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과 기업윤리: 신한생명 사례
한충섭1) 조봉순2)

2000년부터 보험산업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금
융기관에 비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리경영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사례연구는 이종영
의 윤리경영 모형을 활용하여 신한생명(주)의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회사의 윤리경영
체계를 가치체계 - CEO 경영방침 - 윤리강령 및 지침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
며, 구체적 윤리경영 활동은 대외적 기업윤리와 대내적 임직원 윤리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사례 조사 결과 경영진의 윤리경영관 확립 및 의지표명이 분명하였으며, 윤리강령의 공식적
표명은 회사 차원의 윤리헌장 및 종업원 행동강령을 통해 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화된
윤리강령이 실제 적용되고 기업문화로 내재화하는 노력은 향후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리경영 교육에 의한 공감조성의 차원에서는 현재 CEO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선언적 차
원의 윤리경영이 강조 되고 있는 현황이며, 윤리경영이 조직의 특성화된 문화로서 체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교육의 차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윤리 감독조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인을
기준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윤리경영문화를 전파
하고 교육하는 부서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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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보험산업과 기업윤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기업윤리 문제가 전면
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이 전업계에 걸쳐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 1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
인제도 및 준법감시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윤리의 최소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고 또한 윤리경영헌장 등 선언적 윤리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보
험회사들은 Carroll(1979)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의 영역인 윤리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감시기구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 자선사업 등과 같은 윤리적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과 재량적 책임(discretionary responsibility)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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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보험산업 전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수준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2012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을 살펴보면 보험업의 민원발생건수가 23,456건으로 은행 및 비은행
의 22,074건, 그리고 금융투자의 1,964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2012). 물론
민원 발생건수가 비윤리적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고객으로부터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의 여지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보험업 관계자들이 스
스로 생각하는 윤리경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험회사 CEO, 보험관련 기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보험사의 윤리경영 수준이 타
금융권보다 더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순재 정중영, 2007).
1. 보험서비스의 특징과 기업윤리

금융기관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의 자금을 중개해 주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의 경우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특히 중시되는 사업

칭

완

영역이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과정에서 정보의 비대 성을 이용한 불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고객과의 분쟁이 잦았으며 그 결과 고객으
로부터 타금융권보다 더 많은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필요
하다고 인식되고 있다(최만기 김영복, 2011).
보험서비스의 무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지만, 보
험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경룡 이봉주, 2003). 또한 계약의 장기성
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최소 1년에서 최대 수십
년에 걸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로 한 상호약속(이순재 정중영, 2007)”이
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간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만큼 신뢰가 손상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기대하는 윤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또
전판매가 많았으며, 전문적이고

한 높은 것이다.

복잡성으로 인해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들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금융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수는 29,065명, 설계사 수는 156,149명, 국내 손해
보험서비스의

보험사의 임직원 수는 31,868, 설계사 수는 167,156명이다(금융통계월보, 2012). 회사의 임직원 뿐

느끼는 윤리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법적으로 보험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보험회사의 임직원과는 다른 인센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한발 벗어나 있으며, 소비자와의 접점
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관리통제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봉주 이경룡 이한덕(2005)은 보험산업에서의 윤리경영 이슈를 손해사정, 보험영업, 그리고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손해사정 이슈는 청구된 클레임의 거절, 보험금이나 해약환급
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또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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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 장해 및 상해등급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영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사기판매,
예시오류, 해약환급금 과대계상, 허위광고 등 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관
련 민원통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모집상의 이슈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자산
운용과 관련된 윤리는 고객자산관리에 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국내 보
험사에서는 보험계열사 우회 대출, 편법 대출, 부적절한 유가증권투자, 최근에는 환경투자 증 사
회책임성 투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 과소지 , 보험금 지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는 보험금 산정, 면부

이상과 같은 보험업의 특성으로 인해 윤리경영 문제는 국내 보험사의 대내외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노력은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선제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대고객 인식
뿐만 아니라 내부구성원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승희, 2003).
2. 윤리경영 시스템과 국내 보험업 현황

m

윤리경영의 체계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성과를 강조하는 triple botto

TBL) 모형, 윤리경영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모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윤리경영의 내용과 수준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TBL 모형은 기업의 성과는 재무적(profit) 측면에서만 평가되어서는 안되고, 환경적 측면
(planet)과 사회적 측면(people)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 세 가지가 기업의 기본이 되는 성과임
을 강조한다(The Economist, 2009).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
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할 때 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Carroll,
1977; 1981). 그리고 기업의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 영역의 책임에 치중하는 경제적 지향형,
법적 영역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중점을 두는 법적 지향형, 윤리적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는 윤리
적 지향형, 그리고 경제적, 법적, 윤리적 영역을 균형있게 달성하는 균형 지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Schwartz & Carroll, 2003). TBL 모형과 Carroll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모형
은 기업윤리의 영역을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되지만, 이는 윤리의 영역 또는 윤리경영의 결과의
지향점을 설명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기업이 윤리경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종영 교수의 기업윤리 관리체계 모형을 통해 기업윤리의 실천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이종영, 2011). 이종영 교수의 모형은 윤리경영을 개념적이고 규범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실제 기업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각 실천활동
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무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윤리경
line (

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의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윤리헌장이

나 강령 등 기업의 명시화된 윤리선언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이후 경영관리관행을 통해 윤리경

키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집행하고 평가, 홍보하는 활동
을 통해 윤리경영이 순환적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 모형을 통해 각 요소별로 윤리경영의 수준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종영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윤리경영 현황
을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신한생명의 윤리경영 현황을
영을 교육, 실천하여 내재화시 는 노력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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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리경영 실천 체계

<출처: 이종영(2011) p. 131>

근거로 국내 41개 보험회사를 전수조사한 보험연구원의 국내보험사 윤리경영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오영수, 김경환, 2010).
최고경영자의 윤리관 및 윤리경영 의지 표명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보험사의 윤리경영 성패
의 핵심요소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가장 많이(73.2%) 지적하고 있어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이종영 모형을

최고경영진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에 대한 강조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최고경영자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반 국내 200대 기업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윤리강령이나 행동준칙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90% 이상이 윤리강령과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있어서 윤리경영 운영체계의 도입 측면에서는 국내 200대 기업보다 더 앞서는
구체적인 추진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정규직원(100%), 비정규직원(82.3%), 임원(85.55%) 등에 대해

속 집
집
교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윤리규범의 적용 대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규직 및 비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윤리규범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속
모집조직에 대해서는 약 70% 내외의 보험사만이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독립모집조직에 대
해서는 30% 내외, 기타 업무위탁기관이나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보험사가 윤리강령
적용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경영이념이나 경영의사결정과정에 윤리경영이 반영되는 정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형 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조사한 모든 보험사가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
으며, 적극적 윤리경영활동인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경영기획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명보험회사의 절반은 윤리경영 문제를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서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 모 조직(52.3%), 독립모 조직(19.5%) 등에 대한 윤리

났다.

템

템

윤리경영 감사 및 평가시스 으로는 윤리경영 위반 신고제도, 내부통제시스 ,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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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인사고과에 윤리경영 정도를 반영하는 회사는 전체의 19.5%였
다.

합

칙

이상의 내용을 종 해 보면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윤리강령이나 윤리준 의 제정, 준법감

템
잘 갖추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 윤리경영이 조직내에서 명시적, 암묵적으로 강조되거나,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정도에
있어서는 타업종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제도적 동형화는 이루어지고 있으
나, 이러한 동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시부서의 설치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 을 대부분

Ⅱ

. 윤리경영 시스템 운용사례: 신한생명3)

앞서 살펴본 보험업 윤리경영의 특징과 윤리경영 체계를 신한생명 사례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1. 회사 연혁

카드 등과 함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다. 신한
금융그룹은 2012년 3월 현재 총자산 295조 1,190억원, 당기순이익 3조 1천억원, 직원수 20,468명,
점포수 1,434개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그룹이다. 다른 국내 금융그룹사에 비해 신한금융그룹
은 은행과 비은행간 균형잡힌 성장 및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신한생명은 비은행부문으로 전체
순이익의 7%를 담당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1990년 3월 23일 재일교포 주주의 모국 경제발전기여 및 선진 보험문화 창달을 취
지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 100억원, 5개 영업국, 20개 영업소로 출발하였다. 2012
년 3월 현재 납입자본금 2,000억원, 당기순이익 2,369억원, 임직원 1,350명, 설계사 8,800명, 그리
고 222개 영업점, 10개 사업본부를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업계 4위의 중대형 보험회사로 성장하였다.
신한생명은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

£ 2012. 06
£ 2012. 05
£ 2012. 04
£ 2012. 02
£ 2011. 11
£ 2011. 10
£ 2010. 03
£ 2010. 04
£ 2009. 12
£ 2009. 03
£ 2007. 10

족
/ 최고경영자상(한국표준협회)
2012 보험금 지급능력 최고등급 AAA획득(한신평, 한기평)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우수콜센터 3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 포럼)
2011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따뜻한 보험” 선포
2012 한국서비스 대상 고객만 부문대상

신한생명 연수원 준공

창립 20주년 및 New Vision 선포
총자산 10조원 달성
보험소비자연맹 ‘2008 상반기 좋은 보험회사’ 평가수익성 1위
보험업계 최초 보험금 지급 자동화 서비스 시행

3) 본 절의 내용은 주로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그룹소개자료, annual report 및 신한생명 사내자료를 활용
하였음.
윤리경영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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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2
£ 2004. 06
£ 2001. 10
£ 1999. 12
£ 1997. 10
£ 1995. 12
£ 1991. 11
£ 1990. 01

입 승인(주주총회)
보험업계 최초 Cyber one-stop 보험가입시스템 오픈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 성공기업 선정
고객만족경영 선포
보유계약 10조원 돌파
보험업계 최단기 총자산 1조원 돌파
보험감독원 경영평가 신설사 1위 달성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주) 설립 (3.23 영업개시)

[그림 2] 신한생명 성장 추이

2. 윤리경영 체계

템
리강령 및 지침의 세 가지 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생명의 윤리경영 시스 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체계 - CEO 경영방침 - 윤

(1) 가치체계

∙미션: 신한생명의 미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리의 미션은 보험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따뜻한 자본주의 등 기업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한생명만의 개성을 살린 미션으로 설정하였다. 신한생명 고유
의 업인 보험업의 본질을 발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을 통해 기대하는 가치가 실현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겠다.
∙핵심가치: 신한생명의 핵심가치는 신한금융그룹의 핵심가치인 고객중심, 상호존중, 주인정신,
최고지향, 변화주도의 다섯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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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한생명 윤리경영의 framework

(2) CEO 경영방침

점

2011년 12월에 부임한 권 주 사장은 윤리경영
전부문에 걸쳐

철학을 반영한 5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경영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5대 경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고객중심 경영 (고객과 사회를 위한 기업윤리)
∙현장과 영업 중시 (경제적 성과를 통한 기업윤리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주의 (직원을 위한 기업윤리)
∙즐거운 직장, 신바람나는 일터 (직원을 위한 기업윤리)
∙내부역량 강화 (경제적 성과를 통한 기업윤리 달성)
게 전파

CEO의 경영방침 및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는 전국순회 특강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약 300회 이상의 전파 노력이 시행되었다. CEO 경영방침이 실제 적
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원 및 설계사의 윤리적 책임 확대
- 영업실적이 높은 설계사라도 불완전판매가 많으면 연간 최우수 설계사(영업대상) 후보군
에서 제외하는 기준 신설

윤리경영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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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평판과 실적이 아무리

덕

등의 도 적 해이 발생시

좋은 직원이라도 제도적 지원금 편법 수취, 운영비 사적 유용

즉각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단행

∙공정한 성과주의 실현
- 역량 있는 고졸 사무직 여직원, 지점장으로 발탁: 공정한 성과주의
- Job Posting 제도 신설: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한 직원 비전 제시 등
∙GWP(Great Work Place)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신설
- 재충전을 위한 빅드림 휴가제도 신설 (기존 복리휴가 외 추가 시행)
- 임직원 가족 주말 프로그램, 자녀 캠프, 배우자 초청행사 신설, 운영 등
(3) 신한생명 윤리강령과 행동기준

룹

신한생명의 윤리강령은 신한금융그 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개정하였는데, 이러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은 윤리적 명성을 그룹의 핵심자산으로 소중
히 여기며, 이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
한 개정 배경에는 신한생명을

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1. 임직원의 윤리, 2. 기

져 있다.

업윤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금융인의 정도를 준수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기준은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신한생명 임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준법 관련 구
체적 행동기준을 기본정신, 청렴과 정직, 고객중심 업무처리, 임직원간 상호존중, 법규준수의 5가
구체적인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지 주제로 구분하여 제정되었다.
3. 윤리경영 활동 내용

윤리경영 활동은

크게 기업윤리 부분과 임직원윤리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표 1] 신한생명의 윤리경영 활동 영역

대외적 기업윤리

익 및 재산보호

1. 고객의 이

대내적 임직원윤리

7.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뇌물방지와 부패 방지

2. 지역사회 공헌

8.

3. 임직원의 행

9. 이해상충 방지

4. 환경 보

10. 비 정보 보 와 정보 보

5.

호

복 추구

협력업체와의 상생

밀

호

안

익 호

6. 주주와 투자자의 이 보

(1) 고객의 이익 및 재산보호

“금융회사로서 기업윤리의 기본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보호를 위한 활동이며, 신한생명은 보
험상품/서비스 설계와 판매 프로세스 상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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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및 재산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고객의 이

∙고객 평가단 제도 운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고객 패널단을 60명 규모로 신설하여 고객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
∙고객이익 중심 CS체계 개선: 장기계약 특성에 부합하는 회사차원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따뜻한 5대 유지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여 유지기간 중 가입상품 보장내역 재안내, 보험
사고 발생유무 확인 등 정기적으로 고객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CS 통합 패널티 제도 신설, 운영: 보험상품 계약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불완
전판매 설계사 및 영업관리자에게 적용하던 기존 각종 제재조치를 통합하여 운영.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제도 운영: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귀속되는 상품인 변액
보험의 경우 고객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바, 외부기관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설계사의

함
함
∙CS추진 전담조직 및 협의체 구성, 운영: CS본부 중심의 소비자 보호 및 CS추진 전담조직
(CS매니저, CS리더, CS마스터) 협의체(CS추진위원회)를 운영함.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 .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 .

[그림 4] CS 운영 조직

(2) 지역사회 공헌

“신한생명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신한생명은 기업윤리 차원에서 따뜻한 금융이라는 경영 아젠더를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사적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CSR)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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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서비스 운영
- 다자녀/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보험료 할인
- 보험상품을 연계한 기부 실시
- 어린이보험 판매수익 1% 난치병 어린이 후원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사랑의 징검다리, 온(溫) 사랑 봉사리더 운영
∙사회책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2009년부터 신한금융그룹 전체 사회책임보고서를 매년 발간함.
- DJSI World 및 Asia Pacific 발표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 Asia Pacific 지수 편입.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평가에서 생명보험부문 종합 3위를 달성.
(3) 임직원의 행복 추구

“신한생명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근
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행복추구를 위한 활동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부구성원들이 회사 내에서 꿈을 이루
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업윤리 측면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철학과 가치를 담으려는 노력으로
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주의 문화: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여부, 장애,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 금지
- 선을 긋지 않는 인사(FC출신 본부장 배출)
- 본사 부서장, 지점장 Job-Posting 실시
∙자기개발 기회 확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능력과 자질에 따른 자기개발 기회 부여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신한금융사관학교(MBA) 운영
- 2102년 총 95개 교육과정에 42억의 예산을 투입함.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 임직원의 WLB(Work Life Balance), 복지증진 등
GWP(Great Work Place)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 Big-Dream 휴가제도 실시
- 레저 스포츠 등 동호회(15개) CoP(46개)
- 직원 가족 Care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이문화체험, 금연 프로그램 등
(4) 환경 보호

“신한생명은 자연환경 보호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
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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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신한금융 그룹
공동으로 경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
준과 관행 존중, 회사 內 정책과 기준, 절차 수립에 환경 보호를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전체 ‘녹색경영’ 핵심 아젠더는 다음 6가지이다.
신한생명은 환경보 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룹 차원 온실가스 배출량관리체계 도입
∙장기적 탄소 중립 달성
∙비과세 녹색예금/대출상품 개발 선도
∙여신/투자 심사시, 친환경 녹색기업 우대
∙탄소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계 사업 등
(5) 협력업체와의 상생

“신한생명은 기업윤리와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相生의 의미를 담아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
였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신한생명을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은 2012년 7
월부터 총무/IT 분야 등에서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4가지 기본원칙과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상생의 의미를 협력업체로 확대하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서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
다.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상생원칙 준수: 규모에 따른 차별 금지
∙적정가격 보장: 비용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
∙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거래관행 개선 및 대금지급 신속화
∙파트너십 제고: 협력회사에 대한 CSR 추진
(6)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호

“신한생명은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리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로 회
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합니다.”
신한생명은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사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국내 생명보험업계 선도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
고 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탁월한 재무적 성과
- 총자산 7~8위권, 당기순이익 4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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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영업이익 신장
∙안정적 자산 관리
- 부실자산비율 0.14%, 위험가중자산비율 31%
- 대손충당금 적립율 279%(경영실태평가1등급)
∙중장기 비전 ‘BIG-SHINHAN 2015’ 수립
-

- 고객중심 내부역량 강화

케팅 혁신
-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3대 전략 추진
- 현장중심 마

(7)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신한생명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한생명은 선진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
을 위해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선진 내부통제체계 구축
- 全 기관 자율점검 제도 운영(매월)
- 全 직원 윤리준법 자기점검 실시(반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AML시스템 구축
∙ 준법감시 기능 역량 강화
- 준법감시 담당자 제도 전사 확대(본사 → 전사)
- 준법감시 담당자 오프라인 교육 분기별 1회 실시 및 온라인 교육 병행
∙ 기준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 미승인 안내장 사용 철저 근절
- 보험안내자료 사전감시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 검증체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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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험안내자료 검증체계

(8) 뇌물수수방지와 부패 방지

“신한생명 임직원은 청렴과 정직을 기본으로 하여 금융인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
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한생명은 내부 고발자제도 및 각종 윤리준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뇌물수수 방지와 부패 방지를 위한 윤리 지침은 구성원 전체가 금융인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과 정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은 물론, 내부 시스템적으로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리준법 의식 확산 노력
- 따뜻한 보험 실천, 윤리 준법이 기본입니다 등 포스터 제작, 배포.
∙ 신문고 제도 확대, 운영
- 내부고발자제도를 통한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내 반영함.
∙ 윤리 준법 사이버교육 개발, 운영(年2회)
- 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실천의지 확산

∙ 윤리경영에 대한 CEO 분명한 철학 전파
- CEO 전국순회 특강시 임직원/FC에게 업에 대한 철학, 정도경영의 중요성 전파
(9) 이해상충 방지

“신한생명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 개인의 이익이 고객 또는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한생명은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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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해상충 평가 및 관리: 이해 상충 관계에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
∙자산운용 관련부서 임직원은 매월 월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내
역 신고서를 준법감시부로 제출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만이 열람 가능
(10) 비밀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신한생명 임직원은 고객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신
한생명은 내부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정보 보안 관련 교육 및 각종 솔루션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
니다.”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고객정보 보호 및 내부통제 이행현황 현장점검 강화
- 보안의 날 운영(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의식 고취 및 중요성 인식
- 본사 및 영업현장 대상 현장점검 수시 실시
∙고객정보 관리 현황 상시 현장점검 활동
- 고객정보 취급기관 실태 점검 및 현장 코칭
- 정보 보안 솔루션 배포(개인정보 완전 삭제)
4. 신한생명 윤리경영 활동의 평가

앞서 제시한 이종영의 윤리경영활동 평가모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신한생명의 윤리경

영활동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윤리관 확립 및 의지 표명: 현 최고경영진은 5대 실천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은 윤리경영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경영진은 이를 실천

복

속

하기 위한 노력을 반 적이고 지 적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윤리경영관 확립 및 의지표명이 분명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리강령의 공식적 표명은 회사 차원의 윤리헌장 및 종업원 행동강령을 통해 구현되는데, 신
한생명의 경우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기준이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생명보험업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화된 윤리
강령이 실제 적용되고 기업문화로 내재화하는 노력은 향후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전임직원의 윤리준법 실천 서약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윤리경영의 공시, 준법감시담당
자 제도의 확대 등은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점장 등 중간관리자
를 통한 윤리경영 교육 확대, 윤리경영 정도를 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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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단계에서의 윤리경영 강화 등의 노력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윤리경영 교육에 의한 공감조성의 차원에서는 현재 CEO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선언적

차원의 윤리경영이 강조 및 교육되고 있는 현황이며, 윤리경영이 조직의 특성화된 문화로서 체화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교육의 차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윤리 감독조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인을 기준으로 체계화

막기 위한 조직이지, 적극적
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거나 윤리경영문화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지는 않다. 향후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담당조직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신한생명은 일부 윤리경영 활동을 신한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일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 차원에서 윤리경영의 부정적 측면을

것이다.

막

템

슈

S 추진 전담조직에
서, 사회공헌 활동은 해당 부서에서, 법규준수는 준법감시조직을 통해서, 교육은 교육 담당 부서
에서, 정보보안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각각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종
합적인 계획 및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처벌이나 적발위주의 감사가 주로 제도화되
어 있으나 향후에는 자발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긍정적 차원의 감사 및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 및 평가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오영수 김경환(2010)의 보험산업 윤리경영 운영실태 결과에 제시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전반적 특징과 비교해 보면 신한생명의 경우 윤리강령과 행동준칙이 매우 체계적이
고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한생명은 신한금융지주에 소
속된 자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윤리강령 체계하에서 임직원 행동기준, 설계사 행동기준 등을 제
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윤리경영에 대한 감사 및
평가의 부분은 국내 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신한생명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신한생명을 포함하는 전 그룹사의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평가활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마지 으로 윤리경영 감사, 평가 및 통제 시스 은 고객관련 윤리 이 는 C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산업에서의 핵심적인 윤리경영 이슈는 손해사정, 보험영업, 그리고
자산운용의 측면인데(이봉주 이경룡 이한덕, 2005), 신한생명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
적인 개선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드

운

가장 두 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자산 용으로 평가된다. 신한생명은 2012년

말

운용자산의 약 60%를 평균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국공채, 금융채 및 시중은행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등 안정성 확보를 중시하는 운용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고액단위의 기업대
출,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자산운용RM부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평가에서 보험업계 최고
등급인 ‘AAA’를 5년 연속 획득하였다.
보험영업의 측면에서는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이슈인데, 신한생명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영업문화를 정착하고 최초 판매과정 에서부터 계약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혁신’
및 ‘무결점 영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대외민원건수, 환산보험료정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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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피콜승낙율, QA이행율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소비자 품질지수 제도를 도입하여 지
수별 평가결과를 영업관리자 성과에 20% 반영하는 등 실효성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의 측면에서는 고객이 편리하게 보험계약대출, 분할 보험금, 중도 인출금, 휴면 보험
금, 해지환급금, 배당금,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최근 개발하여 고객의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한 희망사랑보험’ 등 사회적 약자를 위
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본연의 ‘업’에 충실하게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 , 해

고 평가된다.

축

윤리경영이 특히 강조되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보험산업의 윤리경영은 제도를 구 하는 것

려움이 예상된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신한생명은 제도구축 단
계를 넘어서 실천이 더욱 중시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그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
이상으로 실천의 단계에서 많은 어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의 배분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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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thics in Insurance Industry: The Case of
Shinhan Life Insurance
Chung-Sup HAN, Bongsoon CHO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have increased their efforts to practice the ethical management from
2000. However,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recognition on their ethical
management is relatively less positive. This case study, by using the Lee's ethical management
model, analyzed the ethical management system of Shinhan Life Insurance (SHLI). The ethics
management system of SHLI was analyzed at three levels; value system - CEO guideline - employee
code of ethics. The result of the case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SHLI executives'
commitment and willingness to dedicate on ethical management is clearly expressed in the
company-wide code of ethics and employee guidelines on ethical standards. However, it is more
imperative for the code of ethics to actually work effectively and internalize through the corporate
culture. Although SHLI operates compliance office to meet legal requirements, it is not enough for the
organization to implement large-scale ethical management. The future seems to require an
organization to oversee the training, delivery, and practice of ethics.

Key words: Corporate ethics, Insurance industry, Shinhan 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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