 아시아 최강의 금융투자회사를 비전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0 CSR 전략체계를 공유하여 사회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대 지향점인 ‘책임 있는 성장’,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미래를 향한 투자’를 기반으로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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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금융 실천 활동

서울숲공원 기업후원정원 조성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산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목 식재 및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실천해왔습니다. 2020년은 기존의 친환경 사업을 중장기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서울그린트러스와 서울숲공원 기업후원정원 

조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후원정원 사업을 통해 서울숲공원 내 유휴공간과 

훼손된 녹지대를 복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생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숲공원 기업후원정원의 첫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과 함께하는 느린 산책’ 컨셉

을 테마로 '숲의 향기: 수국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큰 나무들로만 이루어져 허전했

던 숲은 다양한 수국과 야생화들로 어우러져 지친 도시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아름다

움을 선사했습니다. 수국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 속에 쉬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

한 세상 속 우리를 위한 쉼표 with 신한투자증권' 벤치를 함께 후원하였습니다. 

서울숲공원 기업후원정원 조성 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건강한 다양성을 실천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 조성공간에 대

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Share in Love
신한투자증권과 함께하는 ‘Share in Love’의 활동은 국내 미혼 양육모 및 필리핀 도시빈민 아동을 중심

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국내 미혼 양육모 지원 활동은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지고 양육을 병행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인턴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주는 프로

그램입니다. 국내 10명의 미혼 양육모 바리스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카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도 증가와 이용고객 

증대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통해 4,000만 원 이상의 사회적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

인 필리핀 코피노 아동지원 활동은 앙헬레스 빈민가정에 긴급 구호물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생계

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필리핀 코피노 가족 및 빈민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교육, 성교육, 아

동발달 특성 교육 등을 진행하여 올바른 아동 양육의 방법을 공유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빈민가족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코피노 가정 및 빈민가정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중·고 금융 교육 ‘따뜻한 금융캠프’ 실시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금융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2012년부터 미래 경제 주체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

중·고등학교와 1사 1교를 체결하여, 교육 지원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인 ‘따뜻한 금융캠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금융캠프’에서는 학년별 강의와 모의투자 게임을 통한 금융투자 이해와 같은 교육 프

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기본적인 금융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금융투자업 관련 직업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소

년 교육전문기관인 JA KOREA(비영리단체)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만들 수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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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총 3인의 위원(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ESG 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ESG 경영활동에 대한

 의결 및 총괄을 위한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투자증권은 

전사 ESG협의체(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를 

신설, 운영하여 유기적인 ESG 경영 

구동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ESG 
IMPLEM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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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SG 구동 체계 강화

신한금융그룹은 지주 CEO 및 그룹사 CEO가 참석하는 그룹 ESG추진위원회를 강화

하여 그룹 ESG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그룹의 

ESG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그룹의 ESG 추진 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CSSO(기획 및 지속가능경영 담당 임원) 협의회 및 그룹 ESG실무협의회를 운영

하여 ESG 경영 문화의 확산 및 실행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ESG 구동 체계

신한투자증권은 ESG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 ESG실무협의회
그룹 리스크실무협의회

ESG 과제발굴 및 실행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그룹 ESG CSSO 협의회
그룹 리스크협의회

ESG 전략과제
추진 방향 및 관련 그룹 이슈 대응 협의

그룹 ESG추진위원회
(매월)

ESG 전반의 전략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총괄 관리

ESG전략위원회(연 4~6회)
위험관리위원회(연 8회)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전략 심의 그룹 핵심 사업·정책·규정 결의

실무단

CEO

CSSO

이사회 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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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 운영

이사회

ESG위원회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

구성 : 전원 사외이사 (위원장 : 박종우)

역할 : 연간 ESG 추진계획, ESG 관련 중요 정책 및 전략 승인, 이행 사항 관리·감독 

구성 : ESG기획팀 (부서장 1명, 실무자 3명)

역할 : ESG위원회 원활한 운영 및 세부 추진과제 수행 

구성 : ESG 유관부서 책임자 (주관 : ESG기획팀)

역할 : ESG 과제 발굴 및 실행, ESG 트렌드 분석 및 공유 

GIB사업부 GMS기획실 총무부 인사부 경영관리부 리스크관리부 홍보실ESG기획팀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경영의 체계구축을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체계적인 ESG 경영을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ESG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전문가 초빙

을 통해 ESG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 과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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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역할

신한투자증권 이사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ㆍ지배구조를 지향하며, 경

영진이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고 경영진

을 포함한 경영진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 전반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시정요

구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

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 기반의 이사회 구성

긴장감 있는 상호 견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을 갖춰온 인원으로 구성(금융분야 3명, 경제 2명, 회계 1명, 법률 1명, 경

영 1명)하여 특정 배경ㆍ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ㆍ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

문성이 최대로 구현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

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

증권은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신한금융

그룹의 일원’으로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

시에 ‘따뜻한 금융’이라는 고객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지배구조 원칙과 정

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ㆍ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신한투자증권 이사회의 인원은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정관 제31조). 이사회 인원은 심의사

항의 중요성 및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소, 최대 인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당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과반수인 4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2021년 12월, 기존 경영위원회 폐지 후 ESG위원회 신설

* 2022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이사회 및 제위원회 지원부서 변경 (전략기획부 --> ESG기획팀)

* 2022년 3월, 이사회에서 ESG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실 리스크관리부 ESG기획팀

주주총회

CEO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2명/

상근감사위원 1명)

위험관리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3명)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명)

ESG위원회
(사외이사 3명)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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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내 위원회

신한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에 있어 3명(60%)을 사외이사로 두어 독립적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능력이 있는 인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을, 감사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과 통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는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보다 강화하여 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 등의 보수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 승인하고 이사

회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이사회가 법령,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

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지원시 참

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정 제 8조 및 9조 4항 및 

2016년 제 12차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2월 전년도 이사회 및 제 위원회 운영·역

할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였습니다.

구체적 평가내용으로는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회의시간과 개최

빈도의 적정성,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및 주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

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방법은 총 5점 척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

행되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 이사회내 위원회는 소속 위원 전원이 평가제

를 참여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객관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 전

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및 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반의 업무는 이사

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

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 모두 4등급(우수)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역할 성함 및 직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및 선정
김영도, 박종우, 박희우, 양호철

(사외이사 4명)

감사위원회 내부통제ㆍ경영성과 평가/개선
박종우, 박희우, 송윤진

(사외이사 2명, 상근감사위원 1명)

보수위원회 경영진 등 업무집행책임자·이사·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및 관련사항 심의 승인
김영도, 박종우, 양호철

(사외이사 3명)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 관리ㆍ관리 체제구축
김영도, 양호철, 이영창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ESG위원회 ESG 전략 승인 및 이행 사항 관리
김영도, 박종우, 박희우

(사외이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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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체계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문화인 신한WAY를 행동의 기준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한WAY

의 핵심가치를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고객, 회사,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본적 행동

원칙을 윤리강령으로 전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명한 윤리질서의 확립을 위해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

시본부의 본부장으로 모든 윤리준법경영 실행을 총괄하며, 추진 조직은 사내 윤리준법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윤리 실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교육, 현장점검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다양한 윤리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조직의 운영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체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컴플라이언스부, 법무실, 운

영위험관리부를 그 지원조직으로 내부통제 제반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부·점 별로 준법감시담

당자를 임명하여 법규준수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점검을 수행(매일/매월)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는 내부통제체계·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부(16명), 법무실(8명), 운영위험관리부(8명)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규준수 점검, 

준법감시(모니터링),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법률자문, 운영위험 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고 내부통제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운영하여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위원회 운영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바, 「내부통제규정」 제13조(내부통제위원회)에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

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필수위원으로 하며, 내부통제관련 업

무담당 주요 임원인 기관고객그룹장, 전략기획그룹장, GMS그룹장, GIB그룹장, 리테일그룹장, 정보보호

본부장, 경영지원그룹장, 소비자보호본부장, ICT본부장을 추가하여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 반기 1

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과 12월 연 2회 반기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준법감시본부, 정

보보호본부에서 각각 내부통제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보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적 및 구축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감사
위원회

이사회

내부통제
위원회

윤리 및 준법경영

[준법감시 내부통제조직]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부서

준법감시
담당자

˙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책임 
˙ 지휘 및 통제

˙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설계), 
     유지 및 운영책임

˙ 경영진의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및 미비점 이사회 보고

˙ 금융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 대응방안 검토
˙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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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운영내용

영업점 준법감시 관련 업무 점검 
자본시장법령과 내부통제규정 및 제 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주

기적으로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영업점에 준법감시

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의 준법감시담당자와 지점장은 일·월별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준법감시

부서에 보고하며,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담당자와 지점장의 업무수행 사항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여부 등을 확

인합니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일별로 사고예방, 출납업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위탁매매, 투자광고 등의 항목

에 대해 점검하고, 지점장은 월별로 불건전영업행위, 사고예방,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자체광고 등의 항목에 대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 승인 및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에 근거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 미비점을 시

정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규정 등 준법감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규 제정·개폐, 이사회 및 제 위원회 부의사

항, 투자광고 승인, 정보교류 예외 승인 등 중요 일상업무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GIB/

GMS/WM/퇴직연금과 계열사 등과의 시너지 강화 및 공동영업활동을 위한 임직원 겸직과 예외적 정보교류허용 

승인업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 위·수탁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매 분기 점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전검토(승인) 항목 주요 내용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협회규정 제·개정에 따른 사규 정비

이사회 및 제위원회 부의 사항 이사회, 위원회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투자광고 승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쇄물 / SMS / Mail / 홈페이지 광고,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심의

정보교류예외 승인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한 정보교류의 차단에 대한 예외 적용

보고 업무
준법점검 활동에 의한 점검 결과를 준법감시부서에 수시 또는 정기보고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업무 및 직원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직원 교육 
준법감시 부서 또는 준법감시인이 통보하는 내용의 전달 교육 및 자체 교육

커뮤니케이션
내부통제 관련 상담과 법규 관련사항의 질의 및 회신내용 전달

기록 유지
준법점검 활동 등의 기록

기타 업무
기타 준법감시인이 위임한 사항 

(운영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내부통제규정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준법감시담당자 운영



SHINHAN SECURITIES  2021 ESG PERFORMANCE REPORT60

윤리경영 교육

신한투자증권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임직원 법규준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

으로 준법서약서 작성 및 그룹 공동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직무전환자, 신입직원 그리고 

전 영업점 등 유형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교육내용 구분 대상자  교육내용

1월

신입사원
임직원 자기매매, 

컴플라이언스 이해
7월 전 영업점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청탁금지법)

신임 지점장 영업점 내부통제 교육 7월
리테일, 홀세일,

고유자산운용부문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신임 

고객지원팀장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8월 전 임직원 투자광고업무 주의 사항

2월 전 임직원
임직원의 온라인 

활동 시 준수사항
9월 전 임직원

그룹 윤리준법 

온라인 교육

3월 전 임직원
임직원 겸직 

활동 안내
10월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4월 신임 고객지원팀

임직원 자기매매, 

컴플라이언스 이해, 

자금세탁방지제도 

10월
전 지점, 신탁부, 

법인영업

자사주 매매 

주의사항 교육

5월 전 임직원 고객확인제도 이해 11월 신임 PB팀장
임직원 자기매매, 

컴플라이언스 이해

7월 전 영업점 불공정거래 사례 교육

윤리 및 준법경영 내재화

윤리 및 준법경영 자기 점검 실시

그룹 윤리강령 및 그룹 공통내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 자기점검 연 2회 전임직원을 대

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및 준법경영 자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2,343명 중 2,227명 참

여하였고 참여율 95%입니다.

명령휴가운영지침 개정 및 Block Leave 제도 도입

Block Leave제도는 매년 일정기간 연속휴가 (5영업일 이상 유급휴가) 사용을 통해 회사는 대직 제

도 및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실행한 제

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Block Leave 및 명령휴가]

구분 Block Leave 제도 명령휴가

대상 전 직원
Block Leave 제도 이행률 

저조한 부서 중에서 선정

휴가기간 5영업일 이상 2~3일

휴가일정
직원이 자율적으로 5영업일 이상의 

휴가 일정을 계획

준법감시인이 인사부와 협의 후 

불시에 통보

대직자

Block Leave 직원의 대직자는 대직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과정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소속 부점장

(본부장)에게 보고

명령휴가 대직자는 업무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속 부점장

(본부장)에게 보고

[Block Leave 운영 경과]

1월 3월2월 4월 6월 8월 10월5월 7월 9월 11월 12월

제도 도입 
이행율 휴가계획 등록 1차 점검 

7% 
2차 점검 

46% 
4차 점검 

65%
최종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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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제도 운영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신고,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의사전달 채널인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전적인 정화기능과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경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당사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에 기반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당

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 분석, 이해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위험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의

심스러운 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

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세탁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 등 업무 범위의 확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기존 RBA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범죄 및 부정적 언론에 노출된 거래상대방과의 금

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평판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기관 최고 수

준의 DB구축을 통한 평판리스크 체크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자금세탁방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적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령 및 제도의 변경 등 규

제환경의 변화 시, 이를 당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등에 적시에 반영하고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규제변화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문화의 확산 및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제고

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대면, 비대면(화상, 온라인교육), 동영상 촬

영, 서면을 통한 전파교육, 외부기관 연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

들의 경우 외부기관의 다양한 실무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3명의 담당 직원이 국내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횡령, 배임 등)

·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 사항(불공정거래 행위, 경비 유용 행위 등)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

·  상근 감사위원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그리고 결과 조치를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

·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음

·  신고자 등이 관련 신고내용의 당사자일 경우 책임의 감면도 가능

[내부고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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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

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철학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조직뿐 아니라 모든 조직의 업무 수행 시 리스크 인식 

및 관리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관리본부는 회사가 안정적 기반 하에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재무적 리스크를 인식 및 관리 · 통제하며, CEO 직속 독립 본부로서 리

스크관리부/리스크공학부/감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운영위험관리 기능을 분리, 준법감시본부

에 운영위험관리부를 신설하여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운영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책임자(CRO)는 신한투자증권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며, 각 그룹사 위험관리책임자들로 구성된 그룹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논의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위험관

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리스크 관리 담당조직은 그룹리스크 정책과 

일관된 세부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개최실적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2019년 6 23

2020년 8 22

2021년 7 19

리스크 관리 업무 총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이사회

CEO

CRO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해 심의 및 의결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공학부 감리부 

리스크 관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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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평가

신한투자증권은 연 2회 이상 경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통합위기 상황분석을 통해 손익 및 리스크 영향도를 파악하

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도출된 취약 영역에 대해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와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분석 시나리오는 GDP 성장률,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

동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예상손실, 위험량 증가를 추정합니

다. 통합위기 상황분석 이외에도 매월 별도의 유동성 위기상

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별 차감률(Haircut), 차입부채의 갱신율, 우발채무에 의

한 자금유출 증가 등을 가정하여 유동성 과부족을 추정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

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지침(Contingency Plan)에 위기상황 단

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조기

경보지표), 정성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상황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수익성, 유동성, 자본적정성(건전

성) 등의 측면에서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시 위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직별 대응방안을 수행합니다.

ESG 리스크 관리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 평판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한 투자 정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 철학을 공유하고, 투

자의사 판단 시 ESG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

싱(PF: Project Financing) 취급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심사역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ESG 관련 유의영역(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분기 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룹 감축목표에 따라 PCAF 기준 금융배

출량을 2020년 말 대비 2030년까지 33.7%, 2040년까지 

59.5%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및 관리]

구분 리스크 유형 내용 대응 방법 

재무

리스크

신용 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조직 한도 부여, 사전 심의 및 협의 등

시장 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대 손실 예상액, 민감도, 손실액 등에

대한 한도 부여,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금리 리스크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 등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금리민감 포지션 순자산가치 변동 및 

이자손익 변동 모니터링 및 보고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 부족으로 대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동성 비율, 유동성 갭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비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인력 또는 업무절차, 

시스템 오류 및 외부사건으로 인한 리스크

조직별 운영리스크책임자 운영 및 

리스크 통제활동 자가평가 실시 및 보고

전략 리스크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에 따른 리스크

정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경영환경 점검 및 대응 점검

평판 리스크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등 여론 악화에 따른 리스크

소비자 불만 분석 및 신상품 

모니터링 등을 통한 민원 예방

법률 리스크
각종 계약 문서의 이해 부족 또는 

소송 등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법무실을 통한 법령 위한 여부 검토 등 

각종 법률자문 실시

환경 리스크
환경관련법규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영업손실 등에 따른 리스크

신사업 진행 시 환경사회 리스크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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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Supporting the UN SDGs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전 세계 공동의 

목표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목표를 선정하여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해당 연도의 성과를 ESG성과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음 연도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실

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요활동 페이지

Goal  3. 건강과 복지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한 식사 지원사업 진행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9, 51

Goal  4.  양질의 교육

‧대한민국 대표증권사 도약을 위한 핵심 금융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디지털역량, 공통필수 역량 교육)

48

Goal  5. 성평등

‧여성 임원 및 여성 중간관리자 확대

    (여성 임원 4명, 중간관리자 305명)

47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획득 유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활동 추진,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35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금융고객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41

Goal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ESG 채권 1,000억 원 발행 

    (친환경 건물, 신재생에너지, 순환 경제 사업 투자)

17

Goal 10. 불평등 완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인권 경영 교육 진행

47, 78

Goal 13. 기후행동

‧탈석탄 금융 선언 ‧SBTi 기반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2030년까지 33.7%, 2040년까지 59.5% 감축)

32-33

[신한투자증권 UN SDGs 목표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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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Environmental

Strategic Strategic

EnvironmentalStrategic

Core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선정 및 분류

신한투자증권은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

자를 선정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분류 기준인 법적·재무적·운

영상 책임 여부 및 영향도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 전략적 이해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고객,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를 핵심 및 전략적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의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

심 이슈 및 의견을 청취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하여 건

강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Mapping & Grouping]

주요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주요 소통 채널 및 주기

임직원 

(노조 포함)

· 일과 삶의 균형 

· 전문가 육성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투명한 소통  

· 복지 확대

· 임직원 설문조사 (연 1회)

· Open Door (상시)

· 노사협의회 (분기별)

· 사내 포털 (상시) 

· Cop (상시)

고객 

(기업 /개인)

·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 올바른 금융 정보 제공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불만사항 처리

· 고객 수익률 제고

· 홈페이지/SNS/VOC (상시)

· 고객만족도 조사 (필요시)

· 신한 금융시장 포럼 (연 1회)

· 투자설명회 (필요시)

· 해외주식 투자전략 발간 (분기)

· 지점별 영업창구 (상시)

· 세미나 (필요시)

주주 및 투자자 

· 재무 건전성

· 배당정책

· 주주가치 제고

· 투자자 보호

· 경영성과 배분

· 건전한 지배구조

· 홈페이지 (상시)

· IR 활동 (필요시)

· 주주총회 (연 1회)

· 주요 정기보고서 (분/반기, 연 1회)

· 이사회 (분/반기)

정부 및 유관기관

· 윤리경영

· 세금 납부

· 법규 및 규제 준수

· 정부 정책 참여 

· 보도자료 (상시)

· 간담회 및 협의회 (필요시)

· 정책 제언 (필요시)

· 설명회 (필요시)

지역사회 

· 지역사회 투자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공헌 활동

· 임직원 봉사단 (상시)

· 금융 교육 (상시)

[이해관계자 그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핵심(Core) 이해관계자 임직원,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전략적(Strategic) 이해관계자 정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기타(Environmental) 이해관계자 협력회사, 미디어, NGOs/NPOs, 사회적 약자, Peer Group, 연구기관 및 전문가

신한투자증권이 법적, 재무적 또는 

운영상 책임이 있는 그룹

신한투자증권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룹

신한투자증권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

주요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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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와 이에 대한 중대성을 파악하고자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

해 우선적으로 대응·관리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

된 다양한 의견은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신한투자증권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일반, 

경제, 사회, 환경의 4개 영역에 대해 분야별 이슈가 신한투자증권에 미치는 영향 및 중대성을 평가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이 되는 ‘고객정보 및 데

이터 보안’, ‘준법 경영’, ‘윤리 및 청렴성’ 등을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이전 중대성 평가 결과 상

위에 있던 ‘공정한 성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 ‘일과 삶의 균형’ 등 임직원 관련 이슈들이 순위권 밖

으로 내려갔으며,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준법 경영’, ‘윤리 및 청렴성’, ‘고객만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여전히 높은 순위의 중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중요 이슈 Top 10]

중요 이슈 Top 10 점수

1.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4.62

2. 준법 경영 4.51

3. 고객만족 제고 4.50

4. 소비자 권익 보호 4.50

5. 윤리 및 청렴성 4.50

6. 건전한 지배구조  4.49

7.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4.49

8. 시장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과 창출 4.41

9. 인권 경영 4.37

10. 인재 유치 및 유지 4.37

중요 이슈 Top 10 점수

1. 윤리 및 청렴성  4.67

2.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4.64

3. 고객만족 제고 4.55

4. 소비자 권익 보호 4.55

5. 건전한 지배구조 4.51

6.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4.47

7. 시장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과 창출 4.31

8. 임직원 훈련 및 교육 4.08

9. 폐수 및 폐기물 관리 4.06

10. 기후변화 대응 3.99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응답현황]

총 설문조사 응답자 

120명

내부

63%
외부

37%✚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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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개요 및 프로세스

신한투자증권은 GRI Standards와 ISO 26000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ntext), 중대

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Inclusiveness)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신한

투자증권의 경영전략 및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이

슈를 중대 이슈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

국제 표준 및 벤치마킹

· GRI Standards, SASB, MSCI 등 

산업 중요이슈 분석

· 국내외 유사기업 중대 이슈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영향도

· 고객,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44명 응답

비즈니스 영향도 

· 신한투자증권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임직원 관점에서 평가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 76명 응답

내부 검토 후 최종 선정 

· 신한투자증권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중대 이슈 최종 승인 

중대 이슈 선별 

Identification

총 19개 

중대 이슈 Pool 도출

우선 순위화/
중대성 평가

Prioritization

유효성 검증

Validation

이해관계자 영향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중대성 평가 실시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검토 후 

상위 8개 중대 이슈 최종 선정

미디어 분석 

 2021년 1월 1일~12월 26일까지 

  신한투자증권 관련기사 1,883건 분석

외부 전문가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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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영향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유효성 검증을 거친 결과 총 19개 이

슈 중 8개 이슈가 상위 중대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이슈 관련 신한투자증권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는 보고서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

니다.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No. 중대 이슈 GRI Content Index 순위 변동 보고 경계

➊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GRI 418 증가 내부/외부

➋ 준법 경영 GRI 419 감소 내부

➌ 윤리 및 청렴성 GRI 102, 205 감소 내부/외부

➍ 고객만족 제고 GRI 417 감소 외부

➎ 소비자 권익 보호 GRI 417 감소 외부

➏ 건전한 지배구조 GRI 102 감소 내부

➐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 감소 내부/외부

➑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과 창출 GRI 201 감소 내부/외부

[2021년 중대이슈]

➊
➋➌

➍➎
➏
➐

➑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준법 경영윤리 및 청렴성

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만족 제고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건전한 지배구조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과 창출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High

Low

Low High비즈니스 영향도

폐수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 관리

임직원 훈련 및 교육

인재 유치 및 유지

인권 경영

책임 투자 확대포용적 금융

다양성 및 차별금지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원재료 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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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이슈 관리방식 

Our Priorities & Approach

신한투자증권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대 주제의 결정 배경 및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 보고를 통해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대 주제 배경 및 관리방식 2021년 주요 성과 보고 위치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이슈는 금융업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

은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정보와 데이터가 상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건수 0건

· 정보보호교육 인원(임직원/협력사)

· 2,785명/3,087명

43-45, 63, 80

준법경영

금융기업은 강력한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관계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선

임하고, 컴플라이언스부, 법무실, 운영위험관리부를 지원조직으로 하여 실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법률 및 규정 위반 건수 1건 58-61, 84

윤리 및 청렴성

조직의 윤리 및 청렴성은 기업의 평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금융업의 경우 특히 임직원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룹 윤리강령 및 공통내규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윤리준법 자가점검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

법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교육 이수자 91%

· 윤리 자기점검 실시 비율 95%
58-61, 84

고객만족 제고

고객은 신한투자증권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증권업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을 통해 리스

크 범위를 고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한투자

증권은 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설계를 위해 상품 제조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

품 적합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S프렌드 자문단, 일반고객자문단 및 전문가 자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1,780점
38-45,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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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주제 배경 및 관리방식 2021년 주요 성과 보고 위치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

전예방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규정,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사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와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교육 1,780시간

· 미스터리 쇼핑 평가결과 82.5점
42-45, 80

건전한 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에서 시작되며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조직은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정, 

이사회 규정 등 주요 내규는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등 경영진에게 균형잡

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총인원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

하여 경영진 견제기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출석률 96%

· 2021년 ESG위원회 신설
56-57, 83-84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을 위협할 수 있는 비재무 리스크의 관리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

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철학을 기반으로 조직의 업무 수

행시 재무리스크 및 ESG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를 내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위원회 7회 개최 62-63, 84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과 창출

긴축적 통화정책, 자산버블 우려, 인플레이션 위협 등 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으로 둘

러싸여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업을 넘어 종합투자플랫폼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

세대 ICT 시스템을 도입하고, 빅테크와의 협력 및 마케팅 강화, 법인생태계 구축, 머니무브 대응역

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로 나가고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영업이익 5,856억 원

· 고객총자산 179조 원

· ROE 6.67%

8-13,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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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자산

Ⅰ. 현금 및 예치금 3,762,977,672,634 5,333,585,768,346 5,267,634,217,122

Ⅱ. 증권 24,310,479,254,290 26,281,944,051,299 26,748,763,404,315

Ⅲ. 파생상품자산 675,605,063,836  893,887,496,116  761,500,020,350

Ⅳ. 대출채권 5,800,392,205,584 5,845,777,935,429 5,875,965,561,724

Ⅴ. 유형자산 139,299,079,512 156,185,285,994 183,203,159,143

Ⅵ. 무형자산 56,319,231,689 63,022,058,384 85,533,723,735

Ⅶ. 투자부동산 216,790,217,956 440,472,945,700  433,103,072,864

Ⅷ. 기타자산 2,413,623,949,351 7,617,557,827,159 5,091,100,550,719

자산총계 37,375,486,674,852 46,632,433,368,427 44,446,803,709,972

부채

Ⅰ. 예수부채 1,789,975,990,182 3,751,006,485,110 3,594,668,892,250

Ⅱ. 차입부채  27,276,347,989,691 28,953,110,004,545 28,990,844,403,306

Ⅲ. 파생상품부채 344,603,619,378 663,421,878,531 607,886,808,708

Ⅳ. 충당부채 14,260,135,628 162,895,020,616 388,217,505,277

Ⅴ. 기타부채 3,713,742,622,852  8,727,907,673,501 5,839,696,671,509

부채총계 33,138,930,357,731 42,258,341,062,303 39,421,314,281,050

자본

Ⅰ. 자본금 1,786,998,320,000 1,786,998,320,000 1,786,998,320,000

Ⅱ. 신종자본증권 300,024,000,000 0 0

Ⅲ. 연결자본잉여금 667,635,017,603  667,635,017,603 967,659,017,603

Ⅳ. 연결자본조정 425,266,890 1,976,021,035 1,550,312,730

Ⅴ.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99,433,339,681 102,220,597,281 152,020,145,658

Ⅵ. 연결이익잉여금 1,681,158,788,055 1,814,597,749,031 2,116,718,369,124

Ⅶ. 비지배지분 905,584,892 664,601,174 543,263,807

자본총계 4,236,556,317,121 4,374,092,306,124 5,025,489,428,922

경제 (Economic)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ESG Data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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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Ⅰ. 영업수익 6,139,925,700,900  9,290,964,545,269 7,592,350,111,767

Ⅱ. 영업비용 5,900,467,800,252 8,916,325,787,635 7,006,715,915,710

Ⅲ. 영업이익(손실)  239,457,900,648 374,638,757,634  585,634,196,057

Ⅳ. 영업외수익 89,735,013,185  78,670,349,515 148,639,514,596

Ⅴ. 영업외비용  40,117,103,398   250,314,033,464 318,748,588,087

 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289,075,810,435 202,995,073,685 415,525,122,566

Ⅶ.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68,311,394,826 48,464,026,551 94,863,613,892

Ⅷ. 계속사업이익(손실) 220,764,415,609 154,531,047,134 320,661,508,674

Ⅹ. 총당기순이익(손실) 220,764,415,609 154,531,047,134 320,661,508,674

XI.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85,928,150) (240,983,718) (121,337,367)

XII. 연결당기순이익(손실) 220,850,343,759 154,772,030,852 320,782,846,041

XIII. 기타포괄손익 5,198,154,764 (7,320,622,928) 45,338,410,475

XIV.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0 0 0

XV.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135,311,637 62,414,482 (11,090,951,609)

XⅥ. 총포괄이익(손실) 225,962,570,373 147,210,424,206 365,999,919,149

(단위: 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경제적 가치의 창출

영업이익 239.5 374.6 585.6

세전이익 십억 원 289.1 203.0 415.5

당기순이익 220.8 154.5 320.7

경제적 가치의 배분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20.0 7 7

이자 98.4 116 84

정부 법인세 십억 원 68.3 48.5 94.9

임직원
급여 273.5 298.0 353.6

복리후생비 28.7 31.0 25.7

협력사 구매 및 용역비* 억 원 40.76 42.53 66.03

지역사회 지역사회 투자** 억 원  42.17  31.8   21.4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및 배분

* 전산운용비(용역비) 지급기준

** 기부금 계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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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신한투자증권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십억 원

136.1 228 127

신한투자증권 친환경 교통 95.4 63 19

신한투자증권 천연자원   0.1 0 1

신한투자증권 개발도상국 인프라 98.2 43 37

신한투자증권 고용창출/중소기업 파이낸싱 60.1 182 134

신한투자증권 SRI펀드1  22.1 1.4 10

ESG 투자

* (공통) 신규투자액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

억 원

992 400 707

태양광 240 - 102

폐기물 530 400 -

풍력 131 - -

기타 재생에너지 90 - 605

Total - ESG PF 신규액 992 400 707

Total-전체 PF 신규액* 53,226 42,284 34,727

ESG PF 신규비율 % 1.9 0.9 2.0

친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 ECM, DCM 제외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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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ocial)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전체 인원

명

2,476 2,500 2,604

고용 형태
정규직  1,965    1,921   1,944

비정규직 468  579 660

지역
국내   2,465 2,486 2,591

해외 11 14 13

직급

경영진 43 50 52

관리급(과장 이상)  1,337   1,364  1,419

사원(대리 이하)  1,096 1,086  1,133

연령

20대

명(%)

322(13.0) 279(11.2) 321(12.3)

30대  946(38.3)  938(37.5)  970(37.3)

40대 710(28.8) 738(29.5) 737(28.3)

50대 이상 498(19.9)  545(21.8)  576(22.1)

성별
남성 1,593(64.2)  1,577(63.1) 1,623(62.3)

여성  883(35.8)  923(36.9)  981(37.7)

임직원 현황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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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 및 이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신규채용 현황

총 인원 명 81 194 351

연령별

30세 미만 

명(%)

72(88.9) 61(31.4) 189(53.8)

30~50세 8(9.9) 111(57.2) 140(39.9)

50세 초과 1(1.2) 22(11.3) 22(6.3)

성별
남

명

55 98 180

여 26 96 171

유형별
장애인 9 7 4

고졸 0 2 2

이직 및 퇴직 현황

총 인원 명 145 155 260

연령별

30세 미만

명(%)

17(11.7) 25(16.1) 69(26.5)

30~50세 94(64.8) 85(54.8) 139(53.5)

50세 초과 34(23.4) 45(29.0) 52(20.0)

성별
남

명
100 95 155

여 45 60 105

육아휴직 이용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대상 인원
남

명

480 419 367

여 314 295 255

육아휴직 사용 인원
남 3 2 6

여 53 53 55

육아휴직 후 해당년도 복귀 인원
남 5   2 5

여 54 45 45

복직 후 12개월 유지인원
남 2 5 2

여 13 48 44

육아휴직 후 해당년도 내 복귀 인원 비율
남

%

80 100 50

여 90.16 98.36 90.9

전년도 육아휴직 후 복귀 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자 비율

남 100 100 100

여 27 88.9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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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다양성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여성 리더십

경영진(여)

명

3 3 4

경영진(남) 40 47 48

중간관리자(여)* 262 278 305

중간관리자(남)* 1,118 1,086 1,114

과장(여) 120 127 141

과장(남)  280 272 268

기타

외국인(여) 56 4 5

외국인(남) 79 7 8

보훈직원(여)  24 23 21

보훈직원(남) 40 39 39

장애인(여) 34 33 32

장애인(남) 15 14 13

* 과장 이상, 경영진 미만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교육시간
남 시간  128,258 114,669 176,957

여 시간      65,594 63,518 117,924

총 교육비용 백만 원 2,085 1,292 1,507

1인당 교육시간 시간  78.51 71.2748 113.2415515

1인당 교육예산* 만 원   208,500 107 102

직급별 교육인원

경영진 명 200 257 394

과장 이상 명  8,501 12,806 21,620

대리 이하 명  7,622 8,727 12,522

직급별 1인당 교육 시간

경영진 시간 1,876 1,972 3,179

과장 이상 시간 97,889 102,457 142,640

대리 이하 시간 94,087 73,758 149,062

임직원 교육 현황

* 2019년 자료는 총 예산 기준으로 보고  (총 예산 기준, 2021년 265,070, 2020년 2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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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교육시간 시간 2,339 2,071  4,508

교육인원 명(%) 2,339(100%) 2,369(100%) 2,379(100%)

인권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용 인원 명 1,649 811 631

스마트 근무제 사용률 % 77.1 33.1 24.7

스마트 근무제 이용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현황 건강검진 완료 인원 명 2,157 2,072 2,151

임직원 안전보건 현황 산업재해율 % 0 0.04 0.0385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이용현황
심리상담 횟수 건 14 158　 151　

상담 인원수 명 6　 69　 25　

임직원 안전·보건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노동조합 가입 대상 인원
명

1,502  1,506 1,581

노동조합 가입 인원  1,502 1,506 1,581

노동조합 가입률
%

100.0 100.0  100.0

단체협약 적용 직원 비율    100.0         100.0 100.0

단체협약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건강검진 참여율 % 96.3 87.2 90.2

건강검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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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접수 건수
건

80 390 354

처리 건수 80 390 354

고객 민원해결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대면 계좌 수 만 좌 15.8 50.3 97.9

디지털 고객 자산 십억 원 2,244.4 8,068.9 13,805.7

디지털 자산관리

고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만족도 총점 점 - 77.6 82.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모바일 TALK 상담
건

13,124 7,171 7,732

VOC* 3,769 12,147 20,493

고객 의견수렴 현황

* 시장 활황으로 디지털고객 증가, 전산장애 발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금융소비자 보호 과정* 명 202 2,275 890

판매 프로세스 과정 명 1,168  937   890 

CS교육 이수 현황

* 2020년: 전 직원 대상 교육 이외에는 영업점 대상의 교육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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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고객정보 관리 개인정보 유출건수 건 0 0　 0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자산수익률 % 4.65 15.71 7.09

주식BM %  3.40 36.469 6.4

주식실적 % 1.08  30.04 9.28

금상BM %   2.28 8.27 1.4

금상실적 % 8.10 2.76 4.5

고객수익률 직원평가제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교육시간 시간 17,283 19,488 27,210

교육인원 명 2,395 2,391 2,438

외부/협력업체
교육시간 시간 2,406 2,905 2,457

교육인원 명 318 549 273

정보보호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미스터리 쇼핑 평가 결과*
실시 횟수 회 726 331 78

평균 점수 점    84.72 73.1 82.5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교육시간 시간 1,370 3,212 1,780

전자금융사기 피해 건수*** 건 245 226 548

소비자 보호

* 2021년: 코로나19로 실시 횟수 최소화 

** 2020년: 전 직원 대상 교육 이외에는 영업점 대상의 교육만 실시 

*** 시장 활황으로 디지털 고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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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료 인원 명 4,186.0   1,949.0   2,394.0

따뜻한 금융캠프 추진 현황

1사1촌 봉사활동 추진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참여 인원 명 120.0 221.0   78.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희망사회 프로젝트 투자액 억 원 29.16 18.9 14.1

희망사회 프로젝트 참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회공헌 투자액(기부금 계정) 억 원   42.17   31.8 21.4

사회공헌 투자 현황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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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직접 배출량(Scope 1)

tCO2eq

433.1 483.2 865.9

간접 배출량(Scope 2)  5,969.7 5,865.3 5,979.3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6,402.8 6,348.5 6,845.3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상수도

㎥

 73,143.0 60,932 56,365

지하수 18,950.0 14,008 0

용수 사용량 합계    92,101  74,940.0         56,365.0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종이 사용량 Ton 89.5                      85.8                      92.1

용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일반 폐기물
Ton

 138.0                    111.1                    104.8

재활용 폐기물 118.0  94.5 90.3

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전력

GJ

109,178.0 99,804.7 124,679.9

도시가스 1,158.0 1,189.5 8,472.6

휘발유 5,567.0 4,603.7 3,510.8

경유 - 140.6 172.4

스팀 - 1,384.0 368.0

LPG N/A N/A 3,234.6

에너지 사용량 합계 115,905.0 107,122.5 140,438.3

에너지 사용량

환경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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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친환경 IT 제품 구매

백만 원

- 421 546

LED 조명 구매 1.2 9.9 11.3

노후시설 교체 770 199 203

환경투자금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전기차 구매 대  4.0  - 6.0

전기차 충전소 개소 2.0 - 5.0

업무용 전기차 및 충전소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성

사내이사

명

2 2 2

사외이사 4 5 5

기타 비상무이사 1 1 1

성별 구분
남성 7 8 8

여성 - - -

연령별

30세 미만 - - -

30~50세 - 1 2

50세 초과 7 7 6

이사회 구성 현황

거버넌스 (Governance)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안건 수* 건 79 87 99

이사회 개최 수 회 13 15 12

출석률 % 97.6 94.8 96

이사회 운영 현황

* 결의 및 보고안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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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 이수자
명

2,339 2,369 2,379

윤리준법 서약서 서명 인원  2,339 2,369 2,379

온라인 교육 시간 시간 4,678 3,174 5,880

윤리경영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공지 또는 훈련받은 임직원
명, %

2,339(94.5) 2,369(94.8) 2,379(91.4)

공지를 받은 협력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대한 공지와 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개최실적 회

7 5 5

감사위원회 9 9 11

보수위원회 6 6 6

위험관리위원회 6 8 7

ESG위원회* - - -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현황

* 2021년 말 신설 

컴플라이언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법률 및 규정 위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총 벌금액* 원 514,203,222 0　  3,273,200,000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총 비금전적 제재 건수** 건 0　 0 1

* 자진 납부 경감 금액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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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로이드인증원 검증의견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2021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한투자증권)로부터 ‘2021 ESG성과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AA1000AS v3를 활용하여Moderate Level 및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의 중요성 기준

으로 수행되었으며, 범위는 Type 2이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국내 사업장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

함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원칙1,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영향성 원칙의 준수 평가

• 보고서가 GRI 표준(Core Option)2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 GRI Content Index에 포함된 하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 GRI 200(경제): 201-1, 205-2

- GRI 300(환경): 302-1, 305-1, 305-2

- GRI 400(사회): 401-1, 401-3, 404-1, 404-2, 405-1, 413-1, 417-2, 417-3, 418-1, 419-1

신한투자증권의 협력회사, 계약자 그리고 그 외의 제3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

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신한투자증권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신한투자증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신한투자증권이 하기 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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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 보고

이 의견은 Moderate Level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

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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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Moderate Level의 검증은 High Level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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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습니다.

•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신

한투자증권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와 타사의 보고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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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한투자증권이 중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신한투자

증권의 비즈니스상 의사 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

가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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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 누락 혹은 잘못 기술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한투자증권의 데

이터 관리 시스템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내부 검증을 포함하여 데이터 처리 절차, 지

침 및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데이터를 취합ㆍ편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

성하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 과정을 

검토하였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완전성 및 활동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하여 신한투자증권이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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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사항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 관찰사항 및 발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성

     신한투자증권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어떠한 중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성

     신한투자증권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

러한 기준들이 회사의 경영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대응성

     신한투자증권은 정부기관, 직원,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 프로

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영향성

     신한투자증권은 인권영향평가, 부패리스크평가, 고충처리매커니즘,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등을 통

해 얻은 광범위한 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이 환경, 사회, 인권 등 외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신뢰성

    보고된 지표들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데이터 보고 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

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

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

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본 검증심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

니다.

일자: 2022년 8월 11일

김태경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LRQA 계약번호: SEO00001110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2.

1 https://www.accountability.org

2 https://www.globalrepor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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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Index

구분 권고안 Page

지배구조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34, 54-55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34, 54-55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적 측면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설명 32-33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32-33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의 회복 탄력성 설명 32-33

위험관리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34, 63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34, 63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설명 34, 63

지표 및 목표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33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33

c) 기후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목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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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주제 회계지표 단위 코드 대응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 1) 경영진, (2) 관리직, (3) 전문직, (4) 기타 모든 종업원의 성별 및 인종/민족 구성비 % FN-IB-330a.1 p.76-77

직무 윤리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기타 해당 금융업 법령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원 FN-IB-510a.1 p.84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n/a FN-IB-510a.2 p.61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점수 bps FN-IB-550a.1
모기업인 신한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에 G-SIB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매년 
초 제출하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지주 요청사항에 따라 필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단독 평가점수는 받지 않음

의무적 및 자발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자본적정성 계획, 장기 기업전략, 
기타 사업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접근법의 설명 n/a FN-IB-550a.2 p.62-63

임직원 인센티브 위험

중요 위험 감수자(MRTs)의 총 변동보수 비율

%

FN-IB-550b.1 약 58% (중요위험 감수자의 연간/장기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
지 않고, 리스크 담당업무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함. 중요위험 감수
자의 변동보수 비율 및 보수 축소 또는 환수규정이 적용된 변동보수 비율은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됨)보수 축소 또는 환수 규정이 적용된, 중요 위험 감수자(MRTs)의 변동보수 비율 FN-IB-55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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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Disclosure Page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6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

102-3 본사 위치 6

102-4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국가명 10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

102-6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관련 산업, 고객과 수혜자 유형 6

102-7 조직 규모 6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사업보고서 p.497

102-9 조직 공급망 IT 관련 협력사 및 건물관리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45, 58, 61, 63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33, 65

102-13 가입협회 92

전략 102-14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4-5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58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61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54-57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66

102-41 전체 임직원 중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비율 78

102-42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66

102-43 조직이 관여시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66

102-44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및 조직의 대응 67, 70-71

GRI Cont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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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Disclosure Page

보고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p.523~529

102-46 보고서 내용과 토픽의 경계 결정 과정 68

102-47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토픽의 목록 69

102-48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수정보고 이유 해당사항 없음

102-49 이전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중요토픽의 목록 및 경계의 의미있는 변화 69

102-50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 2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2020년 4월

102-52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매년

102-53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 연락처 2

102-54 GRI Standards 부합 방법 2

102-55 적용한 GRI Standards와 disclosure 목록을 표기한 GRI 인덱스 89-91

102-56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검증 보고서 85-86

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Economic Standard Series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1

GRI 201: 경제 성과 2016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73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0

GRI 205: 반부패 2016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관련 교육 현황 60, 84

GRI 300 Environmental Standards Series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32

GRI 302: 에너지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82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32

GRI 305: 배출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82

305-2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82



COMPANY OVERVIEW SOCIAL GOVERNANCE APPENDIXENVIRONMENTAL 91

GRI Standards Disclosure Page

GRI 400 Social Standards Series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46

GRI 401: 고용 2016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76

401-3 육아휴직 76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48

GRI 404: 훈련 및 교육 2016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77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48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47

GRI 405: 다양성과 기회 균등 2016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75, 83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50

GRI 413: 지역사회 2016 413-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50-51, 81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0-71

GRI 417: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2016
417-2 위반의 결과별,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사업보고서 p.515~518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 위반 사업보고서 p.515~518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0

GRI 418: 고객개인정보보호 2016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63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2,3 중요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0

GRI 419: 컴플라이언스 2016 419-1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사업보고서 p.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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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및 단체 가입 현황 

수상일자 주최기관 수상부문
2021.12.09 서울경제 서울경제 증권대상 경영혁신 부문 최우수상
2021.12.07 이투데이 올해의 마켓리더대상 리서치 부문 우수상
2021.12.07 아시아경제 2021 아시아자본투자대상 퇴직연금 부문 최우수상
2021.12.03 한국광고총연합회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 브랜디드 콘텐츠 부문 은상
2021.11.29 머니투데이 제9회 베스트 MTS 어워드 투자정보 부문 우수상
2021.11.04 헤럴드경제 2021 헤럴드 투자대상 최다 커버리지상
2021.10.27 아시아경제 제6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인력 및 인사 부문
2021.10.19 아시아경제 2021 아시아스마트금융대상 콘텐츠 최우수상
2021.07.13 한경매거진 2021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ESG
2021.07.13 한경매거진 2021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2021.05.10 헤럴드경제 2021 헤럴드 자본시장대상 해외투자대상
2021.04.29 이데일리 2021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해외주식 부문
2021.04.28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소외계층 및 장애인 복지 지원 부문
2021.04.27 머니S 2021 대한민국 리딩금융 ESG 어워드 증권·자산운용 부문 최우수상
2021.03.30 매일경제 2021 매경 증권대상 IT혁신 부문
2021.03.09 뉴스핌 제9회 캐피탈 마켓 대상 베스트 혁신금융 부문
2021.01.27 더벨 2021 코리아 캐피탈 마켓 리그 테이블 어워즈 베스트 이노베이티브 본드딜, 베스트 본드딜 (2개 부문)
2021.01.21 머니투데이 제18회 대한민국 IB 대상 최우수 IB 혁신상
2021.01.13 한경매거진 2020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2021.01.11 매경이코노미 베스트 애널리스트 종합 3위
2020.12.10 아주경제 2020 아주경제 금융증권 대상 베스트리서치 부문 대상
2020.12.10 이투데이 제10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리서치 부문 우수상
2020.10.28 헤럴드경제 2020 헤럴드 투자대상 최다 커버리지상
2020.07.06 한경비즈니스 2020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사 우수상
2020.06.11 머니투데이 2020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개인종목 최다 1위 정확도 부문
2020.05.26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소외계층 및 장애인 복지 지원 부문
2020.02.11 머니투데이 제17회 대한민국 IB 대상 최우수 구조화금융 리더
2020.01.29 더벨 2020 코리아 캐피탈 마켓 리그 테이블 어워즈 베스트 이노베이티브 본드딜, 베스트본드딜 (2개 부문)
2020.01.29 매경이코노미 베스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증권사 최우수상
2020.01.14 한경비즈니스 2019 하반기 베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시상식 베스트 증권사 최우수상

주요 수상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
싱가폴거래소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보안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융보안연구원
준법감시협의회
금융보안원
퇴직연금발전협의회
금융정보보호협의회
한국감사협회
상장회사 감사회
한국능률협회
서울 아이비포럼(SIBF)
한국세무학회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SGX
소액채권협의회

단체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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