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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주요 화두는 기후 위기와 이를 포함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ESG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

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은 일찍이 1997년 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에 참여하면서 지난 25년간 환경과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씨티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자체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2030년까지 환경 관련 5,000억 달러와 소셜 파

이낸스 관련 5,000억 달러 등 총 1조 달러를 지속가능금융에 제공하기로 확약

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자 넷제로 은행연합의 창립멤버로 가입하

고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에도 가입하는 등 기업의 ESG 경영 가속화와 탄

소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 역시 지난 2021년부터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ESG 협의회

를 발족하는 등 ESG 금융 및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씨티의 ESG 여정을 『2021 ESG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이는 한국씨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한국씨티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ESG 

경영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고객,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씨티은행장    유명순 

씨티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 역시 
지난 2021년부터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ESG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ESG 금융 및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CEO 메시지

Introduction CEO 메시지 한국씨티 소개 한국씨티은행의 ESG 씨티그룹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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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 소개

(주)한국씨티은행

국내 씨티그룹 
관계사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1967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 처음 진출한 외국은행 중 하나로 영업을 개시한 후 2017년 한

국 진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하여 탄생한 (주)한국씨티은행은 전 세계 160여 개국 2억여 명의 고객을 보

유하고 200년의 역사를 가진 씨티의 앞선 글로벌 경험과 선진 금융 노하우를 활용하며, 최적화된 금

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1978년 오일쇼크 당시 미화 2억 달러 지원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앞장선 공로로 재정경제

부로부터 ‘숭례장’ 훈장을 받았으며,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미화 240억 달러 대외부채 상환 연장에 

기여해 한국 재정경제부로부터 ‘흥인장’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8년 12월 말, 

미국 씨티그룹 본사로부터 미화 8억 달러를 들여와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

여하였습니다.

대표전화 : 02-3455-2114                    

홈페이지 : http://www.citibank.co.kr

일반현황  2021.12.31 기준

CEO 유명순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0

영업점 수 39개

임직원 수 3,046명

고객 수 228만 명

씨티그룹의 기업투자금융그룹은 한국외환은행과의 합작투자로 1996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진

출하였으며, 환은스미스바니증권(주)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

다. 이후 씨티그룹이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 2000년 12월에는 씨티그룹의 100% 

자회사가 되었으며, 이후 2003년 4월에 상호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Citigroup Global 

Markets Korea Securities Ltd.: CGMK)으로 변경한 후 기업 인수합병(M&A) 주관 업무와 기업 

및 기관고객을 상대로 한 증권업무 등 기업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CEO 메시지 한국씨티 소개 한국씨티은행의 ESG 씨티그룹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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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EO 메시지 한국씨티 소개 한국씨티은행의 ESG 씨티그룹의 ESG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금융파트너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21년 전략목표를 ‘Best 

ESG Bank’로 설정하고 6월 17일 한국씨티은행 ESG 협의회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명순 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ESG 협의회는 대내 활동 분과(Citi as an institution), 

고객 협업 분과(Collaboration with Client), 대외 협력 분과(Collaboration with External 

Stakeholders)의 세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는 프랜차이즈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를 신속히 내재화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

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ESG 인식제고, 차별화된 ESG 상품 제공을 통한 고객 관계 강화 등 각 영역별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금융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천력을 높이고자 분과 별로 핵심추진과제와 평가지표

(KPI)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 및 점검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한국씨티은행 ESG 경

영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ESG 협의회 출범식에서 밝힌 유명순 은행장과 각 분과 리더들의 ESG 경영을 향한 각오와 다

짐입니다.

 유명순 은행장
대내 활동 분과  

공병엽 리더

고객 협업 분과  

정윤선 리더

대외 협력 분과   

국세실 리더

ESG는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당행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 시장을 우리가 이

끌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파트너가 되는 ESG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

니다.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삶과 일에서 

ESG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언론, 정부 등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ESG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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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소통과 협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과 신뢰를 창출합니다. ESG 경영을 위해 한

국씨티은행은 끊임없이 협력을 통해 배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한국씨

티은행은 고객, 지역사회, 비영리 조직,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전념하여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기업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ESG 협의회 
활동 경과

2021

6월

7월

9월

1일 임직원 ESG 환경 캠페인 BYOC(Bring Your Own Cup) 시작

29일 파나마 매트로 건설사업에 단독 주관사로 20억 달러 신디케이트 금융 자문 제공

4일 여대생 취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멘토링 진행

30일 국내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녹색채권(그린본드), 지속가능채권 발행 주관

8일 임직원 ESG 환경개선 캠페인 ‘줄임, 모음, 나눔’ 시작

3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임직원 희망의 집짓기 활동

7일 ‘Social Contribution Awards’ 수상(Korea Herald 주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기업의 수출, 해외진출 진원

23일 ‘2021 한국사회적기업상’ 개최

17일 한국씨티은행 ESG 협의회(ESG Council) 출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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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의 ESG

씨티그룹에서 ESG는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글로벌 

은행으로서 느끼는 역할과 책임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이며, 씨티그룹이 제공하

는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티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ESG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의 ESG 우선과제는 지속가능금융 1조 달러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씨티그룹은 1997년 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에 참여하면서부터 지난 25년

간 환경과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씨티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자체 Operation의 넷제로 달성

을 선언하였으며, 2030년까지 환경 관련 5,000억 달러(500 billion US dollar)와 Social finance 

관련 5,000억 달러(500 billion US dollar) 등 총 1조 달러(1 trillion US dollar)를 지속가능금융에 

제공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넷제로은행연합(NZBA-Net Zero Banking Alliance) 가이드라인의 창립서명기관이 

되어 은행 부문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씨티그룹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2025 지속 가능한 발전 전

략’을 제시하였으며, 핵심 추진 사항으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 기후 위험 측정 및 지속 가능

한 운영을 통해 모든 전략 및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은 2025년까지 2,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청정 기술, 수질개선과 

보존, 친환경 빌딩 및 에너지 효율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 이용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석탄 및 화석연료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Low-Carbon Transition

저탄소 전환

제외 분야

• 대규모 수력발전소(25MW 이상)      • 화석연료 프로젝트      • 경제/대체 석탄 기술

2,500억 달러 환경 금융 목표 분야

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 수질 개선 및 
보존

지속가능 운송 친환경 빌딩 에너지 효율 순환 경제 지속가능 농업 및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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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씨티그룹은 TCFD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지구의 1.5°C 온도 상승과 관련한 온난화 시나리오에 대한 고객 포트폴리오의 연계성을 측정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활동 및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기후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전환 전략에 대해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limate Risk

기후 위험 측정

2025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씨티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물소비 및 매립 폐

기물 감소, 친환경 건축 인증 증가, 글로벌 인력 전반의 지속 가능성 문화 강화 등을 통해 환경 공간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뉴욕 본사 건물에 대해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서 등급은 Certified 

→ Silver → Gold → Platinum의 순이며, 에너지 절감,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 재료 및 자원, 실내 

환경의 질 및 폐기물 관리의 적절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LEED 인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각종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축소와 향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 안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 환경 또한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Operations

지속 가능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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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Green Financing 

2021년 상반기 씨티그룹 아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아태 지역 지속가능금융 거래 중 총 17건을 차지

해 지역 내 최다 건수를 기록하며 잔액이 81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당행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K-SURE와의 그린 뉴딜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다양한 기업, 금융기관, 정책기

관들의 ESG 관련 해외자금조달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개인고객들의 ESG 투자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글로벌, 미국, 한국의 친환경 및 기후

변화, 신재생 에너지 등에 걸쳐 광범위한 ESG 상품 라인업을 갖추었고, 2021년 3월에는 고객들이  

투자 대안으로써 ESG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국 현지에서 ESG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포트

폴리오 매니저와 대 고객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녹색금융전략

ESG 경영실천 녹색금융전략 한국씨티은행의 친환경활동Environmental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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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컨소시엄의 
파나마 메트로 건설사업 
금융자문 제공   

한국씨티은행은 단독 주관사(Sole Coordinator)로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

내 건설사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중장기 수출 채권 매입 방식의 총액 

20억 달러 신디케이트 금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파나마 메트로 3호

선이 완공되면, 일 평균 수송인원 약 16만 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연 2만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

출 감축 효과가 예상되는 등 그린파이낸싱을 통한 금융기관들의 ESG 경영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ESG Commodity 
헤지 거래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은 ESG와 연계된 상품 및 솔루션 소개, 기업고객의 신규 비즈니스와 관련

한 거래 논의, 마켓 리스크 헤지를 위한 거래 논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제

조업체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귀금속(Palladium, Platinum)에 대한 ESG 헤지 거래를 체결했습

니다. 

ESG 채권 발행 주관 한국씨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의 ESG 채권 발행에 주관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정부가 7억 유로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하는 데 공동대표주관사로 참여하여 국내 기관이 해외 조달 통화를 다변화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

(ESG) 시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행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발행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 채권’(Green Bond)으로 아시아 국가 

중 정부가 유로화 녹색 채권을 발행한 건 처음입니다. 또한 2021년 9월 IBK기업은행의 5억 달러 규

모의 외화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 발행을 공동 주관했습니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프

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녹색채권(그린본드)과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채권

(소셜본드)의 성격이 결합된 ESG 채권의 일종입니다.

K-뉴딜 글로벌화 
지원 추진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2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을 통해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그린 모빌리티 프로젝트 분

야에 우대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린 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미래 산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ESG 경영실천 녹색금융전략 한국씨티은행의 친환경활동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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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
Change Now for 
Tomorrow

한국씨티은행은 2018년부터 WWF Korea(세계자연기금)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협력적

으로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

시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기후행동 컨퍼런스 개최 및 서포터

즈 홍보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대응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1년 

4월 개최된 ‘제6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 알록 샤마(Alok Sharma) 의장의 탄소 중립 필요성 및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파

리협정 1.5도 목표와 현 기후행동 노력 간의 격차를 좁히는 캠페인)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체

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제들을 살펴보고 ESG 시대의 기업 전략 및 국내 기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친환경 LEED 인증 한국씨티은행은 2011년 영등포지점 Silver 등급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센터, 분당센터, 도곡센터에서 

모두 Certified 등급의 LEED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최근 완료된 씨티뱅크센터(CBC)와 세미콜론 문

래는 각각 Silver와 Gold 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완공된 용산지점은 현재 Silver 

등급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LEED 인증이 적용된 근무 공간은 여러 곳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

내조명의 경우 사용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고, 자연 채광의 활용도를 높여 많은 양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의 경우 해당 구역의 온도를 감지하여 풍량과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

하기 때문에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LEED는 싱가포르의 BCA

그린마크, 영국의 브리암(BREEAM)과 함께 세계 3대 친환경 인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SG 경영실천 녹색금융전략 한국씨티은행의 친환경활동Environmental

한국씨티은행의 친환경활동

ESG 환경 캠페인 
BYOC 실시
Bring Your Own Cup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BYOC(Bring Your Own 

Cup)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BYOC 캠페인은 ESG 경영 실천 중 환경보호를 위해 생수 페트병, 일

회용 컵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많은 임직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BYOC를 직접 실

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응원을 통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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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은 오래 전부터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인식해왔습니다. 씨티그룹은 10년 이상 

업무 및 환경 금융에 대한 기후 관련 매트릭스 및 목표를 공개해왔으며 2007년 첫 기후 변화 입장문

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리스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씨티그룹의 전략적 접근법이자 글

로벌 표준인 ESRM(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규정의 진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 첫 수립된 씨티 ESRM 규정은 모든 

글로벌 씨티그룹 법인에 적용되며 한국씨티은행 고객 업무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와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경감․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환경적 

민감도 및 탄소 의존도가 높은 부문 내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결정 기준을 제공하며, 또

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 자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ESRM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ESG 환경개선 캠페인 
‘줄임, 모음, 나눔’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전 임직원이 사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소모품을 줄이고, 모아

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씨티 ESG 환경개선 캠페인 - 줄임, 모음,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본 캠페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중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BYOC 

(Bring Your Own Cup)’에 이은 2차 환경 캠페인으로, 복사용지, 필기류, 종이컵 등의 사용을 줄이

고, 사용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물품과 책 등을 모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했습니다. ‘ESG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캠페인 구호에 맞춰 가정, 회사 등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에 적극 참여하였

습니다.  

ESG 경영실천 녹색금융전략 한국씨티은행의 친환경활동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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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서로 존중하고, 전문적이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씨티

은행은 직장 내 관리자, 동료, 고객, 공급업체 또는 방문객에 의한 또는 이들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은

행의 정책과 위반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또는 위협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원 안전 및 인권보호

Social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한국씨티은행은 근무하는 시설 및 동료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을 가동하여 임직원과 가족, 고객, 프랜차이즈를 보호

하기 위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안내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종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행내 임직원

들에게 업데이트하여 격리 통보나 확진 통보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WFH-Work From Home)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임직원 

은 시차출퇴근제(flexible wor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합니다. 

2021년 11월에는 일주일 동안 CSIS Global(Citi Security& Investigative Services) 주관으로 ‘씨

티 보안 및 화재안전 인식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직원과 자산을 각종 재해, 테러,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안전 정책과 제도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보안 및 화재안전 인식주간’ 동안 직원의 보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촉구와 더불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무 환경, 사이버 위협, 자연재해, 사기, 기본적인 보안 의식에 대

한 주요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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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씨티그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씨티그룹은 UN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이행 지침, 세계 인권 선언 및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단체 결사의 자유, 단체 결성권과 단체 교섭

권, 직장 내 동일 임금 및 비차별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ILO)의 핵심 협약 등을 기준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 
Continuity of 
Business : CoB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은 직원 및 고객에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및 위기관리 실행을 통해 씨

티그룹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약하며, 여기에는 금융시장혼란에 대한 대비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씨티그룹의 비즈니스 연속성 및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위기관리 프로그램은 부적

합사항이 없이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의 ‘ISO 22301 인증’을 성공적으로 재인증하였습

니다. 

한국씨티은행 업무연속성(CoB) 프로그램의 목적은 리스크 평가, 복구계획수립, 테스트 및 위기관리

를 포함한, 일관된 전사적 차원의 비즈니스연속성 리스크 관리 실행을 통하여 직원의 안전과 사업 건

전성을 지원합니다. 업무연속성(CoB) 프로그램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유형(사이버, 자연, 기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중단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비와 대응력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

하기 위해 회복력이 있는 운영 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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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채용과 승진은 능력에 따라 정해지고, 다양한 전문적 발전의 기회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고용

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원칙을 따르고, 고용 관행 및 차별금지를 규정한 모든 법률들의 조항과 정신을 

준수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양성 평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다양성과 포용, 직장 내 여성의 발전을 위하는 노

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믿

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직원 개개인의 배경, 학력, 훈련, 인종, 국적, 세대, 나이, 직업과 사고, 종교, 

성적 취향 등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여 모든 직원이 우호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씨티 아태 지역의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씨티 여성 인재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

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

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

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최초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

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임원의 비율이 43%(전체 14명 임원중 6명)로 국

내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글로벌 전문가 양성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합니

다. 전문적 능력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수료하도록 관리합니다. 

글로벌 씨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및 한국씨티은행의 체계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전문가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양성 증진 및 전문가 양성

다양성과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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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공정경쟁 및 반독점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한국씨티은행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키도록 도우며, 불공정한 거래 담합으로부터 소

비자를 보호하며, 한국씨티은행과 그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관계 한국씨티은행은 수많은 방법으로 제3자들과 상호 작용하며, 한국씨티은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급업체들이 사회적 책임, 윤리적 사업 실천, 직장에서의 인권,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촉진

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제3자 활동이 해당 법률, 규칙, 규정, 정책 및 한국씨티은행의 행동 기

준치를 준수하며 실시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자원과 공급업체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 절차 중에는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가능한 경우, 다양한 공급업체에게 경쟁력 있는 입찰 기회를 제공합니다. 

•품질, 이용 가능성, 조건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 공급업체나 고객이 한국씨티은행의 조달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도록 유도하지 않으

며, 다른 사업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가 철회되거나 수여될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 조달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이해관계라고 인식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피합

니다. 

•공급업체 정보 요청에 대응할 때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요건에 따라 적절한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 공급업체에게 한국씨티은행이 공개를 승인하고 서면 승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씨티은행과의 모든 관

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도록 조언합니다. 

•입찰이나 계약내용 이행 또는 원만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입찰이나 계약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골프, 이벤트, 여행 등)또는 접대(유흥, 술 등)를 받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에게 지급한 대가 및 이익의 일부를 제공 받지 않습니다.

사무자원관리부(RMO/BTSS)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급망 관리 절차를 책임지는 한국씨티은행의 

조직입니다. 공급업체를 선정, 계약 또는 관리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감독하는 경우, 사무자

원관리부(RMO/BTSS)에서 관여해야 하고 제3자 공급업체 정책 및 기준에 설명된 제3자 공급업체 

관리 주기의 각 단계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씨티 제3자 위험 관리팀(TPRM)은 한국씨티은행의 제3자 관리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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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한국씨티는 ‘단순한 자선 이상의 기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목표로 씨

티그룹의 사회공헌을 이끌고 있는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사회공헌 원칙과 국내의 사회공헌 

니즈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티재단의 세 가지 중점 추진 영역은 금융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진로지원(Pathways to Progress), 

그리고 환경 보전 활동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발전을 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Community Solutions)입니다. 

한국씨티는 이에 해당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참여형 사회공헌(Employee participation), 장기적 사

회공헌(Long-term commitment), 선도적 사회공헌(Leading activity)이라는 세 가지 운영 원칙

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기부금 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학계, 정

부기관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혜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실

질적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씨티 임직원들이 프로그램

에 직접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

하는 등 조직 내 자발적 사회공헌 참여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나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씨티는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

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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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로 지원
Pathways to Progress는 전 세계 청년들, 특히 소외된 지역 사회 청년들의 지속적인 실업 문제를 해

결하고자 그들의 기술과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씨티재단은 청년들에게 경

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미화 총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 소외된 지역 사회 청년들에게 경제 및 고용 기회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와 씨티재

단은 저소득, 취약한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창업가 정신 정립, 리더

십 훈련, 재무관리 지식과 직장생활 스킬 획득 등의 교육목표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Shining Future)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Shining Future)’은 JA Korea와 함께 2015년부터 진행하

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래보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진

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발디딤을 도와주고, 보다 안정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기존 

직장인 선배들의 멘토링으로 실질적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에 대한 직장인 강사단의 학교 방

문교육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모의면접 등의 취업교육이 진행됩니다.

Pathways to Progress

총 교육수혜자 총 취업인원 누적 지원 예산

10,323명 2,225명 2,182백만 원

2015~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전국 소재 특성화고 2~3학년 학생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학교 방문 취업실무교육 및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기관 : JA 코리아

•한국씨티 참여 : 임직원이 멘토로서 강의 및 모의면접 등 참여

*본 프로그램은 씨티재단

(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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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민사회 리더를 양성하는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발전과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리

더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시작한 한국씨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

년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한 NGO 단체에서 8주 동안 NGO 실

무교육 및 인턴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학생들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

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8주간의 실습에 참여합니다. 실습기간 중에는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

회를 위한 ‘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GO와 우수한 젊은 인재를 연결시켜주는 성공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수료자 총 참여기관 누적 지원 예산

1,432명 1,084개 3,268백만 원

2006~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참가자격 : 인턴 - 전국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NGO - 상근인력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 소재 비영리 단체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오리엔테이션, 나눔의날, 인턴의날

•프로그램 운영기관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한국씨티 참여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나눔의 날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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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재 양성과 금융경쟁력 향상을 돕는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는 한국씨티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과 함께 2001년부터 금융산

업 및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꿈꾸는 이화여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금융이론 및 실무와 관

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씨티 임직원 강사들은 매 학기 12회 이상의 강의를 통해 금융현장의 실무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3학점을 부여하여 정식 교과목으로 운영할 만큼 강의의 전문성을 인

정받고 있습니다.

총 강의 수료자 총 참여 임직원 강사 누적 지원 예산

3,062명 503명 539백만 원

2001~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이화여대 3, 4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주요 프로그램 내용 : 글로벌 금융 실무 강의 

•프로그램 운영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씨티 참여 : 매 학기 12회 이상 한국씨티 임직원 강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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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임팩트 커리어 Y(Youth) 후원

‘임팩트 커리어Y(Youth)’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채용 지원 프

로그램으로 청년 인재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결 및 직장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커리어 포럼 및 잡페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2주간 진행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인 부트캠프에 참여해 비즈니스 메일을 보내

는 것부터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직의 특징 등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비슷한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 

누적 지원 예산

922백만 원

2018~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청년 취업 희망자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소셜벤처 취업 연결 및 직장 생활 전반 지원, 커리어 포럼, 잡페어, 부트캠프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 루트임팩트

•한국씨티 참여 : 커리어 포럼 등에 임직원 자문 참여

*본 프로그램은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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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 씨티재단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스 코랩(Youth Co: Lab Korea)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 개최

씨티재단(Citi Foundation)과 유엔개발계획서울정책센터(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Seoul Policy Centre)가 2017년 공동 설립한 유스 코랩은 리더십, 사회적 혁

신 및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하며, 아태 

지역 청년층에게 투자하여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유스 코랩은 지난 4년 동안 28개 국가 및 지역에 있는 20만여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지금까지 11,000여 명 이상의 젊은 사회적 기업가와 1,2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

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9 유스 코랩 한국 정책토론회(Youth Co: 

Lab Korea Policy Interface)’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2021 유스 코랩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

(Youth Co: Lab Impact Ecosystem Mapping Dialogue)’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담화

에서는 아태 지역 4개 도시인 서울, 방콕, 호치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부합하는 임팩트 확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임팩트 생태계 현황에 대해 종

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스타트업들과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유스 코랩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한국 청년 기업가

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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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포용
씨티그룹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 서비스, 그리고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시스템

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자본과 금융상품을 통해 성인 및 청년층이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

게 하며,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강화 및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기반조직을 돕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키워 나가도록 합니다. 한편 자본과 상품에 대한 접근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경제가 호황 또는 불황인 시기에 상관없이 건전한 금융 상태를 유지하는 재무 능력이 금융 

변화의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inancial Inclusion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부여하는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씽크머니(Think Money)’는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씽크머니 전문강사들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한 금융교육교재를 이용하여 학기당 12회 차에 걸친 심도 높은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협력학

교 프로그램과 체험형 금융교육인 찾아가는 씽크머니 ‘착한기업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

털 시대에 맞추어 금융교육체험공간인 펍핀(Pub Fin)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

영되고 있습니다.

총 교육수혜자 누적 지원 예산

582,574명 6,443백만 원

2006~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전국 소재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협력학교 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교육, 펍핀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한국YWCA연합회 및 회원YWCA

•한국씨티 참여 : 금융교육 강사로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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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 명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

시화 속도는 지방정부와 거주민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변화하고, 시

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서 도시는 수십억 인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실험, 신사고를 위한 비옥한 허브이기도 합니다.

씨티그룹은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평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도

시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지역사회기반 단체, 시민, 민간분야, 연구기관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도시가 직면한 문제인 환경문제, 주택문제,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Community Solutions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나누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집짓기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한국씨티는 1998년부터 

24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매년 집짓기 사업을 후원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삼척, 대구, 군산, 대전, 천안, 아산, 양평, 태백, 광양, 인제, 춘천 등 전국의 주요 중소도시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동참하여 지난해까지 약 38세대의 주택 건설을 후원하였

습니다. 매년 여름 2박 3일에 거쳐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과 함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정신을 되새기는 가족프로그램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2021년에는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이동식 주택을 건설하

였습니다.

총 건설 주택 총 자원봉사자 누적 지원 예산

38세대 1,725명 3,438백만 원

1998~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무주택 서민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주택건설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기관 : 한국해비타트

•한국씨티 참여 : 매년 임직원 및 

    가족 집짓기 봉사활동 참여

Social 직원 안전 및 인권보호 다양성 증진 및 전문가 양성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지역사회공헌ESG 경영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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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씨티가족이 함께 땀 흘리는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Citi Global Community Day)

씨티그룹은 글로벌 금융기업으로서 매년 하루를 지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고객

들이 함께 참여하는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활동은 도심 지역 활성화와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환경 

보존, 보건 서비스와 재난 구조 등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

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씨티의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규모 활

동이 진행되지 않고 연중 비대면 또는 소규모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봉사자

34,468명

2006~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주요 활동 : 도토리 씨앗을 키워 숲으로 되돌려주기,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직무 멘토링,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카드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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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행동 내일을 위한 변화

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씨티는 

WWF(세계자연기금)와 함께 정부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책임 있는 기업시

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기후행동 컨퍼런스 개최 및 서포터즈 홍보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합니다. 

누적 지원 예산

1,155백만 원

2018년~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기업, 시민, 정부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후행동 서포터즈를 통한 대외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기관 : WWF 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한국씨티 참여 : 임직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가 환경 봉사활동에 참여, 라운드 테이블 금융권 기업 참가자로 참여

*본 프로그램은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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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리더십 지원
한국씨티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개인, 기업, 기관 등의 노고를 치하하는 다양한 ‘상(Award)’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길을 비춰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찾아내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씨티의 바람입

니다.

Empowering Thought Leadership

우리 사회에 여성의 권익을 세우는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씨티가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

여해 온 숨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좋은 본보기로 삼고자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각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

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온 여성지도자에게 대상을, 미래 한국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여성지도력 향상에 기여해온 대한민국 여성

•시상 내용 : 대상 1명, 젊은지도자상 1명

•프로그램 운영기관 : 한국YWCA연합회

역대 수상자 2021 수상자 누적 지원 예산

대상 19명
젊은지도자상 19명

특별상 8명(팀)

대상-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 김초엽 소설가

특별상 – 김연경 배구선수
1,430백만 원

2003~2021년 프로그램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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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착한 기업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상

‘한국사회적기업상’은 한국씨티가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손잡고 2017년 처음 시

작한 우리사회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적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분야, 사회혁신분야, 성장분야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장 방문 및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1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상기업으로는 일자리창출분야에 바탕색이엔지, 사회혁신분야에 공공디자인이즘, 성장분야

에 트래쉬버스터즈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에 지역사회 관계망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일회용품 쓰레기 절감에 이바

지한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 사회혁신분야 성장분야

바탕색이엔지 공공디자인이즘 트래쉬버스터즈

2021년 수상기업 현황

한눈에 보는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 :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경제 활동에 앞장서온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시상 내용 : 일자리 창출분야 1사(社), 사회혁신분야 1사(社), 성장분야 1사(社)

•프로그램 운영기관 :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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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분야의 언론 발전을 도모하는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씨티그룹은 지난 198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The Citigroup Journalistic Excellence Awards’라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금융 및 비즈니스에 관한 우수한 보도들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금융과 언

론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은 지난 1993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92개 팀의 기자들에게 시상된 역

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과 

경제전반, 금융시장, 소비자금융 각 부문별로 으뜸상 3팀 등 총 4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대상 

수상 언론인 1인에게는 부상으로 저널리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주최

하는 저널리즘 스쿨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및 언론분야의 선진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야 매체 수상 기자 기사 제목

대상 중앙일보
강광우 
하준호 
박현주

서민 꿈 짓밟은 금융사기공화국

경제전반 으뜸상 서울신문

홍인기 
임주형 
김희리 
나상현 
윤연정

2021 부채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금융시장 으뜸상 국민일보
강준구 
조민아 
김지훈

가상화폐 무풍지대

소비자금융 으뜸상 아시아경제
구채은 
공병선

불량코인의 늪

2021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내역

 *이상 수상자 직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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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한국씨티는 자원봉사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임직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중 다양한 봉사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및 청소년 취

업 관련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 등 한국씨티의 모든 사회공헌활동

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진정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규모 집합 대면 봉사활동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소규모 대면

과 비대면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Citi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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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기적 사회공헌 활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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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의 사회공헌 발자취를 알려드립니다. 

주요 사회공헌 수상 연혁
2011  세종나눔봉사대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4  JA(Junior Achievement) Korea 선정, JA Best Sponsor Award

2014  서울시 선정, ‘서울, 꽃으로 피다’ 서울시 캠페인 유공기업 표창

201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선정, ‘2014년 대한민국 청소년육성 대상’ - 기업사회공헌활동 분야 대상

2015  산림청 주관 ‘도시녹화운동’ 우수 단체 표창

2021  디지틀조선일보 선정, 2021 사회공헌대상 - ESG 부문

2021  코리아헤럴드 선정, Global Finance Awards - 사회공헌 부문 

2000~2009 2010~2019 2020~1993~1999

청년
진로 
지원

금융 
포용

지역 
사회
활동

임팩트 커리어 Y(Youth)

씨티-JA 특성화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국내 최초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신나는 조합’ 지원

씽크머니 프로그램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아카데미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후원

기업 최초 한국 해비타트와 파트너십 체결 
- 희망의 집짓기 활동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GCD)

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

씨티 대한민국언론인상 제정

한국사회적기업상 제정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

2001

2000

1998

1993

2006

2006

2006

2003

2015

2007

2018

2017

2018

2017

사회적
리더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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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Infographic

2021 사회공헌 현황

한국씨티 봉사자 수

432명

사회공헌 금액 

99.7억 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황(누적) 

청년 진로 지원
Pathways to Progress

씨티-JA 특성화고 
역량강화프로그램 수혜 인원

씽크머니 금융교육 수혜 인원

희망의 집짓기 건축 세대 수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참가 인원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수

아라뱃길 씨티숲 
조성을 위한 식수

한국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수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수료학생 수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수료 인원

10,323명

582,574명

38세대 34,468명

대상 19명

젊은지도자상 19명

특별상 8명(팀)

670주

15개 기업 92팀

3,062명 1,432명

금융 포용
Financial Inclusion

지역 사회 활동
Community Solutions

사회적 리더십 지원
Empowering Though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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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한국씨티은행은 2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그룹(Citigroup Inc.)의 한

국 내 현지 법인으로, 씨티그룹은 세계 16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씨티은행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하에서 경

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트릭스

(Matrix) 조직구조에 기반하여 책임 있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씨

티은행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를 최고의 의결기구로 하고,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

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경영인인 은행장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주주, 이해관계자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며,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고, 은행장

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비 집행 권한, 기타 업무 및 인사 등에 대한 책임 권한 등에 대한 일상 경영을 감

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은행장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며, 이사회 규정 제7조에서는 

은행장의 책임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을 규정하여, 이사회의 경영

진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 감독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적인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이사회 부속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위원회에서의 

심의·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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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는 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및 지배구조법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

고, 기타 은행 경영에 필요한 중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문경영진의 경영활동을 지원 또는 

견제하며, 이사회 부속위원회에 전문적 권한을 위임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함과 아

울러 부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수정하거나 그 활동을 평가·개선하는 등 은행

의 업무집행에 관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구성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대표이사 은행장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인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사외이사 구성비율 66.7%)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진을 경제, 금융, 재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견제 및 감독 기능이 충

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

천위원 회의 4개 부속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모든 부속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감사위원회

의 경우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독 기능을 제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의 부속위원회를 두

고 있습니다.

부속위원회 주요 역할

감사위원회
은행의 업무 감사(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은행 경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시. 구성원은 모두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져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함.

리스크
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은행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등 

리스크 관리 수준을 결정하며, 검토함. 

보수위원회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은행의 기업 문화를 반영한 보상체계 수립.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련 선임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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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관련 
참고 사항

2021년 중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관련 감독당국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은

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 또는 승인하거나, 내부통제 취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한국씨티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으신 경우 은행 홈페이지(www.citi 

bank.co.kr) ‘재무정보/공시 → 공시/뉴스 → 기타공시’ 페이지에 게재된 ‘(주)한국씨티은행 2021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2021년 말 현재 총 6명의 이사(대표이사 은행장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인의 이사는 여성 2인, 남성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금융, 재무, 법률, 경제, 경영,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씨티그룹의 윤리기준과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에 대한 약속을 이행 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

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은행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배구조 조직도 주주총회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 6명

대표이사

CEO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이사 4명

이사회지원부서:법무지원부 지배구조팀

Governance Legal Team
3명

리스크관리위원회

Risk Management Committee
이사 4명

보수위원회

Remuneration Committee
이사 4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xecutiv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이사 5명

검사부 / IA(Internal Audit)부

19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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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의 사명은 성장과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서비스를 책임 있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게 신뢰성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들의 결정이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항상 체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윤리강령을 통해 공통된 책임을 공유합니다. 고객, 사업 동료, 주주, 지역사회 및 서로 

간의 최고의 윤리 및 직업 기준에 부합되게 행동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직접 실천합니다. 한국씨티은

행의 청렴한 명성을 지키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지역 및(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씨티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윤리강령

업무상 주요 사안 
상부 보고

한국씨티은행의 구성원은 프랜차이즈, 명성, 행위, 공정성 또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지닌 어떠한 쟁점

이나 문제를 담당 관리자나 유관 부서에 상부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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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주요 사안 
상부 보고 

한국씨티은행은 윤리적 행위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옳은 사업 수행 방식이며 고객, 동료, 주주 및 지

역사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직원이나 한국씨티은행을 위해 근무하는 누군가가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 행위 등 법, 규

정, 규칙 위반이나 잠재적인 위반, 또는 정책, 기준, 절차 또는 윤리 강령 위반을 포함해 위법 행위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상부 보고해야 합니다. 

익명성 및 기밀성 한국씨티은행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여러

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보복 행위 금지 한국씨티은행은 윤리문제, 차별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장애, 임신 또는 종교적 신

념의 합리적 수용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 규정, 규칙 위반 의심 사례나 정책, 기준, 절차 또는 본 윤리

강령의 위반 사례를 보고할 경우 그러한 사안의 후속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 행

위를 금지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 씨티그룹은 금융 서비스를 책임 있게 제공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역사회에서 긍정

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범죄 수익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의 조달이나 세금 포탈 또는 해당 경제 제

재 법규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ML(자금세탁방지) 및 관련 정책, 표준 및 절차에 

명시된 요건을 이해하고 따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AML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해 상충 예방 이해 상충은 개인적 활동, 이익 또는 관계가 한국씨티은행과 고객,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무에 지장을 

주거나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존재합니다.

이해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 구성원은 모든 일을 할 때 투명하게 행동해야 하며, 객관성

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개인적 활동, 이익 또는 관계는 피해야 합니

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에서의 직위를 사용하여

서는 안됩니다. 

뇌물금지 씨티그룹의 모든 사업은 씨티그룹의 뇌물 금지 정책, 씨티그룹이 사업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뇌물수수 

금지법과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을 따르며, 그 중 일부는 치외법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

다. 한국씨티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부정직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

떠한 가치 있는 것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지법에 관한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사전 승인 및 보고 요건을 준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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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뿐

만 아니라 고객 민원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감독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의 철저한 이행 및 발생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영업점 내 ‘금융취약고객(고령·장애 등) 전담 창구’ 운영, ‘장애인 유형

별 응대 요령 매뉴얼’ 마련, ‘찾아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민원·

분쟁의 처리 및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2021년 8월 2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적용시점 : 2021년 9월 25일)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민원·분쟁의 처리 기준과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민원·분쟁, 소송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민원·분쟁 관련 제도개선 사항 파악 및 개선을 통한 대 고객 서비스 향상

•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안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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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사회(Social) 분야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 및 한국씨티은행의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평판 및 프랜차이즈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관련 거래가 비

대면 및 디지털화 되고 있고, 팬데믹과 함께 원격 업무 수행의 빈도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의 정보보안조직(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은 한국씨티은행

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된 보안아키텍처, 기술, 정책, 프로세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

여,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은 씨티그룹 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업무전산 최

고 책임자와 글로벌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경영진 및 보안

책임자는 정보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를 성실히 준수할 책임을 가지고, 매년 직원들에게 데이터를 안전

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디지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음성 인식, 지문 등의 생체 인식 기능과 같

은 차세대 정보보안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향상된 

보안 솔루션 및 도구를 적용하여 디지털 및 모바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사

고 모니터링,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도입하여 조직 전체에 사이버 보안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위험을 평가하고,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술 및 보안 정책

을 결합하여 한국씨티은행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조직은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팀은 기업 및 소비자금융 모두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기관과 공동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

보보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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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고객과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영업 

환경과 디지털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한국씨티

은행의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영진들이 전 직원과 함께 리스크 및 내부통제에 대해 함께 생

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진으로부터 은행의 방향성에 대해 직접 듣고, 업무 속에서 접하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업무 수행 시 어려운 점 등을 소통하며, 평소 리더십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나 제안 사항을 터놓고 이야기 하는 쌍방향 프로그램입니다.  

각 조직의 리더들과 일상 업무 속에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상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넓고 깊게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로 자발적인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최고행정책임자)를 선임하여 은행 전체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방안과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갔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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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씨티재단 소개
Citi Foundation

씨티그룹의 Global ESG Report 를 보시려면 씨티그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Report

https://www.citigroup.com/citi/about/esg/

씨티그룹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보고서를 보시려면 씨티그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tigroup.com/citi/sustainability/lowcarbon.htm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은 경제적 진보를 도모하고, 전 세계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

다. 제도 금융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며 청년 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도시 경제에 역동

성을 불어넣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선 그 이상(More than Philanthropy)”의 슬로건 하에, 씨티재단

은 방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씨티의 사명을 완수하고, 선구자적 리더십(Thought Leadership) 및 혁신을 이

끌어 냅니다. 상세 내용은 씨티재단 웹사이트(www.citifoundatio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