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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8.1 시행) 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2017.1.23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사와 자회사등의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2020년 말 기준 현임 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먼저 기재한 후 최초 선임일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최초 선임일이
동일한 경우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퇴임 이사에 대한 기술은 현임 이사에 관한 내용에 연속하여 상기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동 연차보고서의 목차 상 위원회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먼저 기재한 후 다음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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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그룹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하는 ESG 평가에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통합평가등급 A+를 획득하고, 특히
2017년 역대 최초로 지배구조 부문 유일한 S등급을 부여 받은데 이어, 일반기업 대비 우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보다 고도화된 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연속해서 최상위 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당사에게 ‘2020년
지배구조부문 최우수기업상’을 시상하였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www.cgs.or.kr 「2020년 KCGS 우수기업 시상」 보도자료
참조(2020.10.27)]
[참고] 연도별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당사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
구분

2009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량(Strong)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A

A+

A+

A+

A+

A+

S

A+

A+

A+

* 2018년 신규 평가모형 도입에 따른 평가 등급 조정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구조의 투명성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co.kr)에 공시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미준수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히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또한 적극적인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hinhangroup.co.kr/kr/governance/others.jsp

(2) 지배구조의 건전성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외부 법령과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등의 내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에 지배구조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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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구조의 안정성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77%로 법적요건인 과반을 훨씬 상회하도록 운영하여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를 사외이사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평균 95%)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 아닌 경영진에 대한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자문용역요청권 등의 권한을,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함이 입증될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경륜 활용,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연속성, 소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최초 선임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평가방법 심의를 담당하는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사내이사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대상 후보군에 속하는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재선임 대상 후보군에 속하는 사외이사가 부득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되더라도 자기추천 및 본인 추천안건에 대한 의결
참여를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이사 회장의 연령을 만70세 이하로 제한하여 경영승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와 경영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이사회가
마련한 글로벌 분야 전문가 사외이사를 고르게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업권을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된 전문성 분류별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기술

글로벌

총원

2020년 3월 정기주총 이전

5명

1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3명

2020년 3월 정기주총 이후

5명

1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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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독립적인 추천경로 및 구성의 다양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5.9 개최한 제2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Independence of Director」요건을 심의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이사 독립성 Guidelines'을 게시하였습니다.
2019.8.23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원칙으로 이사회 심의를 통해 사외이사의 수와 전문분야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중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및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이를 선별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준용하고 추가적인 심의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을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요건을 심의한 후 이를 명문화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이사회 다양성
Guidelines'을 게시하였습니다.
2019.11.15 개최한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공모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더욱 많은
주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9.12.19 개최한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관리기준을 보완하여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룹의 창업정신/기업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포함하고, 양질의 적정 數
후보군 유지를 위해 후보군 제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실제 후보 추천 과정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후보군 관리를 세분화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군 제외자 중 개인의 결격사유가 아닌 상황적인 제약요건에 해당 하는 후보자는 별도 후보군으로 관리하여 차후
제약요건 해소 후 후보군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였습니다.
당사는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및 배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들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을
구성하도록 정한 '이사회 다양성 Guide lines'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재 이사회 구성원으로 여성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4개 국적(대한민국, 미국, 일본, 프랑스), 4개 주요 활동국가(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출신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관점을 회사경영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사외이사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에 최소 20% 이상 여성 후보군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최근 3개년 사외이사 후보군 중 여성 후보 수
구분

사외이사 후보군 수

사외이사 후보군 중 여성 후보 수 (비중)

2018년 12월말 기준

131명

33명 (25.2%)

2019년 12월말 기준

108명

30명 (27.8%)

2020년 12월말 기준

117명

29명 (24.8%)

(5)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
당사는 1982년 7월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100%출자, 자본금 259억원)의 모국애를 담아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민간자본’으로 출범한
신한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은행’을 기치로 모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재일동포 소액주주들의 순수한 사명감이 그룹의 창립 정신이며, 그 정신은
새로운(新) 한국(韓)의 銀行이라는 회사 명칭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창립부터 현재까지 재일동포 주주들은 창립 주주로서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창립 이후 지속적인 흑자 시현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장기간 유지해 온 무배당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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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환위기 시 큰 폭의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한 주식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조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조력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창립 주주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창립 당시 3개 지점만을 가진 작은 금융회사였던 신한은행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립 주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당 그룹은 “신한”이라는 가치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울러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당사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BNP Paribas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의 투자를 유치하고, 2020년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Affinity
Equity Partners와 Baring Private Equity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를 지배구조에 반영하고자 창립 정신을 대표하는 재일동포 경영전문가 사외이사와 전략적 제휴사인 BNP
Paribas그룹과 IMM PE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5명)

이사회사무국
(3명)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10명)
이사회운영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주주총회

이사회
(사내이사1명,
비상임이사2명,
사외이사10명)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감사팀
(7명)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전략기획팀
(17명)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7명)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3명)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
(13명)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4명)
그룹경영회의
(대표이사 회장, 자회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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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리스크협의회
(CRO, 주요 자회사 CRO,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

경영관리팀
(12명)

리스크관리팀
(10명)

지배구조 일반

(2) 지배구조의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13명 중 사외이사는 10명으로 그 구성비율이 77%에 이르며 타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내위원회는 총 8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사회내위원회 구성도 역시 위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구성비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 내규 역시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배구조법 및 내규(감사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의로 설치한 이사회운영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임원후보 추천권한의 분산
당사는 임원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임원추천권한을 세분화하여 이사회내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04년 5월 10일부터 당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1년 8월
25일부터 당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08년 2월 4일부터 당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그리고
이사회운영위원회는 2011년 8월 25일부터 당사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위원회와
별도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독립성, 투명성을 위하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하여 특정 사외이사에게 임원 추천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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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천 대상 임원

소속 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성재호, 박철, 윤재원, 진현덕, 히라카와 유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이윤재, 박철, 변양호, 성재호, 진현덕, 최경록, 허용학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사외이사 전원

이사회운영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박안순, 박철, 히라카와 유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라) 이사회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지배구조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전 모범규준의 관련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내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인 이상 지속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과거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 출신이자 대한민국 1호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변양호 이사와
홍콩중앙은행에서 대체투자부문 최고운용책임자(CIO) 재직한 경력을 보유한 허용학 이사, 그리고 한국은행 부총재직과 증권사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박철 이사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보수위원회의 경우 허용학 이사와 회계전문가인 윤재원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재원 이사를 포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 재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유지 등을 감안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경영 강화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룹의 미션인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책임 준수
당사는 국내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회사로서 지배구조의 구성 측면에서도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전 모범규준의 관련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협의회를 지속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 9월부터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 지원기구로서 그룹 주요현안을 협의하는 그룹경영회의(모범규준 상 경영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모범규준 상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부터 위험관리위원회의 실무 정책 기구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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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이사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1)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2)

주요 역할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1.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대표이사 회장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4.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보수위원회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회사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위험관리위원회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의장(위원장)
(사외이사수 (이름/사내·사외
/구성원수)
·비상임 여부)

10/13

5/5

7/7

3/3

3/3

3/3

관련 규정

박철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구성: 제36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 이사회 의장: 정관 제45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이사회규정 제7조

성재호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 사추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 사추위규정 제3조
· 위원장: 사추위규정 제4조

이윤재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지배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지배위규정 제3조
· 위원장: 지배위규정 제4조

윤재원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2조, 감사위규정 제10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2조,
감사위규정 제7조
· 위원장: 감사위규정 제8조

허용학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 보수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
보수위규정 제3조
· 위원장: 보수위규정 제4조

변양호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위험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위험위규정 제3조
· 위원장: 위험위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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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

주요 역할

이사회운영위원회3)

1.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2.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3. 이사 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4)

1. 감사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회책임경영위원회

1. 사회책임경영 방향 설정
2. 환경경영규범, 인권정책 등 사회책임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책임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회사경영관리
위원회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4.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자회사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그룹경영회의

그룹 주요 현안을 협의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 지원
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
3.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
4.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
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
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구성
의장(위원장)
(사외이사수 (이름/사내·사외
/구성원수)
·비상임 여부)

3/4

11/11

4/5

4/5

-

* 외부 법률 혹은 계약에 의해 기밀로 유지해야하는 안건 등은
부의 생략 가능

그룹리스크협의회

그룹과 자회사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
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규정

조용병
(사내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운영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운영위규정 제3조
· 위원장: 운영위규정 제4조

박철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감추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감추위규정 제3조
· 위원장: 감추위규정 제4조

이윤재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조용병
(사내이사)

· 구성 및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 결의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조용병
(사내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 그룹경영회의 운영 규정
제2조, 제6조, 제7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
· 위원장: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4조, 그룹리스크협의회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방동권
(그룹위험관리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4조,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
책임자)
· 위원장: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3) 이사회운영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4)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020.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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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그룹 및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건전한 견제기능을 통해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보유한 사외이사, 신한문화에 대해 이해가 깊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회장 및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그룹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
내외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에 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당사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자회사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위험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평가·최종승인하며,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경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중기전략인 '2020 SMART Project'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류 신한을 지향하는 'F.R.E.S.H'(Fundamental, Resilience, Eco-system, Sustainability,
Human-talent) 관점의 중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2021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경영계획은 2020년 8월에 개최한 경영계획과 관련된 지주사 실무자 워크숍에서 ‘2020년 리뷰 및 2021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경영계획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임원·부서장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그룹 경영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개최한 이사회워크숍에서 해당 초안에 대해 논의하여 그룹 전략 방향성을 확정하고 자회사에
공유하였으며, 이후 자회사별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2020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각 사별로 2021년 경영계획 초안을 검토하였고, 자회사
경영계획 담당임원 협의 및 그룹경영회의를 통해 ‘2021년 그룹 경영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을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하여 ‘2021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의 중기전략인 'F.R.E.S.H'(Fundamental, Resilience, Eco-system, Sustainability, Human-talent)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환경의 위험요소 및 광범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고려하여 철저한 위기대응과 효율화를 기반으로 미래대응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중기전략 핵심과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일류신한,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라는 경영 슬로건과 세부과제를 정하였습니다.
2021년 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혁신/개방형 디지털 전환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전 Value Chain Digital Transformation혁신,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디지털
역량/구동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성장 추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기존 사업라인 효율성 강화, 미래 성장영역 발굴/투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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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글로벌 연결과 확장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글로벌 사업추진 전략 정교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있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친환경 추진체계 강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 그룹 이해관계자 대상
신뢰경영 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다섯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리스크관리 차별적 역량 강화, 고객First Conduct Risk
Management 강화가 있습니다.
여섯째,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그룹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 그룹 Matrix체계 고도화 추진, 자회사 별 조직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일곱째, 기반과제인 융복합형 인재 경영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디지털 인재 확보·육성/융복합형 인재 포트폴리오 구축, 건강하고 민첩하게
일하는 방식, 일류신한 문화/브랜드 구축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한 전략과제와 중기 전략목표의 일관성, 업권별 특성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신한은행을 비롯한 17개 자회사들과 5개
Matrix사업부문이 각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이사회 및 각 회사별 이사회에서 각각 승인하여 그룹 전체의 일관된 전략
방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반기마다 ‘그룹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경영계획의 진행상황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행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각 자회사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CEO 전략과제 평가 및 보수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 및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또한 2021년 2월 5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나)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에서 정관을 중요한 규정으로 적시하여 정관의 개정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에 따라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기간 및 소각 시기의 제한
등을 반영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정관 외에도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중요한 규정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경영진운영규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내부통제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을 적시하고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까지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진 장기보수 제도 운영을 위해 경영진 장기성과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경영진 보수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고,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한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경영진 선임 시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자 현행 부사장 및 부사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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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통합하여 경영진 직위를 단순화할 목적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경영진운영규정 등 '경영진 운영 관련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계획의 수립과정은 상기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서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1,611억원으로 전년대비 293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는 경비예산이 123억원, 자본예산이 1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예산은 1,380억원이며 이중 인건비 453억원, 물건비 887억원, 예비비 40억원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0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0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제19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2020년 3월 26일 개최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2019년도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부문은 은행계 자회사에서 총 2조3,571억원, 비은행계 자회사에서 총 1조3,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단순지분손익과
연결조정을 감안한 연결기준 그룹 당기순이익은 3조4,035억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2,468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이자부자산의
외형증가, 수수료 수익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외형부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증가 등에 힘입어 92조8,421억원이 증가한 552조4,42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당 1,850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보통주배당금으로 총 8,516억원, 우선주배당금으로 3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분기 1회 이사회를 통해 ‘당사 및 자회사 결산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자회사의 배당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4호는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자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제10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등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소수주주들과의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처분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6일 개최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와의 주식교환 프로세스가 완료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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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신한생명 GA자회사 설립 추진(안) 보고'를 실시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신한생명 GA자회사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고 그룹내 투자금융 사업라인과의 다각적인 시너지가 기대되는
창업투자업 진출을 위해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이사회에서는 '신한생명 베트남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 추진 보고'를 실시하고,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 정체와 심화된 경쟁환경에 대응하고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베트남에 신한생명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보고'를 실시하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예외규정(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이 손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2020년 상반기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이사회에 일괄보고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4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보통주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력을
강화하여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 투자자 유치를 통해 新성장 영역을 발굴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성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의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네오플럭스의 소수주주가 보유한 잔여주식을 인수하여 ㈜네오플럭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주식교환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보고'를 실시하고,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예외규정(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이 손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2020년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이사회에 일괄보고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범위를 합리화하고 자회사 수직계열화를 통한 협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를 신한카드에 매각하여 손자회사로 전환하는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개최한 제1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부분자회사인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그룹 전략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5호는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0년 이사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고, 이사회 구성원 총 수와 사내/사외/비상임이사의
비중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역시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충실한 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구체적 자격요건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을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 이사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2020년 3월 26일 개회한 제 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개최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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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이 다대한 바, 이사회 의장은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들보다 더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지난 4년간 이사회 의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준 박 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 전원의 의견에 따라 박철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동 이사회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별 위원 선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재호, 박철, 윤재원, 진현덕, 히라카와 유키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이윤재, 변양호, 박철, 성재호, 진현덕, 최경록, 허용학
- 보수위원회 :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 위험관리위원회 : 변양호, 박철, 허용학
- 이사회운영위원회 : 조용병, 박안순, 박철, 히라카와 유키
-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이윤재, 변양호, 윤재원, 조용병, 최경록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동일자에 앞서 개최한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윤재원, 성재호, 이윤재
이사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 전원으로 자동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동 이사회는 ‘이사 보수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는 자율적으로 보상을 축소한 2014년부터 보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위원회 운영 체계 상 형식적·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실효성 있는 소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개최한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을 규정화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1년 초 이사회에서 재심의 및 결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을 통해 지주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임기 도래와
지주회사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이사 아닌 경영진 인사, 겸직 사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영진 신규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평가기준 보완의 건'을 결의하고, 사외이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활동내역과
노력을 평가하고자 사외이사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6호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에는 신한은행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신한은행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은행장인 비상임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방식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건'을 결의하고, 죽전 데이터센터 임대차 관련한 임차료와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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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개최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관련 보고'를 실시하고, 사외이사가 소속된 비영리법인 대상 과거
2년간 기부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정된 사용료 금액을 적용한 계약갱신 사항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건'을 결의하고, 신한은행 본점과 광교빌딩의 임대차계약 갱신과
신한은행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포괄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7호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내부통제규정의
개폐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중요 사항으로 2020년 2월 2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2019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와 '2019년도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결과', 그리고 '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분기 1회 ‘분기별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8호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동일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은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도록 위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차보고서 1.지배구조 일반-나.지배구조 현황-(2)지배구조 특징-(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사회 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개별 이사회내위원회에 분산하여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5호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이사회내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문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다수의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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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히 2016년 7월 21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통해 상기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결의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체계적으로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9호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아) 위험(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마찬가지 사유로 당사는 ‘경영승계업무’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으나, 다수의 내용을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제1항제2호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평가 등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의 추천
2020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9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선정된 육성후보군에 대한 개발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동일자에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관련 심의에서는 총자산 10조 이상의 사업부문 부문장을 거친 자회사 CEO를 육성후보군에 포함하여 총
7명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개최한 제4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동일자에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차) 기타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및 ‘주주총회의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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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을 통해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산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26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결의사항으로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을 결의하였고,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시장변동성 대응 및 그룹 관점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개선을 위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과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건'을 결의하였고,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자회사 간 자산·부채 이전 내용을
반영하고 자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0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재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자회사 영업자금 지원, 필요시 유동성 확보 및 보완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설정의 건'과 2021년 원화
및 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과 원화채권 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제출을 위한 '채권 발행 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카) 주요 이사회 보고사항
첫째,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직전 개최된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내위원회의 운영실적 전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실적은 반드시 위험관리책임자와
감사팀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이사회에 준법감시인이 배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내부통제에 어긋남이 없고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규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분기별로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 사항을 점검할 것을 요청한 사외이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분기별 경제 환경 분석 및 이슈 점검내용을 보고하고자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 '매크로환경 분석·전망'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코로나19사태와 Macro환경 분석·전망'을,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Macro환경 분석·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6일 실시한 이사회워크숍에서 '2021년 Macro환경 분석·전망'을 보고하여 이사회가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보고'를,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2019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을 보고 받고 제반 내부통제 체계 및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사회의 컴플라이언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으로 이뤄진 보험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경과와 통합 시점을 점검하고자 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보험사업라인 통합 관련 보고'를,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를, 12월 1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26일 개최한 제6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 여신금융 사업라인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 보고', '그룹 대체투자사업 고도화 방안
추진 보고', '그룹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보고', '그룹 벤처캐피탈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를, 8월 13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강화방안 추진 경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룹의 조직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중기
전략 목표를 구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주회사 역할을 정교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 '2021년 회사
조직개편 방향성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22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 보고'를,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 보고'를, 11월 12일 개최한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를 실시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셋째,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 8월 14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 11월 13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 및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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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정관 제36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15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가
16명 이상인 경우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서 각 금융업권 별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원활히 통할하고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여 당사가 창립된 2001년 9월 이후부터 이사회를 최소 12명, 최대 15명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사외이사 최소 인원수 및 이사 총수 요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창립 이래 최소 8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시켜 과반수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아울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2020년말 당사 이사회는 총13명의 이사(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 1명, 비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38조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제1항, 동조제4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막기 위해 임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2020년말 기준 재임 이사에 관한 임기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인 조용병 이사는 2020년 3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비상임이사인 진옥동 이사는 2019년 3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고, 필립 에이브릴 이사는 2020년 3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1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7명(김화남, 박안순, 박철, 이만우, 최경록, 필립 에이브릴, 히라카와 유키)의 이사 중
4명(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이 1년 임기로 재선임되었고, 사외이사 2명(윤재원, 진현덕)이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중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외이사인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허용학 이사의 경우 2019년 3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임 기간 중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외부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이사의 공통된 소극적 요건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8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소극적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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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의 소극적 요건으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른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선임 시 연령은
만67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여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경우에는 재임기한이 만70세를 넘지 못합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요건으로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상임이사 후보자 소속 기업이 당사 자회사등과 여신 거래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자회사등의 여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동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룹 상근임직원을 겸직하지 않는
비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에 준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제휴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한
중요한 지분 관계에 있는 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관 제39조 제2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2항은 그룹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적용되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관 제39조 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문성(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직무공정성(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윤리책임성(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실성(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할 사외이사 인선을 위해
이사회 심의를 통해 사외이사의 수와 전문분야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상기의 소극적 요건에 더해 추가적인 심의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배경 및 현임 이사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신한금융그룹의 비전,
성장경로와 기업문화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인사를 선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실효성(業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별 비교우위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 경영관리 경험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을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020년말 현재 이사를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총13명을 전문성으로 분류(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있을 경우 주된 전문 역량 기준)하면 금융전문가 5명, 경영전문가 3명, 경제전문가 1명,
회계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정보기술전문가 1명, 글로벌전문가 1명입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핵심 전문성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함은 물론 이사회가 정한 전문성 분야를 추가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별 전문성 분류>
박철 이사회 의장 : 금융, 경제, 경영 전문가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 경영, 글로벌 전문가
박안순 사외이사 : 경영, 글로벌 전문가
최경록 사외이사 : 정보기술, 경영, 글로벌 전문가
변양호 사외이사 : 금융, 경영, 경제 전문가
성재호 사외이사 : 법률, 글로벌 전문가
이윤재 사외이사 : 경제, 금융, 경영 전문가
진옥동 비상임이사 : 금융, 경영, 글로벌 전문가
허용학 사외이사 : 글로벌, 금융, 경영 전문가
윤재원 사외이사 : 회계, 경영 전문가
조용병 사내이사 : 금융, 경영 전문가
진현덕 사외이사 : 경영, 글로벌 전문가
필립 에이브릴 비상임이사 : 금융, 경영, 글로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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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후에는 동 법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동 법령 시행 전 선임 또는
연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 또는 연임 당시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2014.12.24 폐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6.8.1
폐지)에 제시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 구성원
연차보고서 대상기간인 2020년 중 당사 이사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 박철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박철 이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일(2015.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3~2015.3
2007.7~2013.2
2003.7~2005.7
2000.7~2003.5
1998.4~2000.7
1995.10~1998.4
1993.10~1995.10
1968.1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거시경제)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자금부 부장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
한국은행 입행

박철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일(2016.3.24)부터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5.3월~2016.3월, 2017.3월~2019.3월, 2020.3월~현재)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6.3월~2017.3월, 2018.3월~현재), 보수위원회(2015.3월~2017.3월, 2018.3월~2020.3월),
위험관리위원회(2015.3월~2019.3월, 2020.3월~현재), 이사회운영위원회 (2017.3월~2018.3월, 2019.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7.3월~2019.3월), 보수위원회 위원장 (2016.3월~2017.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15.3월~2017.3월, 2019.1월~2019.3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7.2월, 2018.2월, 2019.2월, 2020.2월)을
역임하였습니다.
② 이사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일(2015.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현재
1994.4~2012.11
1985.4~2010.10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日 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日 주식회사 프리메르개발 설립 및 대표이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5.3월~2016.3월, 2020.3월~현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6.3월~2020.3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5.3월~2017.3월, 2020.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5.3월~2020.3월)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박안순 이사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2017.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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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현재
2012~2018
2010~현재
1993~2010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7.3월~2019.3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8.3월~2019.3월, 2020.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7.3월~2020.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④ 이사 최경록 (사외이사)
최경록 이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일(2018.3.22)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6~2015.3
2002.9~현재
2001.11~2004.3
1999.1~2001.11
1997.4~1999.1

신한생명 사외이사
㈜CYS 대표이사
㈜CYS 부사장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Information Technology센터 연구원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Network Technology센터 연구원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8.3월~2020.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18.3월~2020.3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8.3월~2020.3월),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20.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⑤ 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변양호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현재
2011~2015
2005~2016
2004~2005
2004
2002~2004
2001~2002
2001
1999~2000
1998~1999
1997~1998
1997
1995~1997
1994
1993~1994
1990~1992

VIG파트너스 고문
동양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
보고펀드 공동대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1급)
재정경제부 이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이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과장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
재정경제원 정책조정과 과장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과장
재무부 국민저축과 과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실 서기관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Economist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9.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19.3월~현재), 이사회운영위원회(2019.3월~2020.3월),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9.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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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19.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⑥ 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성재호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현재
2009~현재
2015
2015
2014
2011~2013
2009
2009~2010
2009
2007~2009
2005~2007
2002~2004
2002~2009
2002
1997~2002
1994~1997
1993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9.3월~현재)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9.3월~현재) ,
감사위원회(2019.3월~현재), 보수위원회(2020.3월~현재), 이사회운영위원회(2019.3월~2020.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9.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⑦ 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이윤재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2019
2012~2016
2009~2014
2006~2011
2006~2007
2000~2005
2000~2005
2001~2010
1998~1999
1998
1996~1998
1994~1996
1994
1991~1994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
부산은행 사외이사
㈜엘지 사외이사
KT&G 사외이사
에쓰오일 사외이사
삼성화재 사외이사
제일은행/SC제일은행 사외이사
코레이(KorEI) 대표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대통령 정책1비서관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국장 (통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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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1

경제기획원 과장 (경제기획국 및 예산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0.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감사위원회(2019.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9.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0.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2019.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⑧ 이사 진옥동 (비상임이사)
진옥동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3~현재
2017.3~2018.12
2017.1~2017.3
2015.6~2016.12
2014.1~2015.5
2011.12~2013.12
2009.12~2011.12
2008.3~2009.12
2004.7~2008.3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
SBJ은행 법인장
SBJ은행 부사장
일본 SH캐피탈 사장
SBJ은행 오사카 지점장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신한은행 자금부 팀장

진옥동 이사는 신한은행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당사는 그룹 전략의 일관성 유지 및 그룹 상설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대 자회사이자 그룹 시너지영업의 중심인 신한은행의 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⑨ 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허용학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현재
2008~2014
2004~2008
2003~2004
1985~2003

홍콩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HKMA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HSBC 아시아 투자은행 금융기관 IB부문 대표
Olympus Capital Investment LLC 매니징 디렉터
JP Morgan 아시아 M&A 대표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보수위원회(2019.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19.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수위원회 위원장(2019.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⑩ 이사 윤재원 (사외이사)
윤재원 이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일(2022.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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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현재
2018~현재
2018~현재
2017~현재
2017~현재
2017~현재
2017~현재
2016~현재
2013~2019
2006~2009
2003~2009
2000~2002
1999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법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미국공인회계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감사위원회(2002.3월~현재), 보수위원회(2002.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02.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2020.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⑪ 이사 조용병 (사내이사)
조용병 사내이사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7.3.23)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일(2023.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3~현재
2015.3~2017.3
2013.1~2015.3
2011.1~2013.1
2009.2~2011.1
2007.1~2009.2
2006.3~2007.1
2004.1~2006.3
2002.8~2004.1
2000.12~2002.8
1998.6~2000.12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전무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신한은행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신한은행 기획부장
신한은행 인사부장
신한은행 세종로지점장
신한은행 미금동지점장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18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CEO로서 신한금융그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7.3월~2018.5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7.3월~2019.3월), 이사회운영위원회 (2017.3월~현재),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2017.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⑫ 이사 진현덕 (사외이사)
진현덕 이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일(2022.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6.4~현재
2018.8~현재

㈜페도라 대표이사
일반사단법인 민단 도치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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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현재
2014.4~현재
2014.4~현재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평의원
사쿠신가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우츠노미야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⑬ 이사 필립 에이브릴 (비상임이사)
필립 에이브릴 이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일(2015.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현재
2011~2019
2009~2011
2008~2009
2005~2008
2002~2004
2000~2002
1998~2000
1995~1997
1994~1995
1993~1994
1990~1993
1987~1990
1985~1987

BNP Paribas 증권 일본 이사
BNP Paribas 증권 일본 대표
BNP Paribas 증권 일본 동경지점 지점장
RBS 동경 지점장 및 일본 총괄 관리인
RBS 증권 일본 현지법인 법인장
Commerzbank 글로벌 증권 영업 본부장
Commerzbank 증권 일본 현지법인 지점장
Dai-ichi Kangyo 은행 IB 담당 부행장
Deutsche Bank 증권 일본 동경지점 지점장
Deutsche Bank 자금시장본부 자기계정 거래 총괄 부장
Deutsche Bank 구조화상품 영업담당 책임자
Banque Indosuez 동경 지점 자기계정 거래 및 리스크 총괄
Banque Indosuez 파생상품 담당 책임자
Banque Indosuez 파생상품 딜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5.3월~2020.3월) , 보수위원회(2017.3월~2018.3월) ,
위험관리위원회(2015.3월~2020.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⑭ 이사 김화남 (사외이사)
김화남 이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일(2018.3.22)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3~현재
2013.7~2016.7
2006.6~2010.6
1999.5~2002.5
1996.12~현재
1995.11~현재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장
재일세계한인상공연합회 회장
신한생명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김해상사㈜ 대표이사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0.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8.3월~2020.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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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이사 이만우 (사외이사)
이만우 이사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일(2014.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8~2020
2010~2011
2007~2008
2006~2007
2006~현재
2006~2008
2003~2007
2001~2007
2001~2007
1999~2002
1987
198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위촉)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KBS 객원해설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위촉)
재정경제부 정책자문평가위원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위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 (대통령 위촉)
미국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5.3월~2017.3월, 2019.3월~2020.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9.3
월~2020.3월), 감사위원회(2014.3월~2020.3월), 보수위원회(2014.3월~2016.3월, 2018.12월~2020.3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7.3월~2019.3월),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5.3월~2019.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9.3월~2020.3월), 감사위원회 위원장(2016.3월~2020.3월),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2015.3월~2016.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ㆍ한국은행 부총재보(1998~2000)
ㆍ한국은행 부총재(2000~2003)
ㆍ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2007~2013)

2021.3월
2015.3.25
정기주주총회일

69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히라카와
사외이사
유키

ㆍ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94~2012)
ㆍ(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2014~현재)

2015.3.25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69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박안순 사외이사

ㆍ일본 대성그룹 회장(2010~현재)
ㆍ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2018~현재)

2017.3.23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이사회운영위원회

최경록 사외이사

ㆍ게이오기주쿠대 연구원(1997~2001)
ㆍ㈜CYS 대표이사(2004~현재)

2018.3.22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2005)
ㆍVIG파트너스 고문(2016~현재)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박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변양호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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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성재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

ㆍ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2016~현재)
ㆍ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현재)

2021.3월
2019.3.27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회책임경영
위원회 위원장

ㆍ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1996~1998)
ㆍ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1998~1999)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ㆍ신한은행 부행장(2017)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2017~2019)
ㆍ신한은행 은행장(2019~현재)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

ㆍHKMA 대체투자부문 CIO(2008~2014)
ㆍFirst Bridge Strategy Ltd. CEO(2015~현재)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윤재원 사외이사
위원장

ㆍ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4~현재)
ㆍ한국세무학회 부회장(2017~현재)
ㆍ미국 공인회계사

2022.3월
2020.3.26
정기주주총회일

9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대표이사 회장,
조용병 사내이사 이사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ㆍ신한은행 부행장 (2011~2013)
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2013~2015)
ㆍ신한은행 은행장 (2015~2017)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2017~현재)

2017.3.23

2023.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이사회운영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진현덕 사외이사

ㆍ㈜페도라 대표이사(1986~현재)
ㆍ우츠노미야대학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2014~현재)
ㆍ사쿠신가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4~현재)

2020.3.26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일

9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ㆍBNP Paribas 증권 일본 대표 (2011~2019)
ㆍBNP Paribas 증권 일본 이사 (2020~현재)

2015.3.25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69개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김화남 사외이사

ㆍ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현재)
ㆍ김해상사㈜ 대표이사(1996~현재)

2018.3.22

2020.3.26

2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
후보추천위원회
이만우 사외이사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1988~2020)
ㆍ한·미 공인회계사
ㆍKBS객원해설위원 (2006~현재)
ㆍ한국회계학회 회장 (2007~2008)

72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윤재 사외이사

진옥동 비상임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필립
비상임이사
에이브릴

2014.3.26

2020.3.26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도에는 총16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분기별 1회 총4회, 임시이사회 총12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 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 제1회 임시이사회 : 2020.1.21(화)
[안건통지일 : 2020.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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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히라
카와
유키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조용병 진옥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라임자산운용/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보고

소비자보호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향후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요청

4. 결의안건
가. 자기주식 처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자기주식 처분의 건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소수주주들과의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처분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보고-가~나.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당사는 소위원회 운영실적 내용을 당일 이사회에 바로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소위원회 소속 이사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에게도 해당 소위원회 운영실적을 적시성 있게 빨리 전달하여야 한다는 남궁훈 전 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2011.5.17)
즉, 이전 회차의 이사회 운영실적 및 해당 이사회 개최전까지 열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내소위원회 운영실적 일체를
이사회에서 보고합니다.
해당 내용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2014.12.11 개최한 사외이사간담회에서 이사회 운영방식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12.29
개최한 사외이사간담회에서 이사회 운영방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부사장 1인이 '이사회/소위원회 운영실적'을 통합하여 보고하던
방식에서,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관 경영진(담당 부서장 포함)이 이사회에 개별 소위원회별 별도 사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2.3 제1회 임시이사회부터 적용 중입니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실적은 반드시 위험관리책임자와
감사팀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前 '보고1. 이사회/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後 '보고1.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보고2.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보고3.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이하 2020년 개최된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다.라임자산운용/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보고 : 라임자산운용/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진행 경과 및 주요 이슈를 보고하고
상품 제조, 판매,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나) 2020년 제2회 임시이사회 : 2020.2.5(수)
[안건통지일 : 202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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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히라
카와
유키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조용병 진옥동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9년 연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19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19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제19기(2019.1.1~2019.12.31) 결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경영진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0년 이사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제19기(2019.1.1~2019.12.31) 결산 승인의 건 : '2019년도 결산'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손익부문은 은행계 자회사에서 총
2조3,571억원, 비은행계 자회사에서 총 1조3,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단순지분손익과 연결조정을 감안한 연결기준 그룹
당기순이익은 3조4,035억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2,468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이자부자산의 외형증가, 수수료 수익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외형부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증가 등에 힘입어 92조8,421억원이 증가한 552조4,42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당 1,850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보통주배당금으로 총 8,516억원, 우선주배당금으로 3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 지주회사와 신한DS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그룹디지털부문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의-다.경영진 보수 규정 개정의 건 : 합리적인 경영진 장기보수 제도 운영을 위해 경영진 장기성과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경영진 보수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라.2020년 이사회 구성의 건 :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구성원 총 수와 사내/사외/비상임이사의 비중을 결정하였습니다.
보고-가.2019년 연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 당사는 반기마다 ‘그룹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경영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행경과를 점검하며, 이를 통해 각 자회사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CEO 전략과제를 평가하고 보수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자회사 차원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하 2020년 상반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바.2019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당사 그룹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사.2019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당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현황 및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정보요청서/제공통지서를 이용한
정보 이용 현황 2. 그룹공동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 이용 현황 3.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이용 현황 등이 있습니다. 이하
2020년 분기별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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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제3회 임시이사회 : 2020.3.4(수)
[안건통지일 : 2020.2.26(수)]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히라
카와
유키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조용병 진옥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Macro환경 분석/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산업 전망 및 그룹 영향도 점검

다. 2019 사업연도 그룹사 배당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9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19년도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19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자.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타. 2019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수행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권
가결
제한

결의-가.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 : 2020년 공모사채 발행을 위해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의-나.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건 : 신한은행과 체결한 죽전데이터센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료와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습니다.
결의-다.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 : PS(성과연동형 주식보수)를 부여받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환수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 부여한 장기보수 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라.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설정의 건 : 비상임이사 역시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충실한 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구체적 자격요건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보고-나.Macro 환경 분석/전망 :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분기별로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 사항을 점검할 것을 요청한
사외이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분기별 경제 환경 분석 및 이슈 점검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하 2020년 분기별 Macro 환경 분석/전망
보고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다.2019 사업연도 그룹사 배당결과 보고 : 당사는 매년 자회사 배당 직후 이사회에서 전체 자회사의 배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 사업년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액은 사업계획(1조6,289억원) 대비 2,051억원 감소한 1조4,239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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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라.2019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입니다. 2019년도 중
당사 및 10개 자회사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점검결과 1건의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결의한 내용을 추가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보고-마)
보고-바.2019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당사 및 자회사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사.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타.2019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 당사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룹의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 2020년 제1회 정기이사회 : 2020.3.5 (목)
[안건통지일 : 2020.2.26(수)]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히라
카와
유키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조용병 진옥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보험사업라인 통합 관련 보고

IT와 재무부분을 망라하여 정교하고 신속한 통합 추진 요청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다. 이사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필립 에이브릴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찬성
제한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박안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찬성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권
찬성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사외이사 후보 박철

가결

(4) 사외이사 후보 윤재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사외이사 후보 진현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의결권
찬성
찬성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권
찬성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사외이사 후보 최경록

찬성

찬성

(7) 사외이사 후보 히라카와 유키

찬성

찬성

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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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에 따라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기간 및 소각 시기의 제한 등을 반영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와의 주식교환 계약체결 프로세스가 완료되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논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기주식 및 소각 일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다.이사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결의-라.이사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 2020년 이사보수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35억원으로 책정하여 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마.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에 관한 사항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산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0년 3월26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소집
결의하였습니다.
보고-나.보험사업라인 통합 관련 보고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진행경과와 기대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마) 2020년 제4회 임시이사회 : 2020.3.26 (목)
[안건통지일 : 2020.3.18(수)]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사외이사제도 운영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라. 이사 보수 승인의 건
마.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고려할 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이 다대한 바, 이사회 의장은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들보다 더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지난 4년간 이사회
의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준 박 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
전원의 의견에 따라 박철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41

이사회

결의-나.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조용병 이사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결의-다.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사회내위원회 별 위원을 선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재호, 박철, 윤재원, 진현덕, 히라카와 유키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이윤재, 변양호, 박철, 성재호, 진현덕, 최경록, 허용학
- 보수위원회 :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 위험관리위원회 : 변양호, 박철, 허용학
- 이사회운영위원회 : 조용병, 박안순, 박철, 히라카와 유키
-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이윤재, 변양호, 윤재원, 조용병, 최경록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동일자에 앞서 개최한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윤재원, 성재호, 이윤재
이사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 전원으로 자동 구성되었습니다.
결의-라.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는 자율적으로 보상을 축소한 2014년부터 보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마.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와의 주식교환 프로세스가 완료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을 결의 하였습니다.
보고-바.사외이사제도 운영관련 보고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 제7항은 사외이사 관련 기부금 제공 시 이사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현황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바) 2020년 제2회 정기이사회 : 2020.5.21 (목)
[안건통지일 : 2020.5.14(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코로나19 사태와 Macro 환경
분석/전망

언택트로의 변화에 기민 대응하기 위해 DT 및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 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나. 2020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신한생명 GA자회사 설립 추진(안) 보고

판매책임 경영을 하는 등 견고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구축 및 관리방안 수립 요청

라.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한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경영진 선임 시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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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나.2020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당사는 분기 단위로 결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2020년 분기별 결산실적
보고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다.신한생명 GA자회사 설립 추진(안) 보고 : 국내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신한생명 GA자회사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 2020년 제5회 임시이사회 : 2020.5.22 (금)
[안건통지일 : 2020.5.14(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들과 사외이사 간 교류 기회 확대 요청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 보고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개선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 지시

바. 2020년 1/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재무보고내부통제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의 건 : 시장변동성 대응 및 그룹 관점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결의-나.재무보고내부통제 규정 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결의-다."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의 건 :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정된 사용료 금액을 적용한 계약갱신 사항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보고-마.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 보고 : 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 2020년 제6회 임시이사회 : 2020.6.26(금)
[안건통지일 : 2020.6.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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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여신금융 사업라인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 보고

캐피탈의 할부/리스 및 리테일 자산을 카드사로 양도 시, ROE와 수익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나. 그룹 대체투자사업 고도화 방안 추진 보고

그룹 차원의 대체투자사업 효율화 및 구체적인 고도화 방안 보완 요청

다. 그룹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보고

인수 가격 및 제반 조건 협의 등을 망라하여 세밀한 법률 검토 지시

라. 그룹 벤처캐피탈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보고

벤처캐피탈사 인수 후 성장 방안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요청

마.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보고-가.그룹 여신금융 사업라인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 보고 : 그룹 여신금융 사업라인인 신한카드-신한캐피탈 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그룹 대체투자사업 고도화 방안 추진 보고 : 그룹 자산운용 사업라인인 '신한BNPP자산운용-신한대체투자운용' 간 대체투자사업 일원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다.그룹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보고 : 그룹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인수 추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라.그룹 벤처캐피탈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보고 : 그룹 벤처캐피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투자회사 인수 추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자) 2020년 제3회 정기이사회 : 2020.8.13(목)
[안건통지일 : 2020.8.4(화)]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Macro환경 분석/전망

실물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여신 정책 운영 지시

나. 2020년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0년도 상반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강화방안 추진 경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신한생명 베트남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보고

특이의견 없음

아.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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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이사회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4. 결의안건
가.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그룹 중기 전략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 : B I S 자기자본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개선을 위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건 : BIS 자기자본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개선을 위해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그룹 중기 전략 수립의 건 : 지난 3년간의 중기전략인 '2020 SMART Project'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류 신한을 지향하는 'F.R.E.S.H'(Fundamental, Resilience, Eco-system, Sustainability, Human-talent) 관점의
중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결의-라.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고 그룹내 투자금융 사업라인과의 다각적인 시너지가 기대되는
창업투자업 진출을 위해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를 결의하였습니다.
보고-라.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강화방안 추진 경과 보고 : 지난 제6회 임시이사회에서 보고한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강화방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마.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진행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바.신한생명 베트남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 추진 보고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 정체와 심화된 경쟁환경에 대응하고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베트남에 신한생명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사.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보고 :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예외규정(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이 손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2020년 상반기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이사회에
일괄보고 하였습니다.

(차) 2020년 제7회 임시이사회 : 2020.8.14(금)
[안건통지일 : 2020.8.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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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운영 기준 정교화 요청

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금투 경영이슈와 관련한 TRS 자산 검토 실사 내용 공유

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차.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카. 2020년 2/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재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규정 제정
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재설정의 건 : 자회사 간 자산·부채 이전 내용을 반영하고 자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결의-나.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규정 제정 등의 건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나.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과의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 및 지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집행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차.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 보고 : 지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한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과 이후 진행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카) 2020년 제8회 임시이사회 : 2020.9.4 (금)
[안건통지일 : 2020.8.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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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류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보통주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력을 강화하여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 투자자 유치를 통해 新성장 영역을 발굴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성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타) 2020년 제4회 정기이사회 : 2020.11.12 (목)
[안건통지일 : 2020.11.5(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보류

보류

보류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3분기 결산실적 보고

미래 디지털 성장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보완 요청

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결의-가.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 앞서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안을 규정화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1년 초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의를 재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보고-나.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 : 사회책임경영의 개념확장 및 용어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이사회내위원회로 운영 중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안을 보고하고, 아울러 그룹의 Zero Carbon 정책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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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파) 2020년 제9회 임시이사회 : 2020.11.13 (금)
[안건통지일 : 2020.11.5(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신규 편입, 제외 등 사외이사 후보군 변동 내역 상세 보고 요청

라. 2020년 3/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소규모 주식교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결의-가.소규모 주식교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부분 자회사인 ㈜네오플럭스에 대한 그룹 전략의 일관성 있는 추진,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방지를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나.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결의-가.소규모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위해 주주 확정에 필요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하) 2020년 제10회 임시이사회 : 2020.12.10 (목)
[안건통지일 : 2020.12.3(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1년도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년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채권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의결권
찬성
제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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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2021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2021년도 사업계획
그룹의 중기전략인 'F.R.E.S.H'(Fundamental, Resilience, Eco-system, Sustainability, Human-talent)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환경의 위험요소 및 광범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고려하여 철저한 위기대응과 효율화를 기반으로 미래대응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중기전략 핵심과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일류신한,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라는 경영 슬로건과 세부과제를 정하였습니다.
2021년 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혁신/개방형 디지털 전환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전 Value Chain Digital Transformation 혁신,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디지털
역량/구동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성장 추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기존 사업라인 효율성 강화, 미래 성장영역 발굴/투자가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연결과 확장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글로벌 사업추진 전략 정교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있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친환경 추진체계 강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 그룹 이해관계자 대상
신뢰경영 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다섯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리스크관리 차별적 역량 강화, 고객First Conduct Risk
Management 강화가 있습니다.
여섯째,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그룹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 그룹 Matrix체계 고도화 추진, 자회사 별 조직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일곱째, 기반과제인 융복합형 인재 경영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디지털 인재 확보·육성/융복합형 인재 포트폴리오 구축, 건강하고 민첩하게
일하는 방식, 일류신한 문화/브랜드 구축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한 전략과제와 중기 전략목표의 일관성, 업권별 특성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신한은행을 비롯한 17개 자회사들과 5개
Matrix사업부문이 각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이사회 및 각 회사별 이사회에서 각각 승인하여 그룹 전체의 일관된 전략
방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② 2021년도 예산계획
2021년 총예산은 1,611억원으로 전년대비 293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는 경비예산이 123억원, 자본예산이 1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예산은 1,380억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453억원, 물건비는 887억원, 예비비는 40억원입니다.
결의-나.2021년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설정의 건 : 자회사의 영업자금 지원, 필요시 유동성 확보 및 보완자본 확충 등의 목적에 따른
자회사별 연간 자금지원한도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와의 거래로 이해상충행위 관리 감독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결의-다.채권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 : 2021년 원화 및 외화 채권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원화 채권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의-라.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건 : 신한은행 본점과 광교빌딩의 임대차계약 갱신과 신한은행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포괄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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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경과 보고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진행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보고 :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예외규정(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이 손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2020년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이사회에 일괄보고
하였습니다.

(거) 2020년 제11회 임시이사회 : 2020.12.17 (목)
[안건통지일 : 2020.12.10(목)]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1년 회사 조직개편 방향성 보고

디지털 사업 추진 조직 및 그룹경영관리부문의 실효성 있는 운영 제언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경영진 운영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
불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나.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다. 계열사 간 주식매매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라. 사외이사 평가기준 보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결의-가.경영진 운영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현행 부사장 및 부사장보 직위를 통합하여 경영진 직위를 단순화함으로써 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자,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경영진운영규정 등 경영진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결의-나.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 지주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임기와 지주회사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이사 아닌 경영진 인사, 겸직
사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영진 신규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계열사 간 주식매매계약 승인의 건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범위를 합리화하고 자회사 수직계열화를 통한 협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를 신한카드에 매각하여 손자회사로 전환하는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라.사외이사 평가기준 보완의 건 : 사외이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활동내역과 노력을 평가하고자 사외이사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보고-가.2021년 회사 조직개편 방향성 보고 : 그룹 중기 전략 목표인 '일류신한'을 구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주회사 역할을 정교화하기
위한 2021년 회사 조직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성을 보고하였습니다.

50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

(너) 2020년 제12회 임시이사회 : 2020.12.30 (수)
[안건통지일 : 2020.12.23(수)]
항목

가결
여부

이사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
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조용병 진옥동

필립
에이
브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가결
제한

결의-가.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의 건 : 부분자회사인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그룹 전략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완전자회사 편입 목적 지분 인수를 결의하였습니다.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1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이사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 이사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 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 ① 운영평가 :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실시
2020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 이사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 covid-19로
인해 서면자료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바 의안에 대해 사전검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줄 것, 보고사항 보다는 결의안건 중심의 논의를
진행해 줄 것, 정례적인 회사 지배구조 현황 검토 및 개선책 모색을 위한 일정 마련 등이 있었으며, 2021년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 설정
시 세부추진과제에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사회내위원회 평가 결과는 해당 위원회 평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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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임 추천 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동 규범
제50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6.사외이사 활동·보수 등-마.사외이사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회사 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겸직 비상임이사는 제외)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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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도덕성·신한가치 구현능력·업무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자격요건 설정·후보군 구성·후보군 관리 및 육성·최종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에 관한 단계별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나. 구성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만우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박철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필립 에이브릴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김화남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변양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재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윤재

사외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철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변양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성재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허용학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진현덕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최경록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 정기주주총회 이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7.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가)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127페이지)
참조

(2) 후보 추천 절차
본 연차보고서 7.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나)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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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등 관리방법(127~128페이지), (다)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128페이지), (라)최종후보자 추천절차(128페이지),
(마)경영승계절차(128페이지) 참조

(3)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적인 평가요소 모두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룹KPI, 전략과제 달성도를 일정 비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지표로 그룹KPI 항목인 중장기 성장기반 관련 지표(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수익성 지표(ROE, ROA), 건전성
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 관련 지표(RAROC), 효율성 지표(총이익경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성과지표로는 그룹의
전략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평가체계 결정 및 결과 심의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도에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결의안건 7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0.3.26(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박철

변양호

성재호

허용학

진현덕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1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1호 안건으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이윤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0.5.21(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박철

변양호

성재호

허용학

진현덕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19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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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나. 2호 안건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2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7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2019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을 심의하여, 그룹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총7명의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는 2020년 선정된 육성후보군에 대한 개발활동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0.6.26(금)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박철

변양호

성재호

허용학

진현덕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심의의 건)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가결

2020년도 제3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1호 안건으로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심의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하여 ‘(가칭) 이사회 간담회’의 신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통합,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 개편, 이사회운영위원회의 폐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이사회내위원회 편입 등의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라) 2020년도 제4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0.8.13(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박철

변양호

성재호

허용학

진현덕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나. 2호 안건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가결

2020년도 제4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1호 안건으로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호 안건으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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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개선 심의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20.6.26 개최된 2020년도 제3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과 같은 사외이사 5~7인으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로 운영하되, 회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회의 시에는 모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수정안을 도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습니다.

(3) 평가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1) 후보자 성명
(2) 후보자의 인적사항
(3) 후보 제안자
(4) 후보자 추천 사유
(5)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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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나. 구성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철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김화남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박안순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변양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재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만우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윤재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최경록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필립 에이브릴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허용학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안순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철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변양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성재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윤재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진현덕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최경록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허용학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시 호선 예정

다. 감사위원 선임기준 등
(1)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준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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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 추천 절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총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본 연차보고서 6.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마. 사외이사 평가를 참조해 주십시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 중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2명의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제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제2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전문가로 신규 선임 예정인 윤재원 이사(후보자)를 2년 임기의 감사위원 후보로 신규
추천하였고, 경제/경영/금융전문가로서 지난 1년간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윤재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3.4(수)
[안건통지일:2020.2.26(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히라카와 필립
박안순 김화남
유키 에이브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가결여부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임기 부여 요청

4. 결의안건
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박 철 위원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보고-가.2020년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감사위원 선임 방식, 일정 및 고려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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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3.5(목)
[안건통지일:2020.2.26(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박철

이만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히라카와 필립
박안순 김화남
유키 에이브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가결여부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본인
추천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지난 1년간 감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한 이윤재 이사를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또한 감사위원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회계학 교수로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윤재원 이사를 임기 2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3) 평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 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1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① 운영평가: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 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2020년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 사항으로 비단 감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회내위원회 위원들의 경우에도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내위원회 구성 시 충분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개요
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2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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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금융전문가인 이윤재 이사(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고,
사외이사 중 회계·재무전문가인 윤재원 이사(후보자)를 임기 2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국제법 전문성을 보유한 성재호
이사(후보자)는 2019년 3월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2년을 부여 받은 바
있습니다.
●

윤재원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70년
② 출신학교 : 정신여자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 고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회계학) 석·박사

(나) 후보자 경력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現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 現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現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 現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 前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위원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위원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다) 당사 감사위원 경력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제안자 : 이만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인적사항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1)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교수이자 미국 공인회계사로 회계·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각종 정부기관에서
세무·회계학회 위원직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갖춘 후보로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회계·재무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 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2)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이자 미국 공인회계사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사) 감사위원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확인서 제출)

2) 자격 요건 충족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1)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대학교의 이상의 경우 동일 전공), 동일 기업집단 내 상근직 근무관계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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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0
② 출신학교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美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나) 후보자 경력
- 前 SC제일은행/삼성화재/에쓰오일/KT&G/㈜엘지/부산은행/CJ 프레시웨이 사외이사
- 前 코레이(KorEI) 대표
- 前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前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관리관)
- 前 대통령 정책1비서관
- 前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 前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
- 前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
- 前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국장(통상 담당)
- 前 경제기획원 과장(경제기획국 및 예산실)
-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다) 당사 감사위원 경력
① 근무기간 : 2019.3.27~2019년말 기준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감사위원회 총 12회 중 12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 : 이만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인적사항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및 은행보험국장 등을 역임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오랜
시간 수행한 경제/금융/재무 분야의 전문가이며, 기업전략 컨설팅회사 KorEI의 대표이사로서의 경력
외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 기업에서의 풍부한 사외이사 수행 경력을 지닌 후보로 감사위원의
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며, 실제로 지난 1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진 업무를 감시·감독·견제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량이 입증되고 또
축적된 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 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2) 재정경제원 은행보험 국장, 경제기획원 예산실 경력을 보유한 회계/재무전문가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사) 감사위원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확인서 제출)

2) 자격 요건 충족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해당사항 없음

(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신한금융지주회사

63

2020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65

나. 구성

65

다. 선임기준

66

라. 활동내역 및 평가

69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72

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8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권한은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내부규범 제13조 제2항)
또한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내부규범 제24조제1항제2항)
내부규범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위원회는 외부 법령 또는 내규 상 적극적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추가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내부규범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분야별(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기술, 글로벌, 소비자보호)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 및 외부자문기관의 평판 조회를 통해 후보군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소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규범 제3조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자문기관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및 내부규범 제24조 제3항)
또한 사외이사 후보의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및 내부규범 제24조 제2항)
더불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3항 및 내부규범 제13조 제3항)
추가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관련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 적정성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규정하여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

나.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 내부규범 제13조 제1항)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5인으로 구성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 내부규범 제22조 제2항)
또한 독립성을 충족하는 위원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재선임이 가능한 사외이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임기가 만료하지 않는 사외이사, 사임의사를 표명한 사외이사, 당사에서 6년, 자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재임하여 추가 재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신임 사외이사인 윤재원 이사와 진현덕 이사, 추가 재임이 불가능한
박철 이사와 히라카와 유키 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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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상 부득이하게 재선임 사외이사가 포함된 경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대한
의결권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내부규범 제13조 제4항)
또한 금융경력, 전문성, 대표성을 충족하는 위원을 선임하면서도 위원회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2020년 3월 회계·경영 분야 전문가인 윤재원
이사, 경영·글로벌 분야 전문가인 진현덕 및 히라카와 유키 이사, 경제·경영·금융 분야 전문가인 박철 이사, 법률 분야 전문가인 성재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성재호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김화남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윤재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만우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최경록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성재호

사외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철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 정기주주총회 이후>

윤재원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진현덕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후보자 선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상법 제382조 제3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2항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여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검증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 보유 등 관련된
전문성 여부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여부를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에 더해 2018년 1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원칙을 수립하였고, 2019년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기준을 보완하였으며, 2020년 11월 13일 개최한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상기 7대 전문성 외에 조직관리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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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HR분야 및 기술전략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후보군에 편입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군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안) 결의를 통해 새로이 선임할 사외이사의 수와 전문분야 등을 정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관리 중인 후보군(Long list) 중에서 이사회 결의 내용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총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기존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준용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사외이사는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배경, 추천 경로 및 현임 이사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신한금융의 비전,
성장경로와 기업문화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인사를 선임), 경영자문의 실효성(業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별 비교우위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 경영관리 경험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의 3가지 심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다양성' 상세 기준을 마련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성' 관련 예시로 금융 분야는
금융회사에서 경영진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경영진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금융 관련 정부/공공기관/감독기관/유관단체 및 협회에서 금융,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정책입안, 관리,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해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 기준으로 양성 기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중 최소 20% 이상은 여성 후보군으로 마련해야 하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오랜 경륜에
기반한 효과적인 자문 기능 겸비를 위해 대표이사 연령을 기준으로 ±15세 수준의 다양한 연령대의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과 앞서 기재한 '이사회 다양성 가이드라인'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의 의미와 후보 추천 경로(사추위, 사추위 위원, 주주 추천,
외부자문기관 추천)를 명확히 정의하고 ①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접수 및 검증, ②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 반영, ③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④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관리, ⑤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한 여성 후보자 및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⑥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고려하여 후보군 지속 모니터링의 6가지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명시된 요건 외에 그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체
심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와 관련된 주요 규정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내부규범 제24조 제1항)
-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내부규범 제24조 제3항)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의 우수성 입증이 필요하며,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첨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7항,
내부규범 제24조 제4항)
-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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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내부규범 제24조 제2항)
- 상기 사항이 검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
- 상기 사항과 관련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과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
-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항, 내부규범 제25조)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러한 내부 규정에 더해 2018년 1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기존의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예비후보 추천-최종후보 추천의 3단계 추천 절차를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결선 후보군(Short list)-예비후보 추천-최종후보 추천의 4단계 절차로 확장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 검증 강화를 위해 전체 후보자(Long
list)에 대해 외부자문기관 평판 조회를 실시하여 검증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사회가 다양성 핵심원칙 및 교체대상 사외이사 인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Matrix 검증을 통해 이사회 결의를 충족하는 신규 선임할 사외이사
수와 전문 분야를 선정하고, 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전문분야 Long list를 대상으로 검증자료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 부합여부를 평가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득표 順 또는 위원간 논의 및 호선을
통해 최종후보의 최소 3배수에서 최대 5배수로 Short list를 선정합니다. 이후 Short list를 대상으로 다시금 Long list 평판 조회
외부자문기관이 아닌 별도 외부자문기관 평판 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심층 검증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득표 順 또는 위원간 논의 및 호선을 통해 예비후보를 선정합니다. 끝으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수락의사 확인,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정밀 검증한 후 최종후보로 추천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기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26일 개최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재원, 진현덕 후보자 2인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상기의 절차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3)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0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평가주체)가 본인, 다른 사외이사, 직원(이사회등 소관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다면평가 방식이며, 평가항목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4가지 대항목 별 3개의 하위 설문 형태로 진행되고 별도의 주관식 설문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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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취합 등 전 과정은 평가의 공정성,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 외부자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20년 중 총 7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2.5 (수)
[안건통지일 : 2020.1.28(화)]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경록

김화남

성재호

이만우

이윤재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수정안
찬성

불참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가.2020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 2020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보고-나.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2019년 중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기반으로 한 평가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2020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결의-나.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추천 및 신규 선임 사외이사 결선후보군(Short list)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2020년 제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2.28 (금)
[안건통지일 : 2020.2.5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정 및 안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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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경록

김화남

성재호

이만우

이윤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Short list를 심층 검증하고 신규 선임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하고,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이사후보 수락, 자격요건 서류 징구, 추가 자격요건 검증을 하명하였습니다.

(다) 2020년 제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3.5 (목)
[안건통지일 : 2020.2.26(수)]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경록

김화남

성재호

이만우

이윤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제1회/제2회 사추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3월 26일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 후보 추천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라) 2020년 제4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3.26 (목)
[안건통지일 : 생략 (위원 전원 동의하여 당일 긴급소집·개최)]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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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동일자에 개최한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새로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엄정한 원칙과 공정한 진행을 바탕으로 작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해준 성재호 이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마) 2020년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8.14 (금)
[안건통지일 : 2020.8.4(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외이사 후보군 중, 당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심의기준의
충족 여부를 다시 정비하고 검증하여 제2차 상시 후보군을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바) 2020년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11.13 (금)
[안건통지일 : 2020.11.5(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후보군을 보완하여 상시적인 후보군을 재정비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4회 정기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사) 2020년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0.12.17 (목)
[안건통지일 : 2020.12.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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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후보군을 보완하여 상시적인 후보군을 재정비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일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3) 평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박 철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6년
② 출신학교 : 진주고등학교-서울대 경제학-美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나. 후보자 경력
- 前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 前 리딩투자증권 회장
- 前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 前 한국은행 부총재
-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 前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소장
- 前 한국은행 비서실 실장
- 前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
- 前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15.3.25 ~ 현재 (2019년말 기준, 이하 동일)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60회 중 60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16회 중16회 참석 (참석률: 100%)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18회 중 18회 참석 (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16회 중 16회 참석 (참석률: 100%)
- 위험관리위원회 총27회 중 27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5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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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제안자1) : 성 재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한국은행 부총재,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경제·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모두 충족하며,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이사회의장으로서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전문성)

충족

금융·경제·경영 전문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회사 임원, 전문경영인)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음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한국은행 및 민간금융회사 근무경험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한국은행, 금융회사 임원,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찬성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이만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6.3~2017.3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8.3 연임시 후보제안자 : 이상경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9.3 연임시 후보제안자 : 이성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신한금융지주회사

7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히라카와 유키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0년
② 출신학교 : 日 오사카부립훈세고등학교-日 오사카대학교 에스파니아어학과

나. 후보자 경력
- 現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 前 히라카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본 소재)
- 前 주식회사 프리메르개발 설립 및 대표이사 (일본 소재)
- 前 신한은행 사외이사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15.3.25 ~ 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60회 중 58회 참석 (참석률: 97%)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3회 중3회 참석 (참석률: 100%)
-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23회 중 23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10회 중 9회 참석 (참석률: 90%)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5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100%)
-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총15회 중 15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1) : 성 재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 일본 외에도 싱가폴 등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체득한 경영 및 글로벌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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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 (전문경영인, 해외기업 임원)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저연령,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영활동 경험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다국가 경영활동 경험,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유)프리메르코리아 외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찬성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이정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히사마쯔 겐죠 前신한은행 사외이사 / 이후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3. 박 안순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5년
② 출신학교 : 日 와세다대학교 철학과

나. 후보자 경력
- 現 대성그룹 회장 (일본 소재, 이하 경력 동일)
- 現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의장
- 前 일본 아스카신용조합 감사
- 前 동경상은신용조합 이사
- 前 대성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17.3.23~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36회 중 36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13회 중13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5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3회 중 3회 참석 (참석률: 100%)
-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총9회 중 9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1) : 성 재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이자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체득한 전문경영인으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이사회 연장자로서 이사회 구성원간 융합을
주도하여 이사회의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 역할 수행에 기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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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전문경영인)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일반기업 경영, 민간단체 임원 경험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장기간 경영활동 경험에 기반한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찬성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이정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한동우 前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 이후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4. 최 경 록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6년
② 출신학교 : 日 게이오기주쿠대 계측공학과 - 日 게이오기주쿠대 계산기과학 석사 - 日 게이오기주쿠대 계산기과학 박사 과정

나. 후보자 경력
- 現 日 ㈜CYS 대표이사 사장
- 前 日 ㈜CYS 부사장
- 前 日 게이오기주쿠대 Information Technology 센터 연구원
- 前 日 게이오기주쿠대 Network Technology 센터 연구원
- 前 신한생명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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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18.3.22~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22회 중 21회 참석 (참석률: 9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11회 중11회 참석 (참석률: 100%)
- 위험관리위원회 총 15회 중 14회 참석 (참석률: 93%)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2회 중 2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1) : 성 재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재일동포 사회의 존경을 받는 젊은 경영인이며 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은 물론 정보기술 분야 전공 및 연구원 재직 경력을 토대로 디지털 관련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적절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역동적이고 참신한 시각을 이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정보기술·경영·글로벌 전문가 (정보기술 분야 연구원, 전문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전문성)

충족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저연령, 정보기술 연구원,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경영 활동 및 사외이사 경험에 기반한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경영인, 해외기업 임원)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CYS 대표이사 외 겸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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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회사 사외이사 경력자) /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무기명 투표)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5. 윤 재 원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70년
② 출신학교 : 정신여자고등학교 - 고려대 경영학 - 고려대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박사

나. 후보자 경력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 現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 現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現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 現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 미국공인회계사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제안자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이자 미국 공인회계사로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갖춘 회계·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함.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을 보완함으로써 이사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또한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출중한 역량을 검증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회에서 회계 및 세무
자문 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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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전문성)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 (美 공인회계사, 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여성, 저연령, 美 공인회계사, 미국 국적,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험 등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경영학 교수,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홍익대학교 외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찬성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외부자문기관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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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 현 덕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5년
② 출신학교 : 日 츄오대학교 법학과 – 日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나. 후보자 경력
- 現 ㈜페도라 대표이사
- 現 사쿠신가쿠인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 現 우츠노미야대학대학원 공학부 객원교수
- 現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평의원
- 前 토치기현 한국청년상공회의소 회장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제안자1) : 성 재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이자 유통·식음료·레저를 망라하는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며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체득한 전문경영인이며 더불어 2개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는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함.
아울러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조직 운영 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영 분야에
있어 학계에서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조화롭게 발휘하여 이사회 자문 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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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해외기업 임원)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적합성)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2018년 제1회 사추위 1호 결의사항(실효성)

충족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신한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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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페도라 외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성재호 : 찬성
- 위원 김화남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이만우 : 찬성
- 위원 최경록 : 찬성
1) 후보군 편입시 제안자 : 주주추천공모제 (주주 손○호)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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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후보군 발굴·관리의 첫째 원칙은 외부법령 및 내부규범의 자격요건입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 글로벌, 소비자보호)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체크하여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칙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의 준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사회의 역량을 배가시켜 줄 여러가지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검증과 교체 대상 사외이사 인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를 충족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며 현임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세부지표인
①전문성(필수전문성, 세부전문성, 역량), ②다양성(국적/주요활동국가, 성별, 연령, 경험/배경), ③최초 추천경로를 분석하여 신규 선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원칙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후보군 관리기준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체계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의 의미와 후보 추천 경로(사추위,
사추위 위원, 주주 추천, 외부자문기관 추천)를 명확히 정의하고 ①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접수 및 검증, ②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 반영, ③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④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관리, ⑤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한 여성 후보자 및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⑥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고려하여 후보군 지속 모니터링의 6가지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후보군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관리 원칙 준수를 위해 정례적으로 외부자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주주추천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간을 연중 상시운영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다양성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활동 역시 특정한 직업군이나 전문성에 편중되지 않은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제2회 임시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매년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원칙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연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제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내용을 결의하고, 아래 네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전문성 분야별 후보군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경우 이사회사무국의
평판조회 등 모니터링 과정 상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군 유지 및 제외
- 사외이사 소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를 통해 후보군 상시 모니터링

82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후보 추천경로 및 후보의 전문분야를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을 반영한 후보군의 관리
2018년 1월 31일 개최한 제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기 후보군 관리원칙을 보완하여 아래 네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7대 선임원칙에 부합하는 전·현직 지주사 및 자회사 사외이사는 최초
추천경로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적시하여 후보군에 반영하고, 주주 추천 등 기타 추천경로를 통한 후보군 확대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룹 창업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대표 사외이사 후보 포함, 전략적 제휴에
의한 MOU 준수를 위한 BNP파리바 추천 사외이사 후보 포함,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안정성 유지를 위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디지털(정보기술), 글로벌 전문가 후보군을 지속 확대하고, 경영전략 수정 시 연계한 전문분야 후보군 발굴
-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 제외
이 원칙에 따라 기존 후보군을 전면 초기화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는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12월 19일 개최한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 관리
원칙을 추가로 보완하여 아래 여섯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또한 검증을 진행하며, 주주추천공모제 등 다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경로
활성화 병행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립이념과 그룹의 차별적 성장경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포함
-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위해 재임 중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를 후보군에 포함
-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지속 관리 (예시. 디지털, 글로벌, 자본시장 등)
-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해 여성 후보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후보 제외
상기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군 검증 및 관리, 주주추천공모제 운영을 통해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 117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3) 2020년 후보군 현황
(가) 2020년 1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0.2.5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금융

16

14.4%

경영

16

14.4%

경제

13

11.7%

법률

18

16.2%

회계

16

14.4%

정보기술

15

13.5%

글로벌

10

9.0%

소비자보호

7

6.4%

합계

111

100%

비고

* 동일인이 복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대표 분야만 계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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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사추위

28

25.2%

외부자문

77

69.4%

주주

6

5.4%

합계

111

100%

비고

주주추천공모제

(나) 2020년 2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0.8.14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금융

11

11.5%

경영

14

14.6%

경제

10

10.4%

법률

17

17.7%

회계

13

13.5%

정보기술

14

14.6%

글로벌

10

10.4%

소비자보호

7

7.3%

합계

96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사추위

30

31.3%

외부자문

62

64.6%

주주

4

3.8%

합계

96

100%

비고

비고

(다) 2020년 3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0.11.13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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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후보군 수

비중

금융

14

13.0%

경영

14

13.0%

경제

13

12.0%

법률

17

15.7%

회계

14

13.0%

정보기술

18

16.7%

글로벌

10

9.3%

소비자보호

8

7.3%

합계

108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사추위

30

27.7%

외부자문

74

68.5%

주주

4

3.8%

합계

1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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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0년 4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0.12.17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금융

14

12.0%

경영

18

15.4%

경제

13

11.1%

법률

17

14.5%

회계

14

12.0%

정보기술

21

18.0%

글로벌

10

8.5%

소비자보호

10

8.5%

합계

117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사추위

30

25.6%

외부자문

83

70.9%

주주

4

3.5%

합계

117

100%

비고

비고

(4) 2020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 이사회사무국
- 조직 :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
- 인원구성 : 사무국장 1명(총괄), 팀원 2명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19.12.26~2020.1.10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 진행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군 포함)

2020.2.5

2020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2019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2020년 1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0.2.28

2020년 신규 사외이사 후보 결선후보군(Short list) 검증 자료 보고

2020.2.28 ~3.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에 따른 후보자 수락 여부 확인 및 확인서류 징구, 자격검증 수행

2020.3.5

후보자 검증결과 보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공시

2020.3.26

사외이사 법인 등기 지원

2020.3.26 ~8.13

2020년 1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0.8.14

2020년 2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0.8.14~11.12

2020년 2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0.11.13

2020년 3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0.11.13~12.16

2020년 3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0.12.17

2020년 4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보고

2020.8.14~2021.2.4

주주간 협약에 의한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지원 (후보 자격요건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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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당사는 외부법령 외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모범규준의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일체를 2015년 2월 24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규화하고,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한 사외이사별 외부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 박철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철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박철 이사는 30년이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근무하며 부총재까지 지낸 자로 금융 분야 및 통화정책 관련 경제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를 5년 이상 역임하면서 금융투자업을 포함한 금융업 전반에 관한 경영자로서의 식견을
두루 갖춘 경영 분야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사 주력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서 1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신한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내부평판조회에서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화정책 분야 전문가’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995년 한국은행 자금부장 재임시 간접조절형
통화관리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2010년과 2014년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꼽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 적임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을 받는 등 통화정책과 금융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박철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최근 2년 이내 상근으로 근무한 법인과 거래 없음)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박철 이사는 내부평판조회에서도 훌륭한 인품과 호방하고 개방적인 성품으로 조직내에서 따르는 직원이 많고 아울러 금융권의 신망이
두텁다는 인사평이 확인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의 중책을 맡아 강한 책임감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등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성실히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박철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간담회 및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연간 421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박철 이사는 장기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경제 분야 전문가이며 더불어 민간금융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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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이사는 당사 외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박철 이사는 한국은행, 민간금융회사 임원 경력과 더불어 사외이사 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금융·경제·경영 전문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회사 임원,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음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한국은행 및 민간금융회사 근무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한국은행, 금융회사 임원,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2)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가) 소극적 자격요건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 영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경륜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룹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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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한금융그룹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어 은행업뿐만 아니라 그룹 창업정신 및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충실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309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한국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서 장기간 경영활동을 수행한 전문 경영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기반한 역동적인 시각과 글로벌 경영 관점을 기반으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당사 외 신한은행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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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 (전문경영인, 해외기업 임원)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저연령,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영활동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다국가 경영활동 경험,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3) 사외이사 박안순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안순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박안순 이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 영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경륜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실무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룹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박안순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일본현지법인 SBJ은행은 박안순 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매년 1백만엔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한 것이며, 박안순 이사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임원 선임 전후, 그리고 당사
이사 선임 전후로 기부금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어 직무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박안순 이사 역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박안순 이사는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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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실성
박안순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에 대부분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326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20년 중 covid-19라는 환경적 요인에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시 장기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대면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박안순 이사는 일본에서 장기간 경영활동을 수행한 전문 경영인이며, 재일동포의 상호협력, 한일간 국제친선, 그리고 모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민간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임원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체득한 정치, 사회, 국제교류 등의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박안순 이사는 당사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박안순 이사는 장기간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민간단체 임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영 전문가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일반기업 경영, 민간단체 임원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장기간 경영활동 경험에 기반한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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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최경록
(가) 소극적 자격요건
최경록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최경록 이사는 일본의 사립명문대학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계측공학 학사, 계산기과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박사 과정 중 동 대학
Network Technology센터와 Information Technology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한 정보기술 전문가입니다. 또한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 경영 전문성을 겸비하였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생명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고 재직시 사외이사 평가에서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되는 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룹 운영과 디지털 전략에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최경록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경록 이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최경록 이사는 평판조회 결과 온화한 성품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견실한 성품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충실성
최경록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393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최경록 이사는 정보기술 관련 전공 이수 및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디지털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한 정보기술 전문가이자 일본에서
경영활동을 수행 중인 전문 경영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기반한 역동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최경록 이사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의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최경록 이사는 정보기술 전문성, 경영 전문성과 더불어 사외이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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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정보기술·경영·글로벌 전문가 (정보기술 분야 연구원, 전문
경영인, 해외기업 임원)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저연령, 정보기술 연구원,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 활동 및 사외이사 경험에 기반한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5) 사외이사 변양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변양호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변양호 이사는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한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써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이 뛰어나 이를 바탕으로 안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그룹의
경영과 방향 선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모펀드 대표이사 경력 보유하여 경영전문성도 보유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양 부문 간 균형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변양호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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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책임성
변양호 이사는 위험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강한 책임감으로 당사를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변양호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간담회 및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연간 469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변양호 이사는 정부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의 전문성을 겸비하였으며 또한 민간 사모펀드 임원 경험을 보유하여 다양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변양호 이사는 전문경영인 경험에 기반하여 당사의 기업문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변양호 이사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사모펀드 대표이사, 금융회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금융·경제·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금융·경제 담당 정부기관 고위공무원,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일상적인 금융거래 외 겸직 중인 법인과 신한금융그룹 간
거래 없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정부기관 근무, 민간금융회사 임원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 참여 경험에 기반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금융·경제 정책 수행 경험, 민간 사모펀드 대표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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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외이사 성재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전공 교수로서 법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업 분야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경영 현안에 대해 법률적 해석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그룹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성재호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성재호 이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률관련 협회장을 역임 경험을 기반으로 중도와 균형의 견지에 입각해 당사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성재호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간담회 및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연간 453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성재호 이사는 폭넓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였으며, 당사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
입각하여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성재호 이사는 당사 외 신한카드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분야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물로 그룹의 크고 작은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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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법률 전문가 (법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음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저연령, 법학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신한금융 자회사 사외이사 재직 및 타사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법학 교수,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인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7) 사외이사 이윤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윤재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이윤재 이사는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장기간 경제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공무를
수행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력과 의안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며 이사회에서의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그룹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직무의 공정성이 돋보이고 금융, 재무, 경제 전문성에 기반한 예리한 분석력으로 경영 다분야에 대한
토의 및 평가를 유도하여 충실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회사의 건전 경영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이윤재 이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경제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추천됐으며,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외이사로서
충실히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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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책임성
이윤재 이사는 고위 공직자 시절 내부평판조회에서도 훌륭한 인품과 더불어 소통을 중시하고 포용력이 넘치는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인사평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신한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기반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이윤재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간담회, 사외이사 워크숍 및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495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중 충실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윤재 이사는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국가 금융·경제정책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력도 풍부하여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이윤재 이사는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직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신한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이윤재 이사는 경제·금융 분야의 관료직 경력 외에도, 경영컨설팅 회사인 KorEI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로 당사에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제·금융·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금융·경제 담당 정부기관 고위공무원,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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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정부기관 근무, 민간회사 임원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풍부한 경제·금융 정책 수행 경험, 경영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경력 및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자문 수행

(8) 사외이사 허용학
(가) 소극적 자격요건
허용학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허용학 이사는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또한 홍콩 중앙은행에서 투자운용 업무를 총괄한 글로벌·금융·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해외 자본시장의 금융동향에 대한 이해와 투자업계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적인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외이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회사 경영진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자문도 적극 수행하는 등 그룹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허용학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허용학 이사는 중도와 균형의 견지에 입각해 당사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허용학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457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20년 중 covid-19라는
환경적 요인에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시 장기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대면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등 충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허용학 이사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의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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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허용학 이사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여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허용학 이사는 글로벌 IB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 경력 보유하여, 이사회에서 제반 경영현황 전반과 글로벌
자본시장 확장 정책에 충실히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글로벌·금융·경영 전문가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음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금융회사 임원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풍부한 글로벌 자본시장 경험 및 임원 경력을 기반으로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2. 적극적 자격요건

(9) 사외이사 윤재원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윤재원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윤재원 이사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로서, 미국 공인회계사이자 국내 손 꼽히는 회계·세무 분야 석학입니다. 다양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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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물론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가 조화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효과적인 경영자문은 물론 경영진 감시·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윤재원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윤재원 이사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는 당사 및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와 일상적인 금융거래외 거래사실이 없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으며, 윤재원 이사 본인 역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윤재원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중 윤리책임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④ 충실성
윤재원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간담회 및 이사회워크숍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연간 355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윤재원 이사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경영학 교수이고,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논의 시 섬세한 시각을 가미하여 이사회가 보다 폭넓은 견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윤재원 이사는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윤재원 이사는 경영학 교수이고,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회계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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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 (美 공인회계사, 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여성, 저연령, 美 공인회계사, 미국 국적,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험 등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10) 사외이사 진현덕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진현덕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진현덕 이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 영위와 더불어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험을 통해 경영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 오랜 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경륜을 바탕으로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실무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경영학 교수로서의 학술적 경영이론 등 각종 노하우를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진현덕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진현덕 이사는 내부평판조회 결과, 주변의 신망이 두텁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은 물론 교육발전 공헌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우수한 세평이
확인되는 등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충실성
진현덕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이사회워크숍 등에 대부분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연간 246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101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진현덕 이사는 일본에서 장기간 경영활동을 수행한 전문 경영인이며, 경영학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보유한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교육사업에도 오랜 기간 참여하였고, 또한 재일동포의 상호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민간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임하며 체득한 교육, 경제,
국제교류 등의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진현덕 이사는 당사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진헌뎍 이사는 장기간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더불어, 경영학 교수로 체득한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가. 전문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해외기업
임원)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 추천,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2. 적극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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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사외이사 박철
박 철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2019년 결산 세부 손실요인 점검, 이사회 운영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지시,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소위원회 구성원칙 제정,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covid-19 환경 하 주요 자회사 사업 추진실적
애로사항 확인, 신한생명 GA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및 판매책임경영 당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간 괴리 현황 점검 지시,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사외이사 간담회 효과적인 운영 방식 제언,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언,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장으로서 다양한 이사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이사회가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한편, 대표이사 회장,
육성후보군들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배석하여 주요 경영이슈와 관련된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여 후보군 역량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등 그룹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이사회 보고 요청, covid-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경제/금융환경 하 그룹의 미래 전망 분석
요청, 지배구조 관련 내·외부 동향 파악 및 이사회 심의 등 시의성 있는 경영 현안처리를 위해 적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과 경영이슈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21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워크숍/사외이사
간담회/연수시간 포함, 이하 동일)을 할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는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사외이사/비상임이사 간 권한 및 역할 차이
확인 요청,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covid-19 확산
단계에서 글로벌 평판리스크 관리 및 적극적 직원 보호 요청,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확인 프로세스 마련 요청,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적정성 확인, 신한생명 GA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략 등 효과적 홍보방안 마련 요청,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및 지배구조 영향도 점검,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자회사 자금지원 이슈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BNP파리바그룹과의 협력 관계 이슈 점검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309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박안순
박안순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는 15회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95%)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적정성 확인, covid-19 확산 단계에서 그룹의 방향성 확인 요청,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사외이사 간담회
효과적인 운영 방식 제언,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 요청, 최고경영자 업무대행 개념 정립 요청,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인방식 확인, 사외이사 대상 신한금응그룹 기업문화 설명자료 배포 지시,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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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32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최경록
최경록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신한생명 GA자회사의 사업모델 확인,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후보군 변동내역 상세 보고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적극적 디지털 관련 사업 추진 지시 및 이사회 차원의 예산지원 공감대 형성, 2021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BNP파리바그룹과의 협력 관계 이슈
점검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정보기술 전문가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안건 중 정보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보고를 지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39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5) 사외이사 변양호
변양호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및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지시, 인터넷 전문은행
대응 전략 마련 요청, 2019년 결산 관련 세부 손실요인 점검, 은행 서울시금고 관련 사업 추진경과 보고 요청,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이사회 보고 효율화 요청, covid-19 확산 초기 철저한 그룹 유동성 관리 지시,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covid-19로 인한 경제·산업전망 및 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요청,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그룹 금융거래 플랫폼 일원화 제언, 신한상표 사용계약 금액 적정성 점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중기 전략 점검,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이슈 점검 및 혁신적인 추진방안 마련 지시,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사외이사 간담회 효과적인 운영 방식 제언,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 외 빅테크기업과의
경쟁현황 보고 요청, 중요 경영 의사결정사항의 대외 보안 철저 및 이사진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 당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언,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최고경영자 업무대행 개념 정립 및 권한·역할에 대한 법률검토 보고 요청, 2021년 그룹 경영계획 및
디지털 예산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이사회 보고를 요청하였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그룹 차원의 과감한 투자 및 경쟁사 대비 발빠른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의 중장기 자본정책에 따른 조화로운 성장 전략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시 그룹 영향도 점검, 그룹통합위기상황분석 및 대응방안 적정성 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적정성 점검 및 신중한 여신운용 요청, 보통주 자본확충을 위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등 시의적절한
조언과 감독활동을 수행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정교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변양호 이사는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69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6) 사외이사 성재호
성재호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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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로의 변화에 발맟춘 그룹 플랫폼 혁신 제언,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계약
적정성 점검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안건의 법률적 이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검토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한편, 법률검토가 단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실히 자문을 수행하고 그룹 내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5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7) 사외이사 이윤재
이윤재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결산 재무제표 확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확인, 이사회 보고절차 및 자료제공 프로세스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지시,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기준 신설 지시, 이사회 보고 효율화 요청, 자회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포괄승인 가능 여부 검토 지시,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이사회 의안 부의 방식 개선안 제언,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covid-19 환경 하 그룹 경영계획 수정 가능성 검토 요청,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사외이사 간담회 효과적인 운영 방식 제언,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언, 최고경영자 업무대행 순위 규정화 검토 요청,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 적정성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확대하고 동시에 후보군 편입 기준을 정교화하는 한편,
사외이사들과 육성후보군 간 교류를 확장하여 경영승계 프로세스 가동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소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도하였습니다.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의 틀을 마련하고 그룹 Zero Carbon Drive 추진안을 점검하는 등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사업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95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8) 사외이사 허용학
허용학 이사는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라임자산운용 및 독일헤리티지신탁 관련 이슈 점검 및 그룹 투자 역량 강화 지시, 2020년 이사회
구성 방향성 점검,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안 심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제정안 적정성 점검, covid-19에 따른 보수적 충당금 운용 정책
지시,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언,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마련 지시,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공정성 점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및 완전자회사 후
경쟁력 있는 비전 마련 지시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 중 신규 편입된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체계를 심의하는 한편, 그룹 전반의 성과평가, 보수체계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정교화하는 등 그룹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 수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사회의 시의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수시로 그룹 위험관리지표를 점검하고 수익성과의 민감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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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등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각 자회사 업황과 특성에 걸맞는 역량을 보유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국외 거주
국민의 입국이 제한되는 가운데, 2020년 중 발생한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자가격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면참석을
강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바탕으로 단순히 활동시간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허용학 이사는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57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9) 사외이사 윤재원
윤재원 이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2020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언,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디지털 인재풀 확보 및 육성 지시,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ovid-19에 의한 재무손익 영향도 점검, 사업부문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외부감사인 협업체계 정교화,
분기별 결산 이슈 점검 및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검증, 경영환경 변화 및 미래 전망 반영한 충당금 적립 정책 보완, 장외파생상품 평가
및 감사방식 고도화 등 감사위원회 업무를 주도하며 경영진의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355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10) 사외이사 진현덕
진현덕 이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2020년 중 개최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는 11회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95%)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사외이사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적정성 점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경쟁력 강화 지시, 벤처캐피탈 인수 관련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신사업 기회 확보 당부,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점검, 그룹 중기
전략 점검, (주)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심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이사회 제규정 개폐의 건 보완 지시, 2021년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점검, 2021년 조직개편 이슈 사항 점검, 사외이사 평가기준 개선안 적정성 심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진현덕 이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2020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24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보수
당사는 2016년 3월 2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에 걸맞는 강한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이사회 활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기본수당을 월 1백만원 축소하고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연계한 보상체계를 강화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 규모의 성장 및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늘어난 사외이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을 월 0.5백만원 인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사외이사별 보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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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 박철
항목
가. 보수총액

금액

산출내역

83.5백만

기본급

42백만

상여금

월 3.5백만원

29.5백만

기타 수당

12백만

회의수당1)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2) : 이사회 의장 월 1백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주1) 상기 보수 이외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 필요경비성 비과세 수당 있음(동일자 개최시 1회 지급, 이하 사외이사 보수 동일)
- 국내 거주 사외이사 0.3백만원, 국외 거주 사외이사 실비 정산
2) 직책 중복수행 시 중복 지급 없이 최고금액만 지급 (이하 사외이사 보수 동일)

(2)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항목
가. 보수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금액

산출내역

62백만
42백만

월 3.5백만원

20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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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박안순
항목
가. 보수총액

금액

산출내역

63.5백만

기본급

42백만

상여금

월 3.5백만원

21.5백만

기타 수당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4) 사외이사 최경록
항목
가. 보수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금액
68.5백만
42백만

월 3.5백만원

26.5백만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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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5) 사외이사 변양호
항목
가. 보수총액

금액

산출내역

81백만

기본급

42백만

상여금

월 3.5백만원

33백만

기타 수당

6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 : 소위원회 위원장 월 0.5백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6) 사외이사 성재호
항목
가. 보수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금액

산출내역

80.5백만
42백만

월 3.5백만원

32.5백만
6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 : 소위원회 위원장 월 0.5백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무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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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외이사 이윤재
항목
가. 보수총액

금액

산출내역

83.5백만

기본급

42백만

상여금

월 3.5백만원

35.5백만

기타 수당

6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 : 소위원회 위원장 월 0.5백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종합검진

(8) 사외이사 허용학
항목
가. 보수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금액
80.5백만
42백만

월 3.5백만원

32.5백만
6백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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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 : 소위원회 위원장 월 0.5백만원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9) 사외이사 윤재원
항목
가. 보수총액

금액

산출내역

60.2백만

기본급

32.1백만

상여금

월3.5백만원 (선임 이후 3월 급여 일할계산분 포함)

23.5백만

기타 수당

4.6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직책수당 : 소위원회 위원장 월 0.5백만원
(선임 이후 3월 급여 일할계산분 포함)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10) 사외이사 진현덕
항목
가. 보수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금액

산출내역

47.1백만
32.1백만

월3.5백만원 (선임 이후 3월 급여 일할계산분 포함)

15백만

회의수당 :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금융환경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별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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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최초 선임 일자

15.3.25

15.3.25

17.3.23

18.3.22

19.3.27

19.3.27

19.3.27

19.3.27

20.3.26

20.3.26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15-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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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2.3 (2시간, 사외이사간담회)
- 내용: 지배구조 제규정 제·개정 관련 논의 / 제1회 정기이사회 안건 사전논의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4.1 (2시간, 외부연수)
- 내용: IFRS4 도입에 따른 한국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5.20 (30분, 사외이사간담회)
- 내용: 금융감독 제도·관행 개선 추진현황 공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5.21 (3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그룹 중장기 전략 및 2015년 사업계획,2015년도 재무계획,이사회내위원회 업무보고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안내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5.21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체계
참석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8.19 (30분, 사외이사간담회)
- 내용: 글로벌사업 진출 관련 보고 청취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9.4 (2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국제회계기준 동향 세미나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9.18 (3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감사보고 개정관련 국제감사기준 도입의 선결과제 및 대응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9.22 (3시간, 외부심포지엄)
- 내용: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9.23 (2시간, 외부심포지엄)
- 내용: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동일지배기업거래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10.7~10.8 (9시간, 외부워크샵)
- 내용: 개념체계기반 IFRS 교육 워크샵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사외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최초 선임 일자

15.3.25

15.3.25

17.3.23

18.3.22

19.3.27

19.3.27

19.3.27

19.3.27

20.3.26

20.3.26

2015-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5-1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6-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6-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6-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6-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6-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 일시: 2015.10.29 (3시간,이사회워크샵)
- 내용: 2016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 (강사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2016년 국내 금융산업별 전망 및 주요 이슈
2015년 중기전략 및 2016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성 보고 / 경영계획 관련 토론
감사팀 독립성 제고 방안 보고 및 논의 / 복합점포 운영현황 및 평가체계 보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5.11.19 (2시간, 이사회세미나)
- 내용: 국제금융시장의 실상과 한국경제의 진로 (강사 : 신장섭 싱가폴국립대 경제학 교수)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일시: 2016.2.22 (30분, 사외이사간담회)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6.5.20 (3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그룹 중장기 전략 및 2016년 사업계획, 2016년도 재무계획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6.7.21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글로벌 자본 규제 변화와 이슈
참석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6.8.18 (2시간, 사외이사간담회)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6.10.25 (3시간,이사회워크샵)
- 내용: 2017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 (강사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2017년 국내 금융 업권별 전망 및 시사점
2017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 보고 / 경영계획 관련 토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7.5.18 (1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2017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7.5.19 (3시간, 국외거주 사외이사 워크숍)
- 내용: 신한금융그룹 현황, '2020 Project' 전략 공유
(비대상)

불참

참석

(비대상)

(취임전)

- 일시: 2017.9.19 (4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 (APG 스튜어드십 포럼)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 일시: 2017.9.21 (4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감사기구 법제도 환경, 감사위원회 Best Practice 연구 등 (삼정KPMG ACI 세미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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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사외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최초 선임 일자

15.3.25

15.3.25

17.3.23

18.3.22

19.3.27

19.3.27

19.3.27

19.3.27

20.3.26

20.3.26

2017-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7-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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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10.25 (3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2018년 경제·금융환경 및 금융업권별 전망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2018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 및 경영계획 관련 토론 / VUCA 시대 금융그룹의 대응과 발전방향_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강사 : 주형환 서울대 초빙교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7.12.6 (4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운영/활동방안 (삼정KPMG Audit Committee 교육 프로그램)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7.12.26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비재무 / 비계량 리스크 관리
참석

(비대상)

(비대상)

참석

(취임전)

- 일시 : 2018.5.18 (1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 2018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5.18 (3시간, 국외거주 사외이사 워크숍)
- 내용 : 신한금융그룹 현황 및 디지털 전략 공유, 글로벌 핀테크 사례 토론 (일본, 싱가폴 등)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6.5 (2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선진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주요내용 등 (EY한영 회계법인 세미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6.12 (3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삼정KPMG ACI 세미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8.20 (2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 워크숍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일시 : 2018.10.17 (2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2019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금융업권별 전망 및 주요 이슈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2019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 및 경영계획 관련 토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10.31 (1시간, 리스크관리 내부연수)
- 내용 :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요 잠재리스크·규제환경 변화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11.14 (2시간, 글로벌 이사회워크숍)
- 내용 : 베트남 금융시장 및 경제 전망 / 글로벌 경영전략 및 베트남 금융한류 브랜드 전략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사외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최초 선임 일자

15.3.25

15.3.25

17.3.23

18.3.22

19.3.27

19.3.27

19.3.27

19.3.27

20.3.26

20.3.26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참석

(취임전)

(취임전)

참석

(취임전)

(취임전)

2018-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8-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19-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 일시 : 2018.12.11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참석

(비대상)

(비대상)

참석

(취임전)

- 일시 : 2018.12.12 (1시간, 이사회세미나)
- 내용 :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규제의 최근 동향 (강사 : 김&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8.12.21 (1시간, 이사회세미나)
- 내용 : 북한 정치·경제의 이해와 금융의 역할 (강사 : 서강대학교 김영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9.4.8 (3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 2019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 일시 : 2019.5.14 (2.5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新외부감사법 도입 원년,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수행방안(삼정KPMG 주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일시 : 2019.10.10 (2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외부(투자자)시각에서 보는 2020년 한국경제 전망과 신한금융그룹" (강사 : 모건스탠리 석준 상무)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참석

(취임전)

(취임전)

- 일시 : 2019.10.11 (3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거시환경 및 업권별 전망 및 Q&A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일시 : 2019.10.31 (1시간, 감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모범규준 교육 (정인회계법인 위설향 상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참석

참석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참석

- 일시 : 2019.11.14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바젤3 규제개혁에 따른 그룹 영향도 및 대응 로드맵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비대상)

- 일시 : 2019.12.13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신용리스크의 이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 일시 : 2020.1.21 (1시간, 준법교육 연수)
- 내용 : 사외이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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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최초 선임 일자

15.3.25

15.3.25

17.3.23

18.3.22

19.3.27

19.3.27

19.3.27

19.3.27

20.3.26

20.3.26

2020-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2020-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116 신한금융지주회사

- 일시 : 2020.4.23 (3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 2020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참석

(비대상)

참석

(비대상)

참석

(비대상)

참석

(비대상)

(비대상)

참석

- 일시 : 2020.5.20 (1시간, 감사팀)
- 내용 : 감사위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일시 : 2020.7.24 (3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제6회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삼정KPMG 주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비대상)

- 일시 : 2020.09.02 (4시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워크숍)
- 내용 : 기후변화(TCFD) 트렌드(UNEP FI 한국대표 임대웅)
글로벌 ESG 트렌드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응전략(MORROW SODALI)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 일시 : 2020.10.06 (3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2021년 경제전망 발표(미래전략연구소 이건혁 소장) 주가흐름 및 Valuation 제고 방안(크레디트스위스)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일시 : 2020.11.12 (1시간, ESG 연수)
- 내용 : 지속가능경영과 ESG의 전략적 활용(고려대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일시 : 2020.11.12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및 바젤3 시장리스크(FRTB)'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일시 : 2020.11.13 (1시간, 준법교육 연수)
- 내용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이블컨설팅 이창주 대표)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일시 : 2020.12.10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ESG 리스크관리(리스크관리팀 김수혁 차장)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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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2년, 이후 연임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 제4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 제3항 및 제7항).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2015. 2.24)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모범규준에 명시된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및 사외이사 외부평가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당사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당사 이사회는 2010년 3월 24일개최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제도 운영관련 평가방법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사외이사
내부평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7일 개최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평가방법을 일부 수정하였고, 또한
2015년 2월 24일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전 모범규준의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네 가지 항목과 12개 세부평가지표를 재구성함로써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평가 기준
보완의 건'을 결의하고, 확장된 업무 범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2020년 사외이사 평가’는 2021년 1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의 경우 재선임 여부에 평가결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2021.2.5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평가는 자기평가(본인평가), 이사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및 직원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항목과 12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평가요소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 기준, 방법 등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전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2015.2.24)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① 총론
2020년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이사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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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재임하고 있는 총 10명 사외이사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부합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기준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6명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별 평균값 역시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인 보완사항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 역량 제고 노력 필요하고, 특히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부
과제와 재무적 관점의 손익 분석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금융의 역할, 즉 ESG 관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해야 하며, 각각의 전문성 외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활발한 토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covid-19로 인해 모든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상호간 명확한 의사전달이
제약 받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의안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부드러운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 박철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박철 이사는 오랜 기간 중앙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거시경제 및 금융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폭 넓은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이사회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주주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였고, 탁월한 인품·도덕성·인화력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 융합과 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함으로서 신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당사의 창립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외이사의
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히라카와 유키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글로벌 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일본·싱가폴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당사의 대내외 투자전략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외
신한은행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여 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으며 주주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서
책임의식이 투철하여 경영진의 감시 및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회사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전 경영을 통한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기기 및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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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순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박안순 이사는 장기간 기업 경영인으로서 재직하며 체득한 통찰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신한금융그룹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언하였습니다. 탁월한
소통능력과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품으로 이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에 힘쓰고, 이사회 독립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신용협동조합 감사로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특정 이해집단에 치중하지 않도록 매사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함과 더불어 ESG 경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직무 수행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대부분의 회의
일정에 참석하고, 나아가 소속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출입국 시 장기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이사회에 대면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를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최경록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최경록 이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제기 및 분석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이사회 운영과 경영환경 관리감독에 기여하였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 간 구애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회사의 디지털 전략 강화 및 ESG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 자문하고, 큰 틀에서의 그룹 비전을 향유하는 등 자신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책임감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기기와 컨퍼런스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각종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사회를 비롯한 그룹의 각종 회의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 변양호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변양호 이사는 장기간 정부기관 및 민간의 금융분야에 종사하며 고도로 함양된 전문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소신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건설적인 이사회 논의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을 아우르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세밀한 분석력으로 경영진의 업무 정책 및 집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독립성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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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회사의 주요 추진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그룹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외에 경영 관리감독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석함은 물론 평소 이사회에서 활발한 의견 표명으로 논의를 활성화 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성재호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전공 교수로서 법률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법경영에 입각하여 매사 객관적인 시각과 균형
감각을 견지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그룹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체계 유지 및 투명한 경영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평소 사교적이고 온화한 인품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당사의 크고 작은 경영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주요 계약사항 및 규정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예리하게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논리적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외 주력 자회사인 신한카드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창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윤재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이윤재 이사는 오랜기간 금융·재무 관련 정부기관에서의 공직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체에서의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민·관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여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고도의 윤리의식과 금융·경제·재무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었으며, 감사위원으로서 모든 안건에 충분하고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여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도적이면서 구체적인 ESG 사업의 추진을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전체 출석 및
교육 참여 전반에 매우 적극적이고, 더불어 사전준비를 성실히 하여 이사회 발표 시 간략하고 의미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허용학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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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허용학 이사는 글로벌 IB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그룹의 경영 리스크관리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투자 및 자본시장 확장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합리적인 그룹 M&A 전략 및 효율적인 경영 환경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유수의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경험과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요한 인수계약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기여했으며, 현재
민간 경영전략 컨설팅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역임하며 체득한 직무공정성을 기반으로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반 금융산업 동향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그룹의 디지털, 대체투자사업,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경영진과 수시로 소통하며 그룹의 인사 방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경영 자문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시 장기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회의참석을 강행하는 등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바탕으로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윤재원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윤재원 이사는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룹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했으며,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로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회사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각종 회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계 및
업계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접목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도적인 방향성 및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와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언하는 등 진정성 있는 ESG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금년도 개최한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연수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진현덕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ㅁ. 총평
진현덕 이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며 체득한 통찰력과 문제해결 능력과 경영학 교수로서 정립한 경영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룹의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최신 경영 우수 사례들을 이사회에 공유하였으며, 특히 기존 금융업의
틀을 깨고 미래 지향적인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함과 동시에 교육재단 활동을 병행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여 특정 이해집단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 제한 등으로 회의 참석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상 및
음성회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경영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연구자로서 체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사회에 아낌없이 공유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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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평가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제2회 임시이사회(2015. 2.24)에서 외부평가에 대한 근거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였고, 아울러 동 이사회는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및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향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회사와 아래의 15개의 자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20.4월~2021.3월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청구당/자회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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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 및 자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20%로 하는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제6항에
동 내용 적시)
상기한 내용을 임원책임배상보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현 박철 의장)이 사외이사를 대표하고 있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는 사외이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장의 관할 하에 책임자급 직원 2명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시된 역할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회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② 이사회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③ 이사회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④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및 자회사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⑤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⑥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지원
⑦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 실시
⑧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⑨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및 제30조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포함)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⑩ 기타 이사회등의 지시사항 처리

아.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당사 및 자회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통상의 금융거래를 위한 일반적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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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부금 등 지원내역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법인 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기부한
금융회사

박안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임원

SBJ은행

윤재원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재직법인
(경영대학 교수)

신한은행

사외이사명

기부내역
기 간

금 액

2018.12

1백만엔

2019.12

1백만엔

2019.1

14억원

2020.1

14억원

당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에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 또는 주거래은행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전·후, 그리고 당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로 기부금 금액과 납입 시기에 변동이 없고,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보고하여 이해상충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박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1.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5.3.25
69개월
정기주주총회일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담당위원회

히라카와
2021.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3.25
69개월
유키
정기주주총회일
이사회운영위원회

직위

경력

이사회 의장

ㆍ한국은행 부총재(2000~2003)
ㆍ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2007~2013)

-

ㆍ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1994~2012)
ㆍ(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2014~현재)

박안순

2017.3.23

2021.3월
45개월 이사회운영위원회
정기주주총회일

-

ㆍ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2010~현재)
ㆍ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2018~현재)

최경록

2018.3.22

2021.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33개월
정기주주총회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ㆍ게이오기주쿠대 연구원(1997~2001)
ㆍ㈜CYS 대표이사(2004~현재)

변양호

2019.3.2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1.3월
21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정기주주총회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2005)
ㆍVIG파트너스 고문(2016~현재)

성재호

2019.3.2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1.3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1개월
정기주주총회일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ㆍ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2016~현재)
ㆍ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현재)

이윤재

2019.3.2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1.3월
21개월 감사위원회
정기주주총회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ㆍ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1996~1998)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ㆍ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1998~1999)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ㆍKorEI 대표(2001~2010)

허용학

2019.3.2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1.3월
21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정기주주총회일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장

ㆍHKMA(홍콩중앙은행)대체투자
부문대표(CIO)(2008~2014)
ㆍFirst Bridge Strategy Ltd.대표 (2015~현재)

윤재원

2020.3.26

2022.3월
9개월
정기주주총회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ㆍ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4~현재)
ㆍ한국세무학회 부회장(2017~현재)
ㆍ미국 공인회계사

-

ㆍ㈜페도라 대표이사(1986~현재)
ㆍ우츠노미야대학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2014~현재)
ㆍ사쿠신가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4~현재)

-

ㆍ헌법재판소 재판관 (2004~2005)
ㆍ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변호사 (2009~2010)
ㆍ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2010~2014)
ㆍ이상경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현재)

진현덕

이상경
(퇴임)

2020.3.26

2012.3.29

2022.3월
9개월
정기주주총회일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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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72개월 -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고부인
(퇴임)

2013.3.28

2017.3.23

48개월 -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

ㆍ동경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1998)
ㆍ㈜산세이 대표이사 (2005~현재)

2014.3.26

2020.3.26

72개월 -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88~2020)
ㆍ한·미 공인회계사
ㆍKBS객원해설위원 (2006~현재)

필립
에이브릴 2015.3.25
(퇴임)

2020.3.26

60개월 -

-

ㆍBNP Paribas 증권 일본 대표 (2011~2019)
ㆍBNP Paribas 증권 일본 이사 (2019~현재)

이정일
(퇴임)

2016.3.24

2018.3.22

24개월 -

-

ㆍ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1995)
ㆍ평천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1985~현재)

이흔야
(퇴임)

2016.3.24

2018.3.22

24개월 -

-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2005)
ㆍVIG파트너스 고문(2016~현재)

이성량
(퇴임)

2016.3.24

2019.3.27

36개월 -

-

ㆍ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2015~2018)
ㆍ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07~현재)

주재성
(퇴임)

2017.3.23 2018.12.26

19개월 -

-

ㆍ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2016.3~2018.12)
ㆍ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2013~2015)

박병대
(퇴임)

2018.3.22

2019.3.26

12개월 -

-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7.6~2018.12)
ㆍ대법원 대법관(2011.6~2017.5)

김화남
(퇴임)

2018.3.22

2020.3.26

24개월 -

-

ㆍ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현재)
ㆍ김해상사㈜ 대표이사(1996~현재)

이만우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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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경영승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과정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4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 회장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2011년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여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승계절차를 개시하여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임기만료 최소 2개월 전에 후보추천에 관한 업무를 종료하며,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회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대표이사 회장 선임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는 대표이사 회장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재임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9조는 도덕성•신한가치
구현능력•업무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자회사 CEO를 그룹의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양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탐색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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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도래하기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에 관한 업무를 종료합니다.

(라)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의 그룹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마) 경영승계절차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 결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합니다. 이사회가 확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바)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그룹 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인재육성, 대내외 영향력/CEO 브랜드 등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평가하고,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승계계획
대표이사 회장이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는 승계계획 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대표이사 회장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이사인 경우 이사회가 당해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반면, 해당 후보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주총회에서 당해 후보를 신규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 대표이사 회장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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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이사 회장 자격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현황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련 지침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주요 자회사 CEO를 그룹의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그룹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 5월 21일 주요 자회사 CEO 7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는 당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필요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 추천을 통해 그룹 CEO 후보군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내부

7명

추천 경로
2020년 5월 21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부장과 팀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그룹 기업문화 방향성 수립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대표이사 후보자 선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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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여부 검증 내용에 대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연1회 이사회 보고 관련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 내역
일자
2020. 3.26

운영내역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실무 지원

비고
제1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9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 5. 21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0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 6.26
2020. 8.13

130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관련 실무 지원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 관련 실무 지원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심의의 건

제3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4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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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2조 제5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이사회등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업무규정에 의거 감사팀으로 하여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이사회등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전감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9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 예산의 전용, 채권의 포기, 내규의 제정 및 개폐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감사팀으로 하여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20년 중 당사의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등 10건, 자회사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4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2017년 2월 8일 제2회 감사위원회는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 승인하였으며, 2020년 4월 30일로 감사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라 2020 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그룹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
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당사와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 업무 및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 비감사 업무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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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업무
내용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분·반기,연간 재무제표검토 및 감사

976백만원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120백만원

계

1,096백만원

②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SEC 20-F Filing)
내용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계약

2,061백만원

③ 비감사 업무
내용
Comfort Letter 발행 업무

보수(부가세 제외)
85백만원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20일 제7회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6항에 따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등에 대해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 및 제휴 회계법인인 PWC와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은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美 Sarbanes Oxley Act 제2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회사를 포함한 그룹사와 외부감사인간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비감사업무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美 Sarbanes Oxley Act 제201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중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 회사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확인서한 작성계약 등 그룹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감사 및 비감사 업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룹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0조)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0년 5월 8일 제6회 감사위원회에서 2019사업연도 SEC 20-F Filing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0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 5월 20일 제7회 감사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2020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 8월 12일 제9회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0년 11월 12일
제10회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2020년 12월 29일 제13회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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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회계전문가인 이만우 감사위원장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23일 회사로부터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회사는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만우 감사위원장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0일 회사 및 주요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재무제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회사 회계팀장과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별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주요
계정의 증감 내용, 외부감사 절차, 외부 감사 과정 중 이슈 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확인 및 제거 절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말 회계감사를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대조·실사·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결산 담당자와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주요 계정 증감 내용, 연결대상회사 및 내부거래 제거
내용, 회사별 주요 회계 이슈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 주요 계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등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2조)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0년 5월 8일 제6회 감사위원회에서 SEC 20-F Filing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2020년 3월 5일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적정의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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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및 그룹의 재무보고내부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 3, 제412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 10조).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가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지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02조),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수단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그룹의 재무보고내부통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5조).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는 감사팀과 그룹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주요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재무보고내부통제를 적정하게
설계·운영하였는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및 그룹의 재무보고내부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및 그룹의
재무보고내부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전년도 말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 결의하고, 반기별로 감사업무추진실적을 심의하며,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5조).
2019년 12월 31일 제15회 감사위원회는 2020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고, 2020년 8월 12일 제9회 감사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감사업무추진실적을, 2021년 3월 3일 제3회 감사위원회는 2020년 연간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심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2020년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자)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상법 제4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0년 3월 5일 제4회 감사위원회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진술 결과 정기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3월 26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차) 감사팀장의 임면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

신한금융지주회사 135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를 통하여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0년 12월 10일 제11회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장의 2020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결의하였고, 2020년 12월 17일 제12회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장 임면(연임)에 대한 동의를 결의하였습니다.

(카)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 감사 등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감사업무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폐 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020년 중 감사업무규정의 개정은 없습니다.

(타) 자회사에 대한 특명감사 승인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사고발생 또는 취약 부문에 대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 10조).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에 대한 특명감사를 승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파)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0년 5월 20일 제7회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회사는 적합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적절한 통제수단과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0년 3월 4일 제3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연간 공시계획 수립 등 회사의 공시정책은
공시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 및 집행되었으며, 허위공시 또는 공시누락 등의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거)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6조).
감사위원회는 그룹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룹 준법감시인 활동계획(연간) 및 활동결과(반기)를 보고받아 그룹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2020년 2월 4일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2019년 활동결과와 2020년 활동계획을, 2020년 8월 12일 제9회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상반기 활동결과를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정관 제51조,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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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2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경제·경영·금융전문가인
이윤재 이사(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고, 사외이사 중
회계·재무전문가인 윤재원 이사(후보자)를 임기 2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감사위원
후보는 2020년 3월 26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국제법 전문성을 보유한 성재호 이사(후보자)는 통하여 2019년 3월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2년을 부여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감사위원은 회계학 교수로서, 이윤재 감사위원은 경제기획원 국장 출신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구성원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만우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해당 (공인회계사)

이윤재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해당 (경제기획원)

성재호

사외

위원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윤재원

사외

위원장

2020.3.26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회계학 박사)

이윤재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경제기획원)

성재호

사외

위원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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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에는 총13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의사항 22건, 보고 및 심의사항 36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장과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 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승인, 제19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 2019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제1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 감사팀장 업무성과 평가, 2021년 감사계획 승인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중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자체 감사계획 수립 내용, 감사업무 추진실적, 그룹 준법감시인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대표이사와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감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분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룹의 회계 처리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23일 회계전문가인 이만우 감사위원장은 회사로부터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 2월20일 회사 및 주요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재무제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회사 회계팀장과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별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주요 계정의 증감
내용, 외부감사 절차, 외부 감사 과정 중 이슈 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확인 및 제거 절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재원 감사위원장은 회계전문가로서 그룹 회계 관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점검, 지주회사 및 자회사 내부통제 점검 강화, Conduct Risk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체계화, 자회사 상근감사위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내부감사부서의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실효성, 감사수행 내역에 대한 문서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은 재무전문가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증 강화,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부문제 및 복합점포
점검의 중요성, 주요 지적 시항의 개선 및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재호 감사위원은 법률전문가로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Matrix 조직 운영 점검의 중요성, 복합점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법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현황 점검,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의 공정성, 자회사 감사부서와의 협업체계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2020.2.4 (화)
[안건통지일: 2020.1.28(화)]

138 신한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회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만우

성재호

이윤재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도 자회사 감사계획 점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0년도 감사팀 예산 계획 및 2019년도 집행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0년도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체계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그룹 준법감시인 2019년도 활동 내용 및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20년도 준법지원팀 예산 계획 및 2019년도 집행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3건, 보고 및 심의사항 7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20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목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0년 감사업무 계획을 반영하여 경영감사에서
업무감사 중심으로 그룹사 감사 방향 전환, 그룹 협업 부문의 법규 준수 점검, 지주회사 내부감사 확대 및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업그레이드, 감사위원회 지원 내실화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결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20년도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체계 보고와 관련하여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체계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이만우 감사위원장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2월 3일 외부감사 前 연결재무제표 검토

(나)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2020.2.20 (목)
[안건통지일: 2020.2.13(목)]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만우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특이의견 없음

제2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보고 및 심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주요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재무제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회사 회계팀장과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별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주요 계정의 증감
내용, 외부감사 절차, 외부 감사 과정 중 이슈 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확인 및 제거 절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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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도 제3회 감사위원회: 2020.3.4 (수)
[안건통지일: 2020.2.26(수)]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만우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9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9년도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9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5건, 보고 및 심의사항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9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의 건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이만우 감사위원장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2월 5일 신한카드 연체율 확인
- 3월 3일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중간보도 자료에 대한 신한금융투자 법무의견서

(라) 2020년도 제4회 감사위원회: 2020.3.5 (목)
[안건통지일: 2020.2.26(수)]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만우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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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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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의 부의안 감사와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 하였습니다.

(마) 2020년도 제5회 감사위원회: 2020.3.26 (목)
[안건통지일: 2020.3.19(목)]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은 회계전문가로서 윤재원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은 동의를 표하여 윤재원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
(권한위임등)에 따른 권한위임 사항을 윤재원 감사위원장에게 위임 결의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이만우 감사위원장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3월 24일 2019년 신한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외부감사 의견 확인

(바) 2020년도 제6회 감사위원회: 2020.5.8 (금)
[안건통지일: 2020.4.29(수)]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案)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으로 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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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심의안건인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팀 구성현황 및 감사일정 등 2020 년도
외부감사인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윤재원 감사위원장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4월 2일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계약현황 및 비감사서비스 승인 프로세스 확인
- 4월 29일 美 PCAOB 기준에 의한 외부감사절차 결과 검토

(사) 2020년도 제7회 감사위원회: 2020.5.20 (수)
[안건통지일: 2020.5.13(수)]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0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 승인의 건

수정 찬성

수정 찬성

수정 찬성

수정 가결

제7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 승인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시 원칙적으로 책임자급이 평가를 수행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수행자로 지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20년도 재무보고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세부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세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인 2020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에 따른 신한은행 연결
대상 원금보전신탁 평가 등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아) 2020년도 제8회 감사위원회: 2020.5.22 (금)
[안건통지일: 2020.5.14(목)]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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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제8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비감사 계약 승인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Comfort Letter 발행 업무는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비감사 계약 승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 2020년도 제9회 감사위원회: 2020.8.12 (수)
[안건통지일: 2020.8.5(수)]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0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0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 보고 및 심의사항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은행 신탁계정 감사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으며, Investment
company complex에 대하여 美 SEC 독립성 기준을 적용 시 연결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성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인 2020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등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6월 26일 Covid-19관련 충당금 회계처리 진행 경과(윤재원 위원장)
- 7월 22일 2020년 상반기 결산 관련 회계처리사항(윤재원 위원장)
- 7월 24일 환매중단펀드 현황 및 재무영향(이윤재 위원)
- 7월 24일 삼정 KPMG 웹세미나 참가
: 법규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와 감사위원회 활동사례 및 시사점

(차) 2020년도 제10회 감사위원회: 2020.11.12 (목)
[안건통지일: 2020.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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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1년 그룹 외부감사계약 진행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0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0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인 감사업무 관련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19년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와 지주 감사팀의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의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인 2020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그룹사(총 11개 사)의 경영진이 자체
평가한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8월 27일 환매중단편드 회계처리 대응 계획 보고(윤재원 위원장)
- 9월 26일 환매중단펀드 회계처리 검토현황 보고(윤재원 위원장)
- 10월 8일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장 오찬 감담회에 참석(윤재원 위원장)
- 10월 22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회계처리 보고(윤재원 위원장)
- 11월 3일 환매중단펀드 현황 및 재무영향(이윤재 위원)

(카) 2020년도 제11회 감사위원회: 2020.12.10 (목)
[안건통지일: 2020.12.3(목)]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0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1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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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으로 감사팀장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으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타) 2020년도 제12회 감사위원회: 2020.12.17 (목)
[안건통지일: 2020.12.10(목)]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팀장 임면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2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팀장 임면 동의의 건과 관련하여 현 감사팀장의 연임을 결의하였습니다.

(파) 2020년도 제13회 감사위원회: 2020.12.29 (화)
[안건통지일: 2020.12.22(화)]
항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보고 등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3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20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에 따라 2020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결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 안건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보고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수행
절차 및 중간 평가 결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업무수행조직 변경, 감사인력 및 투입시간 현황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건 외 사항으로 윤재원 감사위원장의 상시 감사 활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12월 8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결과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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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감사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 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1월 중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① 운영평가: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 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2020년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매우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1명의 팀장과 5명의 팀원으로 구성(2020년말 현재)되며, 감사팀원은 재무위험관리사( F R M ) , 공인회계사( C PA ) ,
공인내부감사사(CIA) 등의 책임자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회사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전년도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업무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일자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3.4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2020.3.4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관리/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2020.3.4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2020.3.4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적정성

2020.3.4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적정성

2020.5.20

지주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2020.8.12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관리/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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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2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2020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 및 자회사 등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 및 원칙, 리스크관리 조직 및 역할, 그룹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 한도관리 체계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에 개최된 2009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그룹의 리스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규정, 관리체계, 의사결정 등을 도출하는 기준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그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③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④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⑤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⑥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⑦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나)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리스크를 자기자본 대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 및
자회사별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된 2020년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그리고 아시아신탁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그룹 리스크한도와 자회사별 리스크 총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지주회사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정한
리스크한도 이내에서 자회사별 리스크총한도와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의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으며, 해당
자회사별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한도 이내에서 회사별 리스크 총한도와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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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국제적 대출 및 투자업무 등과 관련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10일 개최된 201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 차원의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룹 차원의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며,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고,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는 2020년도에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설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2020년 2월 25일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그룹리스크협의회에서 2020년도 상반기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고, 해당 결의내용을 2020년 3월 4일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8월 6일 개최된 2020년도 제6회 그룹리스크협의회에서 2020년도 하반기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고, 해당 결의내용을 2020년 8월 13일 개최된 2020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고,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매분기 보고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2019년도 제10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0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였으며, 해당 결의내용을 2020년 2월 4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자회사별 상세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은 자회사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당사 리스크관리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룹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2001.12.7)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 개정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을
제·개정합니다. 2020년 3월 4일에 개최된 2020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그룹의 리스크관리 주요 지표 및 관리 체계 현황, 그룹의 익스포저 한도 관리 현황, 해외 법인의
리스크관리현황 등을 매 분기 보고 받고 자회사 등과 연결한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2020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신용리스크 바젤Ⅲ최종안 조기도입 신청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외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소규모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을 심의하고,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에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0년도 제1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관한 리스크리뷰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2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수행한 금융, 경영,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고, 허용학 위원은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총괄한 글로벌, 금융, 경영 분야 전문가이며, 박철 위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근무하며 부총재까지 지낸 금융, 통화정책 관련 경제 분야
전문가입니다.

(2)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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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변양호

사외

위원장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허용학

사외

위원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필립 에이브릴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해당

최경록

사외

위원

2018.3.22

2020.3.26

<2020.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변양호

사외

위원장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허용학

사외

위원

2019.3.27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박철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12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49건이며, 위험관리위원은 모든 회차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당사 리스크관리팀은 위원들에게 대면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안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항목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사주 취득 소각의 건을 심의하고,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는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신용리스크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신청의 건,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을 심의하였고, 2020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소규모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으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2021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2021년 지주회사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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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한도 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1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3일 개최된 2019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과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결의한
2020년도 그룹과 자회사별 최소자기자본비율과 리스크한도에 대한 관리 현황을 매 분기 보고 받고 점검하였으며,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와 그룹의 국가별 리스크관리를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한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및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그룹의 리스크관리 주요 지표 및 관리 체계 현황, 그룹의 익스포저 한도 관리 현황 등을 매분기 보고 받았습니다. 그 밖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연에 관한 사항, 국내/그룹 가계부채현황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관련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자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바젤III 신용리스크 부문 최종안 조기 도입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리스크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2.4(화)
[안건통지일: 2020.1.28(화)]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허용학

필립 에이브릴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0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특이의견 없음

다. 2020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항목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항목 개정의 건을 결의하고, 2020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 2020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2020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허용학 위원이 자산/부채 현금흐름
방식 개정에 대해 질문하였고, 변양호 위원장이 위험 대비 수익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3.4일(수)
[안건통지일: 2020.2.26(수)]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허용학

필립 에이브릴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도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나. 2020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9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나.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

심의 보류

심의 보류

심의 보류

심의 보류

심의 보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을 결의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사항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 후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그룹리스크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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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2020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9년 4분기 정기보고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 방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하였고, 허용학 위윈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한도 대비 낮은 소진율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필립 에이브릴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3.17일(화)
[안건통지일: 2020.3.16(월)]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허용학

필립 에이브릴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증시안정펀드 출연에 관한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증시안정펀드 출연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허용학 위원이 운용기간 및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변양호 위원장은 증시안정펀드 출연 전 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출연 금액에 대한 그룹사 배분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필립 에이브릴 위원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요청과 정부기관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라) 202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3.25일(수)
[안건통지일: 2020.3.18(수)]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허용학

필립 에이브릴

최경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연에 관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연에 관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위기관리 대응현황

특이의견 없음

라.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및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심의 완료

202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이사회 결의 사항인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연,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연, 그룹 위기관리 대응현황,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및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그룹 위기관리 대응현황에 대해 변양호 위원장이 유동성 점검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허용학 위원은 유동성이 취약한 그룹사에 대한 추가적인 위기상황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 2020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3.26일(목)
[안건통지일: 2020.3.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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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변양호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바) 2020년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5.21(목)
[안건통지일: 2020.5.14(목)]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나. 신용리스크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신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다.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의 통합위기상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과 비상조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신용리스크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및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분기
정기보고사항과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도출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박철 위원은 GDP 성장률 변화와 포트폴리오 부실률 변화에 대해 질의하였고, 허용학 위원은 위기시 외화 유동성 조달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은 신용리스크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시장 및 운영리스크 보다 신용리스크
부문만 조기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바젤III 시장 및 운영리스크 변경 내용에 대해 추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철 위원은 정기 보고 사항 중 중점관리영역 부문에서 코로나 관련 업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 2020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8.13(목)
[안건통지일: 2020.8.4(화)]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국내/그룹 가계부채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코로나19 관련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보고

특이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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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다. 2020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0년도 하반기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0년도 개별 기업 및 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20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아.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비고

4. 의결안건
가.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다.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2020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사항인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의 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의 건,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계부채현황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관련
통합위기상황분석, 2020년 6월말 기준 통합위기상황분석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로 위임한 국가별 위험분석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 내용과 개별 기업 및 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2020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허용학 위원이 네오플럭스 지분 인수 관련해서 매매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조건부자본증권 관련해서 발행시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내/그룹 가계부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박철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다르게 은행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변양호 위원장은 연체율 상승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고, 허용학 위원은 대출상환 유예로 인한 추가적 부실 증가 위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 2020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9.4일(금)
[안건통지일: 2020.8.28(금)]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2020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사항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이 발행 가격에
적용 되는 할인율 적용 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허용학 위원은 자본 확충을 위해 증자 외 다른 방법을 검토하였는지 질의하였고, 박철 위원은
보통주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 2020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11.12(목)
[안건통지일: 2020.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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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특이의견 없음

나. 2020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사항인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네오플럭스 자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2020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및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장리스크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이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과 주가지수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박철 위원은 역사적 시나리오 상 IMF
당시의 상황과 현재 시장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위기상황분석을 좀 더 정교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허용학 위원은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상
대손비용 증가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박철 위원은 네오플럭스의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 편입 일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차) 2020년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12.10(목)
[안건통지일: 2020.12.3(목)]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1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바젤III 신용리스크 부문 최종안 조기 도입 이행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정기 적합성 검증 및 RC
사후검증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나. 2021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다. 2021년 지주회사 유동성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0년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과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21년도 그룹과 자회사별
최소자기자본비율과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였고, 지주회사의 유동성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바젤III 신용리스크 부문 최종안 조기 도입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 결과,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및 RC(Risk Component)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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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위원장은 2021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시 위험성향이 전년대비 증가한 원인 및 신한금융투자의 위험성향이 타그룹사 대비 낮은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고, 박철 위원은 그룹사별로 위험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카) 2020년도 제11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12.17일(목)
[안건통지일: 2020.12.10(목)]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2020년도 제1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계열사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박철 위원이 신한신용정보의
매출액 구조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허용학 위원이 다른 금융 지주회사들의 신용정보회사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2020년도 제12회 위험관리위원회: 2020.12.30일(수)
[안건통지일: 2020.12.23(수)]
항목
1. 위원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변양호

박철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관한 리스크
리뷰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완료

2020년도 제1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허용학 위원이
운영관리 매뉴얼에 대한 지주차원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박철 위원이 시딩투자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변양호 위원장은 동종업계
대비하여 시딩투자금액의 비중이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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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위험관리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 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1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① 운영평가: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 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2020년도 위험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청 사항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그룹 영향도에 대한 수시보고 및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및 영향분석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 인한 가계부채증가 등 주요 이슈 발생시 수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ESG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며 2020년 제10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ESG 리스크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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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2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 추천권한을 특정 위원회에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사회 구성원 중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추천은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으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으로, 앞선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후보에 관해서는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 (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1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1호는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외)’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 (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 제3항 2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2호는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외)’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5일 개최한 제2회 이사회운영위원회는 필립 에이브릴 이사를 임기 1년의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3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3호는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1회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신한DS 대표이사인 이성용 사장을 그룹 디지털사업부문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4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 아닌 경영진의 임기 도래에 따른 인사와, 겸직 사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선임 경영진 후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추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경영관리부문장 허영택 부사장 신임(임기 2년), GMS사업그룹장 장동기 부사장 중임(임기 1년), 퇴직연금사업그룹장 이병철 중임(임기
1년), 그룹브랜드홍보부문장 안준식 부사장 신임(임기2년), GIB사업그룹장 정근수 부사장 신임(임기 2년), 준법감시인 왕호민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 부사장 박성현 신임(임기 2년), 감사팀장
김성주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글로벌사업그룹장 강신태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빅데이터부문장 김혜주 상무 신임(임기 2년)

(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4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4호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6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등 운영실적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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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범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결의 및 보고안 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동일자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 부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등 운영실적 평가에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5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5호는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개최한 제2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을 통해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네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 평가방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매년 연초에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해당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 재선임 추천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중에 '2019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의 재선임 추천 여부에 해당 평가결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2020.2.5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바)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6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6호는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개최한 제2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사외이사 지원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사무국 성과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의 연간 업무성과 목표 설정 및 평가 프로세스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사외이사 전원이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운영위원회가 확인자로서 평가등급을 확정하도록 강제하였으며, 해당 평가과정 전반에 대표이사 회장 및
비상임이사를 배제함으로써 이사회사무국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1회 이사회운영위원회는 2019년 설정한 이사회사무국의 업무성과 목표 달성수준 및 사외이사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회사무국의 평가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이사회사무국의 업무 목표와 세부추진과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평가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사)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 제3항 7호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7호는 '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합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1조제2항 및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 다만,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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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심의를 담당하는 동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020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
현재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용병 이사입니다.

(2) 구성원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19.3.27

2020.3.26

변양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박철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재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최경록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안순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철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중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총4회 개최하였고,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020.2.5(수)
[안건통지일: 2020.1.28(화)]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경록

박철

변양호

성재호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0년도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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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 신한DS 대표이사인 이성용 사장을 그룹 디지털사업부문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결의-나.2019년도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평가의 건 : 2019년 설정한 이사회사무국의 업무성과 목표 달성수준 및 사외이사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회사무국의 평가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결의-다.2019년도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 2020년도 이사회사무국의 업무 목표와 세부추진과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평가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020.3.4(수)
[안건통지일: 2020.2.26(수)]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경록

박철

변양호

성재호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 : 필립 에이브릴 이사를 임기 1년의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020.3.26(목)
[안건통지일: 생략 (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당일 긴급소집 개최)]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박안순

히라카와유키

조용병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용병 이사를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라) 2020년도 제4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020.12.17(목)
[안건통지일: 2020.12.9(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철

박안순

히라카와유키

조용병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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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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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 이사 아닌 경영진의 임기 도래에 따른 인사와 겸직 사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선임 경영진
후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추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경영관리부문장 허영택 부사장 신임(임기 2년), GMS사업그룹장 장동기 부사장 중임(임기 1년), 퇴직연금사업그룹장 이병철 중임(임기
1년), 그룹브랜드홍보부문장 안준식 부사장 신임(임기2년), GIB사업그룹장 정근수 부사장 신임(임기 2년), 준법감시인 왕호민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 부사장 박성현 신임(임기 2년), 감사팀장
김성주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글로벌사업그룹장 강신태 부사장 신임(임기 2년), 그룹빅데이터부문장 김혜주 상무 신임(임기 2년)

(3) 평가
이사회운영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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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2015년 3월 25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사회책임경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제2항 및 사회책임경영위원회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회책임경영 방향 설정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친환경 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여 그룹이 이행할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 사회책임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당사는 환경경영규범, 인권선언문 등 그룹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왔으며 본 위원회는 그룹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심의•결의합니다.

(다) 기타
당사는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사회책임경영과 관련된 대외평가 결과, 사회책임경영 이행 현황을 사회책임경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윤재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박안순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변양호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조용병

사내

위원

2019.3.27

2020.3.26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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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윤재

사외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변양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최경록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조용병

사내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총괄
2020년에는 총 6회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 전원이 100%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3.26(목)
[안건통지일 : 2020.3.18(수)]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1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2020년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을 이윤재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4.27(월)
[안건통지일 : 2020.04.20(월)]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1분기 지속가능경영(ESG) 추진실적

특이 의견 없음

나. 2020년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확대 운영안

특이 의견 없음

다. 글로벌 벤치마크

특이 의견 없음

라. 2020년 주요 추진과제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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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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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금융 대시보드를 통해 2019년 주요 실적 및 이행성과와 함께 2020년 1분기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2020년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발전을 위해 글로벌 벤치마크를 실시하여
그룹이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하여 선도적으로 실행해야할 신규 과제와 기존
과제의 개선방안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5.22(금)
[안건통지일 : 2020.5.14(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9년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현황

특이 의견 없음

나.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개발」 결과 보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도 제3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매년 발간하는 지속능경영 자율공시인 ‘2019년 그룹 사회책임보고서’의 발간 현황을 보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구성체계와 보고 원칙 및 차별화 포인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연세대학교 기업윤리/CSR연구센터와
협업하여 국내 금융사 최초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 개발을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모델 기반
사회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혁신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교육지원, 사회공헌기부, 메세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활동이 가장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라) 2020년도 제4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8.14(금)
[안건통지일 : 2020.8.7(금)]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상반기 지속가능경영(ESG) 추진 실적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 Framework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4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먼저 지속가능금융 대시보드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지속가능경영(ESG) 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하반기의 지주 및 각 그룹사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수립한 신한의 사회책임경영 전략인 ‘2020 CSR
전략’의 기한이 도래하여 새로운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 Framework를 수립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은 업의 본질인 금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지속가능금융’으로 재정의하고, “Finance for Impact”라는 추진
원칙과 ‘친환경/상생/신뢰’의 전략방향 하에 5대 Impact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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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년도 제5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11.13(금)
[안건통지일 : 2020.11.6(금)]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3분기 지속가능경영(ESG) 추진 실적

특이 의견 없음

나. Zero Carbon Drive TF 추진 보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제5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2020년 3분기 지속가능경영(ESG) 실적을 보고하여,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5대 Impact 과제 중 하나인 Zero Carbon Drive를 실행하기 위핸 TF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신한의 ‘Zero Carbon Drive’는 기존 금융사의 탈석탄을 넘어, 고탄소 배출 기업/산업에
대출과 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친환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자산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고하였으며, 측정 및 목표수립을 위해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와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이니셔티브 가입을 설명하였습니다.

(바) 2020년도 제6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2020.12.10(목)
[안건통지일 : 2020.12.4(금)]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윤재

변양호

최경록

윤재원

조용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Zero Carbon Drive 추진(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6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 친환경 전략인 Zero Carbon Drive의 추진안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추진안에는
2030년까지의 각 그룹사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탄소배출 상쇄를 위한 친환경 금융지원 목표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동체계를 제안하였고, 위원들로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대출/투자 심사체계의
역량강화 추진을 당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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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5등급). 지속가능경영의 관련 정책
사항 중심의 위원회 운영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요청사항 이행을 위해 그룹 구동체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ESG를 경영 전반에 통합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안건 선정 및 부의시 위원회 일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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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역할
당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인선기준 및 후보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총 위원의 1/2 이상은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0년 3월
26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 개최된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19.3.27

2020.3.26

박안순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박철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윤재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허용학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변양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윤재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허용학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안순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3 정기주주총회 이후>

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온 자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기능을 자회사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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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당해년도 12월말 기준 승계계획 적용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부사(행)장보 이상 경영진 전원으로
육성후보군 범위를 확대하여 총 43명의 육성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연중 상시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수

추천 경로

내부

43명

2020년 5월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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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현황
당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신한리더십센터는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0.3.5

2019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3.20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3.2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5.21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8.13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변경 보고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9.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1.12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2.10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2.17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15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개최된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경영승계계획의 개정을 통해 육성후보군 선정 기준을 변경 후 43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CEO를 제외한 경영진의 선임 절차와 관련한 규정 개정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개최된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그룹에 새로이 편입된 신한벤처투자(舊네오플럭스)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제8회,
제9회 두차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舊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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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3.5(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박철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운영 개선 방향성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19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2019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을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운영 개선 방향성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3.20(금)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박철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여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3.26(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1호 안건으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장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조용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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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0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5.21(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차세대 후보군 확대를 위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하였고,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 지원 차원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 대상에서 자회사의 CEO 아닌 경영진을
제외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자회사 이사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규정개정안은 동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건을 부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대상 자회사의 부사장보, 부행장보 이상 경영진 전원 43명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으로는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의건을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 2020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8.13(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변경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자회사 임원 업무분장 변경 또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된 육성후보군의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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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20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9.24(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벤처투자(舊네오플럭스)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사) 2020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11.12(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의 건을 부의하여, 자회사의 CEO 아닌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12.10(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여, 2020년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14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EO 후보군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였고, 제1호 안건 심의 대상이 된 14개 자회사 별로 3~5명의 압축후보군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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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0년도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0.12.17(목)
항목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회사별 압축후보군을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그룹 공통
자격요건’과 회사별 ‘전략적 요구역량’을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회사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대상 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舊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등 14개사입니다. 위원회는 2020년 5월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 CEO 아닌 경영진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정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제주은행의 부행장 후보도 함께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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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룹경영회의
가. 역할
당사는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그룹의 주요현안을 협의하여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경영회의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경영회의는 그룹 주요 현안 중 다음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
(3)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
(4)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
(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
(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룹경영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의 각종 사업 중 주요 사항의 추진 및 실행 결과
(2) 금융시장 동향
(3)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나. 구성
그룹경영회의는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및 각 자회사 CE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룹 주요
사업부문장과 지주회사 경영진 및 그룹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GCRO)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열석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경영관리팀 부서장이 간사로서 회의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이며, 대표이사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그룹경영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매월 개최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열석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의의 위원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간사를 통해 회의의 협의/보고사항 등을 부의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은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가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그룹경영회의는 2020년 총 12차례 개최하여 그룹 핵심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은 2021년 그룹 경영계획, Digilog 핵심 추진과제
보고 및 이행동력 구축 방안, 그룹 브랜드 경쟁력 현황 및 전략과제, 2020 미래전략연구소 운영 방안, 그룹 우수고객제도 개편안, 중기
경영계획 수립 일정 및 방향, 신한금융그룹 DT 추진을 위한 핵심 Kingpin 설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그룹 BCP 및 비즈니스 대응 방안,
그룹 고객기반 강화 추진 현황, 신한 N.E.O Project 추진 계획, 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구동체 및 하반기 핵심 DT 추진사항, 신한
T.O.D.P 추진안, 가트너 심포지엄 주요 내용, Zero Carbon Drive TF 추진 보고 등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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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룹리스크협의회
가. 역할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그룹과 자회사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2010년
8월 25일 개최된 201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고위험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위험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였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매년 고위험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제1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고위험영역의 명칭을 중점관리영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0일 개최된 201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의 국제적 대출 및 투자업무 등과 관련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였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매년 국가별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3) 리스크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자회사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 사항
(4)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그룹경영회의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나. 구성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에 따라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이며,
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의 소관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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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룹사

직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방동권

신한금융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

2020.1.1

2021.12.31

위원장

김임근

신한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0.1.1

2022.12.31

주력자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오한섭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본부장

2020.1.1

2020.12.31

선임일은 본부장 선임일

송주영

신한카드

위험관리책임자

2018.1.1

2021.12.31

김병국

신한금융투자

위험관리책임자

2020.1.1

2021.12.31

정봉현

신한생명

위험관리책임자

2017.7.6

2021.12.31

김진원

오렌지라이프

위험관리책임자

2016.11.1

2020.12.31

곽우홍

신한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20.3.20

2022.3.31

명중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16.8.1

2022.1.31

장우천

제주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9.1.1

2020.12.31

신한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9.3.28

2021.3.27

장래관

강혁

아시아신탁

위험관리책임자

2019.5.2

2021.5.1

김규완

신한대체투자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19.7.29

2021.7.29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4조에 따라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합니다.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결의는 그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자회사 리스크관리부서에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0년도 총9회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등
위험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9일에 개최된 제1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19년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안)을 결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인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항목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설정(안)을 보고
받고, 그룹 부동산 그림자 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그룹 및 그룹사 리스크관리 전략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2020년 상반기 자회사별 Top-3 운영리스크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25일에 개최된 제2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인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한 사항인 2020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바젤Ⅲ
운영리스크 규제변경에 따른 그룹 운영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코로나 19 확산과 유가 급락에 따른 그룹 리스크 요인을 긴급 점검하고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4일에 개최된 제4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바젤Ⅲ
신용리스크 규제 조기도입 이행 신청의 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의 건과 그룹 위기관리
대응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182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룹리스크협의회

2020년 6월 23일에 개최된 제5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0년도 개별 기업 및 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을 결의하였고,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RWA Budget 도입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그룹 사업부문별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그룹 운영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6일에 개최된 제6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0년 6월말 기준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안)을 보고 받아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2020년도 하반기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I를 활용한 Market Warning System의 리스크관리부문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자회사별 Top-3 운영리스크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제7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2020년 금융감독원 리스크 실태평가 내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개최된 제8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1년 최소자기자본비율과 리스크한도 설정을 심의하였고, 2021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과 2021년도 적용 그룹 위험자본비용률(COC) 산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금감원에서 승인 받은 바젤III 신용리스크
부문 최종안 조기 도입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에 따른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및 RC 적합성 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에 개최된 제9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인 2021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을 결의하였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룹 Zero Carbon Drive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 회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여부

[결의] 2019년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안)

가결

[심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항목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완료

[보고] 2020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설정(안)
2020년도 제1회

2020.1.29

[보고] 그룹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 2020년 그룹 및 그룹사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보고] 2020년 상반기 자회사별 Top-3 운영리스크
[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심의]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

2020년도 제2회

2020.2.25

[결의] 2020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심의 완료
가결

[보고] 바젤Ⅲ 운영리스크 규제변경에 따른 그룹 운영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방향
[보고] 2019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2020년도 제3회

2020.3.10

[협의] 코로나 19 확산과 유가 급락에 따른 그룹 리스크 요인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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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2020년도 제4회

개최일자

2020.5.14

회의안건

가결여부

[심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심의 완료

[심의] 바젤Ⅲ 신용리스크 규제 조기도입 이행 신청의 건

심의 완료

[협의]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의 건
[협의]그룹 위기관리 대응 체계 개선방안
[보고]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검토
[보고] 2020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결의] 2020년도 개별 기업 및 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2020년도 제5회

2020.6.23

가결

[보고] RWA Budget 도입 로드맵
[보고] 그룹 사업부문별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고
[보고] 그룹 운영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사업추진(안)
[결의] 2020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안)

가결

[결의] 2020년도 하반기 그룹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가결

[보고] 기후변화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2019년도 제6회

2020.8.6

[보고] AI Market Warning System 리스크관리부문 활용 방안
[보고] 2020년 하반기 자회사별 Top-3 운영리스크
[보고]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보고] 2020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심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2020년도 제7회

2020.11.10

심의 완료

[보고] 그룹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2020년 금융감독원 리스크 실태평가 수행 보고
[보고] 2020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심의] 2021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심의 완료

[심의] 2021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심의 완료

[보고] 2021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보고] 2021년도 적용 그룹 위험자본비용률(CoC, Cost of Capital) 산출 보고
2020년도 제8회

2020.12.8

[보고]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바젤III 신용리스크 부문 최종안 조기 도입 이행 보고
[보고]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보고]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보고]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정기 적합성 검증 및 RC 사후검증 결과보고

2020년도 제9회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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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2021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보고] 그룹 Zero Carbon Drive 추진 결과 보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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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회사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를 2020년 10월 통보 받았고,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한 내 보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유의사항 (5건)
-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전문성·다양성 조건 등 총족여부를 충실히 검증하는 등 균형있게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회사 임원 후보 추천 업무절차 운영 강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시 심의·의결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행장 등 임원 선임 관여에 최소화 필요
-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자회사 임원에 대해 자회사 보수위원회가 장기성과급의 결정 및 지급 방식을 의결·집행하도록 할 필요
-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그룹 리스크총한도 이내에서 자회사별 리스크 수준을 결정할 필요
-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회사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타 계열회사의 매매정보 이용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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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원 등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기본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48조 제1항 제6호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04년 5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17년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인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모든 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의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7조에 보수위원회의 설치, 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 감시활동 내역을 서류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제4조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허용학, 성재호, 윤재원)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인 허용학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수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허용학 이사는 JP Morgan 아시아 M&A 대표, HKMA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를 거쳐 현재 홍콩 First Bridge Strategy
Ltd.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으며,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수체계와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허용학

사외

위원장

2019.3.27

2020.3.26

해당

해당

박철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해당

이만우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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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허용학

사외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해당

성재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당사 보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년 3월 5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등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년 3월 5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인 2020년 3월 6일부터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제4회 보수위원회에서 회사 경영진 등의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5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전년도 회사 경영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관련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제2회, 제4회 및 제5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 에서 실시한 전년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년 3월 5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외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외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190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수위원회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적용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5일 개최된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분류

인원수(2020.12.31)

직명

임원 등

14명

회장, 부사장(보), 상무, 본부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당사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나 2020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사례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설명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20년에 보수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
결정, 2019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안) 심의, 2019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보수위원회 개최시마다 개별 위원들에게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여 보수위원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0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 2020.3.5 (목)
[안건통지일 : 202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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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위원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허용학

박철

이만우

참석

참석

참석

가. 2019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0년도 회사 경영진 등 평가 및 보수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9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5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20년도 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나) 2020년도 제2회 보수위원회: 2020.3.12(목)
[안건통지일: 2020.3.3(화)]
항목
1. 위원성명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허용학

박철

이만우

참석

참석

참석

가. 2019년도 자회사 성과평가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2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2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안)에
대해 심의 및 결의하고, 2019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가 전년도 평가 및 보수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다) 2020년도 제3회 보수위원회: 2020.3.26(목)
[안건통지일: 2020.3.18(수)]
항목
1. 위원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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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수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된 보수위원회로 새로 선임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용학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라) 2020년도 제4회 보수위원회: 2020.8.13(목)
[안건통지일: 2020.8.4(화)]
항목
1. 위원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그룹 겸직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변경의 건

가결

제4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1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렌지라이프의 그룹
GMS사업부문 편입에 따라 GMS 사업부문장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마) 2020년도 제5회 보수위원회: 2020.11.12(목)
[안건통지일: 2020.11.5(목)]
항목
1. 위원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참석

참석

참석

찬성

찬성

찬성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신규 편입 자회사 성과평가 적용의 건

가결

제5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1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신규 편입 자회사인
네오플럭스의 성과평가 적용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4) 평가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정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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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지주회사 CEO에 대해서는 재무 성과지표로 그룹KPI 항목인 주주가치 관련 지표(총주주수익률), 수익성 지표(ROE, ROA), 건전성
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 관련 지표(RAROC), 효율성 지표(총이익경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성과지표로는 그룹의 전략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고객중심 One Shinhan 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Global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Digital Transformation,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차별화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주회사 경영진의 경우 그룹KPI 항목 및 각 경영진의 담당 업무별 주요 전략과제의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자회사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자회사 성과측정시에는 그룹KPI, 회사KPI, 전략과제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전체 보상에서 성과급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성과보수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전사 재무성과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평가를 통해 산정된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이 연간성과급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주주가치 관련 지표, 수익성 지표, 건전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장기성과급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성과보수는 연간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급 비중을 일반 임원은 50% 이상, 최고
경영진은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정책
성과보수액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수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수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감독기관의 중징계를 받는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수가 부여되며,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하여 지급하는 보수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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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임원의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변동보수는 연간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매년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결정되며 각 임원 직위별로 배수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당사 임원의 성과보수 중 연간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동보수 중 연간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체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일반 임원의 경우 50% 이상이며, 최고 경영진의 경우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담당 임원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성과평가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임직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및 성과 공유를 위해 2002년 12월 9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창립하여 ESOP를 운영하고, 회사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매년 일부는 현금, 일부는 ESOP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액이 변동하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범위를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0년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5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20년에 장기성과급 성과지표로 건전성 지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업무 담당 임원에 대하여 상대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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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지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구분

(단위: 명, 억원)

임직원보수총액(A)주1)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주2)

비율(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A/C)

전년도
(2019년)

246

44,666

0.55%

185

1.33

당해년도
(2020년)

255

49,115

0.52%

180

1.42

주1)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재함
주2) 그룹 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20년인 경우 2019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명, 억원)

임원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직원

대표이사

사외/비상임이사

미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사원 등

보수총액

13

7

18

40

148

20

성과보수액

5

-

4

7

12

1

임직원수

1

12

6

21

121

24

보수총액

13

8

19

43

152

21

성과보수액

5

-

7

12

24

1

임직원수

1

12

6

20

119

2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지주회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한함 (자회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은 자회사 연차보고서에 내용 포함)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임원 등

14

38

58

3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임원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지급 대상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등(임원,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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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성과보수액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주2)

기타 주3)

임원 등

58

27

31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이연보수액 주1)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지급확정

지급 미확정

임원 등

52

0

5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2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21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이연보수액 주1)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임원 등

52

0

52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임원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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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이연보수액 주1)

구분
전년도
(2019년)

t기

t-2기

t-3기

이전

임원 등

52

31

10

9

2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0

임원 등

당해년도
(2020년)

t-1기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0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0년(t기) 발생분, 2019년(t-1기) 발생분, 2018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 주4)

임원 등

0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결산기준)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주1)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구분
전년도
(2019년)
당해년도
(2020년)

임원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주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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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관련규정
2.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첨부

1. 정 관
2001.

9.

1

제정

2002.

3.

20

개정(1)

2003.

3.

31

개정(2)

2004.

3.

25

개정(3)

2006.

3.

21

개정(4)

2008.

3.

19

개정(5)

2009.

3.

17

개정(6)

2010.

3.

24

개정(7)

2011.

3.

23

개정(8)

2012.

3.

29

개정(9)

2015.

3.

25

개정(10)

2016.

3.

24

개정(11)

2017.

3.

23

개정(12)

2019.

3.

27

개정(13)

2020.

3.

26

개정(14)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1.3.23 개정)
		 5.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1.3.23 신설)
		 6.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9.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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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84,453,152주에 1998년 12월 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2001년 7월 1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
이전될 기명식 보통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3.3.31신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2.3.29 개정)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7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총액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과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3.27 신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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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2.3.29 개정)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2009.3.17 개정)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신설)
④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2009.3.17 개정)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3.17 개정)
②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2.3.20, 2009.3.17 개정)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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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3.17 개정)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2002.3.20 개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2.3.20 개정)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9.3.17 개정)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3.27 개정)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삭제) (2019.3.27 개정)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3.27 개정)
제19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2019.3.27 신설)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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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9.3.27 개정)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참가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3조의2(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한금융지주회사 205

첨부

③ 전환가액 등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이 회사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⑤ 이 회사는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3.27 신설)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소집한다.
		 (2011.3.23 개정)
② 대표이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011.3.23 개정)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3.17 개정)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5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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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6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03.3.31 개정)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9.3.27 신설)
제37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2.3.29 개정)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2010.3.24 개정, 2017.3.23 개정)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009.3.17 개정)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2017.3.23 개정)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3.24 조 신설, 2015.3.25 조 개정)
제40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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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표이사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04.3.25, 2011.3.23, 2015.3.25 조 개정)
제4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회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2011.3.23 개정)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2004.3.25 개정)
제4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2.3.20, 2011.3.23 개정)
제4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0.3.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2010.3.24 개정)
제46조(이사회의 결의 등)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3.29 개정)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16.3.24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3.25 개정)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04.3.25 개정, 2012.3.29 개정,
		 2015.3.25 개정)
		 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2.3.29 신설)
		 2. 이사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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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위원회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2017.3.23 개정)
		 6. 보수위원회(2017.3.23 개정)
		 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08.3.19 신설)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2015.3.25 신설)
② 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04.3.25 개정, 2015.3.25 개정)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3.25 개정)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17.3.23 개정)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15.3.25 개정)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015.3.25 개정)
④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2015.3.25 신설)
⑤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3.25 개정)
⑥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3.27 신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9.3.27 개정)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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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3.23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2.3.29 개정)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3.29 신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3.23 개정)
④ 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1.3.23, 2012.3.29 개정)
⑤ 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4.3.25, 2008.3.19, 2011.3.23, 2019.3.27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2019.3.27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 (삭제) (2020.3.26 개정)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9조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2009.3.17 개정)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9.3.17 개정)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3.29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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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03.3.31 본조 신설)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은
1인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1년 8월 10일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표이사 은행장 이 인호 (인)
신한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유 양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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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6-3
대표이사 사장 강 신중 (인)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백 보길 (인)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3.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3.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주식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부터 적용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3.19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3.17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5조는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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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16조, 17조, 19조 및 19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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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

26

제정

2016.

3.

24

개정(1)

2016.

7.

21

개정(2)

2017.

2.

8

개정(3)

2017.

3.

23

개정(4)

2018.

2.

20

개정(5)

2018.

5.

17

개정(6)

2018.

8.

16

개정(7)

2018. 12.

12

개정(8)

2019.

3.

27

개정(9)

2019. 12.

13

개정(10)

2020.

5.

21

개정(11)

2020. 12.

17

개정(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등”이라 함은「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12.17 개정)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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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수”이란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 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회의 구성)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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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 이사회운영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6. 보수위원회
		 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호 중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회사는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6.3.24 개정)
		 (2019.3.27 개정)

216 신한금융지주회사

첨부

③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대표이사 회장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4.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④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이사회운영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이사회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2.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3.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2018.5.17 개정)
		 5.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018.5.17 개정)
		 6.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2018.5.17 신설)
		 7.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2018.8.16 개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2018.5.17 개정)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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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4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2018.12.12 개정)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④ 보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감사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감사위원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7조(사회책임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회책임경영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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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경영규범, 인권정책 등 사회책임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책임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0.5.21 개정)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4.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절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
제20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책임) ①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조직구조, 영업 및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의 이사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률상 및 지배구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회사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활동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노출하고 있는 위험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위험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권한) ① 제4조의 권한에 추가하여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할 수 있다.
		 1. 자회사등의 경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회사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후보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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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5.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원칙, 보수원칙, 보수정책 등 자회사등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의사항을 자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자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22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내이사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사내이사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23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44조를 따른다.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②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25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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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30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년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등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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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30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0조를 따른다.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제33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5.17 개정)
제34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35조(이사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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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고경영자
제3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회사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2019.3.27 개정)
②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19.3.27 개정)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한다. (2019.3.27 개정)
제38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9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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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1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2조(적용범위)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본 규범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이사회”를 “지주회사 이사회”로, “최고경영자”를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로, “경영승계”를 “자회사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로 본다.
		 (2020.5.21 개정)
제43조(경영의사결정 체계) ① 그룹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경영회의를 설치한다.
②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1.「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
		 3.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
③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연간 사업계획
		 2. 회사 및 자회사등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등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사 및 자회사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위원장이 자회사등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룹경영회의는 제3항에 따른 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제74조제3항에 따른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룹경영회의는 상정 안건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한다.
⑥ 그 밖에 그룹경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44조(경영진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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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대표이사 회장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45조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이사회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회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②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경영진은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6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①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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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①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임기)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9조 (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0조(경영진의 성과평가)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1조(경영진의 보수)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52조(기본원칙)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53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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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54조(감사보조조직)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둔다.
② 감사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운영한다.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6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56조(기본원칙)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제57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58조(보수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9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 회사의 경영진,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60조(이연지급)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2018.2.20 개정)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2018.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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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연지급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2018.2.20 개정)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1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③형태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2조(현금보수 지급 등)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63조(보수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제64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수의 제한)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성과평가 지표)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수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7장 공시
제67조(정기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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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카. 이사회사무국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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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내역
			 바. 이사회의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대표이사 회장 선임기준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마. 법에 따른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이유 및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의 경력
		 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감사위원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기준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8.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0.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이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68조(수시공시)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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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8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제69조(주주총회)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0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71조(내부통제체제)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72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3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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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그룹리스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을 따른다. (2020.5.21 개정)
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룹경영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그룹리스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6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7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 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8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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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범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이 규범 제42조를 적용한다.
		 ③ 제9조제8호 및 제17조의 시행일은 2015.3.25 로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9조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규정의 일체 내용이 본 규범으로 이동 및 변경된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이 규범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이 규범은 2017. 2. 8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4항의 시행일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로 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19조 제3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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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5)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5.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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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내부통제규정
2010.

2.

4.

제정

2011.

2.

21.

개정(1)

2012.

3.

29.

개정(2)

2016.

7.

21.

개정(3)

2018.

4.

1.

개정(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그룹"이라 하고, 그룹에 속하는 각 회사를 “그룹사”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각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내부통제”란 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그룹사의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그룹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그룹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는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① 그룹사의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그룹사는 직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1항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자회사 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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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⑧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조직
제6조(이사회) ① 지주회사 이사회는 그룹사를 통할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각 회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 그룹사 이사회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그룹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③ 그룹사 이사회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그룹사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제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대표이사) ① 그룹사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 대표이사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체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룹사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제·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내부통제체제·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내부통제위원회) ① 그룹사는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준법감시인) ①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그룹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임직원) 그룹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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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제11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① 그룹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그룹사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사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는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그룹사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그룹사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 ① 그룹사는 각 회사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그룹사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그룹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및 의사전달 방법)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골드윙 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하여야 한다.
제14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한다.
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15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소속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통제체제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협의 등) ①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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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룹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행위의 방지) ①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 준법감시인의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룹사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룹사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① 그룹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그룹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그룹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룹사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관리) ①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그룹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②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그룹사는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회사의 소관부서 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 시 준수사항) ① 그룹사가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그룹사 상호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 보호 및 그룹사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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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고객정보의 공유) ① 그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그룹사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② 그룹사는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 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지주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 여부, 보안대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윤리경영) 그룹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선관주의의무)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4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① 그룹사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그룹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그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그룹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 그룹사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그룹사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 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 그룹사는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그룹사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 ① 그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사의 명칭,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 그룹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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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그룹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① 그룹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31조(영업점 자체점검 등) ① 그룹사는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① 그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신원사항 등 확인
		 2.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2018. 4. 1. 본 조 신설>

제4장 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제33조(임면)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법률 및 금융회사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련 법규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지위 및 임기)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의무와 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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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7조(위임사항)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의 직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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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규정
2001.

9.

1

제정

2002.

3.

20

개정(1)

2004.

5.

10

개정(2)

2005.

6.

29

개정(3)

2008.

3.

19

개정(4)

2009. 12.

17

개정(5)

2010.

2.

4

개정(6)

2011.

2.

21

개정(7)

2011.

8.

25

개정(8)

2012.

2.

23

개정(9)

2015.

2.

26

개정(10)

2016.

8.

1

개정(11)

2017.

3

.23

개정(12)

2018.

5.

17

개정(13)

2018.

8.

28

개정(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2.26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004.5.10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등을 말한다. (2009.12.17 개정)

		 2. “손자회사등” 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회사로서 자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2009.12.17 호
			 신설)
		

3. “경영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005.6.29 개정)

			 가. “이사인 경영진” : 이사인 자 중 이사회에서 경영진운영규정 제3조의 경영진의 직위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이사아닌 경영진” : 이사아닌 자 중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2004.5.10 개정) (2010.2.4 개정)
② 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15.2.26 조 신설)
제6조(대표이사 회장)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15.2.26신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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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010.2.4 신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010.2.4 신설) (2015.2.26 개정)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0.2.4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2010.2.4 신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2.4 개정)
제9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경영진운영규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내부통제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2009.12.17 개정) (2015.2.26 개정) (2018.8.28 개정)			
			 나. 기타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
		

4.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회사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
		 5.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다른 자회사등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등별 출자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이
			 손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09.12.17 개정)
		

6.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004.5.10 신설)

		

7. 이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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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표이사 회장, 기타 경영진, 준법감시인의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2009.12.17 개정) (2011.2.21 개정)(2016.8.1
				 개정) (2017.3.23 개정)
			 나.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2004.5.10 개정)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내 이사보수의 결정
			 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마.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결정 (2010.2.4 신설) (2016.8.1 개정)
			 바.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2015.2.26 신설)
			 사.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의 결정 (2015.2.26 신설)
		

8.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다.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2015.2.26 신설)
		

9. 고문,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1. 회사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2.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3. 이사회내위원회 또는 회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2015.2.26 개정)

		

1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15.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5.2.26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1.2.24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2015.2.26 신설)
제11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16.8.1 개정) (2017.3.23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2.23 개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인 출석)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1.2.21 개정) (2015.2.26 개정)
제13조(이사회내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의한다. (2004.5.10 개정) (2015.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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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1.8.25 신설)

		

2. 이사회운영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2017.3.23 개정)

		

6. 보수위원회(2017.3.23 개정)

		

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08.3.19 신설)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 (2015.03.25 신설)

② 이사회는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한다. (2011.8.25 신설)
③ 제16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5.2.26 개정)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2010.2.4 신설) (2015.2.26 개정)
제16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회의자료를 회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015.2.26 조 신설)
		 (2018.5.17 개정)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인사 기타 비밀의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 등)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2.3.20 신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제18조(이사회 지원조직 운영)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5.2.26 개정)
② 이사회사무국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회장이「이사회사무국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2015.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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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2.4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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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제1항제8호의 시행일은 2015.3.25 로 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5.17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8.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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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9.

5.

28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0.

2.

4

개정(3)

2011.

8.

25

개정(4)

2015.

2.

26

개정(5)

2018.

5.

17

개정(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2.26 개정)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15.2.24 신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2018.5.17 개정)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015.2.26 신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15.2.26 개정)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015.2.26 개정)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015.2.26 개정)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5.2.26 신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사외이사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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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신설)
제8조(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 활동과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⑥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15.2.26 신설)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2015.2.26 신설)
⑧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한다. (2015.2.26 항 신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외이사 후보인선자문단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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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9.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9.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201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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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8.

25

제정

2015.

2.

26

개정

2016.

3.

24

개정

2016.

8.

1

개정

2019.

3.

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9.3.27 개정)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심의

			

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심의

			

다. 이사회의 규모 등에 관한 심의

			

라. 독립적인 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관한 심의

			

마.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

		 2.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평가 등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의 추천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 회장의 연령 제한) ① 대표이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되는 자의 연령은 만 67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여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경우에는 재임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한다.
제8조(경영승계 계획) ① 대표이사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승계 계획을 위원회에 제안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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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경영승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기준
		 2.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4. 대표이사 회장 승계 프로세스
제9조(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및 검증 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할 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경영승계 계획에 따른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준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도래하기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 추천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⑦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회장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본인이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3.27 개정)
제11조(관계인 출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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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201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4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2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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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위원회규정
2001.

9.

1

제정

2002.

9.

10

개정(1)

2003. 12.

12

개정(2)

2010.

2.

4.

개정(3)

2011.

6.

23

개정(4)

2012.

2.

23

개정(5)

2014.

8.

21

개정(6)

2015.

2.

26

개정(7)

2015.

8.

24

개정(8)

2016.

8.

1

개정(9)

2018.

8.

16

개정(10)

2018. 12.

12

개정(11)

9

개정(12)

2019.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따라 적용되는 미국의 관계법령 포함),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12 본조 신설)
제3조(역할) 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2015.2.26 개정)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 2. 26 본조 신설)
제5조(의무)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015.2.26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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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독립성)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함)로부터 자문, 기타
		 보수적 수수료를 수령 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2003.12.12 본조 신설, 2010.2.4 개정)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2003.12.12 본조 신설, 2010.2.4, 2015.2.26 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03.12.12,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3장 운 영
제9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02.9.10,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2011.6.23, 2012.2.23 개정)
		 1.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2012.2.23 신설)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2015.2.26 신설)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2018.8.16 개정)
		 5.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6.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자회사등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8.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9.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10. 감사팀장의 임면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2015.2.26 개정)
		 11.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12. 자회사에 대한 특명감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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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제정 및 개폐 승인(2018.12.12 신설)
		 14. 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1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5.2.26 개정)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2. 대내외 감사에 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회계추정 및 회계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매분(반)기 감사 및 검토 결과 검토
		 5. 회사가 대외에 공표하는 중요한 회계 및 재무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9.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10. 그룹내부통제규정의 개정 및 폐지사항 (2015.2.26 개정)
		 11.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12. 준법감시인 해임 건의사항
		 13.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평가(2018.8.16 신설)
		 14.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신설)
제12조(외부감사인의 보고) 외부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검토)에 사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및 방침
		 2. 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이 2이상인 경우 재무보고에 실제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근거
		 3. 기타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중요한 서면 정보 또는 의사교환 내용 (2003.12.12 본조 신설)
제13조(권한위임 등)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9.5.9 개정)
		 1.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의 비감사 계약 (2014.8.21 개정)
		 2. 제10조 제1항 제6호
		 3. 제10조 제2항 제5호
		 4.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2003.12.12 본조 신설)
③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팀장에게 위임하며, 감사팀장은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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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8.24 신설)
		 1.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일상감사
		 2.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4. 감사팀원의 업무성과평가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 한다.
		 (2018.12.12 개정)
④ 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2018.8.16 신설)
⑤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2015.2.26 본조 신설)
제16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2015.2.26 신설)
① 감사팀장은 주요 업무수행과정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5.8.24 개정)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8.1 개정)

제4장 보 칙
제17조(외부감사인등과의 관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보수, 유지 및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03.12.12 본조 신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회사에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⑥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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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내부감사업무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팀을 둔다.
② 감사팀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2015.2.26 신설)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운영한다. (2015.2.26 신설)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8.1 신설)
⑤ 회사의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감사업무규정에 의한다.(2003.12.12 본조 신설)
제19조(관계인 출석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록)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2. 9.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2. 12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는 위원회의 별도 결의가 없는 한 개정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으로 본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1. 6.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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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5)

이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4.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5. 8.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이 규정은 2018. 8.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4호, 제17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이 규정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이 규정은 2019. 5. 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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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10.

2.

4

개정(1)

2010.

2.

26

개정(2)

2011.

2.

8

개정(3)

2015.

2.

26

개정(4)

2016.

8.

1

개정(5)

2017.

3.

23

개정(6)

2018.

2.

20

개정(7)

2018. 12.

12

개정(8)

2020.

21

개정(9)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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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③ 위원회는 자회사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위원회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0. 2.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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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3)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7. 3.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20. 5.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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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관리위원회규정
2001.

9.

1

제정

2003.

5.

15

개정(1)

2006.

9.

12

개정(2)

2009. 11.

12

개정(3)

2010.

2.

4

개정(4)

2012.

5.

24

개정(5)

2015.

2.

26

개정(6)

2015. 10.

1

개정(7)

2016.

8.

1

개정(8)

2017.

3.

23

개정(9)

2018. 12.

12

개정(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2015.2.26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2.5.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015.2.26 신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2.5.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03.5.15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06.9.12 개정)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09.11.12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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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2015.10.1 신설)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리스크 검토결과를 심의한다. (2012.5.24 신설)
		 1. 이사회 결의사항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제1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와 관련하여 자회사등이 해당자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신용공여
		 3. 이사회 결의사항인 중요한 계약 등
			 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다.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2015.2.26 신설)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5. 회사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006.9.12 신설) (2015.2.26 개정)
		 1. 위원회가 결정한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대비 운용현황
		 2.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2017.3.23 개정)
		 3.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4.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검증 결과 (2015.10.1 신설)
		 5.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4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44조제3항에 대해 그룹리스크협의회가 그룹경영회의에 제출한 리스크 검토 의견
			 (2015.2.26 신설)
		 6.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7.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룹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협의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개정)
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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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그룹리스크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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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01.

9.

1

제정

2002.

3.

20

개정(1)

2004.

5.

10

개정(2)

2009.

5.

28

개정(3)

2009. 11.

12

개정(4)

2010.

2.

4

개정(5)

2011.

8.

25

개정(6)

2015.

2.

26

개정(7)

2016.

8.

1

개정(8)

2018.

5.

17

개정(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5.10 개정)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2004.5.10 개정) (2015.2.26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2.4 신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4.5.10 개정)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04.5.10 개정) (2011.8.25 개정)
		 1.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2015.2.26 개정)
		 2.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2011.8.25 개정) (2015.2.26 개정)
		 3.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018.5.17 개정)
		 5.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2016.8.1 개정) (2018.5.17 개정)
		 6. 이사회사무국 업무성과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2018.5.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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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4.5.10 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개정)
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외이사 아닌 이사 후보 추천 및 검증 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로 추천할 자를
		 선정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이사회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서 선정된 자가 관계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검증한다. (2016.8.1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자회사등과 여신 거래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자회사등의 여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동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검증한다. (2009.11.12 개정) (2015.2.26 개정)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3항에 따라 검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 아닌 이사 후보를 확정하여 추천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 활동과 제1항에서 선정된 자의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5.2.26 개정)
		 (2009.5.28 조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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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201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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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8.

2.

4.

제정

2010.

2.

4.

개정(1)

2015.

2.

26.

개정(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주주총회에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한다. (2015.2.26 신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6조(결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사의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감사위원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5.2.26 신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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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인선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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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규정
2015.

3.

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사회책임경영 방향 설정
		 2. 환경경영규범, 인권정책 등 사회책임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책임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보고
		 2. 사회책임경영 대외평가 대응 결과 보고
		 3. 사회책임경영 이행 현황 보고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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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3. 2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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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

29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0.

2.

26

개정(3)

2011.

2.

8

개정(4)

2011.

2.

21

개정(5)

2015.

2.

26

개정(6)

2015.

8.

24

개정(7)

2016.

8.

1

개정(8)

2018.

2.

20

개정(9)

2018. 12.

12

개정(10)

2019. 12.

13

개정(11)

2020.

21

개정(12)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0.2.26 시행)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5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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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제1호·제2호의 경영진에서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외한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후보추천 및 검증)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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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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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5조 제5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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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2011.

9.

1

제정

2015.

2.

26

개정(1)

2016.

4.

1

개정(2)

2017.

3.

23

개정(3)

2017.

5.

17

개정(4)

2020.

3.

20

개정(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그룹경영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역할)
회의는 그룹 주요현안을 협의하여 그룹(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그룹”을 말한다) 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회의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全 그룹사 CEO로 구성한다.
② 그룹 주요 사업부문 담당 경영진, 지주회사 경영진(CSO, CFO, CPRO 등) 및 그룹위험관리책임자(CRO)는 열석하며, 대표이사 회장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열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 회장이 회의의 위원장이 되며 대표이사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관리팀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열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원칙) 회의의 모든 위원 및 열석자는 그룹의 관점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6조(협의사항) 회의는 그룹 주요 현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본 조의 협의는 회의 참석자의 논의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

		

3.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

		

4.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

		

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

		

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보고사항) 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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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의 각종 사업 중 주요 사항의 추진 및 실행 결과

		

2. 금융시장 동향

		

3.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회의진행)
① 회의의 위원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간사를 통해 회의의
		

협의/보고사항을 부의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회장은 제6조의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가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협의사항 등 논의 안건명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기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7. 3.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7.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20. 3.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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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2001. 12.

7

제정

2003.

5.

2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1.

3.

23

개정(3)

2015.

2.

26

개정(4)

2015. 10.

1

개정(5)

2016. 12.

1

개정(6)

3.

23

개정(7)

2018. 12.

12

개정(8)

4

개정(9)

2017.
2020.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그룹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제2조(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그룹과 자회사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003.5.2 개정)(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9.11.12 개정)
③ 협의회의 간사는 회사의 리스크관리팀장이 된다. (2017.3.23 개정)
④ 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의 소관 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⑤ 필요할 경우 자회사의 소관부서장이 배석하여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의 위원이 그 권한을 소관부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대행할 수 있다. (2009.11.12 개정)
제4조(소집) ① 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003.5.2 개정)
②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전체 위원 중 관련 자회사의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제5조(결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협의회는 결의된 사항을 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 및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2020.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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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3. 리스크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협의한다. (2003.5.2 개정) (2003.11.12 개정)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리스크측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나. 리스크 평가방법론 및 관리기준의 중요한 변경사항
		

2.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가. 그룹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사항
			 나. 그룹 및 자회사의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 사항

		 4.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그룹경영회의가 요청한 사항 (2015.2.26 신설)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6조제2항제4호에 대하여 그룹경영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015.2.26 신설)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제7조(보고사항) 협의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한도 및 관리 현황

		

2. 그룹 및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연체 현황

		

3. 그룹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현황

		

4.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협의회의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개정)
③ 협의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1.12 조 신설)
제9조(회의결과 시행 등 보고) ① 각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협의회에서 실행하기로 한 결의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②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부서는 결의 및 협의사항에 대한 실행결과를 회사 리스크관리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실행결과를
		 위원장과 협의회 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11.12 개정)
제10조(회의록) ① 협의회의 결의안건에 관하여는 위원별로 가부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2009.11.12 조 신설) (2011.3.23 개정)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009.1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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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정의 개폐) ① 이규정의 개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017.3.2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 및 감독규정의 변경 또는 다른 규정의 변경에 따른 변경, 단순한 용어변경 등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할 수 있다. (2009.11.12 조 신설) (2017.3.23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1. 12. 7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3.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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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2011.

6.

1

제정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 윤리적 명성을 그룹의 핵심 자산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이 강령은 그룹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서, 모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그룹의 윤리적 명성에 기여한다.

총칙
1. 강령의 적용
1.1 이 강령은 그룹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1.2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강령 및 그룹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윤리규범을 운영할 수 있다.

2. 강령의 위반 시 보고와 효과
2.1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준법지원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2 임직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3. 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3.1 지주회사의 준법지원 부서는 이 강령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를 확인한다.
3.2 임직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장 임직원의 윤리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 수행
임직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그룹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한다.
1.1 법규와 국제규범 및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준수하고 존중한다.
1.2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나 내부자 거래를 자행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1.3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강요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2. 뇌물 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뇌물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할 의도로
건네지는 모든 형태의 이득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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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2.2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않는다.

3.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3.1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사적인 영리 활동이나 영리 목적의 겸업이나 겸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2 고객 상호 간 또는 고객과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관련 부서, 준법지원 부서 등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

4. 비밀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회사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4.1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는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2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3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회사 자산과 사업 기회 보호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 상 알게 된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6. 그룹사 간 상호존중과 차별금지
임직원은 그룹사 간 상호존중하고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여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 하며, 그룹 내 소속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임직원은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장 고객과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1. 고객의 이익과 재산 보호
그룹은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3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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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
그룹은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가 우리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로 그룹의 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
2.1 그룹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2.2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2.3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3. 임직원의 행복 추구
그룹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3.1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2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며, 성희롱, 금전거래, 사조직 결성, 폭력 등 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3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3.4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협력업체와의 상생
그룹은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협력업체들이 이 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를 기대한다.
4.1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 유지 시 윤리와 환경보호 등에 관한 그룹의 이념과 정책 부합여부를 고려한다.
4.2 협력업체의 선정 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4.3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1. 환경 보호
그룹은 자연 환경의 보호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1.1 그룹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1.2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존중한다.
1.3 그룹의 정책과 기준, 절차 수립에 환경 보호를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기본권 존중
그룹은 그룹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며, 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

3. 지역사회 공헌
그룹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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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사외이사 후보자명
박

종합 의견

철

적합

히라카와 유키

적합

박안순

적합

최경록

적합

윤재원

적합

진현덕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5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성 재 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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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성명
박

종합 의견

철

적합

히라카와 유키

적합

박안순

적합

최경록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5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성 재 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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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별 심사결과

후보자

소속법인

박 철

前 한국은행 부총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금융, 경제, 경영 전문가 (금융회사 임원, 한국은행 부총재, 전문경영인)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적정함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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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후보자

소속법인

히라카와 유키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충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288 신한금융지주회사

비고
경영, 글로벌 전문가 (해외기업 전문경영인)

적정함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첨부

후보자

소속법인

박안순

日 대성그룹회장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충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비고
경영, 글로벌 전문가 (해외기업 전문경영인)

적정함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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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후보자

소속법인

최경록

㈜CYS 대표이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충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290 신한금융지주회사

비고
정보기술, 경영, 글로벌 전문가
(정보기술 연구원, 해외기업 전문경영인)

적정함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첨부

후보자

소속법인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충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비고
경영, 글로벌 전문가 (해외기업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적정함

신한금융지주회사 291

첨부

후보자

소속법인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충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292 신한금융지주회사

적정함

비고
회계, 경영 전문가 (美 공인회계사,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TEL: 02-6360-3000
www.shinhan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