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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2021년 7월에 이어 발간하는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
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대상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등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 성과는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3개년 실적을 함께 보
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보고서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 
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엔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
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고 있습
니다. 보고 범위는 본사 및 전 지점을 포함합니다. 환경 보고 범위는 우리은행으로, 이는 영업수익 기준으
로 전체 그룹사의 89.0%에 해당하며 사회 보고 범위는 자회사 및 지점을 포함하여 전체 영업수익 기준
으로 100%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고 원칙과 기준
보고서는 글로벌 보고서 작성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RI Standards Core 
Option 요건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서 요구하는 산업표준 내용과 UN 책임은행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UN PRB)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재무정
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3자 검증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정보는 독립감사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환경 및 사회 등 비재무정보는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결
과서는 본 보고서 98~10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https://www.woori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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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우리금융그룹은 작년 12월, 모두가 함께 23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온 완전 민영화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우리금
융그룹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완전 민영화를 이루기까지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신 주주 및 고객님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분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조차 아직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더해 이자 부담 증가라
는 이중고에 빠져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혼란이 발생하여 대기업들조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금융그룹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더 큰  
나눔을 실천하며, 대내외 ESG 문화 및 ESG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회복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 3월부터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순환경제 워킹그룹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여 함께 가이
던스를 개발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WWF(세계자연기금)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순환경제 달성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TNFD(자연기반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및 ESG경영 협력을 위해 산림청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
에 참여하고자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기업 최초로 ‘Business for Land 이니셔티브’ 출범에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활동은 물론 자연회복을 위해 ‘순환경
제 달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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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의 특별한 힘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은 우리금융그룹의 ESG 비전입니다.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기 위해 항상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그룹 중점 5대 사회공헌 분야를 이미 설정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금융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세대 육성, 일자리 창출, 친환경 
보전, 문화·예술·학술 지원사업 등 규모있는 중장기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며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큰 나눔
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ESG 문화를 대내외에 확산하여 상생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은 ‘ESG경영위원회’ 및 ‘그룹ESG경영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ESG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우수한 ESG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확산하여 사회 전반적인 ESG 수준을 높
여 상생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상생 경영을 통해  
그룹 내·외부에 신뢰, 투명, 책임의 경영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ESG분야의 전문 여성 변호사
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그룹 내 성별 다양성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성 인재들을 위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더 이상 중소기업들 역시 ESG경영
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중소기업들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은 물론 ESG경영 컨설
팅 등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통해 상생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ESG금융을 100조원 지원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금융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기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활
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또는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내 
ESG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ESG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ESG  
여신·투자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ESG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자금 중개인'이라는 금융업의 본질을 살려 ESG금융
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우리금융그룹이 그룹체제 4년 차를 맞이하여 발간하는 4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 해 저희가 이루었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더 나은 세상을 그려 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고객님들과  
소통하며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활동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금융그룹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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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개요
우리금융그룹은 1899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 최초로 증시에 상장되고, 가장 먼저 해외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1년에는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하는 등 대한민
국 금융을 선도해왔습니다. 2019년 기존의 은행 체제에서 지주 체제로 전환하며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캐피탈, 
저축은행, NPL전문투자회사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으며, 현재는 14개 자회사를 중심으로 920여 개의 국내 네트워크와 
24개국 약 480여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
였습니다. 2021년에는 역대 최고의 실적과 차별화된 성장 잠재력 등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존의 틀을 넘어 금융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
고 고객의 니즈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창발적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사랑과 더 높은 신뢰를 받는 금융을 만들어가겠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경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객, 국가경제
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 1. 11

손태승

594.4조 원 (2021년말, AUM포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14개 자회사, 16개 손자회사(12개 해외법인) (2022년 3월말 기준) / 총 18,241명 (2021년말)

지주 설립일

CEO

총자산

본사 소재지

조직 및 인원

우리금융그룹 소개

그룹 총자산(AUM 포함)  (단위: 조 원) 신용평가1)

594.4
473.8

525.9

2019 2020 2021

우리금융그룹 주요 경영현황

주주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단위: 십억 원)

2,588

1,872
1,307

2019 2020 2021

A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국내

A1
Moody's

A+
S&P

A
Fitch

해외

기타
65.82%

우리사주조합  9.82%

국민연금공단1)  8.99%

예금보험공사2)  5.80%

노비스1호 유한회사
5.57%

유진더블유 유한회사 
4.00%

주주현황

1) 국민연금공단은 일반 투자목적으로 정부 소유 주식으로 구분되지 않음
2) 예금보험공사는 보유지분 중 4.51%를 매각하여 보유지분 1.29%로 감소(2022.5.31 기준)

1) 해외 신용평가등급은 2021년 말 우리은행 등급 기준



07

우리금융그룹 그룹사 현황
우리금융그룹은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1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은행에 편중됐던 사업구조를 다각
화하고자 지주 설립 이후 자산운용사 2개와 부동산신탁사, 캐피탈, 저축은행을 인수하였고, 2022년 1월에는 NPL전문투자회사인 우리
F&I를 설립하며 그룹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

우리금융지주

우리 
은행

100%

우리 
카드

100%

우리금융 
캐피탈

100%

우리 
종합금융

58.70%

우리 
자산신탁

51%

우리금융 
저축은행

100%

우리 
자산운용

73%

우리 
금융 

에프앤 
아이

100%

우리 
신용정보

100%

우리펀드
서비스

100%

자산운용
우리 

프라이빗
에퀴티

100%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

100%

한국 
비티엘 
투자 
융자 
회사

99.88%

우리 
아메 
리카 
은행

100%

중국  
우리 
은행

100%

인도 
네시아 
우리 

소다라 
은행

84.20%

러시아 
우리 
은행

100%

브라질  
우리 
은행

100%

홍콩 
우리 
투자 
은행

100%

베트남 
우리 
은행

100%

우리 
웰스 
뱅크 

필리핀

51%

우리 
파이낸스
미얀마

100%

캄보디아
우리 
은행

100%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

100%

우리 
에프 
아이 
에스

100%

우리금융 
경영 

연구소

100%

우리한화
유레카      

사모투자
합자회사

0.8%

아든우리
어페럴제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0.47%

우리다이
노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19.61%

유럽 
우리 
은행

100%

(2022.3.31 기준)

자회사 14
손자회사 16

여·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
는 업무

금융 IT 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종합금융 상품을 통한 여·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업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 등 여신업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 
처분〮개발하는 업무경영 컨설팅, 신용정보 및 추심  

대행, 집합투자일반 사무관리,  
사무투자업, NPL 투자 등 관련 업무

서민 및 중소상공인의 금융 
편의를 위한 여수신업무

은행업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자산운용업 종합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부동산신탁업

기타

상호저축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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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네트워크
우리금융그룹은 2022년 5월 기준, 글로벌 483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483개보유네트워크

현지법인 : 12개(456개 네트워크)
Woori America Bank : 25
Woori Bank Brazil : 2
Woori Bank China : 22
Bank Woori Saudara : 155
WB Finance (Cambodia) : 138
Woori Finance Myanmar : 40
Woori Global Markets Asia  
(Hong Kong) : 1 
Wealth Development Bank  
(Philippines) : 25
Woori Bank Vietnam : 16
Tutu Finance (Myanmar) : 27
Woori Bank Russia : 3
Woori Bank Europe GmbH : 2

현지지점 : 은행 22개 네트워크
New York
LA
London
Tokyo
Hong Kong
Singapore
Bahrain
Gaeseong
Dhaka(출장소 8개 포함)
Sydney
Dubai
Chennai
Mumbai
Gurgaon

사무소 : 5개 네트워크
Kuala Lumpur
Yangon
Iran
Poland
Vietnam

Asia〮Pacific

현지법인

지점

America

2개

2개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Europe

2개

1개

1개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8개

11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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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가치체계

우리금융은 디지털이 강한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이념과 비전에 ‘혁신’과 ‘가치’라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삼아 우리 마음 속의 첫 번째 금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객

우리는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뢰

우리는 원칙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전문성

우리는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혁신

우리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VISION

CORE
VALUE

SLOGAN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역량으로 미래를 향한 혁신에 집중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늘아래 첫 번째 은행 헤리티지를 계승하여,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금융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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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ESG 비전 및 전략체계

우리금융그룹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그룹이 되고자 그룹 중장기 
ESG 목표, 3대 전략 및 9대 전략 과제로 구성된 그룹 ESG 전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그룹 차원의 ESG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그룹사별로 ESG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연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9大 전략과제

〮  녹색금융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환경경영 관리체계 강화

〮  사회적 금융 확대

〮  금융소비자 권익 증대

〮  인권 및 다양성 존중 문화 확립

〮  ESG금융 관리체계 강화

〮  투명한 ESG 정보 공시

〮  ESG 거버넌스 고도화

3大 전략

친환경 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

ESG 비전

중장기 
ESG 목표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 Zero 달성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원 지원

Good Finance for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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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2006년 3월 가입
UN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경영에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세계 최대 자발적 민간  
이니셔티브로, 인권·노동규칙·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개 원칙 이행 

2019년 11월 가입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전 세계 대표 300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로, 

UNEP와 국제금융산업들간의  
유일한 국제 파트너쉽 

2020년 1월 가입
UNEP FI PRB 

(UN 책임은행원칙)

파리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 

하고자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2021년 8월 가입
PCAF  

(탄소회계금융협의체)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와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구 

2021년 9월 가입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전 세계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 

2021년 9월 참여
Business Ambition for 1.5℃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 캠페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 이내로 제한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2021년 8월 가입
Equator Principles(EP)  

(적도원칙)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 식별 프레임워크로, 
대형 PF사업 등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 

2021년 2월 가입
CDP  

(탄소정보공개)

환경부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기관 
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통해 환경부문 제도화 및 환경경영 이행 

2021년 1월 지지선언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정보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2022년 5월 지지선언
Business for Land 
(비즈니스 포 랜드)

육상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황폐화 방지를 위한민간  

부문 파트너십

2022년 1월 참여
TNFD(자연정보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 협의체로  
자연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개발·제공 

2021년 9월 참여
Race To Zero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

기업, 도시, 지역, 투자자, 금융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주체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유엔 주도 캠페인 “The SBTi 
Business Ambition for 1.5℃ is an  

official partner of the Race to Zero” 

Business for Land 
(B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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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우리금융그룹은 고객, 주주,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합니다. 내·외부
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니즈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기적인 
협의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확인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강화
하여 당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요 결정 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우리은행 2022년 6월,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 3기 출범 / 2022년 3·5월, 유튜브 언택트 세미나 ‘우리 
Wealth LIVE’ 개최), 정부(우리금융지주 2022년 6월, 산림청과 탄소중립 및 ESG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리은행 2022년 
6월,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제로서울 실천단’ 참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로 스타트업에 
금융데이터 제공), 지역사회(우리은행 2022년 5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및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다이렉트 컨설팅 데
이’ 실시 / 2022년 4월,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주주 및 투자자(우리금융지주, 기업설명회(IR) 7회 개최),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채널을 구성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주요  

이해관계자

〮 고객센터 
  (상시운영 및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

〮 고객자문단

〮 주주총회(수시)

〮  투자설명회 경영공시 등 (수시)

〮 정부사업참여
〮 금융당국간담회 (수시)

〮  지역사회 인프라 및 봉사활동 강화 
 (전 영업점, 연내 수시 활동)

〮  환경보호활동 
 (전 영업점, 연내 수시 활동)

〮 노사협의회(수시)

〮   임직원간담회 
(수시 및 대표간담회 분기 1회)

〮 사내방송국(수시)

임직원

주주

정부

고객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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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우리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와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중요성 평가
는 이러한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이슈를 식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중요 
이슈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기준으로 매년 중요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를 통해 미래 금
융 트렌드와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Business Impact

Re
le

va
nc

e

보고 주제 선정

핵심 ESG 이슈* 

ESG금융

포용적 금융 및 사회공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건전한 경제성과 창출

금융 소비자 보호

보고위치 

34-39

40-47

20-25

16-19

26-33

SASB GRI 
UN  

책임은행원칙 임직원 

 

고객 주주 

 

정부 

 

지역사회 순위 

1

2

3

4

5

이해관계자 관심도글로벌 보고 프레임 워크

1  이슈 풀 구성 2  중요도 확인 3  핵심이슈 도출 4  리뷰&검증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동향 등 산업 이슈와 
우리금융그룹의 내부 이슈를 
종합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이슈 중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당사의 
사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비즈니스 영향도를 계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와 우리금융그룹의 
내부 검토를 거쳐 5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경영진과 현업부서의 이슈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우리금융그룹 활동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 및 발간 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 진행을 통하여 차년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1
2

4
3

5

*전년도 이슈를 기준으로 산출

Low
Low Hig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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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전한 경제성과 창출

당기순이익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2,588십억 원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0.3%
BIS 자기자본비율

15.05%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우리금융그룹 사업전략

2021년 우리금융 주요 경영성과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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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사업전략

우리금융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건전한 경제성과 창출을 통한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한 우리금융그룹은 2001년 설립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지주회사의 
역사와 '하늘 아래 첫 번째 은행'이라는 우리은행의 헤리티지를 계승하여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완전 민영화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과 더불어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여 그룹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목표는 중장기 경영목표와 align된 ‘디지털 기반 종합
금융그룹 체계  완성’으로 설정하고 6대 경영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이 강한 글로벌 리딩금융그룹 도약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목표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

2019-2020
종합금융그룹 기반 구축

2021-2023 
디지털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

핵심성장동력 육성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수익·성장 기반 확대 그룹 시너지·경영효율성 제고

디지털 초혁신 추진 기업문화·브랜드·ESG Level-up

전략방향

2024-
디지털이 강한  
글로벌 리딩금융그룹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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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금융 주요 경영성과

주요 경영성과
코로나 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 분기마다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며 그룹체제 전
환 이후 사상 최대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자회사별 업권 내 경쟁우위 강화 추진, 그룹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으로 그룹 도약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였으며, 그룹사간 시너지 확대, 전사적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도 제고하며 수익성·성장성·건전성 전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기순이익                   (단위: 십억 원)

2,588
1,872

1,307

2019 2020 2021

FY2019

473.8
FY2020

525.9
FY2021

594.4

ROE        (단위: %)

9.3

5.9

10.6

2019 2020 2021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그룹 총자산 (AUM 포함) (단위: 조 원)

그룹 수익·성장기반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시장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 속에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비이자 및 비은행수
익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소기업 대
출 중심의 자산 확대, 저비용성 예금 증대로 이자수익 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유가증권, 외환 파생 영업부문 호조와 핵심 수
수료 이익의 턴어라운드로 비이자수익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와 함께, 지주체제 전환 이후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캐피탈, 
저축은행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성과와 자회사 간 시너
지 효과 본격화로 비은행부문의 수익 창출 기반이 더욱 공고
히 해졌습니다.

10.3

2019

15.0

2020

17.2

2021

비은행 비중       (단위: %)

23.5

2019

22.0

2020

24.6

2021

비이자 비중       (단위: %)

디지털혁신 가속화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 전반에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금융업계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고객접점을 보유한 빅테크가 속도
와 간편성을 무기로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금융그룹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단순한 상품서비스 개선을 넘어 금융업의 본질적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룹 
모바일 플랫폼의 MAU 증대, APP 평가 개선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차원의 미래고객 확보를 위해 MZ특화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그룹 내 MZ세대 직원이 참여
한 TF팀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 및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블록체인, UI/UX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하여 그룹의 디지털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당기순이익 및 ROE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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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리스크 관리강화
우리금융그룹은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중심의 영업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금융그룹 및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기준 
NPL 비율은 0.3%로 업계 최저 수준이며, 연체율도 0.21%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에서도 15.05%를 기록해 규제 기준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업 확장
우리금융그룹은 23개국에 약 480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그룹의 역량
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는 현지화 영업을 확대하고, 선진시장은 글로벌 CIB 및 기업금융영업을 강화
하는 등 진출지역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한편, 진출지역 금융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업종의 인수합병(M&A)를 통한 성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글로벌 영
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획득하며 현지 영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ESG경영 강화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을 ESG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ESG경영 강화를 그룹 경영계획의 핵심전략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주
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ESG거버넌스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금
융그룹 선언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앞장서는 등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ESG평가에서 금융권 최고 수준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룹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0.30

0.45

0.42

2019 2020 2021

BIS자기자본비율                (단위: %)

13.84
13.61 13.75

14.83
15.05

4Q20 1Q21 2Q21 3Q21 4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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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카드 MAU 

3,311천 명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우리WON뱅킹 이용고객수 

840만 명
(2022년 5월말 기준)

(2022년 4월말 기준)

0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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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전

슬로건

Action 
Code

Digital First, Change Everything

Digital for Better Life

고객1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고객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전2 과감한 도전과 실행으로, 디지털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

협업3 적극적인 협업과 제휴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확보

소통4 열린 사고와 소통으로, 디지털 혁신문화를 확산

전문성5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로, 최고의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

디지털금융 가치체계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그룹 디지털혁신위원회｣의 출범 이래 강력한 DT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전사 DT문화 확산에 주력해왔습니
다. 이를 통해 주요 그룹사의 금융앱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신사업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혁신 기반을 견고히 
다져왔습니다.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을 2022년 경영목표로 디지털 초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2022년 「고객 중심 No.1 금융플랫폼 기업」을 경영목표로 ①고객 맞춤형 플랫폼 구현, ②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③디지털 성
과 창출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장 선도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와 초개인화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표 모바일 
금융앱 우리WON뱅킹을 포함한 비대면‧옴니채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금융 등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 나가는 
한편,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카드는 2022년 ｢디지털 플랫폼 기반 New 우리카드 도약｣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①초개인화 마케팅 체계 구축, ②플랫폼 기반 서비
스 혁신, ③디지털 프로세싱 역량 확보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 데이터 분석 기반 실시간 Digital CRM을 완
성하고, 그룹사 간 플랫폼 비즈니스 협업 및 외부채널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프로세싱 고도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도 획기적
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룹 디지털금융 혁신전략 및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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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Focusing Issue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방향
고객과의 금융거래 접점이 비대면 디지털 채널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
존의 대면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 한편 금융서비스가 모든 연령층에 포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AI·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이 은행과 거래하며 남긴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고
객의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서, 대면·비대면·아웃바운드 전 채널을 통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음성, 로그, 텍스트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공간 외 옴니채널
에 대한 로그 모니터링 및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분석으로 확대하여 연결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카드는 디지털고객 LCM1)을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활발한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을 이용
하지 않는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실시간 마케팅 서비스 시스템도 2022년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1) LCM : Life Cycle Marketing (생애 주기 마케팅) 

디지털 전담 조직 및 시스템
빅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플랫폼 경쟁력을 무기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구현해 나가
고자 합니다. 그룹 최고디지털전문가(CDO)2)를 외부 컨설팅사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영입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을 재정비하고 변화의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그룹의 명칭을 디지털전략그룹으로 변경하고, 기존 디지털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기능을 각 영업 관련 그룹으로 분
산 재편하였습니다. 개인·기관그룹 산하에 새롭게 편제된 리테일디지털본부는 리테일 부문의 대면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통합하여 고
객 관점의 마케팅,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신설된 MyData사업부는 마이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고객의 금융편의성
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전략그룹은 디지털 전략 수립, 신사업 추진 및 신기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혁신기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카드는 데이터영업센터를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습니다. 프로젝트별 셀 조직 도입을 통해 가시적인 DT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플랫폼과 마이데이터 간 연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사업부를 디지털채널부로 재편하고 해당 사업을 디지털채널부로 편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범위한 디지털 비즈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 CDO : Chief Digital Officer (최고 디지털 책임자)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활동
금융상품·서비스의 언번들링3)과 리번들링4)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은 기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지속 고도화하
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WON 컨시어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2021년 6월 비대면 영업점 「WON 컨시어지영업부」를 신설하고, 약 4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향후 180만명까지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 아웃바운드 상담‧세일즈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또한 영업점 방
문상담 예약서비스를 개시하고, 비대면 전용창구인 ‘디지털데스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채널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간편결제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발맞춰 우리WON뱅킹과 우리WON카드 등 그룹 대표 모바일 앱 내 우리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였으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은행과 연계하여 ‘우리페이 적금’ 등 금리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관점의 다양한 마케팅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언번들링(Unbundling) : 결제‧송금 등 특정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특화하여 제공
4) 리번들링(Rebundling) :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고객 기반 디지털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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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의 플랫폼 시너지 확산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 플랫폼 간 주요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다른 채널에서도 동일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그룹사별로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기반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룹 대표 뱅킹앱  
「우리WON뱅킹」 내 우리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우리페이」를 탑재하여, 은행과 카드가 서로 다른 채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그룹 통합지급결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B2C5) 중심의 고객기반을 보유
한 우리카드는 특정 제휴처를 위한 전용 간편결제 플랫폼을 우리은행과 공동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우리은행 주거래 기업·기관 등 B2B6) 
고객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이 2021년 선보인 「우리WON카」 플랫폼은 차량구매 또는 대출상담 시 고객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금융캐피
탈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이러한 그
룹사 공동 상품‧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룹 차원의 시너지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폭넓게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5) B2C(Business to Consumer) : 기업과 개인 간 거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6)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 간 거래 (개인이 아닌,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우리WON뱅킹 고도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 트렌드와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경쟁체
제에서 생존을 넘어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WON뱅킹」은 혁신의 일상화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면 
리뉴얼을 통해 고객별 메인페이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UI/UX
를 고객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 계좌조회 서비스, 택배 조회 
서비스 및 편의점 서비스와 같은 생활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분석‧활용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 디지털 채널 중심의 고객기반 확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40만

우리WON뱅킹  
이용고객

(‘22.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모두 사업 본허가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및 소비‧
지출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맞춤형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통
해 보다 세분화된 고객 분석을 수행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링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우리종합금융 등을 비롯한 그룹 내부 그룹사 및 외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비금융 제휴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불결제 경쟁력 강화
우리카드는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페이먼트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불결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WON뱅킹 앱과 
우리WON카드 앱 내 우리페이 간편결제서비스를 탑재하여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및 카드등록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간편
결제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리페이 결제 가맹점 확보 및 티머니 제휴를 통한 우리WON카드 앱 내 모바일 후
불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소액 신용한도 서비스 확대 등 결제 커버리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우리페이 결제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는 등 카드업계 내 상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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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시스템
우리금융그룹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우리금융과 스타트업 간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그룹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우리금융그룹 디노랩」은 어느덧 출범 7년 차를 맞으
며 다양한 스타트업 협업‧투자 성과를 만들어내며 미래 디지털 사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총 100개 유망 스타트
업을 발굴하였으며, 그룹 내 총 21건의 사업을 도입하고 15억 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4개 디노랩사의 사업
모델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핀테크 기업과 우리금융그룹과의 동반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디노랩 제2센터를 개소하며, 기존에 주력으로 육성해오던 핀테크 분야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ESG 등으로 육성분
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을 포함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ESG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및 협력사
업을 확대하는 등 민간/정부/대학이 연계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벤처 사업화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사내벤처제도를 통해 그룹 내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 및 신사업 아이디어 육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을 모집하고 2팀을 「우리어드벤처(ADVenture)」로 선발하여 사무공간 등 인프라 제공 및 기
술‧법률자문 등 역량지원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분사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내벤처의 사업화는 그룹 내부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부 제휴·협업 기반 확대
빅테크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고객기반과 경쟁우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에
서는 빅테크 진출 초기 모바일 금융앱 등의 분야에 국한되었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와 테크 분야의 자체 역량을 내재화하
는 한편 빅테크와의 협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빅테크‧테크핀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그
룹 내부로 도입하고, 그룹 외부의 고객접점을 확보하는 등 외부와의 제휴‧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1년 4월, 디지털신분증 기반 금융‧IT 융복합서비스 및 사업 공동추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네이버와 체결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네이버-연세대 3자간 「연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
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 및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또한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빅테크와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인력 양성체계 수립 및 실시
우리은행은 직원들이 디지털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력 양성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임직원 
디지털마인드 제고, 디지털 예비인력 양성,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체계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하였
습니다. 디지털 예비인력 과정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11개 과정에서 총 747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디지털 전문인력 과정
은 디지털 기획, 빅데이터, AI, IT개발 4개 분야에 12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우리은행은 2021년 디지털 주특기 선택제 (My DTpick)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부서 과장 이하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점 양
성이 필요한 디지털 5대 핵심직무 (디지털·IT기획, 비대면채널 마케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개발·관리) 중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단계는 선택 직무별 기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2단
계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연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등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게 되며, 최종 3단계에서는 산학연계 등 외부 심화
과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매니저로 거듭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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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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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초개인화 비즈니스 고도화
우리은행은 고객행동패턴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금융 DNA Map 구축을 통해 전행 빅데이터 모델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데이터 제휴를 통해 민간 「금융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오픈API 기반 공공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사업
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비식별 결합 등 데이터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AI,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은행은 전행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비정형 데이터 자산화 등을 적극 추
진하여 향후 금융플랫폼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카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AI 기반 데이
터 분석모델을 통해 개인 최적화 상품추천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포탈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전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다각화 추진
우리은행은 2021년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블록체인 개발 서버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DID7) 기술을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실명확인」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은행 CBDC 발행 대응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NFT8) 등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및 최신 트렌드와 연
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7) DID(Decentralized Identity) : 분산 신원증명 (개인의 기기에 신원정보를 분산하여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
8) NFT(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고유한 인식값을 보유하고 있어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희소

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 가능)

AI 기반 신사업 및 차별화 서비스 확대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최적화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시장예측시스템, AI를 활용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업무 효율화에 있어 AI 
활용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활용영역을 대고객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기반 상담
봇 및 챗봇 서비스 고도화, 금융특화 언어모델 구축을 통한 AI Banker 구현 등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Web 기반 디지털 ARS를 도입하여 대고객 상담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AI 음성봇 상담체계를 도입하여 
학습정보 기반의 고객상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객분석모형 등을 통해 디지털 선호고객에 대한 빠른 상담으로 대응속도를 높이
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고도화

AI모델 분석 및 마케팅 프로세스

영업점

고객센터

당행 접촉채널

인터넷/스마트뱅킹

고객인적정보

거래현황

고객
Q. 여유자금, 무엇을 할까?

고객기본정보

❶ 비정형 데이터 포함

비정형

로그데이터

고객센터 상담

입/출금 내역 

정형

고객기본정보 
계수정보

비대면 마케팅
LMS/Push

아웃바운드마케팅
고객상담시스템

대면 마케팅
영업점

❹ 마케팅/채널 연동 체계

고객 행동 패턴 기반 상품 추천

영업 메모

인/스뱅

고객센터

입출금

❷ 고객행동정보 데이터베이스

모델 성능평가

❺ 마케팅 실적집계 

과거 상품가입 패턴 학습 모델

❸ A.I 모델 개인별 최적상품 추천

                       영업점 상담 내역

         특정상품검색

상품상담

                       급여이체       적금만기

접촉
이력

고객
행동

모델인풋 마케팅 실적

추천
결과

모델
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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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교육

29,186명

보이스피싱 예방금액

226억 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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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주요 자회사 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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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정책자문조직

고객패널제도, 비예금상품  
위원회 내·외부 자문위원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최고 경영자

업무 협조 업무 협조
직속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관리〮감독

민원 처리 접수  
관리〮감독

소비자보호 관계  
부서 간 피드백  

업무 총괄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과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
융소비자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부 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소비자보호점검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활동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룹사별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이 침해 혹은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최고경영자 및 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및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에 관한 보고내용 또는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주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그룹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은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를 위원으로, 지주사 준법감시인 (그룹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을 의장으로 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2020년 신설하여 우
리금융그룹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광고정책
우리금융그룹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정보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 유형의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광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사 준법감시
인은 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광고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광고, 마케팅 정책의 시행·변경·중단 시 ‘금
융소비자보호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보호 측면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정책
우리금융그룹은 채무자 보호와 공정한 채권추심 활동 수행을 위해 채권추심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를 구축하고 추심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추심 업무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위
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자격은 신용정보협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우리신용정보 홈페이지
에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기타 채무상환 지원제도 소개(바꿔드림론, 소액대출제도, 취업지원센터)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관련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실시하며, 채권추심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및 내규 준수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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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Focusing Issue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전예방 단계
우리금융그룹은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2021년도에 우리은행 2,688건, 우리카드 3,107건 등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각 단계별 준수사항과 부분 사전점검을 통해 고객의 시각에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품개발 및 판매 단계
비예금상품은 소비자의 원금이 100%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 리스크가 높은 상품입니다. 비예금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은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른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비
예금상품의 기획·선정 및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에 대
한 보호체계를 한층 두텁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산관리그룹장 등 각 상품소관 부서 그룹
장 및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외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총 17회 개최된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상품 운용회사 및 제휴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 비예금상품 선정 및 판매한도 관리 기준 등을 심의하였으며, 비예금상품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과 판매 추진실적 및 비예
금상품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관리팀-소비자보호부-금융소비자보호그룹-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관리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프로세스
우리금융그룹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예
방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개발·판매·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
체계를 모니터링하는 사전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불만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자 지정, 
접수·진행상황·처리결과 통지 등 세부 프로세스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소비자보호 이사회 보고 현황(상품/서비스 관리, 상품 안전 컴플라이언스 포함)
우리금융그룹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은행 리스크부문 비예금상품 관리체계 점검(2021.04.23)을, 내부통제관
리위원회에는 2020년 하반기 내부통제 관련 민원현황(2021.02.05), 2021년 상반기 그룹 민원현황(2021.09.10)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 2020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2021.03.2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판매승인 
및 표준영업행위준칙(파생상품용) 제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2021.04.23), 2021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 일부 개정 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파생상품용) 일부 개정 보고(2021.09.10)를 하였습니다.

통지/사실 확인 처리 종결VOC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 전화, 엽서, 방문, 팩스, 이메일
·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 접수 통지 및 담당자 안내
· 사실 확인 및 원인 규명

· 처리결과 통지
· Happy-Call

·  민원예방활동 
- 발생원인 분석 
제도개선, 직원교육 등

민원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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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직무 전문성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
호 측면의 영향 분석 및 점검, 금융소비자보호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은 입행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영업·법무·시스템·통계·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
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직무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펀드 판매자격 강화
우리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고객수익률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이해가 어렵고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 인력에 대한 자격증 
보유는 물론 전결권자에 대한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등 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신임 FA역량 강화 과정과 차세대 PB, FA
의 사전역량 양성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였으며, PB, FA가 된 이후에도 매년 2~4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여 사후 보수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KPI 평가 강화 
우리금융그룹은 주요 자회사별로 성과평가 지표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항목을 운영함으로써 자회사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유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완전판매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2022년에는 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표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KPI 지표 운영
금융소비자보호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및 불완전판매방지
(해피콜, 미스터리쇼핑)를 세부항목 으로 구성하고 감점폭을 확대하
여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의 영향도를 높였습니다. 50

▲20

40

▲50

고객신뢰

내부통제

고객수익률

금융소비자보호

구분 지표명
2021년

배점

2022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이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
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22,003건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수용하였으며, 금리인하 가능 고객을 대상으로 연 2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도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실행 프로세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더 많은 고객들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구분

16,480

495

9,692

1,736

433

428

접수(건)

10,290

406

8,629

1,507

67

257

승인(건)

62.44%

82.02%

89.03%

86.81%

15.47%

60.05%

승인률

가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용대출

주요 자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승인 건수 및 승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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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회사 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반암 및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암세포만 파괴하는 항암 치료비) 보장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암진단 또는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

〮일반암 및 중증치매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 : 주요질병 발생 시기에 따라 암/치매 집중 보장 

〮단계별 치매진단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보험  
〮중증치매또는 60% 이상 장해 발생 시 소득보상 비용(생활비) 지원

〮재진단암 진단비 및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암세포만 파괴하는 항암 치료비)  보장 
〮암 진단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립보험료 납입중지

〮자녀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표적항암 방사선치료비 보장 
〮 3대질병 고액 보장, 코로나 19 맞춤 보장(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격리실 입원치료비) 
* 3대질병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재해관련 집중보장 : 사고로 소득상실 시 경제적 대비 및 법인 임원의 보장자산 마련 
〮만기생존시 원금 환급 기능, 연금전환특약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 가능

암 걱정 없는 표적치료암보험 

흥국생명  
치매도보장하는암보험

엔젤안심보험 

흥국화재  
재진단표적케어암보험

희망가득자녀보험 
 

안심드림(Dream) 상해보험 

2021.03.22 

2021.05.21 

2021.05.21 

2021.07.13 

2021.09.13 
 

2021.09.28 

상품명 출시일 특징

226억 원

1,747좌

116명

예방금액 

예방계좌 

감사장 수상

금융사기 예방 성과

48회 
557명

15회 
8,383명

고객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교육

고객 자산관리대면/
비대면 세미나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성과

총 412회, 
20,595명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성과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사업
우리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금융 사기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더 나아가 악성 앱에 의한 
전화 가로채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은행 App 구동 시 악성 앱 자동 탐지 후 고객 안내 
및 자동 차단이 이루어 지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
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웹툰 시리즈로 제작 및 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우리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해 민원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예방 
및 응대법, 완전 판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급별, 직무별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과 민원발생 원포인트 레슨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임직원의 서비스 표준화
를 이뤘습니다. 특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이 영
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현장 지원 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여 전직원 금융소비자보
호 역량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완전판매프로세스 동영상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412회의 교육(20,595명, 직원1인당 1.4회)을 실시하였
습니다.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교육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사기 취약계층 (고령자, 저신용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투자
증권과 협업하여 대면 및 비대면 자산관리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PB 고객의 금융 이해도 제고
를 위한 교육과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고객 (안전)보건 관련 상품 포함)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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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우리카드는 소비자보호총괄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여 소비자보호 및 민원관리의 총
괄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소비자보호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CCO 주관 하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매월 운영함은 물론, 협의회 외에도 대표이사 주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직접 제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
편, AI 기반의 민원관리 시스템 ‘SPERO’를 재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카드는 머니투데이 주최 2021년 대한민국 금
융혁신대상 금융상품/서비스 혁신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추진활동

·카드론 금액 2.5시간 지연입금 제도 시행
·보이스피싱 확인 해피콜 실시
·휴대폰 해킹방지를 위한 원격제어 탐지 엔진 도입
·업계최초 딥러닝 기반의 FDS 시스템 고도화
·코로나 19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안내 강화

2021년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교육
우리카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 금융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
정센터, 이민자통합센터,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 생활 경제 관련 금
융 교육을 9회, 총 47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금융 교육 실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33% 청구할인

전기차충전, 대중교통(버스/지하철), 4대 보험료 2% 적립

정기결제 5% 적립(4대 보험,보안방제(에스원,세스코))

전기차충전 최대 50% 할인

국내외 여행관련 보험서비스 
- 해외/국내여행, 휴일교통 상해, 골프보험 

병의원(동물병원), 산후조리원, 약국 7% 할인

전기차충전 10% 할인, 대중교통(버스/지하철) 5% 할인

병의원 1.5% 적립, 4대 보험료 0.8% 적립

삼성화재 보험료 장기할부/ 청구할인 서비스

토스 D4@카드의정석

BASE KIT(바스킷)

Biz KIT(비스킷)

롯데렌터카신차장 EV+ 우리카드

닥터스클럽카드의정석 PREMIUM POINT 

국민행복카드 S2

WON DISCOUNT AIR

그랑블루 1st 

카드의정석 삼성화재 당신에게 좋은 보험

2021.11.01

2021.10.29

2021.10.25

2021.09.01

2021.03.23 

2021.03.08

2021.02.26 

2021.02.15

2021.02.01

상품명 출시일 특징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고객 (안전)보건 관련 상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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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
우리금융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사 소비자 보호 의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실천 운동과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를 실시하고, 유사민원 재발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소비자 정보 포털을 신설하였으며 대
출 담당자 고지여부, 설명 타당여부,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개편 하였습니다. 

신차교환보험 

스마트 리페어 

〮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계약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차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

〮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서비스기간 (1년 이내) 내 흠집, 함몰 등 무상 수리해주는 서비스  
연간 3회 수리 가능, 타 차량에 의한 도어 손상은 1회 보상

상품명 서비스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고객 (안전)보건 관련 상품 포함)

금융사기예방 추진활동
· 대출 약정 시 금융사기 유의사항 및  
고객확인사항 추가 안내 

· 모바일 대출시 신분증 식별 기능 강화 및 
본인인증 절차 추가 도입

· 모바일 대출시 보이스피싱 유형  
체크리스트 도입 

· 홈페이지 POP-UP 안내강화   
(금융사기 유형/ 예방법 관련)

·최근 사기유형 사례/ 예방교육영상 게시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활동
우리금융캐피탈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융아카
데미와 CS아카데미는 개인정보방침,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론 교육과 함께 업무 유의사항, 주요 VOC 및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7,502명의 임직원(당사 소속 모
집인 포함)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조직 및 회의체 

 

부서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현황

CEO

CCO

CCM리더

CCM CARE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소비자보호팀

고객만족팀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실행

CS품질 고도화 및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

최고책임자

고객만족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고객중심경영 및 CS실천활동, VOC개선활동

거점 직원 현장의 소리청취 및 고객중심 경영 전파

고객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 반영 및 전략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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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자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
립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부점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사회– 대표이사–담당임원–부서장–업무
담당자에게 명확한 업무 및 책임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내부통
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대표이사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
성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매 인력에 대한 자격사항 및 내부통제교육 실시여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하여, 무자격자 및 교육 미이수자에 의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
습니다.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우리종합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온라인 
연수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동향 및 피해사례 교육을 진행하여 2021년 총 223명이 수
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분기별로 부서 및 영업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을 추가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경영방침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의 행복을 키워 나가는 마음 속 첫번째 저축은행이 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원칙하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침』 을 수립하였
습니다.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하여 바로 알고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히 안내
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숙지여부 테스트를 진행하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였
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 사항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소법’ 안내자료를 홈페이지 소비자 포탈에 게시하였
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교육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식 관련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프, 금융시장 브리
프, 리서치 PLUS 등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돕고 있
습니다.

금융사기예방 추진활동
· 은행연합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시스템’ 참가 

· 전기통신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

· 금융사기신고 야간 콜센터 운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침
· 금융소비자요구사항 경영활동에 반영

· 금융소비자를 위한 민원감축 및  
금융상담 교육 확대

·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알 권리보호

·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보의 투명한 제공

우리금융저축은행  
금융사기예방 추진활동
· 홈페이지 POP-UP 실시 (스미싱, 파밍 
피해예방 캠페인)

· 금융사기신고 야간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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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 

10,021십 억 원
* ESG상품·대출·투자 및 ESG채권 발행 등

04
ESG금융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ESG 금융 원칙 및 추진 체계

ESG와 금융의 통합

35

36

ESG금융 목표

100조 원 (2030년)

(2030년까지 취급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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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금융 적용범위 및 추진 활동 

여신 심사 및 신용  
평가 시 고객의 환경·
사회적 리스크 평가

여신

환경·사회적 기여  
목적이 반영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수신

녹색채권·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 적도원칙을 준용한 
환경·사회적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적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용 및 위탁  
자산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투자 의사 결정

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ESG금융

ESG금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급속한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에 기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친환경 대출 상품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나아가, 중소·중견 혁신 기업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금융 지원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등 
ESG금융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금융을 선언적 측면이 아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경영활동에 통합하고 모든 금융활동에 반영하고자 ESG금융원칙
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ESG금융은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
스, 금융지원을 의미합니다. ESG금융원칙에는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체계 및 
ESG금융에 대한 투명한 성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ESG금융 원칙을 제정하고 친환경금융, 사회적금융, 포용금융
을 주축으로 하여 ESG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친환경 및 사회적 금융, 포용금융을 점차 확대하여 ESG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금융 사회적금융 포용금융

ESG금융 원칙 및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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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반영한 여신 및 신용평가
ESG 금융원칙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여신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평가 요소에는 윤리, 안전, 환경 
및 노동 조건 등이 있으며, 각 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함으로써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리스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되는 리스크는 그룹의 리스크 관리 모델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자회사에 ESG 금융원칙에 따른 여신원
칙과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그룹 전체의 ESG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 요소를 고객 확인 프로세스 및 고객에 대한 실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의무 제도는 고객에 대
한 사실 수집 과정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환경·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환경 또는 사회적 리스크를 판단하는 고객확인절차(CDD)를 수행하며 자금세탁,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환경 또는 사회적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배제 원칙을 수립하고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및 유흥업 등 배제 산업을 선정
하여 여신 심사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PF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여신에도 적도원칙에 기반한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고객사에 ESG 리
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가 발견된 고객에게는 구체적인 ESG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ESG 성과가 타 기업보다 우수할 경우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관련 이슈
가 높은 산업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요인 분석 후 관련 자료 제공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고객이 ESG를 경영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적 기여 목적의 수신 상품 개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해 환경,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및 사회 기여형 상품을 개
발함으로써 고객의 ESG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ESG 기업을 위한 우리은행 '착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특판 정기예금'
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ESG 관련 수신상품
을 기획 및 판매 시 해당 상품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나아가 각 상품들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SG채권 발행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ESG채권 발행과 관련된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진행하였으며, 채권의 투명성, 신뢰성, 적합성을 
설명하기 위해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Sustainalytics 로부터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영향력에 대해 인증
받았습니다. ESG채권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추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
와 금융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자 지속가능채권을 선도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9년 시중은행 
최초로 원화 2,00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우리금융그룹은 외화 지속가능채권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금융그룹의 ESG채권 발행 금액은 원화로 환산할 시 약 4.7조 원에 이르며, 작년 대비 발행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
니다. 또한, 발행하는 ESG채권에 대해서는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은행 지속가능채권 사후 보고서와 우리카드 사회적 채권 
사전검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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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ESG채권 관리체계

· 우리은행 Sustainalytics 인증보고서(SPO)

· 우리은행 지속가능채권 2022년 사후 보고서

· 우리카드 사회적채권 검증 보고서 및 사후 보고서

· 우리금융그룹 ESG채권 인증 평가(우리금융지주 2021-04-01, 우리종합금융 2021-10-21)

https://spot.wooribank.com/pot/jcc?withyou=BPPCT0033&__ID=c007279&sdiv=SD_POT&fileName=Sustainalytics_20190220.pdf&filePath=/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PCT0035#none
https://pc.wooricard.com/dcpc/yh1/cid/cid03/H1CID201S17.do
http://www.korearatings.com/valuation/QValuation01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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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기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은행은 2021년 8월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사회적 리스크 검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PF
사업에 대한 ESG금융원칙 준수 여부 확인 시에는 해당 PF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내부 전문가가 환경 또는 사회 영향 등을 포함한 ESG 프레임
워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PF 15건 중 3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거절된 프로젝트는 0건 입니다. 또
한, 외부 전문가의 현장 검사를 통해 환경·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사회 영향 평가 시 우리금융그룹은 각 인프라 사업 영역 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ESG금융원칙의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환경 사회 리스크 등급분류

우리은행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등급분류 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국제금융공사 이행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한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적도원칙 대상 사업의 리스크(A,B,C)등급을 산정하여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을 고객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동안 관리방안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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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환경·사회 리스크 등급 분류

환경·사회 관리 
체계

문화유산

노동 원주민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안전·보건

토지보상 및
비자발적 이수

A등급 C등급

B등급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또는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써, 해당  
위험 또는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또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써, 해당 위험과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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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투자 참여 건으로, 보증부대출 30억원 및 
BTO-rs펀드 200억원을 PF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021년부터 보증부대출은 34년, BTO-rs펀드는 46년에 걸쳐 분할상
환 방식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등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
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및 건설 진행 예정입니다.

             Case 2.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고흥에너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3개사가 출자해 전남 고흥군 담수호 저류지 
수면에 98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은행은 본 사업에 대한 PF 주선기관으로서 총 금융규모 1,519
억 원 중 440억 원을 PF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021년부터 약 16년에 걸쳐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수질오염, 생태환경 영향 등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Case 3. 영광 풍력발전 리파이낸싱

‘영광 풍력발전 리파이낸싱’은 한국동서발전(주), (주)대한그린에너지가 전남 영광군 일원에 79.6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은행은 총 사업비 2,408억 원 중 700억 원을 PF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021년부터 약 13년에 
걸쳐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차체와의 협의하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속 실시 및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환경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CASE : 적도원칙 프레임워크 적용 PF

적도원칙 기반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비정형  
데이터 포함

종료

고위험  
등급

저위험 
등급

스크리닝
(대상 여부 파악)

등급분류
(환경·사회 리스크 등급분류)

독립 환경·사회심사서약
(금융계약서 작성)모니터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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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기반의 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은 ESG금융원칙을 기반으로 직접 운용하는 자산 및 위탁 자산에 대한 ESG투자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용 및 위탁 
자산에 대한 수탁자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투자원칙에 기반한 ESG 요소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의 ESG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 3사(우리자산운용, 우리PE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여 ESG를 반영
한 수탁자 책임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SG요소에 대한 검토 항목으로는 사업경쟁력(시장점유율 지속가능성, 대체기술 대응력, 브랜드 
파워, 경영의 질), 이사회 독립성, 지배구조 투명성, 정보공개 신뢰성, 불확실성(재무위험, 관계사 위험, 오너리스크), 환경경영(기후변화 대
응, 친환경 제품), 공급망 관리, 책임경영(사업장 안전, 제품 안정성), 조직만족도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자산 및 섹터별 책임투자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하는 배제정책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원칙은 상장 주식, 채권, 사모펀드, 인프라, 부동산 및 파생상품과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반영됩
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ESG를 자산운용에 반영함과 동시에 수익 창출을 위한 우리금융그룹 ESG운용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산운용 시 비
체계적 위험을 통제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전통
적인 ESG 평가의 한계점(정보공개 미흡, 등급 산정의 불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 프로세스에 ESG 분석 내재화 및 비중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 체계 확립 및 관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요인들을 기업분
석 단계에서 재무적 분석과 비재무적 분석을 병행하는 ‘ESG-Integration’ 이라는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ESG-Integration’ 에 
기반하여 지속가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테마 전략과 주주활동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 창출 및 포트폴리오 리스크 통제가 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 및 산업별 비중에 대한 운용 원칙과 책임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 
원칙에 따라 종목 편입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가능 초과수익 달성 전략

Core Strategy Satellite Strategy

❷ 지속가능 테마투자  
전략

❸ 주주활동 
(기업관여) 전략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융합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 
ex. 그린에너지, 녹색 관련 기술, 

지속가능 농업 등의 자산 및  
기업에 투자

ESG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 권한(의결권,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고

❶ ESG 통합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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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포용적 금융 및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포용적 금융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체계

취약계층 지원

미래세대 육성

메세나 확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41

43

44

45

46

46

사회공헌 투자금액 목표

1,500억 원

(2025년 목표)

사회공헌 투자금액

1,35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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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제 불안정과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우리금융그룹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추어, 힘겨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금융 상품과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권 금융상품들을 확대 취급하여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포용적 금
융 전략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우리은행은 서민과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우리은행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저신용 저소득 고객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용대출), 사잇돌 중금리대출, 
햇살론17/15(직업과 소득이 있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권 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용적 금융

서민금융 실적

2020

2021

5,518억 원 694억 원1,076억 원

4,608억 원 1,028억 원1,023억 원

새희망 사잇돌중금리햇살론17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원금 및 이자 유예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조정에 함께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대
출 상품을 운용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19 발생시점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말까지 총 34.5만 건의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액은 53.1조 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
리금융그룹은 포용적 금융 활동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한민국 금융 불안정성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 특례운영

코로나 19 피해 지원 대출 프로그램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 

코로나 19 원금·이자 유예기업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 코로나 피해기업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속지원

- 1차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22,250건/5,536억원 신규 
-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56,794건/9,268억원 신규

-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88사/815억원(잔액)) 
-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2,344건/1,261억원)

주요 활동 실적

우리은행 금융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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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코로나 19 프리워크 아웃 특례

22 억 원  
지원

112 건

7,627 억 원  
지원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5 9,500만약
명의  
고객

(2022년 4월 누계) (2022년 4월 누계)

창업 지원 및 활성화
우리은행은 청년세대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2년 전국은행연합회 사원기관들과 함께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자금 출연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 및 직·간접 투자,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창업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우리소상공인 종합지원센
터를 운영 및 추가 개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중소기업 128건, 소상공인 371건의 컨설팅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COVID-19 대응 포용적 금융 중점 활동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한 '코로나 19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계속 시행하였습니
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의 우려가 높은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 등이 발생한 연체 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만기 연장과 서민금융 상품을 포함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우리신용정보는 코로나 19의 힘든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연체 차주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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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체계

우리금융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 3대 핵심가치 하에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사회공헌 키워드
우리금융그룹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5가지 사
회공헌 키워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업의 특성을 살린 금융교육을 비롯한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 사업 등으로  
금융접근성 강화 및 미래 고객 확보 

포용적 금융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호·복원 등  
녹색경영 실천으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환경보존

취약계층 지원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및 사회통합 기여

메세나 확산

문화, 예술, 스포츠에 대한 후원으로 문화 가치 확산

CORE VALUE

인간사랑
Humanity

희망실현
Hopefulness

행복추구
Happiness

그룹 사회공헌 협의체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 1월, 그룹사간 사회공헌 활동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인 ｢그룹사회공헌협의회｣를 ｢그룹ESG경영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룹사 CEO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그룹 사회공헌 및 ESG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

Overview

Focusing Issue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우리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전국의 영업점과 각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
사활동을 하는 ‘우리사랑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임직원들이 영유아,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236곳의 ‘우리사랑나눔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03회에 걸쳐 총 8,204명의 임직원
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금 약 5.9억 원을 각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Appendix

Data & 
Assurance

ESG 
Performance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취약계층 지원

여름나기 공모사업

소아암 어린이 지원 사업

설맞이 취약계층 지원 ‘우리행복상자’ 전달식

우리사랑기금 운영
우리은행은 2003년부터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
우리사랑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주도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매월 평균 5,143명의 직원이 참여
하여 총 3억 6천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매년 ‘우리사랑기금’을 활용해 전국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시행된 ‘여름나기 공모사업’은 1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 총 1억원을 전달해 
358명의 어린이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미래세대 육성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소아암 투병 아동 치료
비 및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사랑기금’ 운영을 통해 모금한 기
금으로 취약계층 소아암 아동이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수술비 및 진료비를 지원
하는 것은 물론, 치료 중에도 아이들이 꾸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 학습과 온
라인 교육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아암 아동을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시의성 있는 사회공헌 연중 전개
우리금융그룹 명절나눔(설·추석)
우리금융그룹은 매년 명절(설·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설에는 식료품으로 
구성된 ‘우리행복상자’ 2,000개를 우리은행 전국 영업본부 임직원들을 통해 저소득 가정
에 전달하였으며 9월 추석에는 총 2,000개의 식료품 상자를 제작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산하 전국 4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을 지원하였습니다. 



45

우리금융그룹 헌혈 캠페인

1사1교 금융교육

｢WOORI 경제 스쿨｣

우리금융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그룹사 임
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021년 16회를 맞이한 ‘사랑의 헌
혈 캠페인’은 우리은행과 대한적십자사가 2006년 헌혈 약정 체결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
며, 캠페인 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참여 후 증서를 기부함으로써 혈액난 극
복을 위한 나눔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그룹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
여 모은 500매의 헌혈증을 백혈병 소아환자를 위해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 아름다운 생명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육성

청소년 금융교육 확대
우리은행 1사1교 금융교육
우리금융그룹은 미래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융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사1
교 금융교육은 국민의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범금융권 금융 교육입니다. 우리은
행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도 향상 및 올바른 금융 인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사1교 금융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교육 전문 NGO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질화에 힘쓰고 있으
며, 2021년 기준 전국 50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영업점이 결연을 맺고 554회에 걸쳐 총 
21,270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런 노력을 인정 받아 2021년 1사1교 금
융교육 우수 금융회사로 선정돼 금감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WOORI 경제 스쿨｣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인재 육성에 있어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중「WOORI 경제 스쿨」은 지역아동센터 소속 취약계층 아동들이 쉽고 재
미있게 금융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육, 은행사박물관 견학, DIY 만들기 체
험 등을 진행하는 우리은행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기존 
대면 교육에서 금융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2021년에는 총 59회, 
97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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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 양성
미래 IT 인재 육성사업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금융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FIS)는 2019년부터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놀이 방식으로 풀어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미래의 IT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취약 계층학생 누적 200여 명을 선
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회사 소속 IT전문 임직원들이 직접 실무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WOORI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 
코로나 19 장기화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아동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WOORI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WOORI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은 선발된 농
산어촌 초등학교 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가상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실시
하고 교육 종료 이후에는 참가 학교당 우수 아동 2~3명이 참가하는 코딩 경진대회를 개최
함으로써 농산어촌 아동이 미래 디지털 인재로서 기초 소양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WOORI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

메세나 확산

청소년을 위한 WOORI 오케스트라
우리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WOORI 오케스트라｣ 사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문
화예술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분야 지원을 통한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습
니다. 2021년 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첼로 독주, 성악 등 다양
한 클래식 공연을 실시했으며,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실시
간 공연을 이어가며 총 8,672명의 학생에게 문화예술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에서는 200억 원을 출연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융권 최초 다문
화 가족을 위한 공익재단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진정성과 전문성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완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 장학사업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1년 총 5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약 6.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없
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예체능, 어학 등 특기를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대회 출전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기 장학 분야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WOORI 오케스트라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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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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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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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경제금융교육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다문화 자녀 및 소상공인자녀 장학금 지원

특히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녀에게도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였습
니다. 재단의 대학 장학생들은 ‘우리누리’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매달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가족 인터뷰 UCC, 굿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팀 프
로젝트 활동과 봉사활동, 다양한 강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문화〮복지지원 사업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에게 맞춤형 책상, 의자 등을 선물해 쾌적한 환경에서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
도록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
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10쌍의 다문화 부부에게 웨
딩 앨범 제작과 신혼여행을 위한 지원 등 결혼식 일체를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
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해 더욱 
다양한 다문화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기기와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구매를 지원해 코로나 19으로 인한 교육 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 하였습니다.

대학 장학생 서포터즈 ‘우리누리’

다문화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지원

다문화부부 결혼식 지원 ‘우리웨딩데이’

구분 대상 지원내용

우리다문화 
어린이합창단 유ᆞ초등학생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어린이 50여 명이 매주 2회 모여 합창교육과 공연,  

대회참가를 통한 성장지원

우리다문화 
오케스트라 초ᆞ중학생 다문화 자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 음악에 소질있는 다문화 자녀들을 선발하여  

전문 음악교육을 진행

다문화 자녀  
진로진학지원

중·고등학생 다문화 자녀
1:1 맞춤형 대입 컨설팅, 입시자료집 제작·배포,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등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탐색 및 진학을 지원

다문화 가족  
경제ᆞ금융교육 결혼이민자, 다문화 자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ᆞ금융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주요 교육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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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배구조
우리금융그룹은 ESG 경영관리 체계를 위해 ESG에 대한 지배구조를 수립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융합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지배구조 융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파되어 기존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존 리스크관리 체
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❶ 전년대비 주요 진행사항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 발간한 TCFD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대비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와 목표에서 진전된 사항이 있고 
주요 진행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역할과 책임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와 목표구분

·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완성 
- ESG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존 리스크관리 지배 
  구조의 융합

·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한 자금 
공급 분류 
- 차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금공급 분류 
- 녹색금융 자금공급 분류

·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가 가입

·  기후리스크관리  
Framework 제정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  
  Infra를 기반으로 기후 
  리스크 식별 → 평가 →  
  관리 → 공개의 Frame 
  work 제정 
- 기존 리스크관리  
  체계와의 통합

·  그룹 기후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제정 
- 그룹에 공통으로 적용 
  하기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  기후리스크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 2022년 3월 3일  
  ESG경영위원회 보고 
- 단기 추진방안, 중기  
  추진방안, 장기 추진방안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 PCAF 측정 대상 중  
  익스포져 100억원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 
  으로 금융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설정 
- PCAF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금융배출량  
  측정 후, 재설정 예정

·  감축목표는 절대량 외에 
집약도를 관리지표로 설정 
- 관리지표는 금융집약도 
(금융배출량 / 금융자산)  
사용 
- 차주의 탄소배출 효율성 
  을 위한 매출액당 집약도
(탄소배출량 / 매출액) 및 
원단위집약도(탄소배출량 
/ 활동량)는 예정 관리지표

주요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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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융합 

이사회내 위원회
그룹사 협의체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실무 협의체
지주 부서

구분

ESG경영위원회
그룹 ESG경영협의회

전략부문 임원
그룹 ESG경영 실무 협의회

ESG경영부

ESG 총괄 
(기후변화 기회요인)

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

CRO
그룹 리스크관리 실무 협의회

리스크관리부

기후리스크 관리 총괄
(기후변화 위험요인)

❸ 전략
기후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친환경 경
제로의 전환은 큰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러한 거래 기업이 당면한 기후변화 영향을 기회요인 발굴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래 기업의 기후변화 영향

영역 내용구분

GDP 하락 및 물가 상승

대기업의 공급망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설물의 좌초자산化

고탄소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제

공개기업 확대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GDP 하락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

· EU 및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 기업은 추가 관세로 인한 영향

· 금융기관의 Negative 수단 실행 시점에는 한도 및 신용등급 영향으로,  
여신 축소 가능성

· 대기업은 Scope 3 축소를 위해, 부품 등의 공급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요구 

· 신소재 개발, 탄소 저감 요구 등으로 기존 시설물의 내용연수  
전 폐기 가능성 → 사전 준비 필요

· 공개 대상 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중소기업
영향

기업
공통 영향

우리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Plan Zero 100)하였고, 탄소중립이 단순하게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금융자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감축수단은 1)금융배출량 감축 요소,  2)회피배출량 증가 요소, 3)금융집
약도 축소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감축 요소는 거래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금융자산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
하고, 회피배출량 증가 요소는 재생에너지 투자 및 녹색채권 투자 등과 같은 녹색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며, 금융집약도 축소 요소는 금융
자산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수단을 요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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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수단의 요소별 구분

Net Zero
(탄소중립)

금융배출량
감축 요소

회피배출량
증가 요소

금융집약도
축소 요소

차주의 탄소배출량

· 감축 지원금융
· RE100 지원금융
· 고탄소 기업 대상 친환경 제휴
· 녹색채권 발행기업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 재생에너지 PF
·  기업 PPA 및 제3자간 전력거래 

추진 사업자 연계

금융배출량

금융자산

· 녹색금융 투자
· 고집약도 업종 및 기업 관리
· 고탄소 업종 內 비공개 기업 관리 

녹색채권 투자

· 재생에너지 PF
·  기업 PPA 및 제3자간 전력거래 

추진 사업자 연계

금융자산

· 녹색금융(채권) 투자
· 재생에너지 투자

차주의
총자산

거래 기업과 상생하는 감축수단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발굴과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러한 전환금융을 
기후변화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환금융은 세부적으로 감축지원금융과 녹색금융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기회요인으로 발굴한 감축지원금융은 거래 기업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의 이행리스크를 축
소하여 그룹의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것과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자산의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그룹의 금융배출량을 감축하여 그룹의 이
행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 전략 방향입니다. 이러한 전략방향은 거래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해당 기업과 우리금융그룹의 지속가능성을 확
대할 것입니다.

전환금융 구분

Scope 1 집약도↑ 업종

·  CCUS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시설자금 공급

·  제조 방식 변경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자금 공급

·  전원믹스 변경 자금 공급
·  발전 설비 효율화 자금 공급

·  에너지 효율(절감, 기계장치 변경,  
노후 설비 교체 등) 개선 자금 공급

·  완제품 생산을 위해 기초 재료 
(원재료, 중간재, 부품 등)  
변경에 대한 자금 공급

·  완제품 생산 방식 변경,  
신제품 전환에 대한 자금 공급

·  신소재 개발에 대한 자금 공급
·  재료 사용 변경을 위한 공정 변경에 
대한 자금 공급

·  재생에너지 투자 : PF, RE100(한국형 RE100 포함) 가입 자금공급, 제3자간 전력거래 및  
기업 PPA 상대방(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자금 공급

· 녹색금융(K-Taxonomy) 체계 재분류 후,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녹색채권 발행 및 투자
· 국외배출(산림, 흡수원, 재생에너지 투자 등) 지원 및 투자, 국내 흡수원 개발 지원 및 투자

Scope 2 집약도↑ 업종 Scope 3(Upstream) 집약도↑업종

녹색
금융

감축
지원
금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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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리스크관리
우리금융그룹의 기후리스크 Framework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조직 및 시스템 Infra에 기반하여 기후리스크를 식별 → 평가 → 관리 → 공개의 
절차에 따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후리스크 식별은 금융배출량 발생원천을 인식하고, 발생원천의 자산군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PCAF 및 SBTi 대상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발생원천은 약 176조원 입니다.

기후리스크 Framework

기후리스크 공개

기후리스크 관리

기후리스크 평가

기후리스크 식별

·  파리 협약, NDC 등 고려한 그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  
→ 이행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Transition Financing 발굴 등

·  기후리스크는 ESG 경영활동의 하나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ESG경영위원회와 연관 → 실행을 위한 상호간 R&R 명확화 필요

·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이니셔티브 가입 & 정보 공개) 
- 공개 관점 : 표준화, 투명성, 일관성, 실행력, 품질의 고도화 등

·  관리 지표(다양한 집약도 등) 설정, 고배출 업종 선정, 감축목표 설정(객관성 확보)
·   참여유도형 감축 관리, 한도설정형 감축 관리, ESG 모형 운영을 통한 관리

·  금융배출량(차주의 탄소배출량 x 금융자산의 잔액 / 차주의 총자산) 측정, 시나리오 분석
·   (미래) 규제자본(도입 시) 및 내부자본 측정 

·  금융자산 中 금융배출량의 발생원천인 차주 및 상품의 익스포져 식별
·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및 SBTi(과학기반목표설정 이니셔티브) 기준 자산 분류 

·  연간 1회 이상 정보 공개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 금융배출량 측정, ESG 모형, 규제•내부자본 측정(도입 시) 등

탄소중립

조직 Infra

시스템 Infra

기후리스크 관리대상 식별 

금융배출량 발생원천 (기준 : ‘20년 12월) 발생원천의 자산군 PCAF 대상 SBTi 대상

상장주식 및 회사채

차량대출

상업용부동산

모기지(구입자금)

프로젝트파이낸스
(발전 및 인프라)

비상장 주식

기업대출 
(Corporate)

기업대출 
(SME)

비상장주식
및 기업대출

399조

총자산

366조

기타
(33조)

투자자산 및
대출채권

176조

제외*
(190조)

발생원천

총자산 中
약 223조는
금융배출량
측정 제외

-

-

Optional

Optional

*  기타 : 현금,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파생상품, 기타자산 등, 제외 : 정부 및 해외(정보 미공개), 모기지(구입자금)·차량대출 外 소매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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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금융그룹의 금융배출량 측정은 PCAF의 방법론에 따라 6개 자산군 구분하고 탄소배출 유형에 따라 차주 배출량 측정
하여 금융배출량을 측정(금융 자산에 할당)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기후리스크 관리는 1)관리지표 설정, 2)고탄소 업종 선정, 3)감축목표 설정, 4)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로 구분합니다.

관리활동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은 차주의 이행리스크를 축소하여 그룹이 보유한 금융 자산의 이행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
한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은 매년 공개하여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고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공개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한 시스템 Infra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Infra는 정기적인 공개, 일관성
과 투명성이 확보된 측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분기) 등을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진행되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히스토리, 실행 
결과의 추세 및 성과 등 다양한 정보 공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후리스크 평가

상장주식 및 회사채 금융배출량

상업용부동산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모기지(구입자금)

프로젝트파이낸스
(발전 및 인프라)

차량대출

차주의 탄소배출량

금융 자산의 잔액

차주의총자산

6개 자산군 구분 금융배출량 측정탄소배출 유형

Scope 1
(직접배출)

·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설의 배출 
(공장, 발전설비, 차량 등의 배출)

Scope 3
(간접배출)

·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
·  Upstream은 사용하는 제품(완제품, 중간재 등)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예. 자동차 생산 시, 사용되는 부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

·  Downstream은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과정에서 배출 
(예. 대출 받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배출)

Scope 2
(에너지 사용의  

간접배출)

·  기업이 취득 또는 구입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 스팀,  
난방, 냉방에 의한 배출

6개 자산군의 차주 및 상품별 Scope 1, 2, 3에 대한 탄소배출량 측정

기후리스크 관리

관리지표 설정 고탄소 업종 선정 감축목표 설정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그룹 자산 증가, 차주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절대 배출량은 
증가 → 별도 지표를 통한 
관리 필요  → 단위당 집약도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
→ 고탄소·중탄소·저탄소 업종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필요
→ 목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SBTi에서 제공하는 기준 적용

금융배출량은 차주의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중요
강제 감축은 1)익스포져 한도
관리, 2)ESG모형 통한 관리 

금융 집약도

·  금융배출량 / 금융자산 
(자산군, 업종별 비교가능성)

참여유도형 감축 관리 (Positive)

·  탄소배출량 공개, 목표 설정 등 
유도 → 인센티브 지원

매출액당 집약도

·   탄소배출량 / 차주의 매출액 
(매출액의 탈탄소 수준,  
업종별 비교)

익스포져 한도 관리 (Negative)

·   집약도, 개선도 등을 통해 
기존 익스포져 한도를 조정

원단위 집약도

·  탄소배출량 / 차주의 활동량 
(업종내 차주별 탈탄소 수준  
비교, 활동량 : 발전량, 생산량,  
수송거리 등)

ESG 모형 통한 관리 (Negative)

·  ESG 모형(일부 자료의 한계)  
개발 → 기존 등급과 Matrix → 
개선여부 등 판단 → 한도 조정 

금융 집약도 > 그룹 평균

·  그룹 감축목표와 연계성 높음 
(단,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차주는 배출계수 
모델링으로 측정하므로 
국내 업종 특성 일부 미반영)

온도 상승 시나리오

·  1.5℃, WB2C(Well Below 2℃ 
→ 1.75 ℃), B2DS(Beyond 2 
Degree Scenario →  
1.75 ℃), 2℃

·  감축규모 : 2℃ < B2DS ≤ WB2C 
< 1.5℃

TVF > 2.12 (한국은행 기준)

·  TVF(Transition Vulnerability 
Factor) : 업종별 탄소배출량 통
계와 산업별 투입산출표 결합 → 
부가가치 한 단위를 창출하기 위
한 업종별 탄소배출량 지표

TVF > 2.12 (한국은행 기준)

·  SDA(Sectoral Decarbon-
ized Approach, 섹터별 탈탄
소 접근법)

·  ACA(Absolute Contraction 
Approach, 절대감축 접근법)

·  TR(Temperature Rating 
Approach, 절대온도 등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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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리스크관리 Framework 실행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장기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금융그룹 내 모든 그룹사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 기후리스크 관리 해설서를 2022년 3월에 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그룹의 기후리스크 관리의 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❺ 지표 및 목표
우리금융그룹은 PCAF의 금융배출량 측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Scope 3 기준 금융배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다만, 금번에 측정한 대상은 금융자산 
중에서 익스포져가 100억원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기준 금융배출량 측정 대상인 176조원의 약 32.7%인 57.5조원을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금융배출량은 약 14백만톤입니다.

기후리스크 관리 중장기 추진과제

단계 1단계 (~‘23년, 단기)

·  측정 고도화 
- 전체 측정대상에 대한  
  금융배출량 측정 및  
  DB 구축  
- 분기 단위 측정 체계 구축 
-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  감축목표 객관화 
- ESG경영부와 협업 
- TCFD 공개, SBTi 목표  
  인증(전체 측정 대상) 등 

금융배출량 측정 고도화 및
감축목표 객관화

2단계 (‘23~‘26년, 중기)

·  관리 지표 선정 
- 집중 관리대상 기업 및  
  업종의 관리지표 설정 
- 각종 영향도 파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고도화

·  기업의 참여 확대 
- 탈탄소 경로 이행 기업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  
  지원 
- ESG 모형 개발 

관리 지표 선정 및
기업의 참여 확대

(Positive 관리)

3단계 (‘27~’30년, 장기)

·  내부 감축목표 관리 
- 그룹사별 금융배출량  
  적극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관리 
- 그룹사별 자본한도와  
  연계방안 수립

·  강제감축 한도 관리 
- 각종 집약도에 대한  
  업종별 한도 관리 
  (기업의 자산 증가 고려 시,  
  집약도 위주 관리)

내부 목표 및 한도에
의한 강제감축 실행

(Negative 관리)

4단계 (‘31년~, 장기 )

·  NDC 기준 적용 
- NDC가 5년마다  
  갱신되는 점 고려 →  
  감축목표 재설정 및 관리

·  Global 기준 적용 
- 지구평균온도 상승 수준  
  및 각 국가별 이행 실적  
  고려 → 강화된 기준에  
  따른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재설정  

NDC 및 Global
기준 탈탄소화 경로

지속적 실행

관리 방안

방향성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20년 12월 기준) 6개 자산군별 측정 결과

6개 자산군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프로젝트파이낸스 
(발전 및 인프라)

상업용부동산

모기지(구입자금)

차량대출

합계

상장주식 및 회사채

잔액(십억원)

50,401

628

5,424

-

-

57,494

1,041

금융배출량(tCO2e)

11,443,050

1,163,759

622,914

-

-

14,004,103

774,380

399조

총자산

366조

기타
(33조)

투자자산 및
대출채권

176조

제외*
(190조)

발생원천

57.5조

발생원천

총자산 中
약 223조는
금융배출량
측정 제외

*  기타 : 현금,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파생상품, 기타자산 등, 제외 : 정부 및 해외, 모기지(구입자금)·차량대출 外 소매 자산 
미측정 : 100억원 미만 자산 

미측정*
(1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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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기준 측정결과를 주요 섹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주요 섹터별 금융배출량 (단위: tCO2e)

억원당 금융집약도 (단위: 금융배출량/잔액)

기타산업

철강

상업용부동산

운송(항공)

운송(화물)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제지

운송(여객)

화학

제지

시멘트

운송(화물)

발전

발전

알루미늄

화학

운송(항공)

기타산업

운송(여객)

상업용부동산

Scope 1 Scope 2 Scope 3

Scope 1 Scope 2 Sco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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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분류 표준인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기준으로 집약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섹터의 집약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GICS 섹터별 억원당 집약도 (단위:금융배출량/잔액)

GICS 섹터별 매출당 집약도 (단위: 금융배출량/매출액)

유틸리티

소재

정보기술

산업

부동산

헬스케어

소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산업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에너지

임의소비재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부동산

금융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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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0억원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미래 탄소가격 시나리오 감안한 추가 탄소 비용(UCC, Unpriced Carbon Cost, 현재 탄소배
출로 지불하는 금액과 미래 탄소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하는 탄소 비용)은 2030년 기준 4,252억원 상승하고, EBITDA 대비 마진 
1.7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대상 차주를 기준으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포트폴리오 온도 수준은 2 to 3, 2°C 시나리오 상 초과배출율은 19% 수준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0 0.0%

5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탄소가격에 따른 재무영향도

전체 대출 주식 채권

4,252억(-1.8%)1)

3,751억(-1.7%)

484억(-7.2%) 17억 
(-0.7%)

59.4%

6.0%

14.2%15.2%

고강도 (High) 시나리오

중강도 (Moderate) 시나리오

저강도 (Low) 시나리오

EBITDA 리스크 2)

1)  고강도 시나리오 기준 추가 탄소 비용  
(괄호 안은 EBITDA 마진 감소율)

2)  EBITDA 리스크 : UCC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리스크의 비율 (%),  
즉 UCC/EBITDA

EBITDA리스크 10% 초과 익스포져 비중 탄소비용으로 EBITDA마진 마이너스 전환 익스포져 비중

전체
24.3%

대출
23.2%

주식
64.6%

채권
18.7%

전체
2.8%

대출
1.6%

주식
47.6%

채권
0.0%

2°C 시나리오 경로 및 온도 수준 (단위: tCO2e)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전체1)

전체 -2D Aligned

주식
전체 -2D Aligned

대출
대출 -2D Aligned

채권
채권 -2D Aligned

2 to 3
온도 수준2)

19.0%
초과배출율3)

45.1%

2 to 3 21.7% 43.5%

> 3 7.4% 114.6%

> 3 72.7% 12.5%

투자대비 초과배출율4)

1)  실선 : 포트폴리오내 기업들이 미래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 
점선 : 2°C 시나리오상 배출해야 하는 배출 경로

2)  온도 수준 : 실선과 점선의 차이만큼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이 2°C 이상 또는 이하로 배출하게 되며,  
해당 초과량/미달량을 온도로 치환한 수치

3)   2°C 시나리오 대비 초과하여 배출한 탄소의 비중 
4)  투자 익스포져 대비 초과하여 배출한 탄소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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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CP 2.6, 4.5, 8.5를 적용하여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물리적 리스크 유형 중 산불 → 폭염 → 한파 → 물부족 스트레스  
순으로 높은 노출 및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20년 12월 100억 이상 차주의 포트폴리오 중 약 46%는 물리적 리스크 스코어가 10 이하
로 나타났고 약 54%는 주의가 필요한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물리적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들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전략측면에서 2030년까지 해당 자산들의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편입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물리적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여 물리적 리스크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0억원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2018년, 2019년, 2021년에 동일 차주의 익스포져 기준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은 우리금융그룹의 익스포져 변화가 금융배출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0

10

20

30

40

50

60

0

5%

10%

15%

20%

25%

30%

40%

45%

50%

물리적 리스크 스코어

전체 0~10 31~40 61~7011~20 41~50 71~8021~30 51~60 81~90 91~100대출 주식 채권

리스크 Type별 점수 리스크 점수별 분포 (전체 포트폴리오 대상)

한파
산불

물 부족 스트레스
폭염

홍수
해안 홍수 허리케인

30점 이상  
주의 필요

차주의 각 연도별 익스포져 및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익스포져
금융배출량
금융집약도

구분

753,273
16,738,001

22.2

742,306
14,222,963

19.2

574,942
14,004,103

24.4

576,315
9,978,341

17.3

2018 2019 2020 2021

(단위 : 억원, t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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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차주를 대상으로 3개 연도를 분석한 결과 금융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금융집약도는 202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4개 연도에 대해 동일 차주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차주의 구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리스크 관리는 차주 및 업종별 익스포져 비중을 조정하는 강제 감축 한도관리와 같은 Nega-
tive 방식의 관리(중장기 추진과제 중 3단계 과제)도 향후에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은 절대적인 양으로서,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의 증가와 무관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룹사간 비교, 업종간 비교, 차주 또는 상품간 비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집약도인 
금융 집약도와 차주 입장에서 매출액당 집약도, 원단위(Intensity) 집약도 등의 지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집약도는 전체 금융배출
량 측정과 시스템 Infra 구축 이후(중장기 추진과제 중 2단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0년 12월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SBTi에서 제시하는 감축목표 방법과 지구온도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관리지표 구분 

금융 집약도 

매출액당 집약도 

원단위 집약도 
 
 
 

구분

· 금융배출량 / 금융자산 

· 탄소배출량 / 차주의매출액 

· 탄소배출량 / 활동량 
· 활동량 : 제품 생산량, 발전량, 수송(운행) 거
리 등 
 

산식

· 잔액 1억원당 tCO2e 
· 업종, 차주별 상대 비교

· 매출액 1억원당 tCO2e 
· 차주 매출액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비교

· 기업의 활동량 1단위 당 tCO2e 
·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배출은 매출 보다는 매출원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원가 중 해당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점 고려 
· 활동은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 내 기업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비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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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기타산업에 대해 SBTi 인증을 위한 방법은 온도등급법(Temperature Rating Approach)을 제시하고 있지만, 절대 감축 규모를 관리할 목
적으로 절대감축접근법(ACA) 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전체 대상을 측정하고 SBTi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점(중장기 추
진과제 중 1단계)에는 인증 목적은 온도등급법을 적용하고 내부 관리 목적은 절대감축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러한 SBTi 설정방법을 적용하여 2030년, 2040년, 205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배출량 전체 대상을 기준으
로 측정하는 시점에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만, 2050년까지 100% 감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은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SDA)이 각 섹터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등 녹색금융을 통해 
Net Zero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적용한 SBTi 감축목표 설정방법

·  1.5°C : 산업화 이전
(1850~1900년) 대비 2100년
까지 온도 상승 1.5℃ 이하일 
확률 50% 시나리오

·  WB2C(Well Below 2℃) :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
지 온도 상승 2℃ 이하일 확률 
66% 시나리오, 1.75℃

·  B2DS(Beyond 2 Degree 
Scenario) :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온도 상승 2℃ 
이하일 확률 50% 시나리오, 
1.75℃ (WB2C≤B2DS)

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프로젝트파이낸스
(발전 및 인프라)

상업용부동산

모기지(구입자금)

차량대출

6개 자산군 및 주요 섹터 지구평균온도 상승 시나리오감축을 위한 탈탄소화 경로

발전

운송(여객)

알루미늄

운송(화물)

시멘트

운송(항공)

철강

화학

제지

기타

상업용부동산

모기지(구입자금)

차량대출

·  SDA(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으로,  
섹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탈탄소화 경로 설정

·  ACA(Absolute Contraction Approach) :  
절대 감축 접근법, 연도별 동일비율 감축

·  SDA

·  ACA

감축목표 설정은 섹터별로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관리는 전체를 기준으로 수행하고 주요 섹터에 대해서는 관리지표인 집약도 중
심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주요 섹터별 금융배출량 및 금융 집약도 (단위: 톤)

알루미늄

발전

제지

시멘트

철강

운송(화물)

운송(여객)

운송(항공)

화학

기타산업

상업용부동산

2020 2030 204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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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 대고객 업무를 수
행하는 자회사의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신지원은 2021년 12월말 기준 약 53조 
원 규모로 주요 금융그룹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원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들을 돕기 위해 2020년도 1차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2021년 2차로 약 2.3만 건, 4,3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
니다. 임차료 지원을 위해 약 8천 건, 98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전 영업점에 코로나 19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기
업에 대한 신속한 여신 지원을 위해 약 150여 명의 중소기업대출 전문인력을 지역 
신보재단에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인 금융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19 금융애로 상담센터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기부터 감염예방 대책을 다루는  
‘코로나 19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전사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로 격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코로나 19 대응반, 경영리스크 
대응반, 민생금융지원반을 두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시나리오 점검, 경영목표 조정 및 관리, 다양한 
고객지원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그룹 사회공헌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감염예방 물품을 고객과 함께 나누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적시성 있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 및 지역 사회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 금융지원1

Special 2

여신지원 

약 53조 원 

소상공인 지원 

4,300억 원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수수료면제 등 금융지원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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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취약계층 대상 18
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식은 한국장
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방역마스크 제작 지원을 위한 
총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마스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은 지역사
회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 19에 노출된 취
약계층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 19에 취약한 노인 및 아등 등 취약계층을 지
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우리 행복상자를 전달했습니
다. 우리행복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식품 및 일상 먹거리 총 10종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생산 제
품으로 구성해 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매출 향상에도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나눔, 기부, 봉사활동 등 선한 행
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 100곳을 ‘우리동네 
선(善)한 가게로 선정하고 긴급 생활자금, 홍보·마케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은 선정된 100곳을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 선한 
가게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을 활용한 가게별 맞춤형 디지털포스터 홍보,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앱 ‘WON뱅킹’을 통한 홍보, 우리카드 오픈마켓 플랫폼 ‘위비마켓’을 활용한 ‘우리동네 善한 가
게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
외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지
역사회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1년 대비 40억 원 증액된 70억 원의 기부를 실시하였
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 19 일상 회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 돌
봄 지원, 교육격차 완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1호 기부

우리행복상자

장애인 대상 마스크 지원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1호 기부3

사회 취약계층 지원4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통 받는 인도(India)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인도의 코로
나 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약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인도 현지 병원내 의료기기 및 입원시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러한 국가위기를 맞이한 인도의 의료체계를 복구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10만 달러는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인 United Way India에 전달되어,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구매, 임시 병원 건축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복구와 생필품, 식료품 제
공 등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밖의 코로나 19 관련 활동6

지역사회와의 상생5

장애인 대상 마스크 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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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에 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노예제 등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를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공정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내의 계열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도 인권원칙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들의 인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정책 및 주요활동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및 고객을 비롯한 주주,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
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보건·안전·근무시간·단체교섭 관련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
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노예제 등 인신매매 행위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우리금융그룹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우리금융그룹 인권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Special 3

임직원 인권 보호 원칙 주요내용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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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인권영향관리 프로세스 및 평가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의 가치사슬·경영활동에서 잠재적인 인권 이슈를 탐지하고, 도출된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자회사·협력회사와 
함께 수립하여 기업의 인권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 
따른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는 인권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권경영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프
로세스가 끝날 때마다 인권영향관리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보다 빈틈없는 인권리스크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잠재적 이슈의 리스크 매핑을 위해 전 계열사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 인권영향평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적도원칙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신규 비즈니스까지 평가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2021년 전 사업장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
가를 검토한 결과 총 3건의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인권 리스크가 발견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취하고 사전 예방 계획을 수
립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실사팀 구성 및 계획 수립

· 실사 전담 담당자  
지정 및 팀 구성

· 업무협조 요청대상  
부서 선별

· 인권 환경 기초 
조사를 통한 실사 
대상 선정

인권리스크 식별과 평가

· 실사 대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작성

· 이해관계자 의견  
및 부정적 영향의  
원인 분석

대응조치

· 부정적 영향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 필요 시 협력사 등  
공급망, 신사업 부문
까지 조치범위 확장

· 실사 대상 선정부터 
조치방안 마련까지 과
정 및 결과 보고

· 향후 조치결과 진행상
황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 및 수행  
주기 확립

인권실사 결과 보고

· 대응조치  
이행상황 점검

· 이해관계자 피드백 
수집

· 장기 모니터링 결과 
신규 또는 재실사  
필요여부 검토

모니터링 및 효과 추적

인권영향평가 결과

주요 인권 이슈 리스크 완화 활동 리스크 완화 결과인권 관리 대상

·개인정보보호
·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증진 

·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에 대해  
외부기관 감사 수행

· 장애인 점자카드 발급 및 수화상담센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 정책 위반 건수 0건
· 장애인 점자카드 43건 발행

· 고용·급여 비차별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남녀고용평등 법규 준수 및 임직원 다양성 보장
· 여성 리더 양성프로그램 “우리WING” 시행
· 고충처리 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노사간 협력 및 소통 촉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수시 개최

· 여성 임직원 55.1%(우리은행)
· 우리WING 1기 60명 리더 양성
· 직장 내 괴롭힘 3건(100%) 해결 
· 성희롱 예방교육 총 4회 실시
· 노동조합 가입비율 96.3%

· 감정노동자 인권 침해
· 강제·아동 노동
· 안전보건관리 미흡

· 고객응대직원 보호제도 운영
· 인권경영 정책 준수 여부 검토
· 안전보건관리지침 수립

· 온라인 직원보호 교육 연 5회 시행
·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협력사

· 강제·아동 노동
· 차별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타사 인수 과정에서 인권  
리스크 확인

· 신사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리스크 없음

신사업 관리
(합병 및 인수 등)

·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
치는 사업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 모니터링
· 적도원칙 가입 및 관련된 PF에 대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 심사 수행 

· 적도원칙을 포함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실행 건수 3건

고객

여성 및  
임직원

지역사회
(토착민  

및 이주민  
포함)

우리금융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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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괴롭힘 정책 및 주요활동
우리금융그룹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등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성별이나 장애, 종교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임직
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신설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임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근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2월에는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직
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
을 보호하고 차별 및 괴롭힘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직원보호 교육 시행 

연 5회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제도 및 직원보호 교육 운영

성희롱예방교육 

4회 
2021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 및 상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우리금융그룹은 일선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상담직원
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직원들 스스로 인권존중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 5회 온라인 직원보호 교육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고객 유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자
료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문제행동고객을 응대한 직
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원보호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강화

우리금융그룹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임직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동료
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ᆞ대응 교육 자료’ 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성희
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1회 및 상시 온·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해 총 4회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목
적인 만큼, 교육 내용은 성희롱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절차, 성희롱에 대한 법령,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의 이해, 장애를 바라보는 올
바른 관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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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직원 비율 

55.1% 

2021년 말 기준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은 7,976명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인사제도 운영

임직원 다양성 존중

우리은행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의 55.1%인 7,827명이 여성이며, 경력개발경로
(CDP)에 따른 사전양성과정, 본부 부서 행내 공모 등 각종 선발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
이동·승진 등 차별 없는 인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여성 임직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직무를 다양화하고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각종 복지제도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 40-45% 달성을 위
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운영

우리금융그룹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관련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례상담을 실시해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한 차례 씩 전 직원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등 개인신상 변동사항
을 파악하고 근무지 만족도, 희망 직무 등을 조사해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자기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상담 신청 채널인 ‘직원고충 
119’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폭언·폭행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통해 피해구제와 보호조
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을 상시 운영 중이며 파견·도급직원 등 간접고
용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연 최대 6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기구 운영

우리금융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3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고 건수

3건 

징계 조치 건수

3건

차별 및 괴롭힘 사고발생 시 조사 및 보고 프로세스

사건접수

피해자 또는 사실  
인지자의 신고사항 접수
(소관부서가 직접 인지한 
경우를 포함),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 보장

상담

피해자 및 신고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피해자 요구
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
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 생략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후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조사 보고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차별, 괴롭힘 상담 보고
서 작성,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보고하여 
적정 조치 실시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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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환경경영체계
우리금융그룹의 환경경영은 그룹 ESG 전략 체계를 기반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
여 자회사 별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
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환경성과 관리 프로세스

지주사

자회사별 목표 배정

연초

자회사

환경지표 관리 및 데이터 제출

분기 1회

지주사

데이터 
검토

분기 1회

목표 달성 현황 점검 
및 피드백

반기 1회

데이터  
제3자 검증

연간 1회

환경성과 
공시

연간 1회

환경경영 전담조직

우리금융그룹 환경경영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 내 ESG경영위
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지주 ESG경영부와 자회사 ESG 담당부서
가 환경경영 실무를 담당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용수 
등 12개의 환경지표를 관리하고 회사별 환경성과를 분기마다 취
합, 모니터링하여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관리지표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용수

기타 자원 

①전기 ②유류(휘발유〮경유〮LPG) ③도시가스  
④기타(프로판〮등유 등)

⑤일반 폐기물 ⑥재활용 폐기물

⑦용수

⑧출장 ⑨물류·현수송 ⑩제품구매(용지)  
⑪제품폐기(통장·카드) ⑫자본재 구매(전산기기5종)

구분 세부지표

환경경영Environment

102,320tCO2eq

74,425 tCO2eq

2021

5.22tCO2eq

2021

2012

6.63 tCO2eq

2012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7% 감축 21% 감축

환경경영 주요 실적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우리금융그룹의 그룹사들은 ISO 14001 국제규격에 맞추어 환
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
리금융캐피탈,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ISO14001의 환경경영 요건을 반영하여 「환경경
영지침」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ISO14001 인증을 취득하
였습니다. 또한 매년 ISO14001 사후심사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
으며, 환경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모니터링, 환경리스
크 진단과 예방, 내부 전문가 양성, 임직원 소통 등을 체계적으
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약 850여 개 사업장의 모든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그룹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되
고 있으며, 매년 제3자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고 대외 공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
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2021년 4월 ISO14001 인증을 취득하
였으며, 우리카드는 2021년 4월 ‘2050 우리카드 ESG Green 선
포식’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축을 핵심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임
직원 친환경 생활 독려, 환경 내부감사 등 친환경 경영을 이행하
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2011년 온실가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관리시스템을 국가 배출량 보고 
기준에 맞추도록 업그레이드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정부에 보
고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기마다 모
니터링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감축목표 미달인 사업장은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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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우리금융그룹이 소유한 3개 대형건물(본점, 우리금융상암센터, 우
리금융디지털타워)은 ISO14001 기준에 입각하여 폐기물 발생량
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폐기물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증
감요인 파악 등 감축방안을 마련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
리금융그룹은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수 관리
우리금융그룹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기반으로 3대 대
형건물의 용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용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증감요인을 파악하여 감축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점과 상암센터 등 주요 건물에서는 절
수용 위생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하수를 모아 재이용하는 중수 이용 시설을 활용하여 
용수의 재활용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우리금융그룹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하
기 위하여 2019년부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
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차량 이용 횟수를 
줄이기 위한 내부 정책으로, 본점의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주 1
회 이상 차량을 가정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보일러 및 냉온
수기의 버너를 친환경 연료연소기로 교체하여,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였
습니다. 

수질오염 관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업종 특성에 따라 특별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
출하고 있지 않으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실천 활동
우리금융그룹은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친환경 
차량·고효율 에너지 설비 확대, 전사 환경경영 교육 및 캠페인 실
시 등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추진
우리은행은 2021년 4월, 환경부의 K-EV100 캠페인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별
로 전기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소 
28기 신설 및 전기차량 26대를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본점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소 8기를 운영 중이며, 2022년 중 전국 영업점
에 전기차 충전소 20기 설치 및 전기차 25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
입니다.

영업점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우리은행은 2021년, 103개 영업점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
로 교체하고, 보일러 등 노후한 에너지 설비 4기를 고효율 제품으
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매년 786.60MWh의 에너지 감
축 및 391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  또한, 소유건물 67개소에 전력비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물 별 에너지 관리자에게 매일의 전력 이용현황 보고서를 발송
하고 전력사용량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함으로써 피크전력 및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
우리금융그룹은 환경경영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명에게 환경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
여 총 17인의 환경경영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해당 인력은 각 부
서 내에서 친환경 실천 및 환경 요소를 경영전반에 반영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도입 확대 임직원 대상 환경경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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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시즌3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내 친환경 문화 정착과 ESG경영 강화를 위
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
다｣를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직원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에너지 및 자원절약, 자원 순환에 동
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금융 생명의 숲｣ 3호숲 조성사업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인흥
초등학교에 조성한 ｢우리금융 생명의 숲｣ 1호숲, 우리은행 안성
연수원 인근 경기도 어울초등학교에 국가 보호종을 포함하여 조성 
｢우리금융 생명의 숲｣ 2호숲에 이어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와의 상생을 위해 2021년에는 서울시 양천구 진명여자고등학교
에 ｢우리금융 생명의 숲｣ 3호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부터 시작된 약 5개월간의 조성기간 동안 약 953㎡ 면적에 해당 
지역 향토수종과 미세먼지·도시열감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교목 50주, 관목 1,700주, 초화류 3,390본을 심었습니
다. 이렇게 조성된 3호숲은 재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 환경으
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
우리은행은 코로나 19로 대면 봉사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도 전사적인 나눔 문화 확산과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동참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직원들이 쉽고 간편하
게 참여할 수 있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
기 각 1회 캠페인 실시로 총 10,604명의 직원이 걸음 기부에 동
참하여 약 10억 5천만 걸음을 기부하였으며, 목표 기부 걸음 수
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에 태양
광 발전 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탄소배출 절감 및 수익금 사회 환
원에 앞장 섰습니다. 

환경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우리은행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4,425tCO2eq로 
지속적인 감축 투자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하여 2012년 
102,320tCO2eq 대비 27%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
한 적극적인 환경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09월, ‘건물부
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포상’에서 국토교통
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우리 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

Environment

우리금융그룹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캠페인 활동

임직원 친환경 활동 실천 다짐 서약

임직원 친환경 활동 인증 이벤트

자원 순환 및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절약 집중 실천기간 운영 

친환경 뉴스레터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등 친환경 활동 실천 다짐 전자 서약

〮플로깅, 다회용품 사용 등 친환경 활동 사진 인증 이벤트

〮임직원 중고물품 기부캠페인 진행 및 수익금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하절기 집중 실천 캠페인 실시 
〮실내 적정온도 유지, 미사용 공간 소등 등

〮대·내외 친환경 동향, 실천사항 등 임직원 안내

전 그룹사 17,654명 서약

65명 참여

중고물품 781개  
‘아름다운가게’ 기부

2021.07.01~2021.08.31 
2021.12.01~2022.02.28

수시

내용 비고구분

생명의숲 진명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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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접근성 확대는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뿐 아니라,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이 전문가 혹은 기술의 도움을 받
아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예기치 않은 사고
로 신용이 하락해 정상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이들이  
다시금 은행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거점점포 확대 및 연계서비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0개 서
민금융 거점점포와 91개 서민금융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우리은행
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판매는 물론, 제2금융
권이나 서민금융 정책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취약계층 고객을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종합상담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서민금융 상품 지원
우리은행은 저소득, 저신용 고객 대상(우리 사잇돌 중금리대출, 우
리 새희망홀씨2) 상품,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 대상(정
책서민 금융상품 우리햇살론15, 우리안전망 대출Ⅱ) 상품,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 등 금융 취약계
층을 위한 상품을 마련 및 제공하여 어려운 시기 큰 힘이 되었습
니다. 특히 2021년에는 창업, 업종전환 등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금융, 창업절차, 상권분석과 전문가(경영, 재무, 세
무) 연계 대면 상담 지원을 총 499건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금융권 최초로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사업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
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
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 사업이며, 금융 지원 뿐만 아니
라 창업 컨설팅, 사업장 홍보, 일손 돕기 ‘우리미소나누미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SOCIAL

우리 
은행 

 

 

 

우리 
카드

 

 

 

 
 
 
 
 

우리 
금융 
캐피탈

시니어모기지론 상품 
 

우리시니어플러스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Easy’화면 설정

Won 뱅킹 큰글씨  
설정 기능

Won 뱅킹 모션뱅킹 제공

홈페이지/앱(App)  
｢원격지원 서비스｣

점자 카드/ 점자 상품  
안내장 제공

고령층 고객 느린말  
서비스 제공

외국인 고객  
9개 국어 상담서비스

점자카드 발급 
 
 
 
 

장애인 고객 대출상담 
 

주택담보대출 시  시니어 무료보험
서비스(채무상환면제 및 피싱사기 
피해보상)

은퇴 관련 재무·비재무서비스 
시니어 대상 세미나·특강 신청 등

고령층 고객을 위한 스마트 뱅킹  
간편 화면 제공 서비스

거래내역 화면 큰글씨 제공 

스마트폰 흔들면 설정된 메뉴 실행

고령층, 장애인 원격  
상담지원서비스

점자 상품(신상품) 지속 확대  

고령 금융소비자 상담 편의성 제고 

금융 취약계층 상담 편의성 개선 

All for me 카드 (3) 
카드의 정석 DISCOUNT (6) 
카드의 정석 POINT CHECK (5) 
카드의 정석 WOWRI (9) 
ONLY 나만의 카드 (1) 
카드의 정석 SSO3 CHECK (19)

다이렉트지점 연결을 통한 상담신청 
 
 

상품 및 서비스구분 주요내용

장애인〮고령자 대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출 채팅상담 및 수화통역 상담센터
를 통해 신용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영업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고령자고객
에 대한 원활한 금융상담을 위하여 65세 이상 고객의 경우 전담 
상담직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어르신전용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72

Overview

Focus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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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객만족 강화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중심에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영전략부터 실제 
영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우리카드
모바일 고객만족 강화
우리카드는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금융쇼핑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별도 앱으로 운영 중이던 ‘위비마켓’을 우리
카드 대표 앱인 우리WON카드 및 우리WON 멤버스 앱과 통합
하여 ＇우리WON마켓＇서비스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카드 포인트 사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이 좀 더 쉽게 저렴
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WON마켓만의 개선된 UI/UX
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카드의 '우리WON마켓'은 디지털, 가전, 
가구, 화장품 등 다양한 생활 연계형 상품들을 우리카드 고객들
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 채널을 별도 앱 설치 없이 우리
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서비스 영
역을 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대면 CS교육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점포운영
우리은행은 2021년말 기준 영업점 674개, 출장소 94개, 자동화기
기 4,296대, 키오스크 48대, 디지털데스크1) 7대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
교, 아파트, 외국인 거주지, 폐쇄 영업점 인근에 이동점포를 운영하
여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GS25 편의
점과 제휴하여 총 12,116대의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일근무 영업점(안산외
국인금융센터, 김해금융센터, 의정부금융센터, 광희동금융센터, 
발안금융센터)을 운영하여 평일 영업점 이용이 어려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하여 2022년 4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공동점포 운영이 계
획되어 있어 점포축소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등의 지역적 금융 소외를 축소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2021
년 12월 아동 대상 ‘WOORI 디지털 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
고 우리은행은 2022년 6월 16일에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방안
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2022년 내에 금
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입출금, 조
회 업무,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1)  고객이 다른 공간의 직원과 화상기기를 통해 마주하고, 고객은 별도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직원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비대면/대면 융합 채널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운용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은행부문  
디지털생태계 최우수상 
글로벌금융대상 스마트금융부문 은행연합회장상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여신금융협회장상 수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ICSI) 카드부문 

CCM우수인증기업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수상 

매일경제 증권대상 베스트 운용사 채권형 
더벨 2021올해의 주식형펀드 우리중소형고배당

구분 수상내역

고객중심경영 강화 대외 수상현황

우리은행
CS Boom UP 활동
우리은행은 전 영업점에 CS매니저를 지정하여 직원들의 CS활
동 코칭 및 접점 고객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청취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본부 및 직할VG별로 소비자보호포
럼을 조직하여 CS우수사례 공유 등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상
을 통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응대 시 긍정
의 문구가 담긴 CS테마물품을 제공하여 우리은행을 찾아주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비대면 CS교육 프로그램 강화
우리은행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CS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에는 CS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CS매니저 역량강화교육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하여 운영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 만족
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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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CCM(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인증

우리금융캐피탈은 CCM 조직을 꾸려 전사 고객만족 의식 확산 캠
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CS관련 임직원 퀴즈 이벤트, 우수사원 
시상 및 CCM Care활동, CCM교육을 위한 CS아카데미 운영 등
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공
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CCM인증을 6회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고객중심경영 행동원칙

❶ 우리는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맞이한다.

❷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❸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법규와 규범을 준수한다.

❹  우리는 고객 개인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의 유지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❺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불만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❻  우리는 접수된 고객 불만에 대하여 불만처리기한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❼우리는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 
CS혁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아주 행복한 사칙연산’ 이라는 CS 혁신 캠페
인을 통해 고객이 행복한 금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행복한 금융은 단지 높은 금리를 드리는 것을 넘어 고객
의 필요를 더하고, 불편함을 빼고 편리함을 배로 하여 사랑을 나
누는 금융이며,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아주 행복한 사칙연산 캠페
인으로 고객의 행복을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와 효과
적인 상품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상품 들로 
고객의 필요를 더해 가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이를 
경청하여,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끊임 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고객의 
편리함을 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웃 사랑 나눔 시리즈를 통해 고객이 주신 
사랑을 지역사회와 또 다른 고객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대표이사

최고 고객 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CCM 주관팀

CCM Leader

CCM 조직 체계

VOC 통합 System

우리종합금융
사회적 약자 지원

우리종합금융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
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령·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정하여 관련 직원들을 지속적으
로 교육하고 있으며, 각 영업점 마다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설치 
및 고령투자자 전담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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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SOCIAL

인재경영 체계
우리은행은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최고
의 금융전문가를 키워 내기 위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원칙과 공정한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대한
민국을 선도하는 No.1 은행으로,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
벌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경영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정
비해 나갈 것입니다.

인재 채용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및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신입 
및 경력직을 영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한 임직원의 역량과 업무량 및 직위별 인원비율 분석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적으로 채용하거나 부
서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기 관점에서는 디지털로의 변화, 
ESG금융 확대 등 회사의 중장기 비전에 따라 교육계획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채용과 상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
해 채용 전 과정을 아웃소싱·블라인드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지원자를 국적이나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경우 
부정청탁 행위자 적발 시 즉시 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피추천
인의 합격취소와 당사자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
이크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행원 채용 시 장
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대하고, 보훈자
의 경우 유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
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IT 부문 신입행원 선발 후 in-house 프로젝트 매칭, 그
룹 IT 자회사인 우리FIS 인력교류를 통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연계 MBA 과정 파견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우리금융그룹의 인사평가제도는 KPI 중심의 ‘인적자원 평가’와 동
료와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360도 품성평가’ 2가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은 고객의 특성
과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직원을 8개 직군으로 구분하고 직무별 
특성과 역량체계에 따라 연 2회 인적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의가 있
을 시엔 당사자가 결과가 공개된 지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HR전
략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본적으로 동일 직급, 동일 호봉 경우에 남녀
간 기본급 차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팀장평가 소속장평가 확인 및 
조정

1 2 3 4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성과기여 및 자기평가 의견을 참고하여  
상호 충분한 면담 실시 후 평가

반기별 인적자원평가 프로세스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고 보상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성과평가, 보상의 결정,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결정합
니다. 고객서비스 담당자 및 관리자는 정량적인 판매목표를 부
여 받아 목표 달성여부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21년부터는 지주 경영진 및 자회사 CEO 성과평가에 
ESG경영 성과를 반영하여 보수와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제도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사주의 취득·보유를 통한 임직원의 재산 
형성 지원, 노사 협력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는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계
열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
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지주 및 7개 자회사 총 13,908명의 조
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2년 5월말 기준)

임직원 역량개발
우리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新 CDP(경력 개발계획) 제도’를 수립하고, 전행 직무를 크게 
영업직무, 전문직무, 지원직무로 구분하여 직무별 역량〮경력관
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 및 
데이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다양성
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우리 WING’
우리은행은 2021년,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우리 WING’ 1
기를 출범하여, 여성 인력 60명(소속장급·관리자급·책임자급 
각 2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
도록 여성 리더십 특강 2회, 그룹코칭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
육-목표 수립-실행-상호 피드백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실질적 
리더십 스킬을 강화하고 후배와의 팀워크 육성을 통해 팀 시너
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종료 후에도 여성 리더
간 지속적인 소통 및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여성 리더
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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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무 : 한 분야의 심화지식 및 장기적인 경력이 요구되는 직무 (IB, 자금, 리스크, 디지털 등 5개 분야)
2) 지원직무 :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지식 및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경영기획, 업무지원 등 15개 분야)
3) 영업직무 : 담당고객별영업활동을 취한 마케팅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우리은행 新 CDP 제도
우리은행은 각 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1년 관리자급 이
하 직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시 연수평가 우대방안을 수립하
였습니다. 특히, 여신·자산관리 등 영업직무 및 전문·지원직무 뿐
만 아니라 디지털/IT 관련 6종 자격증 취득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
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디지털/IT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
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직무별 사전양성과정 연수 대상자를 선발, 
연수 프로그램 제공 후 우수직원은 해당 직무부서로 이동하여 업
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문직무(IB, 자금시장, 리스크관리, 디지털, IT-정보보호), 
지원직무(외환, 여신심사, 신탁연금, 상품개발), 영업직무(PB, 중
소, 기업) 총 3개 직무분야 12개 사전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직원

들에게 맞춤 CDP를 제시하고,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11명의 정예인력을 선발하여 사전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나아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65개 자격증의 취득 및 갱
신 비용과 국내 석사 및 학사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학자금을 지
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590명, 펀드투자 
상담사 671명, 외환전문역 Ⅰ종 653명, 외환전문역 Ⅱ종 298명 취
득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석사 86명, 학사 197명에게 학자금 
약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pert 
팀장급

조직관리 역량강화

Senior 
책임자급

직무역량심화

Junior 
대리~과장
직무역량개발

대리~과장
사전역량개발  
예비인력 양성

계장
직무이해, 직무탐색

본
부

조
직

영
업

조
직

전문직무1) 직무전문가 
양성

직선형 경로성장 
장기근무

·  사내양성과정  
우수직원 배치

·  행내공모  
선발직원 배치

* 본부 과장 이하 
'디지털 주특기' 선택 
및 단계별 역량 강화

·  차세대인력 
선발/양성

* 행외 전문가과정 선발

·  직무별 사전  
양성과정 운영 
(공모→연수→우수
직원 배치) 
- 전문직무(IB 등 5개), 
지원직무(외환 등  
4개), 영업직무 
(차세대PB 등 3개)

·  사전역량기본 
과정 이수 
(수신, 여신, 외환, 
 디지털)

신입행원 연수
(WAT 응시 및  

자격증 취득 병행)

지원직무2)

영업직무3) 지점장 양성 영업전문인력 
영업력 강화

부서장 양성 나선형 경로성장 
순환근무

구분

일과 삶의 균형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은행은 2013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재인증되었습니다. (우리카드는 2019년 신규 인증)

임직원 자녀 보육지원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 자녀의 보육에도 각
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 판정을 받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까지 월 30만 원에서 최
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에
서 미취학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도서비를 지원하고 있
으며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초
등학교 1학년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신
설하고 홍보·권장하여 자녀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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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우리은행은 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원활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점과 대치
동에 전직 센터를 운영하여 퇴직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기 계발 및 취업, 창업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 대
상으로 진로설계 및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예비맘 케어/우리은행 직장 어린이집 제도
우리은행은 출산을 장려하고 사내에 근무 중인 임산부를 배려
하기 위한 ‘예비맘 케어제도’와 ‘출산 축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
애를 상징하는 ‘예비맘 인형’을 비치하고 임산부임을 알리는 안
내 팻말을 설치해 동료 직원과 고객들에게 임산부에 대한 배려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미역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1년 총 348명
의 임신 및 출산 직원이 주변의 배려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우리은행은 아이를 둔 가정을 위해 총 4곳의 직장 어린이집
을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총 103명의 아이가 돌봄 혜택을 지
원받았습니다.

임직원 건강관리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영업점에 1일 상주하는 ‘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료기기를 활용한 스트
레스 진단 및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전문
가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심신 안정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우리은행은 안전보건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 표준 및 규제,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ZERO’라는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안전보건 거버넌스
우리은행은 매년 이사회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결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부서장)과 근
로자위원(근로자 대표, 근로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
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직원의 안
전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재 경영지원그룹장 담당)는 
안전보건 정책의 실행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
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또한, 우리
은행 담당 부서장 및 그룹장은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취득 등 안전보건 목표가 성과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
리금융그룹 및 우리은행 CEO는 성과평가 시 ESG 관련 항목(안
전보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프로그램
우리은행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
에 대한 우선순위와 세부 활동 설정, 안전보건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우선순위와 목표는 매년 검토하며, 안전보
건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목표 달성 정도를 정기
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
생 가능한 리스크를 진단하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리스크를 우선순위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
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절
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목표가 수립된 개선 활동을 추
진하며 정량적 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
급 계약 시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회사를 선정하며,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ISO 45001 인증 획득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45001인증을 취득하였습니
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
건 분야 최초의 국제표준으로 최고경영자는 물론 조직원 모두
가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
방하고 조직의 인적물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회적으로 강화되
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사항에 대해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ISO의 인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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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시장질서 존중
1.  자유경쟁 시장질서 존중
자유경쟁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함으로써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공정 경쟁
①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깨끗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추구하

며, 그 실현을 위해 경쟁사들과 함께 노력한다.
②  다른 금융기관과의 담합을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으로 보장한다.
③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절대 삼가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3절 협력업체 상생관계 구축
1. 평등한 기회
우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력업체 선
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2. 공정거래
①  우리는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수행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②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불공정
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행위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③  우리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하게 평가한다.

3. 상호발전 추구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정당한 이익을 창출
하여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정거래 원칙
우리은행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회사 손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업
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램(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명한 준법감시인을 공
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지정하고, 각 부점의 준법감시담당자를 
자율준수담당자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공개하고 있
으며, 그룹사간 거래 시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그룹사는 클린계
약제를 철저히 시행 및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청렴하게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클
린계약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리베이트 등 모
든 형태의 뇌물 및 관행 금지를 명시한 클린계약 이행 Check List
를 계약 건 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 추구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강령과 그룹사별 행동강령을 통해 협력
사 대상 공정거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핫
라인’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및 관련 임직원의 부당강요 
행위와 부정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핫라인을 통해 내용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협력회사 직원이 해당 회사의 법규위반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내용을 접수하면 성실
히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① 협력회사직원 
또는 협력회사, ② 임직원, ③ 이해관계자(제안자 구분 : 고객, 주
주, 일반시민, 기타)이며, 문의사항, 개선/제안, 비리고발, 기타 내용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프로그램 및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고충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부 상담기관과 직접 예약·상담을 진행하여 개
인정보 및 상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
상은 파견〮도급직 등 간접고용인력을 포함하여 재직 중인 직원 본
인 및 부모, 자녀, 배우자이며, 업무 스트레스, 부부〮가족관계, 자녀
양육, 법률〮재무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우
리은행은 대기업(주계약업체)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이프 e-커머스론, 상생플러스론(우리상생
파트너론) 등의 결제성 대출과 대기업 상생보증대출, 대기업 협력
기업 상생대출 등의 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7, 8월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거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
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출시하고 ‘소상공인 금융·디
지털 성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안내

제도 개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신고자
당행의 계약직·임시직·파견직 등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경로소개
우리은행 홈페이지 > 은행 소개 > 윤리경영 > 우리핫라인 > 
내부자 신고제도 안내

동반성장SOCIAL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ETM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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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overnance 지배구조 원칙〮정책
우리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성장
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그룹의 지배구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
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투명성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
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
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지배
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에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체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외에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권리 보호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안정적인 배당성향 등 일관된 배당정책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이사회에서 수립한 그룹 중장기 
재무계획 내에 중장기 배당정책을 포함하여 이를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
을 최고경영자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우리금융그룹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우리금융그룹 이
사회는 총 9명 (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입니
다. 이사회와 위원회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주
요 사항을 내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를 포함한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우리금융그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1년 4월 사
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독립성 가이드라
인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과반수 구성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지주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통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경영진 업무집행
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지배구조GOVERNANCE

〮 사외이사가 최근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간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독립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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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태(盧成泰) 
Sung-Tae Ro 
 
 
 

박상용(朴尙用) 
Sang-Yong Park 
 
 
 
 

정찬형(鄭燦亨) 
Chan-Hyoung 
Chung 
 
 

장동우(張東祐) 
Dong Woo 
Chang 
 

윤인섭(尹仁燮) 
David Insub 
Yoon 
 
 

신요환(申耀煥) 
Yo Hwan Shin 
 
 
 
 

송수영(宋秀暎) 
Soo Young 
Song 
 
 

손태승(孫泰升) 
Tae-Seung Son 
 

이원덕(李源德) 
Won-Duk Lee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한국 경제연구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 現)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 연세대 경영대학장 兼 경영전문대학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現)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現)연세재단 감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영화회계법인 감사본부  
〮 삼일회계법인 ABAS Leader-AKT  
〮 아이엠엠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現)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  

〮 ING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하나 HSBC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회장)
〮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담당임원/본부장 
〮 신영증권 리테일 영업본부 본부장 
〮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 신영증권 대표이사 
〮 現)신영증권 고문 
 

〮 現)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 現)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  現)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 우리은행 은행장  
〮 現)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  

〮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장(상무)  
〮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 
〮 現)우리은행 은행장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대표이사(회장) 
 
 

비상임이사 
 
 
 

2019.1.11~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3.3月)  
 

2019.1.11~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3.3月)  
 
 

2019.1.11~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3.3月)  
 

2019.1.11~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3.3月)  

2022.1.27~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4.3月) 
 

2022.1.27~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4.3月) 
 
 

2022.03.25~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4.3月) 
 

2019.1.11~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3.3月)
2022.03.25 ~ 2023.12.31 
 
 
 

구분 성명 담당 내위원회 경력 임기

우리금융그룹 이사회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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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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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ssurance

Appendix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overnance 이사회 의장
우리금융그룹은 정관 제44조에 의거 2019년 지주 설립 시부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CEO와 분리하여 운영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 4월 사외이사 다양성 가이드라인 및 다
양성 존중과 전문성 강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선
임 절차와 기준,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 성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또는 국적, 연령, 경험 및 문화적 배경, 종교 등에 제한
을 두지 않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중 최소 20% 이상을 여성 후보
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외이사 선임 시 다양성 지
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ESG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
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지속가능 성장과 부합하는 후보군 전문분야
를 재설정하여 디지털 전문가 비중 확대 및 ESG 전문가 후보군
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대학교수, 연구원, 금융회사 CEO 등 다양
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및 금융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경제 
분야 1명, 금융 분야 3명, 경영 분야 1명, 회계 분야 2명, 법률 및 
ESG 분야 1명으로 사외이사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금
융업권을 총괄하는 금융지주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사외
이사는 2개 이상 분야의 복합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재임기간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연속성을 가진 중장기적 관
점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외이사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2019년 지주사 설립 이전부터 그룹의 실질적 지주 역할을 하였
던 우리은행의 사외이사가 담당하였으며, 우리은행 사외이사 최
초 선임일 기준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사외이사가 2016년 12월 
30일, 정찬형 사외이사가 2018년 12월 28일에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는 우리금융지주에서 6년을 초과하
여 재임할 수 없고, 자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
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원덕 이사는 2020.3.25부터
는 사내이사로, 2022.3.25부터 비상임이사로 연속하여 이사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출과정
우리금융그룹은 주주 및 외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
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된 예비 후보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사외이
사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사외이사는 연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이사회 활동
이사회 효율성
2021년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10
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5%로 모든 이사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이사가 
이사회에 최소 75% 이상 참석하도록 목표 비율을 설정하였습니
다. 2021년 이사회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의 경영목표·전략 수립, 
정관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정 제·개정 등 그룹 경영과 지배구조
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그룹 수익성 및 종합금융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한 NPL투자 자회사 설립·편입 안건에 대
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활동 외에도 사외이사는 직무연
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 회의를 통해 그룹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경영진과 함께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그룹 경영에 대한 사항
의 질문 및 의견 제시, 정보의 제공 요구, 각종 회의록·장부·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 요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
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참석 없이 반기 1회 이상 외부
감사인과 회의가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금융

회계

법률

ESG

분야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노성태

 

장동우 송수영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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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제한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른 회사(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우리금융지주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평가
우리금융그룹은 이사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에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사
회의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의사소통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보완 및 개선
사항으로는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간의 
간담회 및 토의시간 증대와 경영목표·경영전략 수립 시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보고 빈도수 증대, 자회
사 경영진과의 피드백 강화, 디지털 분야 및 금융업무 지식의 최신
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제공,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 제공 등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 및 개선사
항에 대해서는 2022년 이사회 운영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평가
우리금융그룹의 사외이사 평가 또한 매년 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
다. 사외이사는 자기평가(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
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및 직원평가(지주 상무 이상 임원)로 구성
됩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으로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및 윤리 책임성, 그룹 발전 기여도, 충실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또한, 매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이사회 평가를 
독립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

CEO 등 경영진 투명한 성과보상
임원 성과지표
CEO 및 경영진은 그룹 전체 재무성과 지표 및 담당업무별 고유 업
무를 반영한 경영과제 등 비재무성과 지표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지표는 ROE, ROA, RAROC, 보통주자본비율, 
C/I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를 활용하며, 장기 성과지표는 상대적
주주수익률, 당기순이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성장기반 
확대, Digital No.1 도약, 경영효율성 제고, 브랜드/ESG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Global 사업 선도를 각 담당업무별 비재무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상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 확정 기준 
우리금융그룹은 직급별 직무의 특성 및 업무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총 보상 중 변동보상 비율을 확대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변동보상액 중 당해연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변동보상의 38% ~ 57%(CEO는 38%)는 즉시 지급하나, 
43% ~ 62%(CEO는 62%)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형태로 4
년간 이연(당해연도 포함)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CEO 및 경영진은 성과평가 점수와 성과보상이 연계되어 있어 성
과 미달 시 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해 성과보상이 축소됩니다. 환수
에 대한 기준은 재무실적 조정(재무적 과실 등)이나 징계 발생 시 
징계 수위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
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확정됩니다. 장기성과급은 당해 연도 성과
를 포함하여 4개년의 장기성과 측정 결과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영진 주식소유
우리금융그룹은 최고경영자와 주요 경영진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보유수 및 기본급 대비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장

비상임이사

수석부사장 

손태승

이원덕

신민철

108,127

24,500

25,000 

3.05

1.30

1.44

직위 성명 주식수 기본급 대비배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2021년말 기준)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참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 제외

CEO 
 
 

전략부문장 
 

디지털부문장 
 

브랜드부문장  
 
리스크관리부문장 &  
리스크관리부장 
 

- ESG 금융 강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친환경 경영 확대  
- 금융소비자 권익 증대, 안전보건경영  
   기반 마련 등 ESG 내재화 확산
- 환경리스크 대응 지원 및 환경경영  
   관리체계 강화 
- ESG 금융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 디지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그룹사 공동 디지털 신사업 발굴 확대 
- 디지털혁신 조직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 사회적 가치창출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 리스크관리 정교화 
- 유동성/금리리스크 관리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 그룹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구분 주요 내용

ESG경영 관련 성과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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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리금융그룹 윤리경영 체계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 설립과 함께 그
룹의 최상위 윤리규범으로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 및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과 세부사항을 ‘행동강령’으로 규
정하여 일관되고 올바른 직업윤리 및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계
약직을 포함한 그룹사 전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 및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반부패 방침
우리금융그룹은 해외의 부패방지 법률 위반으로 손실을 입거나 
제재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패방지법률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
과  지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룹 글로벌 부패방지법 준수 매뉴
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경비)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업무 체크리스트와 임직원
용 서약서를 마련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를 수립하고, 전 임직원 대상 주기적인 반부패 교육과 모니터링
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가 협력업체와 
거래 시 금품이나 향응,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클린계약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는 지주 준법감시인이 총괄하고 있으
며,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지주 준법지원부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주 준법지원부는 충분한 경
험과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준
법감시업무, 그룹내부거래 현황 등을 정기·수시로 보고받은 뒤 
검토 결과에 따른 내부통제 피드백(Feedback) 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룹사에 대한 준법감시 현장점검을 실
시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상의 그룹내부통제 활동 결과는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은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인 ISO37301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인증절차를 밟았으며, 2021년 5월 ISO37301 공식인증을 
획득하여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부자 신고제도
우리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의 일환이자,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전 임직원이 신고 전용 전화·이메
일·우편, 그룹사 포털 내 내부자 신고 코너, 준법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된 신고는 
준법감시인 직속의 준법지원부에서 확인 후 관련 지침에 의거
하여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자금세탁, 부패행위 등 내부통제 
기준 위반사항 뿐 아니라 임직원의 부당행위 및 위법행위도 신
고대상에 포함하며, 이러한 내부고발 현황은 지주 준법감시인에
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윤리경영GOVERNANCE

우리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협의기구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 내부통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그룹의 준법감시 기능 및 활동
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주 등 전 그룹사 간 준법감시 업무 협조체
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그룹사 준법감시인으로 구
성된 그룹준법감시인 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하여 윤리경영을 포함한 그룹 내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를 적
시에 공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면직(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
고) 등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기준에 기반한 윤리경영 체
계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한 그룹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보보호
〮 불공정거래 금지
〮 이해관계 상충 해소 노력
〮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환경, 보건 및 안전 제공
〮 내부고발자 보호
〮 사회적 책임 이행
〮 자연환경보호

윤리강령

〮 부패 및 뇌물 금지
〮 차별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독점 및 반경쟁 행위 배격
〮 자금세탁방지 
〮 내부자 거래 금지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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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우리금융그룹은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내부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근무조건 차별 등 인사
상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또한, ‘그룹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 보호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이 회
사의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의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사
전예방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1) 

규제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
라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One AML/
CFT Policy)을 수립하고 회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전사적 컨트롤타
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차원의 일관된 법규 준수
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에서 전체 그룹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
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
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구축과 이행여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0년 국내 최초로 금융지주회사 내부에 자금
세탁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FATF2)의 효과성 평가기법을 도입
하여 전체 그룹사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내규화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9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고객확인업무(KYC) 전
담팀을 신설하며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한 해외 네트워크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2020년 
국외지점 통합 AML/CFT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국외법인 역
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방지체계로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Sanction 부문
도 UN, OFAC, EU 등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과의 금융거래에 대
해 전산시스템으로 필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하여 법규 준수를 위
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에 신규 편입된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
저축은행이 그룹 AML 통제수준에 조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2021년 
중 그룹AML내규와  공통정책(One AML/ CFT Policy) 을 컨설팅하
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업무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1)  AML :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CFT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테러자금조달 금지
2)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각 그룹사별로 집합 및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
하며,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1년 총 1
만 3,556명이 윤리교육에 참여하였으며, 1인당 16.3시간의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두차례 실시 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이 이에 참여하
였습니다.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우리금융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를 위해 「준법감시 KPI」
를 수립하여 컴플라이언스/행동강령 미준수 시 KPI 점수가 하락
해 성과급 보상이 감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
은 ｢내부통제등급제｣를 운영하여 내부통제활동, 금융사고 발생 
여부, 법규위반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참고자료 활용 및 
KPI 시 포상 제외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
우리금융그룹은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각 국
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주주와 사회를 위하여 세금 정보를 보고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❶  우리금융그룹은 국내·외 사업장이 소재하는 현지국의  
직·간접 세법 등의 충실한 준수를 통해 조세 리스크를  
관리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❷  우리금융그룹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❸  우리금융그룹은 사업 목적과 사업 실질이 있는 거래만을  
하며, 조세 의무를 피하고자 사업 목적과 사업 실체가  
없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❹  우리금융그룹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❺  우리금융그룹은 낮은 세금 관할 구역에서 창출된 가치의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❻  조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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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우리금융그룹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
월말 기준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
회에서 의결된 리스크 관련 정책은 그룹사별 리스크관리 부서 
업무 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위원회 산하에 각 그룹사 CRO(최고 리스크관리책임자) 와 지주 
리스크관리부장 등 10명(2022년 3월말 현재)이 참여하는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를 두고,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
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 정책 등을 통해 보고체계를 확
립하였습니다. 

･ 구성: 그룹사 CRO 9인, 지주 리스크관리부장 1인
･  주요 심의사항   - 자회사 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 사안 및 실행 결과 
- 그룹 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관한 사항

･ 개최주기: 분기 1회 이상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그룹 리스크관리 최고 의결기구
･ 구성: 사외이사 4인
･  주요 결의사항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 개최주기: 분기 1회 이상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및 처리 과정
Governance

리스크관리GOVERNANCE

정보 수집

리스크 인식

리스크 측정 및 평가

통제

감시〮보고

이사회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모형검증팀

우리금융그룹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및 역할

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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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생물 종이 균형을  
잃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에 따라 천연자원의  
생산성이 감소하여 자연 자원에 기반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적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영향 
생태계 파괴로 자연 자원(숲, 경작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기관의 신용 및 투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화로 인해 수력발전에  
차질이 생길 시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가  
수익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활동 
파이낸싱 및 투자 의사결정 시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문(기초시설 발전, 에너지, 농업 등)
의 환경적 영향도를 고려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리스크

정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금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기, 사이버 보안 침해 등의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정부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영향 
새로운 금융 모델 개발 비용의 상승과 디지털화폐
와 같은 IT 신기술의 오류로 인한 시스템 및 기술 실
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제 미준수로 인
한 과태료 등의 손실을 겪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서비
스에 대한 고객 신뢰도 및 기업 평판 하락의 가능성
도 있습니다.

대응활동 
바젤III 규제개편안을 반영한 신용〮시장〮운영 3대  
리스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전사적  
디지털 운영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신기술 및 
시스템 실패 
리스크

리스크 문화
임직원 잠재리스크 보고 프로세스
우리금융그룹은 리스크 옴부즈맨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확인과 임직원들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리스크 옴부즈맨 제도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그룹 인트라넷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하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
게 하였으며, 제보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해당 그룹사 담당자(리스
크관리부장)에게 전달하여, 제보된 내용 파악 및 필요한 대응 조치 
완료 후 지주 리스크관리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리스크 교육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의 리스크관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금
융그룹 리스크관리 실천원칙을 2019년 3월 제정하였으며, 반기마
다 전 그룹사 직원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 교육 및 리스크관리 원
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경우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리스크 평가를 실시하
여 리스크와 관련해 지켜야 할 각종 통제 사항 및 주요 리스크 요
인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통한 집중적인 리스크 교육과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
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리스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지식 전달을 
위해 ‘기후리스크 해설서’를 작성하여 전 임직원에게 배포하였으
며, 리스크관리 전문가(ESG 포함) 양성을 위해 자회사별로 담당
자를 선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약 5주간 한국금융 연수원에서 
｢리스크관리 통합연수｣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 리스크 문화 확산 노력
우리금융그룹은 효율적인 리스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간 사업
계획에 기반하여 주요 리스크에 대한 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고 있
으며, 자회사 등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
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바젤III 
개편안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최초로 도
입하여 2021년 3월부터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요
건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우리금융그룹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금
융그룹 운영의 안정성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
니다. 또한, 리스크관리 문화의 더욱 빠른 확산을 위해 ‘5일부터 5
일동안 5분평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하고 임직원들의 참여
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성과평가 지표에 리스크 
관련 항목이 감점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
서의 성과평가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에 대
한 리스크 성과평과를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리스크
우리금융그룹은 전통적인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외에 새롭게 출
현하거나 발생될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대비하기 위
해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감축목표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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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체계에 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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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 및 분석 
〮 현황조치를 위한 
직원소집 및 출동지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 경보 발령 
〮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

〮상황보고서 작성 
〮금융위원회 앞 상황 보고 
〮상황 종료 여부 결정 
〮상황 종료 통보 
〮 금융위원회 앞 상황종료 보고

〮보도자료 작성 
〮언론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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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사항 수행

대응순서 세부 내용 관련 조직 비고

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2020년에 ISMS-P 인증을 취득하였
으며, 이로써 우리금융그룹은 매출액 기준 약 92%의 사업장이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각 그룹사는 인증 연장 
시 금융 보안원 및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년 정보보호 교육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268명
의 임직원 대상으로 총 96,18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약
직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 직원 
1,051명을 대상으로 총 9,38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하여 주요업무를 복구
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분기 1회 임직원 대상 침해사고 대응훈련(악성메일 대
응훈련) 및 연 1회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업무연속성 계획)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유출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외 랜섬웨어, APT공격 등 해킹공격 고도화
로 인한 피해발생 증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장 주관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
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상황 대응능력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우리금융그룹 그룹사별 정보보호 조직은 정보보호업무 및 IT보
안 관련 전략을 수립하며, 개인정보보호, 고객정보보호 및 신용
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그룹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등 내부통제를 수행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별로 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관련 법적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고객정보
관리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 
법규 준수 강화는 물론,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위원회
우리금융그룹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
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정기〮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위원
회의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신중함을 기하
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최고 책임자(Chief Infor-
mation Security Officer, CISO)를 의장으로, IT, 정보보호, 전략, 
준법, 리스크 등의 담당부서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정보보안 및 고
객정보보호 등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매년 정기보고 시 그룹의 정보
보호 관련 실적, 이슈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Governance

정보보호GOVERNANCE

정보보호 내부 프로세스
우리금융그룹은 보안관제 전담 요원을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외부
해킹 사고 모니터링 및 차단, PC·서버 등 내부 시스템 악성코드 감염 
분석, 보안시스템 이상 유무 모니터링, 취약점 진단, 보안동향 전파 
등을 수행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보호 주요 활동
정보보호 관련 인증
우리은행은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외부 인증으로 정보보통신망법
에 따른 국내 정보보호인증(ISMS) 및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 인
증(ISO27001)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화되는 개인정
보보호 추세에 따라 2020년에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과 개인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 인증(ISO27701)을 
금융권 최초로 동시 취득하며 개인(신용)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

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회 의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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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수집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경과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정보는 서비스 제공 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참여 모의훈련 실시로 고객 신뢰회복 및 전 임직원 정보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협행위 탐지 자동화를 위한 SOAR구축
우리금융그룹은 고도화된 해킹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빅데
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 시스템(SIEM)을 구축했으며, 2021년에 
추가로 SOAR(자동대응 사이버 보안체계, Security Orche –stra-
tion, Automation and Response)를 구축 하였습니다. 최신 보
안 관리통제 기술인 ‘SOAR’는 대용량의 보안 로그와 트래픽 정보
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안시스템 운영 시 유입되는 사이버 위협 의
심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술로, 기존 탐지위주의 보안관제
에서 사전,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 공격의 효율적 관리
통제 및 정보보안 통합 관리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그룹은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당행을 이
용하는 고객은 물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협력사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시 개인정보의 
이용방안, 범위 및 보안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 시행될 제재내용 등이 포
함된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탁업체에 대해서
는 매분기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시 이
를 처리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와 보
호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를 지정하였으며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보보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 본부 부서 및 영업점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자와 담당자
를 각 1명 이상 지정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고객의 소중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들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
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고객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보존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차원 관리시스템 포함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및 준수 관리에 개
인정보보호 정책 시스템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
크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 유출건수, 전부점 개인정보파일 보관
건수, 정보보호법규위반 현지감독기관 지적건수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위수탁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위반 감사
우리금융그룹은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지침과 개인신용정보 제재기
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부당제공 및 유출 등 위반행위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부서, 
영업점,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
태에 대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
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개인정
보보호 정책을 위반한 건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부문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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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자산 총계1)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십억 원
 

 361,981 
 336,488 

 25,492 

399,081
372,355

26,726

447,184
418,334
28,850

주요 재무제표

2019 2020 2021구분 단위

신용등급

 

Moody’s 
S&P
Fitch 

십억 원

등급
 

 2,800 
 2,038 

A1 
 A 
A-

2,080
1,515

A1 
 A 
A-

3,660
2,807

A1
A+
A

경제적 가치 창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조정사항 
법인세비용
유효세율 
납부세액 
납부세율2)

백만 원

%
백만 원

%

 2,723,049 
 738,476 
(53,023)
685,453 

 25.2 
 612,680 

 22.5 

 2,001,251 
 514,456 
(28,454)
486,002 

 24.3 
 501,223 

 25.0 

 3,749,241 
 960,095 
(18,225)
941,870 

 25.1 
 884,843 

 23.6 

유효세율

1) AUM 제외     2) 납부세액/세전이익     *주요재무성과는 사업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바젤III) 기본자본(Tier1 Capital)
(바젤III) 총 익스포저 
(바젤III) 레버리지 비율

백만 원

%

BIS 레버리지 비율 현황
22,475,552

417,600,706
5.38

23,361,742
456,136,976

5.12

 25,584,259 
 510,736,148 

5.01

14
39

94.0
12
10

14
63

96.5
14
11

14
55

95.0
12
11

총 이사회 개최 수
논의된 안건
사외이사 참석률
감사위원회 개최 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수

건

%

건
 

이사회 운영현황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법인세비용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미국
베트남
기타
합계  

십억 원

 

26,615.2 
218.5 
215.4
149.1
100.9

97.4
101.9

27,498.5

3,520.2
59.5
15.9
61.3
30.3
33.6
28.4

3,749.2

545.1
18.3
(1.0) 
14.4 
1.1
2.3
4.4

584.6

888.6
12.2

3.0
12.6

9.7
6.3
9.5 

941.9

국가별 조세정보(2021년)* 수익 세전이익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비용**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배당금
이자
급여
복리후생비
법인세
사회공헌투자비용

십억 원

 

 506 
 4,683 
 1,585 

 475 
 685 
 150 

 8,084 

 260 
 3,525 
 1,638 

 506 
 486 
 141 

 6,556 

 546 
 2,909 
 1,775 

 546 
 942 
 135 

 6,853 

경제성과 배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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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정치적 후원
무역 협회 및 비과세 단체

백만 원
 

출연금 및 기타 지출액
-
-

 4,965 

-
-

 4,546 

-
-

 4,855 

-
-

 4,885 

* 우리금융그룹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접적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자금, 선거자금,  
특정 정치 단체 및 정당의 로비성 자금 일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금융투자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총계

백만 원

 

주요 협회비 지급내역
 3,342 

 917 
 266 
 269 

 2 
-

 170 
 4,965 

 3,129 
 729 
 263 
 259 

 2 
-

 164 
 4,546 

 3,240 
 954 
 244 
 248 

 2 
-

 168 
 4,855 

 3,103 
 1,054 

 283 
 243 

 2 
 20 

 181 
 4,885 

2018 2019 2021구분 단위 2020

사회성과

총 임직원 수 

명

 

 
 200 

 4,522 
 1,482 
 2,773 
 8,051 

 981 
 785 

 5,309 
 2,938 

 
 200 

 4,582 
 1,644 
 2,689 
 8,323 

 855 
 782 

 5,596 
 2,800 

 
 286 

4,365 
1,643 
2,670 
8,119 
 846 
700 

5,430 
2,835

 12 
 2,137 
 1,911 
 4,899 
 8,534 

 636 
 1,913 
 6,588 

 669 

 10 
 2,234 
 2,167 
 4,895 
 8,835 

 602 
 1,950 
 6,652 

 835 

 13 
2,290 
 2,337 
4,637 
8,695 

 581 
1,743 
6,432 
 1,101 

임직원 수*

경영진 (임원~본부장)
부장~차장
과장
과장 이하
정규직
계약직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직위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남성 남성 남성여성 여성 여성

* 사외이사, 고문직 포함 여부에 따라 총합이 상이할 수 있음

2019 2020 2021구분 단위

18,202 18,615 18,241

총 이직 및 퇴직 인원 수 

총 이직 및 퇴직율
자발적 퇴직인원 비율*

명

%
% 

 
 38 

 555 
 75 

 368 
 707 
 343 

 32 
 241 
 776 

 
 85 

 489 
 62 

 366 
 661 
 363 

 28 
 232 
 764 

 
 44 

 586 
 80 

 529 
 733 
 490 
 54 

 294 
 874 

 3 
 68 
 27 

 171 
 186 
 84 
 56 

 130 
 85 

 6 
 68 
 29 

 240 
 176 
 167 
 72 

 176 
 95 

 3 
 153 

 42 
 329 
 314 
 229 

 81 
 291 
 172 

이직 및 퇴직

경영진 (임원~본부장) 
부장~차장
과장
과장 이하
정규직
계약직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직위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남성 남성 남성여성 여성 여성

* 명예퇴직/정년퇴직/징계에 따른 해고/그룹사내 이직자는 제외, 희망퇴직은 포함

1,320

7.3
4.6

1,367

7.3 
4.0 

 1,766

9.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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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수
1,112

85
90

CEO 보수 
직원 보수 중앙값
직원 보수 평균값

백만원
 

2021

임직원 다양성
50.37

39.6
5.66

32.09
56.32
48.81
28.22

827
153

50.70
40.70

4.76
37.28
56.86
51.08
28.35

817
151

50.86
42.44
4.35

34.41
58.72
53.0
26.2
 790 
 156 

여성 임직원 비율
직위별 여성 관리자 비율

매출부서 여성관리자 비율 
STEM 분야 여성 임직원 비율
보훈 대상자 
장애인  

%

명
 

전체
경영진 (임원~본부장)
부장~차장
과장

1,875

78.7

1,094

89.3

1,474

80.1

총 신규채용 인원 수

내부 후보자에 의해 충원된 공개 포지션 비율

명

 
%

46 
205 
118 
767 
689 
472 
235 
511 
415 

 
34 

164 
67 

425 
522 
192 
211 
310 
193 

 42 
 156 

 93 
 702 
 454 
 539 
 193 
 418 
 382 

1 
31 
35 

647 
591 
123 
417 
255 

42 

3 
20 
24 

333 
242 
138 
237 
124 
19 

 3 
 24 
 38 

 416 
 204 
 277 
 176 
 227 
 78 

신규채용

경영진 (임원~본부장)
부장~차장
과장
과장 이하
정규직
계약직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직위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남성 남성 남성여성 여성 여성

2019 2020 2021구분 단위

백만 원

 

 130,729,991 
- 
 - 

 89,201,389 
 31,250,108 

 81,485,392 
-
-

 90,169,109 
 33,015,530 

 121,538,287 
 158,706,617 
 73,383,384 

 100,341,621 
 32,132,819 

동일보수
평균 기본급
평균 보상(기본급+현금 성과급*)
평균 기본급
평균 보상(기본급+현금 성과급)
평균 기본급

임원직

관리직

비관리직

*기본급 외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인센티브

국적별 인력분류(2021)
17,973 

117 
55
13
38
17
28

18,241 

98.53
0.64
0.30
0.07
0.21
0.09
0.15
100 

99.56
0.04
0.05
0.05
0.16
0.05
0.11
100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미국
싱가폴
기타*
합계

구분 총 직원 수(명) 총 직원 대비 비율(%) 관리직** 비율: 총 관리직 대비 비율(%)

*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폴란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 과장 이상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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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및 안전보건 관리사항
유연근무제 실시  
 
 
 

재택근무 운영 
 

주 양육자(primary 
caregivers)/보조 양육
자(non-primary care-
givers)  
출산/육아 지원  

임직원 보육시설/ 보육지
원금 지원   

시간제 직원 고용  
 
 

육아휴직 외 가족 부양 목
적 유급휴가 지원 

Work & Life Balance를 통한 직장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  
- 유연근무제 : 업무적 특성, 육아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 대상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근무  
  (5회차 중 선택/월 8회)  
- 탄력근무제 : 정기적으로 업무 집중 시기가 있는 부서 대상 탄력적 근무스케줄 운영  
- 휴일근무 대체 : 특정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경우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대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화시스템(VDI)를 
통한 정보보안 통제 등을 강화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룹 UC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주 양육자/보조 양육자 직원들의 육아 고민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준인 1년 보다 많은 2년을 보장  
- 법정 기준인 90일보다 많은 110일 유급 출산휴가 지원 (우리은행)  
- 난임치료휴가(연3일), 불임휴직(1년) 등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 운영  
- 남성직원 대상 배우자 출산 시 사용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및 난임치료휴가(연3일) 보장 등
영/유아기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총 4곳(회현동, 상암동, 화양동, 분당)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미취학 자녀 교육비, 장애자녀 보육지원금 등의 지원과 임산부를 위한 “예비맘 케어제도”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및  
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간제 직원 고용 제도 시행 
- 시간제 계약직은 평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및 근무부점 특성에 따라 업무시작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휴가, 보수, 복리후생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인력인사관리지침｣ 준용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의 경우, 1년 보장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호가 필요할 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남성
여성  
합계

년
 

14.1
14.6
14.4

평균 근속 연수

2020구분 단위

결근율 %
결근율 

0.0037 0.0022 0.0031

2019 2020 2021구분 단위

명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원 
노동조합 가입 인원 
노동조합 가입율 

11,573 
11,422 

98.7

11,890 
11,519 

96.9

 11,287 
 10,875 

96.3

명
 

8
10
7

10
7

10

 25 
 13 

7 

464
339
358

439
303
321

 532 
 420 
 282 

육아휴직 현황
육아휴직 총 인원
육아휴직 후 복귀 인원 
전년도 (육아휴직)복귀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자 수 

남성 남성 남성여성 여성 여성

2019 2020 2021구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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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부금액
사회공헌투자금액

유형별투자금액

 

억 원

 
 

2,060.6 
128.0 

1,602.3 
330.3 

1,968.3 
1.6 

76.2 
14.5

1,977.8 
128.1 

1,555.7 
294.0 

1,896.3 
2.5 

73.8 
5.2

1,921.4 
 137.0 

1,550.9 
 233.5 

1,848.3 
3.1 

64.5 
5.5

자선 활동 투입 금액

자선적 기부1)

지역사회 투자2)

상업적 이니셔티브3)

현금4)

현물5)

사업비6)

임직원 봉사시간 금전 환산액7)

자원봉사 총 시간 
자원봉사 총 인원 

시간
명

임직원 자원봉사*
31,559
42,494

10,981
33,140

11,443
34,287

1)자선적 기부 : 현금 및 현물 기부, 마케팅 일환이 아닌 문화·예술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시간 금전 환산액 등
2)지역사회 투자 : 지역사회 투자 전략의 일환인 멤버십 및 주요 기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상업적 이니셔티브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 스폰서,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등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후원,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 후원 등
4)현금 : 지역사회 투자 투입 금액, 자선적 기부 금액 등
5)현물 : 물품 기부, 사무물품 지원,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TV채널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등
6)사업비 : 사회적 투자 투입 인력 인건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부대비용, 자문비용 및 연구비 등
7)임직원 봉사시간 금전 환산액 : 근무 시간 중 임직원 봉사활동시간 금전 환산액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방역체계(집합금지 등) 준수로 인한 자원봉사 인원 및 시간 감소

윤리교육 참여인원

윤리교육 시간

명

%
시간

윤리교육
교육(온라인/집합 등 형태불문)
온라인 교육
윤리준법 서약서 서명
윤리준법 서약서 서명 비율
온라인/집합 교육(인당)

인권교육 참여인원
 

명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16,996 
16,046 
16,850 

97.7
13.8 

16,736 
480 

17,175 
15,916 
16,931  

98.5
14.5

18,057
101 

16,747 
15,706 
16,714 

99.8
14.0 

 17,339
 80 

총 참여 임직원 수 

임직원 총 교육 비용
1인당 평균 교육 비용
임직원 총 교육 시간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명

백만 원

시간
 

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212019 2020

직위별

연령별

경영진(임원~본부장)
부장~차장
과장
과장 이하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남성 남성 남성여성 여성 여성
14,930

8,950
0.6

1,018,342
68

116 
4,185 
1,190 
2,013 

707
4,677
2,115

6 
1,969 
1,310 
4,141 
1,595
5,461

375

15,792

9,528
0.6

699,727
44

296 
5,310 
1,748 
2,779 
1,045
6,411
2,678

9 
2,335 
2,195 
5,117 
2,124
6,941

590

17,661

8,362
0.5

1,122,320
64 

352 
4,359 
1,455 
2,328 

641 
5,204
2,649

18 
2,314 
2,258 
4,567 
1,728
6,38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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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수 건수
처리 완료율

건
%

2019 2020 2021구분 단위

고객 민원처리(은행)
 1,102 
 100.0 

 987 
 100.0 

 751 
 100.0 

*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정량 성과를 합산

반부패 벌금 건수
반경쟁 벌금 건수

실증된 사례 수
조사 중인 사례 수 

건

 
 
 
 

 

 - 
 - 
 2 
 3  
 - 
 -  
 7 
3
 - 
-
-

 6 
 7 

 13 
 21 
 6  

 - 
 - 
 3 
 -  
 -  
 - 
 - 
 1  
 2 
-
-

 1 
 - 
 9 
 1  
 2  

-
-
2 
-
-
-
4 
-
1 
-
-
-
2 
7 
2 
1 

반부패·경쟁 관행

횡령유용
배임사기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기타

감봉
견책
주의
주의촉구
기타

위반건수

조치건수

 

2019 2020 2021구분 단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자체조사
NCSI : 한국생산성본부
KS-SQI : 한국표준협회 
KCSI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SQI :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점

 

20192018 2020 2021구분 단위

고객 만족도
 94.6 
 76.0 
 75.1 
 72.2 
 92.0 

 91.4 
 74.0 
 74.9 
 74.3 
 94.0 

 94.3 
 76.0 
 74.1 
 77.2 
 94.0 

 95.3 
 79.0 
 75.5 
 80.4 
 94.0 

*우리은행 기준

정보보안 침해 및 사이버 보안 사고
데이터 유출 건수
정보보안 위반 관련 벌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접수 및 확인된 건 
규제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건

건

억 원

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
-
-
-
-

-
-
-
-
-

-
-
-
-
-

사회적 이익
사업적 이익
 

금융경제교육 수혜자 수
미소금융재단 대출채권이자
서민금융 대출

명
억 원
억 원

금융포용성
-
-
- 

4,571
9.23

12,057

23,539
8.29

12,186

* 서민금융 대출 실적은 우리은행 2021년 말 잔액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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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20192018 2020 2021구분 단위

tCO2eq 

tCO2eq/인원

* 해당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성명서의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 숫자를 모두 처리한 값이므로 차이 발생 
** Scope 3는 2019년부터 산정했으나, 2020년 분류 작업을 통해 기준을 재수립하여 산정함 
*** 운송은 2020년부터 산정

온실가스 배출 (Scope1+Scope2)

tCO2eq 

 

85,737 
13,361
72,376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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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86 
12,759
68,927

5.32 

3,571.4 
1,196.0 

232.2 
57.5 
12.4 
81.3 

198.7 
67.3 

724.5 
710.6 

2.1 
32.0 

-
-

242.4 
0.9 
0.2 
0.2 
0.2 
0.4 

12.5 

78,903
11,689 
67,214 

5.32 

5,059.0
1,248.8 

137.5 
70.5 
26.4 

211.3 
152.5 

20.1 
625.0 
257.4 

2.3 
41.3 

1,808.6 
108.2 
334.2 

0.9 
0.1 
0.1 
0.1 
0.3 

13.4 

74,835*
10,713 
64,121 

5.22 

4,093.2 
1,204.0 

130.0 
38.0 
11.0 
92.0 

165.0 
35.3 

444.1 
212.7 

2.7 
57.2 

1,314.4 
168.9 
204.5 

0.7 
0.1 
0.1 
0.1 
0.2 

12.2 

온실가스 배출 (Scope 3**)
Scope3 합계
제품구매
자본재

출장

 
제품폐기

운송***

폐기물

 
용수

Scope1+Scope2 합계

온실가스 집약도 (1인당 배출량)

복사용지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항공(국내)
버스
철도
통장 해지
카드 해지
물류
현금수송
일반 폐기물(매립)
재활용 폐기물

Scope 1 
Scope 2 

종이
스티로폼
유리
캔
플라스틱

상수도 백만 m3 0.13 0.12 0.13 0.12 
용수 사용

총 에너지 소비 비용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생산량
재생에너지 소비량

백만 원

MWh

MWh/명

MWh
 

25,976
484,176 
387,925 
24,296 
33,684 

1,933 
36,338 

31.5 
-
-

25,237
461,848 
369,237 
23,115 
32,177 
2,064 

35,255 
30.1 

-
-

23,776
448,713 
360,228 
23,554 
28,344 

1,485 
35,102 

30.3 
-
-

 23,765 
430,565 
345,287 
22,153 
25,432 

1,187 
36,506 

30.2 
7.547 

-

에너지 사용

에너지 합계
전력 
도시가스 
휘발유 
경유 
기타 에너지 

*2018-2019 : 본점, 우리금융상암센터, 2020-2021 : 본점, 우리금융상암센터, 우리금융디지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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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도입 
노후시설 교체 
친환경 차량
총 금액

백만 원

 

938 
815 

- 
1,753 

1,493 
589 
23 

2,105 

916 
919 
83 

1,918 

594 
135 
138 
867 

친환경 투자

20192018 2020 2021구분 단위

일반 폐기물*

 

 ton

 

266.7 
-
-

266.7
-
-

7.0 
15.2 
20.2 
13.2 
34.6 

184.3 
274.5 

263.4
-
-

263.4
-
-

7.5 
8.5 

16.6 
9.5 

23.2 
182.9 
248.0 

269.7
-
-

269.7
-
-

7.6 
3.2 

12.0 
5.6 

14.3 
201 

244.1 

290.0
-
-

290.0
-
-

5.8 
2.2 
9.3 
4.8 
9.0 
110 

141.1 

처리 방법별

재활용 폐기물

합계
매립
소각
소각열회수
기타 처리 방법
기타
종이
스티로폼
유리
캔
플라스틱
기타
합계

폐기물 발생량

*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일반 폐기물 발생량에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합산되어 데이터 오류로 정정

용지 총 사용량 ton 1,218 1,068 1,115 1,075 
원재료 사용

* 연도별 복사용지 구매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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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12020구분 단위

1. ESG금융 - 홀세일, 기업금융, IB

2. ESG금융 - 자산운용

3. ESG금융 - 리테일금융

여신 
 
 
 

 
 

채권

투자 및 PF 
 

자산운용  
 
 
 

 
 

여신  
 
 

 
 
 
 
자산운용  
 
 
 
 

 
 

기후 및 녹색/ESG 대출 
 
 
 

비율
사회적 기여 여신 
 

비율
기업 대출 총액
ESG 채권 발행*
비율
채권 발행 총액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비율
사회적 기여 투자
비율
인프라 금융 총액
ESG 채권 및 수익증권 투자
비율
채권 및 수익증권 투자 총액

ESG 자산운용 
 
 
 

비율
자산운용 총 AuM

녹색/ESG 여신 및 주택금융 
 
 

비율
사회적 기여 여신
비율
개인여신 총액
지속가능 투자상품(판매) 
 
 
 
 

비율
개인 투자상품 총액(판매)

십억 원 
 
 
 

%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
십억 원
십억 원 

 
 
 
 

%
십억 원

5,900.3 
 
 
 
 

5.5
10,147.3 

 
 

9.4
107,822.9 

2,320.2 
10.7

21,735.3 
1,117.6 

 
 

8.0
381.2 

2.7
14,048.3 
5,005.9 

11.8
42,252.7 

635.6 
 
 
 
 

3.0
21,151.7 

704.4  
 
 

0.5%
1,530.7 

1.2%
130,352.8 

96.5 
 
 
 
 
 

0.8%
12,318.2 

6,379.1 
 
 
 
 

5.4
11,882.8 

 
 

10.0
119,198.2 

4,650.8 
17.6

26,438.8 
1,315.3  

 

8.4
656.0 

4.2
15,650.1 
8,881.0 

17.0
52,122.3 

1,032.0  
 
 
 

3.8
27,385.2 

1,111.8  
 
 

0.8%
1,548.1 

1.1%
138,748.0 

421.9 
 
 
 
 
 

3.6%
11,767.1 

친환경 녹색금융(그린뉴딜 포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출,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대출,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ESG 혁신기업 대출

기술금융(디지털 뉴딜 포함, 친환경 녹색금융  
중복 제외), 동산/IP담보대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안전망금융

우리은행 기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우리은행 기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 인프라, 녹색 건축물  
인증 등 기타 친환경 투자 및 PF

기술금융 관련 투자

우리은행 기준
(우리금융그룹 소속 자산운용사 상품 실적 제외)

우리은행 기준

하이플러스 (단기)우량 ESG, 지속가능 ESG,  
글로벌 ESG 주식ETF 재간접, 사회책임, 기업가치
향상, 코리아 ESG, 인프라뉴딜, 클린에너지,  
한국인프라, ESG인프라개발, 신재생뉴딜,  
태양광발전, 혁신성장, 에코폐기물

우리자산운용 기준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 친환경차 여신(우리드림카대출  
친환경자동차), 우리그린리모델링론,  
서울시기후변화기금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서민금융(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 햇살론)

우리은행 기준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한국투자e단기채ESG,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
ESG, 키움퓨처에너지, NH-Amundi100년기업 
그린코리아, 마이다스책임투자,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 KB코리아뉴딜 
(우리금융그룹 소속 자산운용사 상품 실적 제외)

우리은행 기준

ESG금융

*우리금융그룹에서 발행한 모든 ESG 채권에 대해 외부 검증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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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검증의견서

우리금융그룹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품질재단은 우리금융그룹의 요청에 의해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
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우리금융그룹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 검증 기준 : AA1000AS(v3), AA1000AP(2018)
· 검증 유형 : Type 1 [Accountability 4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 검증]
· 검증 수준 : Moderate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
· 검증 범위

〮 GRI Standards(2020) 핵심적 방식(Core Option)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공통 표준 (Universal Standards)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검증 방법
심사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재무정보 : 우리금융그룹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직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된 자료 등
〮 재무정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개된 재무제표  

본 검증은 서면검토와 현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시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보고서 발간 전에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 
(Employment)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훈련 및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
다양성 및 기회균등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인권 평가 
(Human rights assessment)
지역사회 
(Local communities)
공공 정책 
(Public policy)
고객 정보보호 
(Customer Privacy)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Socioeconomic Compliance)

Topic
401-1, 401-3 

403-1, 403-2, 403-3,  
403-5, 403-6 

404-1, 404-2 

405-1, 405-2 
 

406-1 

412-1, 412-2 

413-1 

415-1 

418-1 

419-1 

GRI Disclosure
103-1, 103-2, 103-3 

201-1, 201-2 
 

203-1 

205-2, 205-3 
 

301-1 

302-1, 302-3, 302-4 

303-3 

304-3 

305-1, 305-2, 305-3,  
305-4, 305-5

306-3 

GRI Disclosure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경제성과 
(Economic Performance) 

간접 경제효과 
(Indirect Economic Impacts)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재료 
(Materials)
에너지 
(Energy)
용수 및 폐수 
(Water and Effluents)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배출 
(Emissions)
폐기물 
(Wast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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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및 독립성 
본 검증의 심사팀은 한국품질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3 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우리금융그룹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한 사항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심사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AA1000AP(2018)
의 4대 원칙, AA1000AS(v3)의 Type 1 보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우리금융그룹은 주주총회, 노사협의회, 금융당국간담회,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주주,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대성(Materiality): 
우리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관점에서 관련 이슈의 중대성평가를 수행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우리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Impact): 
우리금융그룹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중대이슈의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영향성이 부적절하게 측정·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권고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  우리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보고서에서도 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적절히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향후 보고서 수준 제고를 위해, 중대이슈 선정 시 우리금융그룹 조직의 내부적인 관점과 사회·환경 전반에 대한 외부적인 영향이 균형 있게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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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성명서

서문
주식회사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의 2021 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에 대해 합리적 보증 수준 하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20-3
호)”에 따라 검증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DNV는 본 검증성명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에 대하
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은행에서 작성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검증대상 배출량 :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배출량 보고 범위 및 검증활동 : 국내 우리은행 건물 (소유/구분소유/임차) 및 무인점포, 차량 포함

검증 방식
본 검증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20-3호)” 및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 2016-104 호)”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우리은행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바탕으
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2021년)
〮우리은행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관리 및 수집,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

결론
우리은행의 202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우리은행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20-3호)"에 명기된 산정방법론에 따라 보고함에 있어 중요한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713 17964,121 1,37274,425 1,094
Scope1 Scope1Scope2 Scope2총량 총량

우리은행
온실가스 배출량 (ton-CO2 equivalent) 에너지 사용량 (Terajoule, TJ)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총량은 사업장 단위 절사 후 합산 기준 적용에 따라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총량 = Scope 1 + Scope 2

2022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

이 장 섭 대표이사

본 외부 검증인의 검증성명서는 성명서 발행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성명서 발행일 이후 본 성명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우리은행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검증성명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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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Universal Standards 

조직 명칭  

주요 브랜드, 상품, 서비스  

본사 위치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 

조직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시장 영역(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등)

조직의 규모 

임직원 고용 현황

조직 공급망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방식 

외부 이니셔티브

협회 멤버쉽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주요 영향, 리스크, 기회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지배구조 

권한 위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중대이슈의 특성 및 수 

보수 정책 

이해관계자 그룹 리스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 및 청렴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5

102-16

102-17

102-18

102-19

102-20

102-21

102-22

102-23

102-24

102-28

102-34

102-35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6.3.10, 6.4.1,  
6.4.2, 6.4.3, 

6.4.4, 6.4.5,  
6.8.5, 7.8

 

4.7, 6.2, 7.4.2 

6.2

7.7.5, 4.4, 6.6.3 

6.2, 7.4.3 

6.2

6.2 

5.3, 6.2 

6.2, 6.7 

 

6p 

7p 

6p

8p

6p

6-7p 

6-7p

90p

77p

6-7p

84-85p

11p

90p

4-5p

48-59p

82-83p

82-83p

78-81p

78-81p

78-81p

78-81p

79p

80p

78-81p

81p

14-15p

81p

14-15p

92p

14-15p

14-15p

14-15p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26000 페이지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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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andards

보고관행

경영접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중요 토픽의 리스트

기존 정보 수정

보고 관련 변경사항

보고 기간

가장 최근 보고 일자

보고 주기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인덱스

외부 검증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경영 방식 평가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103-1 
 
 

103-2

103-3

7.5.3, 7.6.2 

 7.5.3

6.2.3, 6.3.7,  
6.3.10, 6.4.3,  
6.4.3, 6.5.4,  
6.5.5, 6.4.6

 

8p

15p

15p

해당없음

해당없음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102-104p

98-99p

 
 

16-47p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26000 페이지

Topic-specific Standards

경제성과 
 

간접경제효과 
 

반부패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분배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기타 리스크와 기회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201-1  
 

201-2

203-1 
 

205-2 

205-3

6.8.1, 6.8.2, 
6.8.3, 6.8.7, 

6.8.9 

-

6.3.9, 6.8.1-
6.8.2, 6.8.7, 

6.8.9 

 6.6.1-6.6.3, 
6.6.6 

6.6.1-6.6.3 

89p 
 

48-59p

42p, 71p 
 

82p 

94p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26000 페이지

GRI 2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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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pecific Standards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기물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조직 내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소비 감축 

취수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직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 

직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2)

기타 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3)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발생량

 301-1  

302-1 

302-3

302-4

303-3

304-3

305-1 

305-2

305-3

305-4

305-5 

306-3

 6.5.4 

 6.5.4 

 6.5.4 

  6.5.4-5

6.5.4

-

6.5.5

 6.5.3 

96p

95p

69p

95p

70p

95p

69p

96p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26000 페이지

GRI 300 환경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차별금지

인권 평가  

지역사회  

공공 정책 

고객개인정보보호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신규채용과 이직

육아휴직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위험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직장 의료 서비스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근로자 교육

임직원 건강 증진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인권평가 및 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정치 기부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401-1 

401-3

403-1

403-2

403-3

403-5

403-6

404-1 

404-2 

405-1 

405-2  

406-1

412-1 

412-2

413-1 

415-1

418-1

419-1 

6.4.3 

6.4.4

6.4.6

6.2.3, 6.3.7, 6.3.10, 
6.4.3, 6.4.7

6.3.6, 6.3.7,  
6.3.10, 6.4.3, 

6.4.4, 6.4.7, 6.8.5

 

6.2.3, 6.3.7,  
6.3.10, 6.4.3 

6.3.3-6.3.6 

6.3.9, 6.5.1- 
6.5.3, 6.8 

 6.6.1-6.6.2, 6.6.4 

6.7.1-6.7.2, 6.7.7 

4.6, 6.7.1-6.7.2, 
6.7.6 

90-91p

92p

76p

76p

76p

76p

92p

93p 

74-76p 

90p

남녀 보수차이 
없음

64-65p

62-63p 

93p

37-38p 

90p

94p

94p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26000 페이지

GRI 400 사회

다양성과  
기회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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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데이터 보안 
 

 
 
 
 

포용 금융 & 역량 
강화 
 
 
 

 
 
 
 
 

 
 
 

 
 
 

 
 
 
 
 
 

기업 윤리 

 
 
 

Topic

(1) 데이터 침해 발생 건수, (2) 개인 
식별 가능 정보(PII) 데이터 비율, (3) 
데이터 침해를 받은 고객의 수

데이터 보안 위험식별 및 해결 
방법 설명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진행된 대출 건수와 대출의 총 금액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개발 상품
의 연체 및 못 받을수도 있는 대출
(Nonaccural loans)의 수와 대출
의 총 금액 
 

수수료 면제 계좌 수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  
 
 

업종별 상업 및 산업별 신용 익스포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인
을 신용 분석에 통합하기 위한 접근
법 설명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
의 결과로 발생한 총 금전적 손실액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 설명  
 
 

Accounting Metric

FN-CB-230a.1 
 

FN-CB-230a.2 
 
 
 

FN-CB-240a.1 
 
 
 
 

FN-CB-240a.2 
 
 
 
 

FN-CB-240a.3 
 
 

FN-CB-240a.4 
 
 

FN-CB-410a.1

FN-CB-410a.2 
 
 
 
 
 

FN-CB-510a.1 

FN-CB-510a.2 
 
 

Code

보고년도에 데이터 침해 발생이 없습니다. 
 

우리금융그룹 그룹사별 정보보호 조직은 정보보호업무 및  
IT보안 관련 전략을 수립하며, 개인정보보호, 고객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그룹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등 내부통제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86-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서민금융 상품과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권  
금융상품들을 확대 취급하여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포용적  
금융 전략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42-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코로나 19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의 우려가 높은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의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사기  
취약계층 (고령자, 저신용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예방법을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우리은행 현황 p54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금융을 선언적 측면이 아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경영활동에 통합하고 모든 금융활동에 반영하고자  
ESG금융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ESG금융원칙에 따라 모든 여 
신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대규모 개발산업 추진 시 환경·사회 리스크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35-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액은 없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의 일환이자,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 대응

Commercial Banks

신용분석에  
ESG요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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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 관리 
 

Activity Metrics 

 
 

투명한 정보 및  
고객을 위한 공정
한 조언 

 
 
 

직원 다양성 &  
포용성 

투자관리 및  
자문서비스에 
ESG요소 통합

 
 

 
 
 

기업윤리 

 
 
 

Activity Metrics 
 
 

 

Topic

G-SIB 점수  
 

(1) 개인고객 (2) 중소기업/소상공인
의 당좌 및 예금계좌의 수와 금액

(1) 개인고객 (2) 중소기업/소상공인 
(3) 대기업의 대출 건수와 금액 
※제외: 모기지론, 리볼빙 신용대출

자산운용 관련 신규 및 재가입  
고객 대상 금융상품 정보의 마케팅 
및 관련 소송진행으로 발생한  
총 금전적 손실액

고객에게 자산운용 상품 및 서비스
를 설명하는 방식 
 

(1) 경영진, (2) 관리자, (3) 전문가 및 
(4) 기타 모든 직원 그룹 내 성별 및 
인종/민족 구성 비율

(1) ESG요소 통합, (2)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3) Screening 활용 항
목별 AUM

ESG요소를 투자 및 자산관리  
프로세스 및 전략에 반영하는 방식  

의결권 행사, 피투자기업 대상  
주주관여 정책 및 절차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
의 결과로 발생한 총 금전적 손실액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 설명  
 
 

총 등록 운용 자산, 총 비등록  
운용 자산  
 

총 수탁 및 관리 자산 규모  

Accounting Metric

FN-CB-550a.1 
 

FN-CB-000.A 

FN-CB-000.B 
 

FN-AC-270a.2 
 
 

FN-AC-270a.3 
 
 

FN-AC-330a.1 
 

 FN-AC-410a.1 
 

FN-AC-410a.2 
 

FN-AC-410a.3 
 
 

FN-AC-510a.1 

FN-AC-510a.2 
 
 

FN-AC-000.A 
 
 

FN-AC-000.B 

Code

당사 및 우리은행은 G-SIB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에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우리금융 연간 경영실적 p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우리금융 연간 경영실적 p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소송사건 관련 정보는 2021년 Form 20-F  
보고서 157-158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소비자보호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단계부터 상품개발 및 판매단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두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에 기반한 투자·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문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35-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고객 자산의 관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액은 없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의 일환이자,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 설정잔액: 17.0조원 순자산총액:  
17.2조원(2021년 12월 31일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 7.8조원 평가금액:  
10.2조원(2021년 12월 31일 기준)

설정잔액+계약금액: 24.8조원 
순자산총액+평가금액: 27.4조원

우리금융그룹 대응

Commercial Banks

Asset Management & Custod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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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양성 &  
포용성 

투자은행 및  
중개활동에 
ESG요소 통합

 

 

기업 윤리 

 
 
 

직무 윤리 

 
 

 
 
 

체계적 위험 관리 
 

Topic

(1) 경영진, (2) 관리자, (3) 전문가 및 
(4) 기타 모든 직원 그룹 내 성별 및 
인종/민족 구성 비율

ESG 요소를 반영한 (1) 인수, (2) 자
문서비스 및 (3) 증권화 거래의 수익
(산업별)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및 대출의 
건수와 금액(산업별)

투자은행 및 브로커리지 활동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
의 결과로 발생한 총 금전적 손실액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 설명  
 
 

주의의무 등 직무 윤리와 관련된 조
정 및 중재 사건의 수

주의의무 등 직무 윤리와 관련된 법
적 절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
의 총액

주의의무 등 직무 윤리 실천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G-SIB 점수  
 

Accounting Metric

FN-IB-330a.1 
 

FN-IB-410a.1 
 

FN-IB-410a.2 

FN-IB-410a.3 

FN-IB-510a.1 

FN-IB-510a.2 
 
 

FN-IB-510b.2 

FN-IB-510b.3 
 

FN-IB-510b.4 
 
 

FN-IB-550a.1 
 

Code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문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에 기반한 투자·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35-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법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액은 없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의 일환이자,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윤리 관련 조정 및 중재 사항은 보고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소송사건 관련 정보는 2021년 Form 20-F  
보고서 157-158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각 그룹사별로 집합 및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두차례 실시 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이 이에 참여 하였습니다. 

당사 및 우리은행은 G-SIB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에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대응

Investment Banking &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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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Focusing Issue

ESG 
Performance

Data & 
Assurance

Appendix

2021 우리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B

원칙 1. 정렬 (Alignment)

 

 

1.1 비즈니스 모델 

1.2 전략과 SDGs, 파리기후협약 및 관련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2.1 긍·부정적 ESG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의 식별 

2.2 중대한 긍·부정적 영향의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2.3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모니터링 

2.4 목표 달성 현황 

3.1 책임있는 클라이언트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 

3.2 클라이언트 및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 

3.3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대상 파악

3.4 사회적 기업에 전문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3.5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3.6 환경, 사회 리스크 정보에 기반한 고객 신용리스크 평가

3.7 고객이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도록 장려

4.1 이해관계자의 식별, 관련 주요 이슈의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4.2 지속가능성 추진방향 이해관계자와 협의

5.1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 및 책임 구분

5.2 모든 기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역할, 책임을 가진 전문팀 구성

5.3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담 이사회 구성

5.4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성과 관리 시스템 (보수, 인센티브 포함) 구축

6.1 책임은행 원칙의 이행 현황 공시 

6.2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우리금융그룹 ESG 전략 및 체계

중요성 평가

ESG금융

 

이해관계자 참여

글로벌이니셔티브  
PRB 책임은행원칙

About this report

보고 내용구분 우리금융그룹 대응

원칙 2. 영향 및 목표설정  
(Impact & Target Setting)

원칙 3. 클라이언트 및 고객  
(Clients & Customers)

원칙 4.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원칙 5. 지배구조 및 문화  
(Governance & Culture)

원칙 6. 투명성과 책임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UN Global Compact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06년, 우리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UNGC 원칙에 의거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0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02.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0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0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한다. 
0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06. 고용과 업무상 차별을 철폐한다.

0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08. 보다 큰 환경적 책임을 지는 데 앞장선다. 
09.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

10. 부당이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62-65p 

 

62-65p, 74-76p 
 

 
48-59p, 68-70p 

82-83p

구분 주요원칙 페이지

우리금융그룹  
ESG 전략 및 체계

우리금융그룹  
ESG 전략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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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카드

 

2021.09

2021.11

 

2021.12

2021.03

2021.7

2021.9 

2021.11

2021.12

 

2022.03

2021.01

2021.04

2021.07

2021.11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장상,  
한국경제신문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보안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투데이

기획재정부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한국경제TV

(사)한국광고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머니S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머니투데이

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우리WON기업 ICT Award KOREA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수상

글로벌 ESG평가 최우수등급 획득(DJSI 아시아, MSCI AA등급 등)

2021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카드 부문 최우수상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소셜미디어 부문 대상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은탑산업훈장

제20회 K-ICT 정보보호대상 특별상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21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2020년 수탁은행평가 1위 수상

대한민국 디지털애드어워즈 통합마케팅 부문 은상 수상

제8회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 특별상 빅데이터구루(GURU) 

2021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은행부문 디지털생태계 최우수상

2020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관련 장관 표창

2021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 사회공헌(CSR)콘텐츠 부문 대상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

2021 글로벌금융대상 은행연합회장상 스마트금융부문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 프로모션부문 금상

노란우산 유공기관 선정 감사패 수상

2021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Creative 부문 우수상 

상생결제 선도은행 기념패 수상

근로복지공단 감사패

2021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2021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21 머니S ESG어워드 카드부문 최우수상

2021 소셜아이어워드 신용카드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

2021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여신금융협회장상

구분 일자 수상내역 주관/주최

주요 수상 내역



www.woorif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