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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보고서

Shape Everyday Dreams



보고서 개요

하나투어는 핵심 가치인 Shape Everyday 
Dreams에 맞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취합하여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사와
이해관계자 간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하나투어의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과거 3개년 데이터 제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는 하나투어 본사만을 대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GRI Index에 기초하였고, 
재무 성과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추후 예정사항)

하나투어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와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독립된 외부 검증 기관인
***********의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보고서
검증은 국제적 검증 기구인 AA1000AS *******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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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며, 행복을 만드는 새로운 하나투어가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주주,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투어가 처음 시작된 1993년에는 많은 사람이 여행을 어렵고 낯설어 했으며 이것이 하나투어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여행의 설렘을 방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여행을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행의 설렘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객이 좋아하는 여행에 한계가 없도록, 포기했던 여행을 다시 꿈꾸고 미처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해보며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행의 설렘이 끝나지 않도록,그렇게 고객의 경험, 생각, 
세계가 끊임없이 넓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투어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하나투어는 또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전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 2050에
발맞추고자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하나투어의 노력의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사 내 방법을 찾아
메시지를 전파하고 진행한 활동은 하나투어가 현재까지 보여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지속가능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잘 관리하고 기존과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투어는 아직은 서툴지만 우리만의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과 생각을 찾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투어에게 좋은 방법이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사회에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투어의 지속가능경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 진 국 ,  송 미 선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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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행기업으로
성장해온 하나투어는 ‘Shape Everyday 
Dreams’ 라는 비전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여행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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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한국소비자포럼 주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여행사부문10년연속 1위

’07업계 최초 고객자문단 위촉

2017
’12HANATOUR JAPAN 도쿄증권거래소(마더스) 상장

’11 여성신문 주관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12년 연속1위

2016
’06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개관

’04 에스엠면세점 인사동점 오픈

’01하나투어 박상환 대표이사 회장, 김진국대표이사사장체제출범

2018
’12브랜드스탁 주관 2018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 17위

’10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KCSI), 여행산업부문10년연속1위

’09 ‘국가고객만족도(NCSI)’ 여행사서비스업부문5년연속1위

’09권희석수석부회장, ‘제45회관광의날관광진흥유공동탑산업훈장’수훈

’05 공정거래위원회주관 ‘소비자중심경영(CCM)’ 4년연속인증

2006~2012
’12 하나투어1호 호텔 ‘센터마크호텔’ 개관

’11 코스피 이전 상장

’06 코스닥 상장사 최초 런던증권거래소 상장

’06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09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코리아 주최 2014 사회공헌대상’ 문

화예술부문명예의 전당 헌액

2014

1993~2005
’04 하나투어닷컴 오픈

’00 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99태국 현지법인 설립

’96 ‘(주)하나투어’로 상호 변경

’93 ‘(주)국진여행사’ 창립

2013

’08 문화공연티켓예매사이트‘하나티켓’오픈

’07 여행정보무료서비스‘투어팁스’정식오픈

’05 FIT 브랜드‘하나FREE’ 런칭

’10 티마크호텔명동’개관

’07 박상환대표이사회장, ‘제40회관광의날 관광진흥유공금탑산업훈장’수훈

2015

’04 티마크시티호텔삿포로’오픈

’03 면세점유통산업진출(인천국제공항중소중견구역 면세점사업자낙찰)

’10 에스엠면세점인천공항점오픈

’09 중국지역한국비자신청대행기관운영(광저우/칭다오)

2019
’12브랜드스탁 주관 2019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 19위

’12 ‘국가고객만족도(NCSI)’ 여행사서비스업부문6년연속1위

’10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여행산업 부문 11년 연속 1위

’03브랜드스탁주관 ‘대한민국브랜드스타’여행사부문15년연속1위

’02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관‘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여행사부문12년연속1위’

2020
’07 2020년소비자중심경영CCM 5회연속인증

하나투어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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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하나투어는 국내 및 해외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여행기업으로, 22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1등 종합 여행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왔으며, 고객 만족도와 여행사 선호도 조사에서 확고한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하나투어

설립일 1993년 11월 1일

본사소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주요사업 여행업/관광개발업 등

대표이사 김진국, 송미선

임직원 수 1,192명

자산총계(연결기준) 619,259백만

자본총계(연결기준) 37,620백만

영업수익(연결기준) 15,851백만

신용 등급 SGI 평가정보 A+

발행 주식수 13,939,185주

5%이상
주주현황

하모니아1호유한회사 2,323,000주
(16.67%)
국민연금 1,025,092주 (7.35%)
박상환 910,020주 (6.53%)

조직도

하나투어는 본사와 국내 7개, 해외 21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7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영업 활동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본사는 2021년 대표이사
사장 이하 지역 및 업무별로 구분되어 7개 본부 22개 부서에 총 1,192명의 인원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Profile

[2021년 6월 기준]

대표이사 사장

IT 전략기획실 기획조정실 감사실

하나투어 본사 조직도

대리점판매본부상품기획(MD)본부공급(MD)본부 IT 온라인본부 경영기획본부

공급기획부

그룹항공공급부

개별항공공급부

호텔공급부

지상서비스공급부

재무본부

고객경험본부

서울영업부

경기영업부

충청영업부

호남영업부

영남영업부

개발센터동남아상품기획부

중국상품기획부

일본상품기획부

유럽상품기획부

미주남태상품기획부

테마상품기획부

그룹항공운영부

상품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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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국내 7개 계열사와 720개의 공식인증예약센터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여행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행 상품과 서비스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Best ways to experience real Korea?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다양한 산업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국내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국내,외 다양한 채널에 공급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전국 1,200여 개의 여행사 임직원 대상, 주식공모를 통해 ‘하나투어 여행상품판매
전문 여행사’로 설립.
하나투어의 고객에 대한 상담과 상품판매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우수관광사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여행상품의 개발과 판매, 제주기점 해외전세기운영, 내·외국인 대상의 MICE 
행사진행 등 토탈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도여행전문기업입니다.

하나투어 법인 영업 전문 조직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법인 및 공공기관의 출장
서비스, MICE 사업, 임직원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법인 전문 여행사로 해외 및 국내 최대 법인 전문여행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전문 자회사로서, IT를 기반으로 여행의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실시간 항공 예약 시스템과 국내 최초 실시간 기차 및 선박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세계 모든 여행 관련 예약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행 테크
기업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 호텔, 입장권 등을 예약할 수 있는 개별여행객 전용 시스템을
바탕으로 B2B 상품 공급 및 제휴에 특화된 여행 아이템을 유통하는 온라인 전문
판매 여행사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로얄캐리비안, 셀러브리티, 아자마라, 실버시 크루즈와 알라모, 
내셔널, 엔터프라이즈 렌터카의 한국 내 홍보, 마케팅,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 / 렌터카 전문 여행사입니다.

www.hanatouritc.com

http://www.hanatouristcompany.com/main/main.php

www.hanatourjeju.com

www.hanatourbiz.com

http://webtour.com/index.asp

http://web2.nextour.co.kr/nextour.asp

www.tourmktg.co.kr

하나투어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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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객수(누적) (명_20년 기준)

일반 현황

25,200,837
하나투어 회원수 (명_20년 기준)

5,676,797
판매채널_21년 6월 기준 조직 구성원 (명)_21년 6월 기준

일반대리점

5,378
제휴사

236

공식인증예약센터

720
제휴여행사

315

하나투어

1,192

해외 네트워크

254

국내 계열사

367

공식인증예약센터

3,626

글로벌 네트워크_21년 6월 기준

마닐라

코타

런던

프랑크푸르트

인터라켄

로마

해외 자회사

전세계 21개

캄보디아

베이징

후쿠오카

도쿄

홍콩

사이판

호치민

싱가포르

시드니

LA

대만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_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총 7개 지역

중국 5개 지역, 

베트남 2개 지역

호치민 비자신청센터

우한 비자신청센터

청두 비자신청센터

상하이 비자신청센터

칭다오 비자신청센터

광저우 비자신청센터

하노이 비자신청센터

하나투어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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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성과

총매출(수탁고) (2020년 본사 기준) 영업수익 (2020년 연결 기준)

109,571백만

2019 3,383,372 2018 3,635,061 2017 3,506,588 2019 614,602 2018 698,173 2017 804,338

송출 인원

전체 출국자수 (2020년 기준)

3,688,606명

하나투어 송출 인원 (2020년 기준)

646,444명

2019 26,920,415 2018 26,928,389 2017 24,837,011 2019 5,143,867 2018 5,878,013 2017 5,634,020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파워 (21년 브랜드스톡 기준)

50위 (매년 연속 선정) 1위 (여행사 부문 17년 연속)

2020 36위 2019 19위 2018 17위

소비자중심경영 (CCM)인증 (21년 공정위 주관)

5회 (매회 연속 선정)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9년 브랜드스톡 주관)

2020 5회 인증 2019 4회 인증 2018 4회 인증

하나투어 시장 점유율

17.5%
(2020년 기준)

2020년22년연속송출인원 1위

고객 성과

2020 1위 2019 1위 2018 1위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INDEX (21년 능률협회 기준)

Performance Highlights

1위 (여행사 부문 15년 연속)

2018 1위 2017 1위 2016 1위

454,24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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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온실가스 배출 (tCO2eq) (21년 기준)

1,444(Scope2 기준)

에너지 사용량 (TOE) (21년 기준)

700.23
2020 1,604 2019 2,038 2018 2,003 2020 778.028 2019 994.348 2018 977.102

용수 사용량 (TON) (21년 기준)

12,288
환경 지표 연평균 감축률 (21년 기준)

-10% (온실가스/에너지/용수)

2020 13,653 2019 29,497 2018 23,226
2020 -19% 2019 +8% 2018 +2%

기간제/임시직 근로자 고용 비율 (21년 기준)

0% 9.9년
2020 2% 2019 6% 2018 15%

ESG 교육 수료 (21년 기준_환경,윤리,반부패,인권,공정)

1,192명
산업재해율 (21년 기준)

0%
2020 2,226명 2019 0명 2018 2,781명 2020 0% 2019 0.07% 2018 0.04%

사회 성과

2020 9.7년 2019 8.3년 2018 7.2년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 (21년 기준)

Performance Highlights_ESG 2021

하나투어 ESG 등급

B+
(2020년 경영활동기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평가기준)

하나투어 ESG 등급

A
(2020년 경영활동기준)

(서스틴베스트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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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Wholesale Business 

하나투어는 대한민국 여행 시장의 홀세일 선도업체입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아웃바운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B2B 홀세일 사업이라는 모델을 주력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참여하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투어 홀세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추가하여 규모의 확대를 통해 여행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호텔

관광지

교통수단등

공급 유통 고객

상품기획

마케팅

현지행사

시장분석

프랜차이즈

일반대리점

판매제휴사

온라인/모바일

단체 고객

개별 고객

다국적 고객

단위상품

대량구매

수수료

지급

서비스 제공
* 예약상담

* 예약관리

* 정보제공

상품구매상품 예약

최저요금

최대Inventory

최대Allocation

하나투어 경쟁력

* 22년 연속 해외송출인원 1위
* 20년 코로나기간 시장점유율 17.5% 1위
* 재고 경쟁력을 통한 매일 출발 가능 상품 판매
*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하나투어는 홀세일을 통해 이루어진 규모를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매일 원하는 목적지에 출발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22년
연속 해외송출인원 및 시장점유율 1위라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판매망의 구축
* 하나투어 닷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 전국 5천여개의 오프라인 대리점 네트워크
* 국내외 총 28개의 네트워크망 구축
* 인스타, 유튜브,라이브커머스 등 MZ세대 네트웍

하나투어는 홀세일 유통이 가능한 전국적인 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크와 하나투어 닷컴 및 모바일 어플, FIT용
어플 등 다양한 온/오프 유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2개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유통이 가능하며, 
최근 각광받는 인스타, 유튜브, 라이브커미스 등
MZ세대를 겨냥한 유통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 유통

Business Model &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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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홀세일

하나투어는 B2B홀세일 사업을 통해 전국의 하나투어 공식인증예약센터와 제휴여행사, 일반대리점, 판매제휴사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합니다.
하나투어는 항공 좌석과 호텔 객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판매
대리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나아가 고객에게는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700여 개의 공식인증예약센터, 5,000여 개의 협력여행사 및 200여 개의 제휴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와 하나투어닷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20년 연속 송출 인원 1위를 달성 하며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하나투어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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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온라인/모바일 비즈니스

하나투어는 여행사업에 혁신적인 IT 기술을 도입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B2C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는 물론 대리점 및 글로벌 I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닷컴& 모바일 앱
전 세계 패키지 · 자유여행 · 항공권 · 호텔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지역/테마 별로 예약할 수 있는 하나투어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월 방문자수(UV)가 약 500만 명에 육박하며, 국내 최다 여행 상품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22년 연속 내국인 송출 실적 1위 기업으로서 국내 여행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아웃바운드 시장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소비트렌드, 다양한 고객 취향에 맞춰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행일정 설계 플래너
하나투어는 증가하는 FIT 고객들을 위해, 나만의 여행 일정을 만들고 공유하며 맘에 드는 일정은 나의 일정으로
선택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일정 설계 플래너를 구현하여 운영중입니다.
자신만의 일정을 제작, 공유하여 MZ세대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여행 컨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2.0

기존의 패키지를 탈피하는 새로운 구성과 서비스의 신 패키지 상품. 
고객들의 여행 만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쇼핑, 옵션 등을 과감히 없애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일정 구성과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스팟의 제공 및 다양한 컨셉의 테마를 컨셉으로 하여 패키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개념의 패키지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NEW 패키지 상품을 출시.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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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클릭

http://www.hanatour.com/
https://mscheduler.hanatour.com/


인바운드 비즈니스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천만 시대 목표로 하는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균형있는 한국 인바운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나투어는 2003년 설립한 인바운드 전문 자회사 ㈜하나투어
ITC를 통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비즈니스

기존 자회사(웹투어)를 통해 판매하였던 국내 여행 상품을 하나투어가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많은 내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하나투어는 그간 보유한 고객 서비스의
노하우 활용과 국내에도 구축된 하나투어 제주 등의 자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공권,차량,숙소 등의 다양한
국내 여행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국내 여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하나투어 ITC 사업 분야

• 인바운드 투어 Operation : 방한외국인 대상 다양한 한국 여행서비스 제공(그룹 및 FIT)
• 기획상품 판매: 웰니스, 의료관광, K-컬쳐 등을 테마로한 인바운드 기획 상품 판매
• JSA 투어: 2021년 주한미군 JSA투어 공식 여행사로 선정, 평택 및 동두천 미군부대에 투어데스크 운영
• MICE: 해외기업체 포상관광 및 중소규모 학회, 세미나 등 행사 운영, 2022년 개최 예정 대구 세계가스총회

숙박예약 서비스 운영
• 공공기관/지자체 용역: 인천공항 환승투어 운영, 법무부 선정 환승구역 이민, 유학 상담을 제공하는 글로벌

상담 서비스 제공, 강원도 웰니스클러스터 용역 운영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국, 베트남지역 한국비자신청 대행기관 운영

2015년 9월 광저우, 칭다오에 한국비자신청 대행기관을 개설하였으며, 방한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한 중국인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중국(상하이, 청두, 우한) 총
5개 지역을 추가로 운영하는 업체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도 서비스 제공 시작), 2021년
중국 광저우,칭다오 2개 지역 대행기관으로 재선정되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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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하나투어 닷컴 웹 사이트와
모바일 APP,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맞춤형으로 충족
시키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 평균 UV 500만의 하나투어 닷컴은
대한민국 여행의 대표 사이트이며
하나투어 APP는 누적 약 5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투어는 EDM/앱PUSH/L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CRM 활동을
진행하여 해당 컨텐츠에 적합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타켓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보유한 SNS CHANNEL 5개를 통한 총 51만명의 여행 실수요층과 접점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포스팅 및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하나투어 SNS 모바일 APP

페이스북: 313,000명
www.facebook.com/hanatour.fb
여행을 사랑하는 30여만 명의 팬과 소통하는 채
널입니다. 전 세계 추천 여행지와 최신 여행 트렌드
공유, 신속한 여행업계 소식 전달은 물론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35,400명
www.instagram.com/hanatour_official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여행’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여행과 전세계 여행정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풍성한 이벤트와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통해 모든 여행의
순간에 함께 하는 하나투어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8,000명
blog.hanatour.com/hanatourkr
하나투어 브랜드 및 고객 스토리, 사회 공헌, 공개
채용 등 기업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 채널입니다.

카카오스토리: 8,000명
story.kakao.com/ch/hanatour
하나투어 신상품부터 시즌별 특가 프로모션까지
여행 상품 정보를 매일 접할 수 있는 정보
채널입니다. 여행자 유형별 추천 상품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46,000명
www.youtube.com/user/HanaTour 
하나투어의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기업 캠페인 영상은 물론 전세계
여행지 및 상품 정보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바일
m.hanatour.com
모바일로 간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투어
대표 모바일 App입니다. 모바일 전용 특가와
다양한 여행 정보, 알뜰 여행자를 위한 풍성한
이벤트와 쿠폰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호텔 모바일

전 세계 호텔 요금 조회부터 결제까지 ONE-
STOP서비스! 하나투어 호텔 앱에서는 최저가로
국내/해외 호텔 및 호텔/리조트/펜션/풀빌라
예약이 가능하며, 알뜰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항공 모바일

전 세계 항공요금 조회부터 결제까지 ONE-
STOP서비스! 하나투어 항공 앱에서는 최저가로
국내/해외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며, 알뜰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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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EVERYDAY DREAMS 매일의 꿈을 열다. 설레는 꿈을 잇다.
여행을 꿈꾸는 자의 여행을 행복하게 실현시켜준다는 하나투어의 핵심가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미션 문구로, 
앞으로 하나투어가 나아갈 방향성이며 여행을 꿈꾸는 자들에게 여행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투어 Core Value 행동 가치

핵심가치는 하나투어 임직원이 어떻게 일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를 판단하는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수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행동가치로 삼고
여행을 꿈꾸는 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조직

생각이
유연하다

윤리 경영

부도덕
개선

비전 코칭

동기
부여

고객 중심

내가가고

싶은여행

오너십

자기업무

오너십

전략적사고

CEO

회사전체
방향이해

효율적 업무

업무시간
집중

고객 중심

우리의상사는
고객

유연한 조직

자유로운

아이디어

전략적사고

TEAM

FIRST

오너십

자기업무

오너십

도전 정신

업무는

마침표

임직원

하나투어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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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활동 지원 활동

다양한 목적으로 풍요
로운 여행과 문화생활
을 즐기고자 하는 세
계 여행객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지향적 상품

저가에서 고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가격, 보다 높은 편익을 주는 합리적
가격

고객의 기대보다
높은 다양하고 차
별화된 서비스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통한 생산성/

효율성 극대화

• 휴가, 사업, 견문 확대, 인간관계, 건강, 종교 등
의 목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고객

•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여가를 풍요롭
게 즐기고자 하는 여행고객

• 닷컴,모바일 UI /UX 고객친화적 구
성으로 판매 고도화

• ERP, BI (Business
Intelligence),

DR(Disaster Recovery)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
출된 고객 인사이트를 바
탕으로 개인화 마케팅 고
도화

B2B2C 모델 기반,

B2C2B 모델 강화로 전문
성 있는 판매 채널 확대

온/오프라인/모바일을 통한 고
객 접점 강화

공급플랫폼을 통한 상품

Pool 확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해외 인/아웃 바운드,

국내, 여행정보, 기타

가격

공급

네트워크
유통

네트워크

서비스인재

IT인프라

홍보 고객

사회적

책임

기업문화

(이념)

마케팅

상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
반으로 고객에게 다양성/ 안
정성/신뢰감을 제공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브랜드 제고

CSR, CSV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유통그룹으로서 책임을 다함

투명한 소통과 지식의 공유

고객중심경영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워킹을 통한 직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임직원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전문가 및 인재 양성

주요 보상체계 고도화를

통한 동기 부여

• 책임감있는차별서비스

• 실시간정보제공신속 서비스

• 고객니즈맞춤형 서비스

• 전문적이고 다양한

• 문화/관광 정보 서비스

하나투어는 세계 각국의 여행과 문화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세계 여행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꿈을 실현시키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Strategy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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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대응 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내 감염 방지를 위해 전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총무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방역 강화를 위해 출입구 및 각 층별 열감지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방역력을 높이고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매일 저녁 매층 소독 실시, 전 사원 대상 일 2회 코로나 방역 활동
매뉴얼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스마트워킹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지침 권고에 따라 자율적인 재택근무 실시 등으로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재택근무 강화 및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사무실 배치
등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대응활동

고객

고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안심여행 SAFETY&JOY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투어 안심여행 캠페인 활동

협력사

코로나19로부터 고객, 협력사, 대리점 전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 조치를 요청하였고, 현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손 소독제 비치, 고객 제공용 마스크 준비, 열 감지기 휴대, 기타 감염 발생 시 격리
가능한 시설 연락망 구축 및 확보, 숙소 및 관광지 주변 의료시설 리스트 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위기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극적인 방역 안전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지역 사회에 구호 물품 전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COVID-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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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행기업
하나투어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4인, 기타 비상무이사 3인의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 경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적절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경영 관련 제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혹은 반영)함으로써 사외이사들의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재임 기간은 3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재임 기간 중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 비고사항 재선임여부

박상환 회장 2020년 3월 3년 이사회 의장 재선임

권희석 수석부회장 2020년 3월 3년 재선임

김진국 대표이사 2019년 3월 3년 재선임

송미선 대표이사 2020년 3월 3년 여성 이사

육경건 부사장 2020년 3월 3년

송인준 기타비상무이사 2020년 3월 3년

김영호 기타비상무이사 2020년 3월 3년

박찬우 기타비상무이사 2020년 3월 3년

변정우 사외이사 2019년 3월 3년 감사위원장 재선임

조근호 사외이사 2019년 3월 3년 감사위원 재선임

한상만 사외이사 2020년 3월 3년 감사위원

김문현 사외이사 2020년 3월 3년 감사위원/재무전문가

이사회 독립성

이사 선임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 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기업 경영, 법률, 재무/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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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활동

매월 1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여 월별, 분기별 실적 및
경영 이슈 등의 내용을 토의하고 의사결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수 개최일자 회의체 의안내용 결정사항

제1차 2021.01.05 정기이사회 제 28기 연결 및 별도 추정 실적 보고 가결

제2차 2021.02.02 정기이사회 제 28기 연결 및 결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전자투표제 도입 가결

자산 매각 가결

지점 폐지 가결

제3차 2021.03.02 정기이사회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가결

제4차 2021.04.06 정기이사회 2021년 1분기 예상 손익 보고 가결

제5차 2021.05.04 정기이사회 2021년 1분기 별도 /연결 결산 보고 가결

제6차 2021.06.01 정기이사회 유형자산 양도 가결

제7차 2021.07.06 정기이사회 자금 차입의 건 가결

제8차 2021.08.03 정기이사회 지점 폐지의 건 가결

자금 차입의 건 가결

제9차 2021.08.12 임시이사회 담보 일부 해지의 건 가결

제10차 2021.08.26 임시이사회 유형자산 매각의 건 가결

이사회 위원회

하나투어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위원회를 개설하여
관련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ESG 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설치목적&권한사항

감사위원회 변정우 사외이사
조근호 사외이사
한상만 사외이사
김문현 사외이사

•재무제표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활동 점검 및 승인 등

ESG 위원회 미정 미정

•ESG 활동 평가

•ESG 경영안건 제안

•기타 활동 승인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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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방침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 윤리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지침을 담고 있는 ‘윤리 규범’을 마련해
사내 게시판 및 기업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교육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 운용을 통해 부패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수준을 향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으로 직무 중심의
윤리교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정산이연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정보를 사내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임직원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윤리경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이외의
윤리교육 및 윤리경영 적용 범위를 하나투어 전체 자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시스템

내부 신고 및 제보 시스템으로 하나투어는 임직원 비윤리 행위 신고, 고충 사항 및 윤리 기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휘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휘슬러 제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로 투서 형태로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지정된 메일 주소는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며,  업무에서 발생한 고충,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휘슬러 제도에 접수된 내용은
익명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윤리 행위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합니다.

외부 신고 및 제보 시스템으로 하나투어는 협력사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제공 및 청탁 등 비윤리
행위,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제안,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문의 및 신고를 위한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중입니다. 기업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 페이지에서 익명/기명으로 해당 이슈 건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협력사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투어 진행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인원 명 2,226 1,192

교육차수 차수 온라인 온라인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 1

협력사 진행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인원 명 1,100

교육차수 차수 온라인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

* 20년~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

* 20년~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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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정의

하나투어는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고객, 공급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임직원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니즈를 파악하고, 
하나투어의 경영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상시 및 정기적으로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관심 주제

고객

• 고객상담실

• 닷컴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

• 당사 모바일 APP

• 당사 SNS 및 온라인몰

• 공항 미팅 장소

• 현지 여행지

• 고객 커뮤니케이션

•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협력사
공급망

• 품질회의 현장 출장

• 협력사 정기/비정기 간담회

• 하나투어 하나허브 시스템

• 대리점 간담회

•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

• 사이버 신문고

• 하나투어 메신저

• 상생 품질관리 및 상생협의

• 협력사 선정 및 관리

•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주주
투자자

• 주주총회

• 공시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기업페이지

• NDR,컨퍼런스콜

• 기업가치 지속 성장

• 투자자 가치 제고

•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

지역
사회

• 여행약국

• 희망여행

• 투어챌린저

• 임직원 봉사활동

• 경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 핵심 비즈 연계 활동

임직원

• 사내 포털 (인트라넷)

• 사내 전산메일, 하나톡, Teams 

• 채용 설명회

• 사내 교육

• 사내 알리미

• 인재 확보 및 육성

• 일과 삶의 균형

• 임직원의 고충처리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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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정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 보편의 사회·환경·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로 17개 추진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과 UN SDGs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련이 높은 목표를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UN SDG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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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하나투어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선정 원칙에 따라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여 중요한 이슈로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 도출된 중대 이슈에 대해 관리 체계, 
주요 활동, 목표 및 성과 등을 담아 하나투어가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지향점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및 여행 산업 트렌드와 표준을 검토해
주요한 이슈를 반영하고, 하나투어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내부 이슈를 종합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이슈 풀(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비즈니스 영향

G.이니셔티브 산업 이슈

국내 미디어 내부 이슈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

GRI Standards,UN
SDGs, TCFD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표준 및 평가 항목 검토

글로벌 여행기업 Post 
코로나 대응 이슈 및
지속가능보고서 분석과
업계 동향, 이슈 검토

2020년~2021년 당사 및
여행 관련 미디어 내용 조사

경영전략 등 내부 자료와
CEO의 주요 관심사항, 
경영진 회의 주제 등 검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나투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 조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투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 조사

사회적 관심도 트렌드, 하나투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 된 중대 이슈 중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5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Step 01
이슈 Pool 

구성

Step 02
중대 이슈

도출

Step 03
핵심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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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 상품개발

순환경제기여

소비자 여행트렌드 대응

경쟁력 확대

협력사 상생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일과 삶의 균형

고객만족도 제고, 브랜드 관리

윤리경영,준법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공정한 성과 보상

임직원 역량 강화

환경 보존 활동

환경 인증 추진

에너지 관리

인권 경영

상품 안전 관리

핵심 주제 UN SDGs 연계 GRI Index 이슈 영향 보고 페이지

지속가능

상품개발

302-5 에너지

417-2 마케팅&라벨링
비용,수익성 50, 29-35

동반 성장

순환 경제

201-1 가치창출

204-1 현지구매
비용,수익성 58, 65

반부패,공정거래

윤리경영,준법경영
205-2 반부패정책 리스크 38-40

이해관계자

안전관리

416-2 고객안전

403-7 안전관리
리스크 33, 37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관리

305-02 온실가스배출

302-05 에너지
비용, 수익성 50

경제,경영 환경 사회

하나투어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대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반에 걸쳐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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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각 주제별로 핵심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nvironment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환경 경영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 경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환경 경영을 위해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환경 경영을 실천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경영과 관련된 각종 인증제도 취득과 인프라 투자로 , 환경 경영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겠습니다.

Social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겠습니다.
둘째,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피드백을 통해 운영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인증 및 추가 정책 수립으로 사회 경영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겠습니다.

Governance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를 개설하여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위험평가 및 내부 감시 제도 강화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입증하겠습니다.
셋째,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 평가를 객관화하여 이사회의 활동을 독려하여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정례화하여 ESG 정보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ESG TOPIC 21년 내 (단기) 22년~23년 (중기) 23년~25년 (장기)

Environment

경영 방침 수립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행

평가 체계 운영

환경 인증 취득

투자 계획 수립 & 실천

Social

이해관계자 안전보건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방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강화

협력사 지원제도 운영 강화

제품 &서비스 안전 평가 강화

반부패 인증 취득

인력 운영 관리 방안 강화

지역사회 책임 활동 수행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Governance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이사회 구성 강화

이사회 위원회 개설 & 운영

감사 체계 강화

이사회 보상 관련 제도 마련

핵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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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행기업으로서
고객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의 만족 향상과 고객의 설렘을 이으며 고객의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SHAPE EVERYDAY 
DREAMS’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획 여행에서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요소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적합한 기획을 통하여 여행을 꿈꾸는 고객들의 행복을 실현시켜 고객의 설렘을
이어나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투어는 패키지 2.0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패키지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브랜드별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기획 구성을 통해 고객의 설레는 여행을 준비하여 패키지의 불만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상품의 변화

“ 온전히 여행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고객 경영

패키지 상품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였던 단체 쇼핑센터 방문을 없앴으며 많은 고객들이 현지에서 진행하는
선택관광의 가격을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식사를, 단체 식당이 아닌 현지 일반인이나 개별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개선하여 식사의 품질을 높여 고객 만족을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숙소는 시내 중심이 아닌 가격이 저렴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호텔을 주로 사용하여 고객의 자유
시간 활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시내 중심이나 핫 플레이스 주변에 위치한 호텔로 교체하여 고객이
자유 시간에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성이 좋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여행의 가장 핵심 요소인 가이드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베스트 가이드를
프리미엄 상품군에 우선 배치하여 고객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이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이드를 엄선하여 배정하였습니다.

“하나팩 패키지 2.0”

하나팩 선택관광 가이드팁 쇼핑

단체쇼핑방문X프리미엄

세이브

스탠다드 단체쇼핑방문X

단체쇼핑방문제한

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현실화
(가격인하/Only 자유시간)

현실화
(가격인하/Only 자유시간)

하나팩 프리미엄

하나팩 스탠다드

하나팩 세이브

효율성 편리성

여행의 본질과 가치 추가 경쟁력 확보

Fit 선호

관광지

핫플레이스

호텔
믿을수있는

가이드
Fit 선호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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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테마의 점목

하나투어는 새로운 패키지 상품에 적합하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자 새로운 테마들을 접목한
상품을 기획하여 특별한 경험을 꿈꾸는 고객의 꿈을 실현하여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핵심관광

해당 지역 랜드마크 중심 핵심투어

힐링휴양

온천/스파/대자연 속 체험 여유로운
일정 중심

아트/문화

박물관, 미술관, 문학, 음악, 공연 등
+ 해설 포함 여행

관광+자유

해당 지역 랜드 마크 중심 핵심투어
+ 반일 이상 자유일정 포함

다이닝/미식

로컬맛집부터고급레스토랑까
지 맛 관련 특화 여행

체험/클래스

현지 고유체험활동
+ 1회 이상 클래스 참가 포함

자유+액티비티

휴양지 중심 자유형
+ 액티비티 선택 또는 포함형

20 to 30(MZ세대)

연령대 제한 + 친구 같은 가이드
+ 타깃 특화요소구성

역사/인문학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 역사적 의미
가 있는 투어+해설 포함 여행

골프 허니문ZEUS

고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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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결합 상품

실시간 판매 Live 커머스

하나투어는 최근 트렌드에 걸맞게
하나투어의 새로운 쇼핑 라이브, 
하나Live를 닷컴 모바일에 신규
서비스로 오픈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만의 차별화된 상품 특전
제공, 참신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영상 매체와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2035 MZ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투어닷컴 모바일 App 및 PC Web에서 시청 가능한 하나 Live 서비스를 통해 사진이 아닌 영상 시청과
하나투어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여행을 느낄 수 있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MZ세대와의 소통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영

경쟁력 있는 상품 요소를 결합하여 고객이 필요한 것들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결합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패키지가 보유한 가격적인 강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패키지의 전체 요소 중 고객이 일부만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따로 묶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구성을 만들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에어텔, 에어카텔 등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맞춤 대응으로 상품을 구성하였고, 향후 더욱
다양해질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
완성되도록 종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하나라이브 바로가기 클릭

에어텔 에어카텔 카텔 티켓텔

FIT 인기
Hot Place
호텔 엄선

경쟁력있는
가격과좌석
항공판매

Best Price 
경쟁력있는
상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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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설계 플래너

고객 경영

나만의 여행 일정을 만들고 공유하며, 맘에 드는 일정은 나의 일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스스로 여행지의 일정을 구성해서 자신만의 일정을 제작하고 공유하여 다양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하나투어는 국내 최대의 여행 컨텐츠와 정보 제공을 통해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여행 플래너를 통한 여행 일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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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플래너 바로가기 클릭

https://www.hanatour.com/mkt/fet/PL00112863


하나 Original_꿈을 담은 특별한 여행

고객 경영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화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개의 주제로 구성하여,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투어에서만 즐겨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에서부터 최고의
럭셔리한 여행인 제우스 상품까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특별한 상품으로 고객의 꿈을 잇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이라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ay
(머무름)

호주 글램핑 대만 아쿠아 일본 전통가옥 치앙마이 코끼리 장가계 프라이빗

호주 글램핑 대만 아쿠아 일본 전통가옥 치앙마이 코끼리 장가계 프라이빗

호주 글램핑 대만 아쿠아 일본 전통가옥 치앙마이 코끼리 장가계 프라이빗

호주 글램핑 대만 아쿠아 일본 전통가옥 치앙마이 코끼리

호주 글램핑 대만 아쿠아 일본 전통가옥 치앙마이 코끼리

Adventure
(모험)

Join
(함께하다)

Eco-friendly
(환경친화적인)

Zeus Edition
(제우스특별판)

몽골 대자연 핀란드 오로라 하노이 사파 스페인 가우디 일본 리얼월드

홍콩 로컬여행 북경 만리장성 러닝 대만 시티다이빙 사이판 풀파티 사이판 골프

일본 다이빙 스페인 상생 스,위스 대중교통 하와이 친환경

프랑스/이탈리아
익스프레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루트레인

방콕/싱가포르
벨몬트 트레인

캐나다
로키 마운티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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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Original 바로가기 클릭

https://www.hanatour.com/mkt/fet/PL00112849


지속 가능 여행상품 : 스위스

하나투어는 최근 글로벌 여행업계의 세계적 추세인 지속가능여행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여행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인 유럽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여행 상품을 기획하여
여행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며 현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의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 기차여행 8일 #환경을 지키는#지속가능여행#스위스 하이킹”

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 여행 Sustainable Tourism
① 스위스 패스를 활용하여 기차, 버스, 유람선, 대중교통 이용으로 CO2 저감효과
② 숲속 오두막에서 먹는 신선하고 풍성한 식자재를 활용한 스위스 정통 퐁듀
③ 루체른 호수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채소류를 사용한 BBQ 체험
(현지에서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 한끼로도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지 식품을 즐기면 탄소 배출양을 약 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④ 탄소저감 프로그램 참여하는 항공사/호텔 사용
⑤ 트럭의 방수포, 자전거 바퀴속의 튜브, 자동차 안전벨트를 재활용해 가방을 제작하는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

환경을 지키는 Eco Challenge 
① 일정중에 개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②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 중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③ 담배꽁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 중 금연을 합니다.

고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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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여행상품 : 제주 웰니스

하나투어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1회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의 참여사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 6개
권역(서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대표 웰니스관광 시설을 체험하는 상품을 기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웰니스관광 페스타에 참여해 제주 친환경 웰니스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착한여행 서약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착한여행 서약 이벤트는 판매 증진보다 순수한 자연 그 자체의 관광적 가치를 중시하는
웰니스관광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화석연료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ESG경영 확산에 앞장서고자 지속적으로 관련 상품을 기획&판매할 계획입니다.

“ 제주 웰니스 2박 #환경 보호#착한 여행#신화 월드”

착한 여행 Eco Tour

① 제주도 웰니스 Eco 투어 진행
②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시설 체험 (서귀포
치유의 숲, 가뫼을 영농조합 귤따기)
③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ESG 
세가지 약속 서약 이벤트” 참여 시
고객에게 하나투어 마일리지 제공

고객 경영

웰니스 ECO 투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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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하나투어는 지식 콘텐츠 전문기관 KMA(한국능률협회)와 협업해 산업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교육 분야에서도 언택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관련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교육+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산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증강 및 가상현실 등을 융합한 체험과 경험 중심의 산업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나투어는 여행을
테마로 선보였던 기업 맞춤형 산업연수 프로그램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KMA한국능률협회는 분야별 대표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리얼월드 가상체험을 통한 ESG 연수 컨텐츠 개발”

고객 경영

하나투어 보유 컨텐츠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기존 연수프로그램의 단점인 2D적 접근을, 리얼월드를
활용한 체험 형태로 전환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도사재생 숙박사업인 더 몽을 활용하여 ESG 맞춤형 교육
진행 시 개별 숙박 시설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2050에 발맞춰 숙박,교통,관광지 등 사전
ESG 컨텐츠를 확보하여 이를 적용한 기업연수 상품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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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전 관리

하나투어는 여행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안전을 관리하고자 다양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대응 및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행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여행업계 최초로 안전대진단을 기획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비용 지원 및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고객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지 안전 관리 프로세스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투어는 현지 하나투어 직영 법인과 협력사와 함께
사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한국까지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광지

사고발생

네트워크

사고 수습

대책반

본부 구성

가족연락

출국지원

(필요시)

사고처리

대관업무지원

한국

귀국

공항마중

한국업무

처리

보험

사후지원

여행지 안전 대진단

대표지역별 안전 진단 조사를 통해 고객 관광 관련 안전 요소를 점검합니다.현지 협력사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후 실사 사진 증빙을 통해 해당 관광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합니다.파악된 문제를 바탕으로 내부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여 협력사에 전달하여 협력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합니다.이후 현장 정기/불시 점검 및 고객 설문 등으로 문제점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지원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관리합니다.이를 통해 관광지에서의 고객 안전사고 대비 및 임직원 출장 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합니다.

1

설문조사

분석

안전대진단확인건수_2019년

유럽지역30회 안전진단점검실시

2

문제점

도출

3

협력사

현장점검

4

개선안

도출

5

협력사

자율개선

6

불시점검

지속관리

고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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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안심여행 “SAFETY&JOY”

하나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및 현지 여행, 귀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 위험에
대비하고자 안심여행 SAFETY & JOY 캠페인을 통해
안심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 출발 전 안전여행 필수품을 챙기도록 요청하며,
공항에서 자가 진단 키드를 증정하여 스스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항공
이용 시 비대면 수속을 권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는 안전교육이수 가이드가 동행하며 매일
고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여행지의 현지 안전지침
및 준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드립니다.
또한 차량은 1일1소독 및 차내 손소독세와 상비약을
비치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는국가별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는 숙박시설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여행일정은 밀집지역은 지양하고 거리두기에
적합하도록 가이드가 일정을 관리합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범위 확대

현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한국 귀국 후 보험 처리 진행 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변경 기존

사망 (상해/질병) 3억원/3천만원 1억원/1천만원

해외발생 의료실비(질병) 3억원 100만원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질병) 3억원 100만원

항목에 대하여 기존 1억원 대비 2억원이 상향된 최대 3억원까지 보상 범위를 향상시켜 여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기될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고객 경영

그리고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의료조언, 긴급통역, 의료시설 안내 및 진료 예약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심여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의 위험에도 고객이 안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8

H
A

N
A

T
O

U
R

E
S

G

기존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망/해외의료실비/국내의료실비 3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처리기구

하나투어는 여행중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와 불만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기구를 운영하여 피해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 여행상품 판매 페이지인 하나투어 닷컴 내 고객센터의 개선의 소리/칭찬의 소리 게시판
운영으로, 여행과 관련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 상품의 개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고객의소리

오프라인접수

대표전화

고객서비스팀

접수

고객서비스팀

내용확인&회신

외부기관

소비자보호원

법적소송

고객

신뢰회복

고객

신뢰회복

고객

신뢰회복

수용

수용

수용

책임위원

담당처리

유관부서

현지책임자

고객부협의

고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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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보호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 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내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 이용 내역
및 관련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절차, 기준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변경 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상 작성된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망분리 적용을 통해 내부문서의 외부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1회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의 날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정해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는 e-Privacy(개인정보 우수사이트 인증), PCI-DSS(지불카드 보안 표준)를 통한
개인정보 및 고객 카드정보 보호관련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는 2022년 인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총무부

대표이사

경영기획본부

IT 
전략기획실

[개인정보보호운영조직]

정보보호팀

법무준법팀

개인정보보호정책위반및불만건수

0회 _ 2020년~2021년

고객 경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 및 관리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Life of cycle)별

요구사항의 도출 및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솔루션 관리 및 운영

[ePrivacy 인증]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 점검 및 확인
• 외부인증 취득 수행

[PCI-DS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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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 보건을 경영 목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방
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방침

하나투어는 고객과 임직원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인 안전보건을 위해 경영진에서 근로자까지
안전보건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솔선수범하여 실천합니다.
안전보건 가치와 목표를 경영진으로부터 근로자까지 공유하고 실천합니다.
임직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훈련과 학습을 통해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합니다.
안전보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며 기업 경영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및 교육 활동

하나투어는 안전 보건 활동을 강화, 관리하기 위해 법무총무부, 인사부를 통해 안전 보건 활동을 수행하며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안전 활동 및 의식 개선을 위해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하여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협력사들에게는 고객 안전의 필수 요소인 CPR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 및 당사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여 고객들의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 및 보건 관리

하나투어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2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게는 검진 비용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체력증진으로 능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팀장급 이상 임직원 대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율

산업 재해 발생이 없도록 산업 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매년 안전 보건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0.04% 0.07% 0%

안전 보건

하나투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CPR 교육 106명 1,054명

안전보건 106명 1,054명 1,061명

안전보건 교육 진행 활동

협력사 2018년 2019년

CPR 교육 228명 253명

안전보건 228명 253명

41

H
A

N
A

T
O

U
R

E
S

G



하나투어는 소비자, 경쟁사,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를 이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임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에서 신뢰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호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원칙

협력사에 대한 원칙

•협력사의 지적, 물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탈취하지
않겠습니다.
•윤리 및 인권 등을 존중하는 협력사를 우선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준법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협력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합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원칙

•경쟁사와 상호 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해칠 수 있는 불공정 담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원칙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고지하겠습니다.
•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무단으로 오남용 하지 않겠습니다.

반부패 원칙

•금품, 향응 등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거래업체의 승인 없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호텔비용, 행사비용 등 거래 관련 비용을 임의로 할인,이월,연기하여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비품 등을 유출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사용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도

하나투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위해 대표이사 산하 경영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은 현지 협력사와 관련된 이슈를, 인사부는 내부 고발 등의 이슈를, 그리고
법무총무부는 법률적 판단 및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며 임직원의 자율준수 수행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무총무부

감사실

대표이사

경영기획본부

인사부

본사,자회사, 
협력사정산이연 감사

내부고발처리
재발방지 마련

자율준수편람 제작 자율준수관리, 
가이드라인 설립

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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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하나투어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이슈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제기된 이슈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사이버 신문고 운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여 제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제보 상황파악

조사
단계별대응

신고자보호
대상부서/직원

업무배제

심각도에따라
처벌

재발방지

대책강구

사건사례

취합,전파

사례별

메뉴얼제작

직원재교육

진행

컨트롤타워

(경영기획본부)

담당자 이메일 신고 주소

법무총무부 채철훈 상무 chae@hanatour.com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11층
공정거래자율준수 담당자 앞법무총무부 박고나 수석 gona@hanatour.com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법경영

휘슬러제도

자율준수편람

하나투어는 공정거래를 통한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휘슬러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준수를 독려 및 관리 감독하며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내 및 협력사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경우
제보를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준법경영 및 자율준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매년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및
업데이트 하여 최신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정보를
최신화하여 새로운 케이스도 바로 확인&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정산
이연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임직원과
협력사 간 발생 가능한 정산 이연 이슈를 사전
확인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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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프로세스

하나투어는 과거에 발생한 프로세스 상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이슈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패방지
프로세스를 제정하여 예방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4가지 문제점을 선정하여 이를 예방&관리하고자 5개의 개선안을 통해 프로세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임직원행동규정강화

지상비정산이연행위금지

외부지원금관리체계확립

안전점검프로세스강화

프로세스개선

사내규정개정&신설

시스템개선&개발

감사전담조직개편&강화

임직원교육강화

외부지원금&공동마케팅 규정수정

협력사 계약서 수정&정산기준강화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

임직원 행동규정&징계수준 강화

안전점검 프로세스 보완

내부정산시스템 개선

마케팅 품의항목보완

보안망 분리운영&데이터 모니터링 강화

감사전담조직 강화& 기능강화

필요시 개인단위 포렌식 수사 강화

정기적 교육수행

대응방안 구체적활동방안도출과제

임직원 부패 방지 교육

하나투어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및 전문기관의 교육 자료를
통해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수행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부패방지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결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인원 2,781명 938명 1,192명

교육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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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현지 여행지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입니다. 하나투어가 추구하는
고객의 여행에 대한 꿈과 설렘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현지 협력사들입니다. 
하나투어는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투어와 협력사가 모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자 파트너이며 협력사와의 상생은 결국 하나투어와 협력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공급망 관리

하나투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원칙’에 따라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현하고자 협력사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공급의 품질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수시적으로 협력사의 역량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며, 비단 업무 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협력사 점검 대상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사회적 책임 등의 사항은 2022년 이후 점검기준을
강화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반 성장

협력사 선정 & 평가 기준

재무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품질
서비스 품질
품질관리방안

대응력
경영방침 이해
참여 적극성

원가
원가 경쟁력
원가요소 보유 여부

납기
원가 제공 속도
피드백 수준

운영
인권,업무환경

협력사 평가 관리 방식

연중 평가 자율 개선 평가 사후 관리

VOC 접수량
CS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평가

고객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협력사 자체 개선,
요청 개선 결과 확인

정기평가를 기반으로
연말 전체 평가 진행
(협력사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우수협력사 시상
우수가이드 시상
개선미비점 전달
하나투어 소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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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요소

신뢰관계

형성

동반성장 상생요소

하나투어는 3가지 요소를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 및 소통 창구 마련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역량이 상승된 협력사의 능력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미비한 부분들은 소통 등으로 더욱 향상된
신뢰관계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협력사와 하나투어 모두의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하나투어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협력사들과 지역별로 연 1회씩 전체 간담회
자리를 통해 하나투어와 협력사들 사이의 업무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합니다. 최우수, 우수 협력사 , 우수
가이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미진한 협력사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협력사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당사의 사업 영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

연간 정기적으로 전세계 지역 가이드 대상 상품
서비스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외 최근
상품 트렌드나 한국 내 여행 이슈 등에 대한 Tip 
전수 등으로 고객 서비스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분야별 전문 가이드 양성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가이드 양성으로 가이드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 방문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협력사 연간 정기 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객관화
및 노력한 협력사 발굴을 통해 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품 서비스 능력 뿐만 아니라 ESG 가치인 인권, 윤리, 
부패 등의 요소까지 반영하여 공정거래 확립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의 투명성 제고로 협력사의 경쟁력 유지와 당사의
경쟁력 유지를 통해 상호 Win-Win이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정기 평가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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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교육

임직원 전용 대상인 사이버연수원을 협력사 용으로 별도
운영하여 협력사 교육 및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핵심 가치나 이슈 사항, ESG 
경영 등의 최근 경영 이슈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관련사항들 내용을 사이버연수원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로
하나투어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동반 성장

2021년 11월 베트남 협력사 임직원 총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여행트렌드 전망 등 여행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하였으며, 안전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안심여행
프로그램 'SAFETY & JOY'도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였고, 한국관광공사 협조를 통한 교육영상 등
여행경로별 방역 및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2년 이후 전 지역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교육 진행

협력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나투어의 학습관리시스템(이하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운용사인 현대경제연구원과
협업하여 협력사용 LMS를, 기존 하나투어 대표 시스템인
하나허브파트너 토탈 內 탑재 및 SSO(Single Sign-
On)연동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 가이드, 인솔자들이
LMS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21년 5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시스템 세팅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시간 방송 진행으로 사무실에서만 접속과
교육이 가능하였으나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컨텐츠 업로드
방식으로 전환 및 모바일 접속으로, 사무실 및 가이드 포함
현장직도 언제든지 손쉽게 접속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해외 협력사에게만 적용 중이나 향후 하나투어와
거래하는 국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업그레이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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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뉴스 레터 정기 발송

하나투어는동반 상생을 위해, 임직원 대상 운영하는 교육 훈련 체계와 비슷한 체계의 협력사 교육 훈련 체계를
수립하여 하나투어, 협력사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협력사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한 하나투어의
상품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Lv.3 (5년 이상) Lv.2 (2년~5년) Lv.1 (2년 미만)

기존 운영 공통

신규
(인재개발
주도과정

개발)

행사

판매

안전/VOC

온라인 개발
(외부강사)

신입직원
OJT

레크레이션 기법

사진과 영상 촬영 방법 _ 고급

고객 마음 사로 잡는 방법

불만고객 대처방법

VOC/고객 감동 사례

사고사례 대처 사고 및 응급처리 매뉴얼

최신 여행 트렌드와 판매

고객 심리 분석 선택관광 추천 제안 방법

단체별 행사 진행 방법

스토리텔링 멘트 기법지역 역사문화심화

ESG 교육

심폐 소생술

감성서비스 실천

HAS 사용법 & 직무 역량 강화

협력사 교육 결과

* 2018년~2019년은 현지 방문 교육 진행, 2021년은 코로나로 온라인 진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인원 354명 384명 350명

교육진행 12회 10회 1회

교육지역 8개 지역 7개 지역 30개 지역

동반 성장

협력사 교육 훈련 체계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사 333곳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파트너 포탈 or 
이메일 전달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하나투어 내 주요 정책, 
협력사 대상 메시지 (캠페인, 교육 독려)  전달 및
신상품 소개, 여행 소셜 트렌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차별화된 여행상품 공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바뀐 지금,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협력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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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 보건을 경영 목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방
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방침

하나투어는 대한민국 여행의 선도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인권 경영을 준수하겠습니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나이, 직종, 종교, 국적,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③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열린 문화를 지향하며, 갑질을 근절하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모든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⑥ 인권 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경영 세부 지침

하나투어는 5가지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인권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인권 존중

2

근로시간

준수

3

임금

4

결사의

자유

5

차별 금지

인권 예방 프로세스

하나투어는 인권 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상황 보고 및 제보

초동 대처 (1차 관리자) 유관부서 보고 (경영본부/인사부)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관심

경계

심각

상황별 자제 조치

비상대책 실무진 운영

비상대책 본부 운영

대응 조치 마련

문제 해결 재발 대책 방지 강구 사건 사례 취합 및전파

사례별 매뉴얼 제작

임직원 재교육

관심

경계

심각

상황별 자제 조치

비상대책 실무진 운영

비상대책 본부 운영

대응 조치 마련

문제 해결 재발 대책 방지 강구 사건 사례 취합 및전파

사례별 매뉴얼 제작

임직원 재교육

초동 대처 (1차 관리자)

대응 조치 마련

사건 사례 취합 및전파

사례별 매뉴얼 제작

임직원 재교육

대응 조치 마련

사건 사례 취합 및전파

사례별 매뉴얼 제작

임직원 재교육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인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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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예방 추진 과제

하나투어는 인권 경영을 위한 예방 추진 과제로 4개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정문화 정립, 노사
소통 확대,  일과 삶의 균형, One HANATOUR 라는 4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 인권 경영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변경 수평문화 정립
갑질문화근절

양성평등 구축

공정문화 정립

정시출퇴근, 자유로운 연차
건전한 회식문화, 스마트워킹제도

일과 삶의 균형

정기적 노사 간담회
수시 간담회

노사 소통 확대

직군간 이해 위한 직무통합교육
기업문화 융합 워크샵

One HANATOUR

인권 침해 예방 프로그램

하나투어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4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 보호를 괸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인권 교육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필요시 외부기관 신고 (경찰
등)

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정기적 인권 교육 진행

필요시 수시 교육 진행

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

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

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

고충 처리

갑질 근절

접수 및 신고

성폭력 상담 신고센터 운영 (외부협조)

고충 처리 센터 운영

갑질 신고 센터 운영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운영

노동자 대표자 이메일 및 사내메신저

인사부 부서장 이메일 및 사내메신저

인권 교육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성희롱 예방 2,498명 2,305명 504명 1,061명

장애인 인식 2,498명 2,305명 504명 1,061명

인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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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방향(경영철학 전파, 리더 양성, 직무 전문성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설정하여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근무제 시행 등의 가족 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인재 육성 방침

지속적인 여행산업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직무별 업무에 맞는 인재 배치와 직무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수시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계층별 교육, 본부별 자체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사외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며 임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

신규 채용 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입문교육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철학과 역사,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태도 외 부서별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실무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신입사원 입문 교육

직무간 상호 이해와 유연한 조직 구성 및 배치를 위해 직무간, 부서간, 계층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 직무 및 부서에 대한 이해로 향후 직무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이기주의를 지양하여 조직간 시너지를
통한 업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계층별 교육

해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차별 포인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엑스퍼트라는 제도를 통해 해외 파견에 적합한 인재군을 모집하여 직무, 인사, 노무, 경영 등 해외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필요 시 외부 강사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

자육 복장 운영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자율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장 차림에서
벗어나 가볍고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개선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사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재 경영

51

H
A

N
A

T
O

U
R

E
S

G



임직원 교육 체계

하나투어는 근속기간 및 직무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발전 및 업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분 수석 (H4) 선임(H3) 선임 (H2) 사원 (H1)

불만고객대처방법

임

직

원

여행 자격 과정

여행업 역량 향상 국내외 여행업 종사자

신입 취업 준비생

콜센터 직무 역량

자회사 공통
자회사

대외 교육

대외

공식 인증 예약
센터

공통 대표

고객 상담 대표

영업 상품 대표

공통 실무자 공통 신입

고객 상담 신입

영업 상품 신입

고객 상담 실무자

영업 상품 지원 실무자

온라인 법정 필수 상품 인문학

인솔자

가이드

가이드
인솔자

일본 스루가이드

인솔자 공통 CS 테마 HAS

인솔자 필수 정보보호 안전

안전, VOC Lv. 1안전, VOC Lv. 2안전, VOC Lv. 3

판매 Lv. 1판매 Lv. 2판매 Lv. 3

행사 Lv. 1행사 Lv. 2행사 Lv. 3

가이드 공통 감성 서비스

직무역량

직책자

공통역량

전사 필수
경영전략 법정 의무 교육

ESG 교육 CPR 교육

HANA 팀장 리더십

HANA 경영리더십

차별화된 사고기법

스마트한 업무 추진

내부 외부 고객 관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품 판매 선택

영업 선택

전사 공통 Lv.1 Lv.2

영업 필수 Lv.1 Lv.2

마케팅 필수 Lv.1 Lv.2

항공 필수 Lv.1 Lv.2

MD 필수 Lv.1MD 필수 Lv.2 Lv.3

항공 선택 Lv.3

마케팅 필수 Lv.3

영업 필수 Lv.3

전사 공통 Lv.3

육아 휴직 및 유연근무제 장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하나투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임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하루 평균 20여명이 시차출퇴근제도를 이용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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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 후생 제도

하나투어는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제도를 단순화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임직원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장애아동지원 임직원 자녀 중 장애아동 대상 지원금 지급

소모임 소모임 활동 시 인원에 따라 비용 지원

자격증 수당 어학,사무,통신 분야 일정등급 취득 시 수당 지급

축의금 결혼축의금 (가족이나 직원), 수연축의금 (본인 및 가족과 그 부모)

조의금 본인,배우자,가족,부모 사망 시 위로금 지금

자녀 학자금 지원 전문대&대학교 전액 (한도 이내까지) / 최대 2명 까지 지원

기타 경조금 내 집 마련 시, 이사 시 지급

경조 휴가 결혼,회갑/칠순,돌,이사,사망,출산 시 경조휴가 지급

위로금 입원 시 기간에 따라 위로금 지급

휴앙시설 이용 국내 제휴 숙박시설 임직원 이용 가능

건강관리비 체련단련비(직책자 이상), 건강검진비 지급

임직원 소통 강화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선순환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총 40회에 걸쳐 직군, 직무별로 다양한
직원들과 티타임 또는 식사시간을 가지며 상호간 이해와
회사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의견 제시하는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간담회

전체 워크샵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 및 새롭게 변모하는 회사의
방향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전 직원과 소통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Ifland 어플을 통해 전 직원이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여, 20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상품의 변화와 변경된 CI의 의미 설명 및 패키지 2.0 등,
회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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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환경경영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21년부터 환경경영을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하고자 합니다. 하나투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경영 방침

하나투어는 다음 세대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다음
사항들을 책임을 다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온실가스와 용수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환경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전사적인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여 환경 경영을
실천하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③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친환경을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환경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환경 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⑤ 모든 임직원들이 환경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⑥ 이런 노력이 지구의 환경 개선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환경

교육 참여

환경

실천
활동

환경

성과 지표
환경

상품 개발

환경 경영 평가 요소

환경 평가 체계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독려를 위해 환경 경영 활동을 평가 쳬계화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여 향후 조직별 활동 평가 시 환경
경영 수행 결과도 반영하여 환경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경영 의사 결정 조직

환경 경영을 경영 전략에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환경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은 실무진에서 경영 활동에 대한 진행이 이뤄지나 향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별도의 조직 체계를 구축한
발전된 형태의 조직으로 확장시켜 환경 경영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 절감안 마련
• 가스 및 용수 사용 관리
• 온실가스 배출 관리
• 사내캠페인 진행

• 친환경/보호상품 기획
• 지속가능여행상품
(Sustainable Tourism)

대표이사

경영기획
본부

상품기획
본부

환경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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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목표 수립

하나투어는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등의 환경 지표들에 대하여 연도별
사용량 공개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2020년 3년간 평균 약 -
11%수준의 사용량 절감을 수행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 목표 연평균
감소율

(18~20)

지난 3년간 이행 실적

사용량 전년비 감소 2018년 2019년 2020년

에너지 사용량 (TOE) 700,23 -10% -11% 977,102 994,348 778,028

용수사용량 (TON) 12,288 -10% -19% 23,226 29,497 13,653

온실가스사용량(tCO2eq) 1,444 -10% -10% 2,003 2,038 1,604

하나투어는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내 캠페인 활동, 임직원 환경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임직원 환경 봉사 활동 수행 등 즉시 실천
가능하고 수행원들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부분적인 인프라 개선, 핵심 Biz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상품의 기획과 개발, 여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료들의 친환경 도입 등 핵심 Biz와 연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 경영의 인증,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환경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목표 달성 계획
장기

중기

단기

사내캠페인 / 환경교육 / 봉사활동

지속가능상품 개발
친환경 상품 도입

인증 투자
인프라구축

에너지와 용수 사용 절감을 위해 2020년부터
사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하여
임직원들의 참여와 인식을 개선시키고 퇴근 시 컴퓨터
끄기 활동 등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환경 교육을 진행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 목표 실천 활동

사내 캠페인과 환경 교육

에너지 소비, 용수 사용 절감 활동 캠페인 및 환경 교육 공지

환경 경영

구분 2021년

환경교육 1,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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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법인차량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목표 실천 활동

법인 차량 교체 연료구분
적용시기 수량

기존 개선

휘발유 전기 2021년~ 최대 10대

하나투어는 환경 경영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모바일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여 낭비되는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센딩백을 폐기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자항공권과 여행 일정표를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모바일을 통해 전달하여 종이 소비를 줄이며 환경 보호
활동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배출 감소

모바일 일정표 모바일 항공권

하나투어는 2009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하나투어 임직원 희망봉사단’을 정식 창단해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임직원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환경보호활동을 추가해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2014년에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 속 한강숲 가꾸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없었지만 향후에도 환경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아갈 것입니다.

임직원 봉사 활동

희망 봉사단 “한강 숲 가꾸기 및 하나투어 희망정원“ 활동

하나투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지지 선언을 통해 향후 환경경영 및
2도씨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TCFD 가입

환경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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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환경 경영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여행 상품을 기획,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미 유럽 스위스 지역을
지속가능한 여행상품으로 기획하여 친환경 여행을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상품
개발을 진행하여 UN SDGs 활동 지침에 적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으로 구성된 교통편, 숙소, 먹거리로 상품을 기획할 예정이며 또한 친자연적인 환경을
보호 및 재생 시키는 상품,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컨셉의 상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상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여행 상품 개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또는 레스토랑을 이용, 환경 보호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 또는 무동력 탈거리. 환경보전, 
자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인 스위스. 
CO2 배출 감축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하는
등 국가 최대의 자산인 알프스 및 자연과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미래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실천을 구현한 여행.

#지속가능#친환경#자연보호#유럽

#보존#재생#역사문화공유#로컬체험#일본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본 소도시 만의
정서가 담겨 있는 고민가를 호텔로 바꿔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니포니아 호텔. 일본 정서가
넘치는 고민가 지역 만들기를 컨셉으로 마을 주변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구상, 단순한 숙박 시설의
의미를 넘어 이 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마을에
융화되도록 구성한 여행.

#자연#체험#글램핑#중국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의 향연, 버킷리스트 소금호수
인생샷, 무지개산, 사막에서 즐기는 은하수 그리고
바비큐 파티, 최고의 자연을 한번에 맞이 할 수 있는
지구별 여행

환경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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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하나되는 지구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업계 최초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팀’을
조직해 활발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소외 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
여행 프로젝트’,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희망여행’, 미래 관광인재를 육성하는
‘투어챌린저’와 ‘투어챌린저 하이스쿨’,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글로벌 프렌즈’, 
임직원 및 파트너사 직원들로 구성된 ‘희망봉사단’, 고객들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여행 ‘볼런투어’ 등을 운영하며
여행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문화재단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글로벌 CSR의 비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고 희망과 꿈을 나누는 기업

해외 커뮤니티 건립

그룹사및해외네트워크를

통한글로벌CSR

마일리지 기부

더불어

아름답게

더불어

가치있게

더불어

행복하게

더불어

풍요롭게

‘함께 누리는 행복한 세상’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고 꿈과 희망을 나누며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한다

하나투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 적립, 판매인원당 일정금액 기부, 고객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억원의
금액을 기부하였습니다. 

희망 나눔 기부금

사회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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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볼런투어 최근의여행트렌드는무엇을하러가느냐가

중요해지고있으며, 쉬고즐기는여행에서누군가를돕고배울수

있는봉사여행이주목받고있습니다. 볼런투어(Voluntour)는

고객들이여행지에서봉사활동에참여함으로써봉사(Volunteer)와

현지문화체험(Tour)를함께경험할수있는, 세상과소통하는특별한

봉사활동입니다.

5 투어챌린저하이스쿨 관광관련고등학교재학생을위한장학

프로그램으로, 국내여행실무교육과해외탐방, 실습등산업현장

경험을통해꿈에한발짝다가설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2 문화예술희망여행 아티스트들이여행에서얻은영감을

작품으로표현하고전시함으로써색다른시각으로현지문화와

자연의아름다움을대중과나누는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4 투어챌린저 창의적관광인재를육성하고자2006년부터매년

전국대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의신선한

아이디어와하나투어의배낭여행노하우를결합한참여형해외탐방

장학프로그램으로, 미래관광산업의중심이될학생들에게글로벌

투어리즘의비전을제시하고있습니다.

6 글로벌프렌즈 다문화가정어린이들을위한스포츠꿈나무양성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미래의한축이될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

‘농구＇라는단체스포츠경기를통하여체력, 리더십, 단체생활, 

순발력등을심어주기위해‘글로벌프렌즈(GllobalFriends)’를

창단했습니다. 더이상아웃사이더가아닌대한민국의중심이될

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평등한기회와사회의온정을전하고자

합니다.

7 희망봉사단 희망봉사단은임직원봉사활동으로아동, 환경, 

지역사회등도움이필요한곳에나눔의손길을전하고있습니다. 

전국을8대권역으로나누어전직원이참여하고있으며봉사활동은

신입사원연수필수이수과정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등NGO와협력하여소외아동,청소년들의문화체험을

지원하고서울그린트러스트와함께하나투어그룹사및협력사

임직원가족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봉사활동을열어도심속

한강숲을가꾸고있습니다. 또한종로구의청운효자동, 평창동과1사

1동협약을맺어, 지역어르신및아동나늘이,  방한용품등을

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정기봉사활동외평일재능나눔, 

소그룹봉사등다양한기획봉사활동을운영하여임직원들이보다

쉽고즐겁게나눔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10 마일리지기부 고객들이보유하고있는하나투어마일리지로

희망여행을선물할수있습니다. 고객들의소중한마음을모아

여행이필요한이웃들에게가치있는시간을선사하겠습니다.

8 GW프로젝트 ‘Good will for the World’라는타이틀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근거하여다양한사회문제에대해

적극적인대응으로공유가치창출을도모하는프로젝트입니다..

654

1 2 3

8 97

9 지역기부활동 종로구청운효자동, 평창동등과1사1동협약에

따라지역이웃들을위한나눔물품을기부하여지역나눔활동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사회 공헌

1 희망여행 여행의기회가부족한소외이웃에게다양한여행

체험을통해꿈과희망을키울수있도록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소외계층아동청소년, 저소득층가정의

여행제공, 부부의늦깍이허니문등단순한물질적지원뿐아니라

정신적빈곤도해소하는문화지원사업입니다. 매해대상과횟수를

확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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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부금 (억원) 10.57 10.03 2

사회 공헌

사회 봉사 활동

[지구별 여행학교] 커피로 하나되는 우리들의 희망

커피 교육을 받은 10명의 보호관찰청소년! 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하나투어문화재단과 호통판사로
유명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 
그리고 CJ E&M 대표 크리에이터 '남자커피' , 
'카대남홍준' 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 여행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여 꿈과 희망을 키운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일사일동 지역 봉사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평창동과 협의하여 일사일동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 봉사 활동
대신 기부물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부 활동

하나투어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기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인원에 따른 일정 금액 적립
및 기타 영업이익 일부를 기부활동에 활용하는 등의 활동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하였고, 이러한 금액은
하나투어 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되어 사용하였습니다. 희망여행 및 임직원 활동 등
하나투어가 현재까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사회 각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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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고객과 함께 할 여행의 새로움을
선보이겠습니다. 오래동안 닫혀 있던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리는 지금, 
고객에게 여행의 설레임을 갖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겠습니다.



재무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자산

유동자산 백만원 408,231 208,325

비유동자산 백만원 599,323 494,935

자산 총계 백만원 1,007,555 703,260

부채

유동부채 백만원 407,502 173,261

비유동부채 백만원 382,174 404,685

부채 총계 백만원 789,676 577,946

자본

자본금 백만원 5,808 6,969

기타불입자본 백만원 77,487 205,366

기타자본구성요소 백만원 538 2,210

이익잉여금 백만원 96,937 -79,507

비지배주주 지분 백만원 37,108 -9,725

자본총계 백만원 217,879 125,313

부채및자본총계 백만원 1,007,555 703,260

재무 상태표_연결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영업 수익 백만원 614,602 109,571

영업 비용 백만원 607,142 224,438

영업 이익 백만원 7,460 -114,866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백만원 645 -189,521

계속영업법인세비용(수익) 백만원 6,223 -30,709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11,951 -218,571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이익 백만원 3,235 3,193

총포괄이익(손실) 백만원 -8,716 -215,377

손익 계산서_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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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직접적 경제가치창출(a)                 수탁고 백만원 3,383,371 454,246

경제적 가치 분배 (b)

협력회사&파트너사

(원자재,서비스,수수료,

감가상각,광고선전 등)

백만원 3,254,190 458,341

임직원

(급여,복리후생,퇴직,상여)
백만원 116,508 54,867

주주,투자자 (배당) 백만원 11,067

정부 (법인세) 백만원 2,779 -31,981

지역사회 (기부금) 백만원 1,000 200

합계 백만원 3,385,544 481,427

경제적 가치 보유분 (a-b) 백만원 -2,173 -27,181

구분 단위
세전이익 법인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대한민국 백만원 -31,876 -131,191 2,779 -31,981

중국(홍대포함) 백만원 -1,656 -5,901 297 126

베트남 백만원 -102 -3,270 70 21

일본 백만원 4,761 -77,436 278 1,645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영업수익
국내 백만원 520,868 93,459

해외 백만원 93,733 16,112

지속 가능 경영 성과 데이터

경제

경제 가치 창출 및 배분_본사 기준

국가별 법인세 비용 _연결 기준

글로벌 영업 수익 현황_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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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임직원수

남성 명 1,123 1,012

여성 명 1,383 1,226

합계 명 2,506 2,238

임원

남성 명 6 11

여성 명 1

합계 명 6 12

직원

남성 명 1,117 1,001

여성 명 1,383 1,225

합계 명 2,500 2,226

정규직

남성 명 1,088 989

여성 명 1,265 1,186

합계 명 2,353 2,175

기간제/

임시직

남성 명 29 12

여성 명 118 39

합계 명 147 51

근무지역

국내 명 2,477 2,229

해외 명 29 9

합계 명 2,506 2,238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임직원수

30세 미만 명 58 12

40세 미만 명 41 28

40세 이상 명 13 37

합계 명 112 77

성별

남성 명 58 51

여성 명 54 26

합계 명 112 77

지속 가능 경영 성과 데이터

사회

고용 현황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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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여성 현황
여성 임원 명 1

과장급 이상 명 695 72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시간 102,718 79,984

총 근로자 수 명 2,506 2,238

인당 교육시간 시간 41 36

교육비용
총 교육비용 백만 641 60

인당 교육비용 원/명 255,870 26,783

성과 평가 % 100% 10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사용인원

남성 명 37 194

여성 명 129 153

합계 명 166 347

육아휴직

복귀율

남성 명 97% 89%

여성 명 94% 99%

합계 명 95% 9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근속비율

남성 명 92% 61%

여성 명 93% 52%

합계 명 93% 57%

지속 가능 경영 성과 데이터

사회

다양성

임직원 교육

육아 휴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 % 76% 76% 82%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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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주요협력사

10억원 이상 거래 개 141 10

1억원 이상 거래 개 156 110

1억원 미만 개 239 208

합계 536 328

협력사 구매 비용 백만원 566,882 63,774

지속 가능 경영 성과 데이터

사회

주요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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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지표 설명 보고 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01 조직 명칭 6

102-0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2-15

102-03 본사의 위치 6

102-04 사업 지역 8

102-05 소유 구조 특징 및 법적 형태 8

102-06 시장 영역 7,12-14

102-07 조직의 규모 6, 8

102-0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64-65

102-09 조직의 공급망 7-8,11-14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56

102-13 협회 멤버십 71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서명서 3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3

윤리,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 강령 16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22,42-44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20-21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20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20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추천 및 선정 프로세스 20

102-32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20

102-33 지속가능성 중요사안 최고의사결정기구 커뮤니케이션 23

102-34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파악한 중요사안의 특성 및 수 25-26

이해

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23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프로세스 23

102-43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식 23-25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로 제기된 핵심 지속가능성 주제 관심사 26-27

Universial Standards (GRI 100)

GRI Standar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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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지표 설명 보고 페이지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les 리스트 사업보고서

102-46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내용 및 주제의 경계 24-26

102-47 지속가능성 핵심 주제 리스트 26-27

102-50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기간 1

102-51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가장 최근 일자 1

102-52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주기 1

102-53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문의 72

102-54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 적용 여부 1

102-55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확인을 위한 색인 67-70

경영접근법

103-01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중요 주제와 이에 대한 기술 26-27

103-02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직의 접근방식 및 관리요소 16-17

103-03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직의 접근방식을 평가하는 방법 21

Universial Standards (GRI 100)

GRI Standar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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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Economic Performance (GRI200)

주제 지표 지표 설명 보고 페이지

경제성과 201-0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63

간접

경제효과

203-0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 58-60

203-0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58-60

조달 204-01 주요한 지역에서의 현지구매 비율 66

반부패

205-01 사업장 부패 및 위험 평가 22

205-0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42-44

205-0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확인사례 없음

경영저해행위 206-01 경쟁저해행위,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대한 법적 조치 확인사례 없음

Environmental Performance (GRI300)

주제 지표 지표 설명 보고 페이지

에너지

302-01 조직 내부 에너지 사용량 55

302-04 에너지 사용 절감량 55

302-05 제품 및 서비스 에너지의 에너지 소비량/감축량 55

용수 303-05 용수 사용량 55

배출
305-0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55

305-05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55

환경평가 307-01 환경 법규 위반 건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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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Social Performance (GRI400)

주제 지표 지표 설명 보고 페이지

고용

401-01 신규 채용과 이직 현황 64

401-02 정규직 직원 대상에게 지원되는 복리후생제도 53

401-03 육아휴직 사용, 복귀, 복귀 후 12개월이상근무 65

산업안전보건

403-01 산업보건안전관리 시스템 37,41

403-02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37,41

403-03 산업보건 서비스 37,41

403-04 작업자 참여, 상담, 직업 건강,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37,41

403-05 산업안전보건 교육 37,41

403-06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 37,41

403-07 비즈니스 직접 연계된 직업건강 안전리스크 예방, 완화 37,41

403-09 재해율 41

훈련및교육

404-0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66

404-0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1-52

404-0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64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0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65

405-0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65

차별금지 406-01 근로자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사항없음

아동노동 408-0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해당사항없음

강제노동 409-0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해당사항없음

원주민권리 411-01 원주민의 권리 침해 사고 건수와 취해진 조치 해당사항없음

인권평가 412-02 사업과 관련된 인권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50

공급망관리 414-02 공급망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영향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해당사항없음

고객 안전보건
416-0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현황 41

416-02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위반사건 해당사항없음

마케팅 및

라벨링

417-01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적용 현황 29-36

417-02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관한 법규 및 자율규정 위반 사건 해당사항없음

417-0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건수 해당사항없음

고객정보보호 418-01 고객개인정보 보호 위반, 고객정보 분실사실 입증 불만건 해당사항없음

컴플라이언스 419-01 사회적,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건 수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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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일자 수상/인증명 분야 주최/주관사 연속수상 비고

2021년 제23회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여행사 브랜드스탁 17년 연속

제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전체 브랜드스탁 종합50위

2020년 제17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여행사 KMAC 13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스포츠레저상 여행사 데일리스포츠

제22회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여행사 브랜드스탁 16년 연속

2019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여행사 KMAC 15년 연속

제16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여행사 KMAC 12년 연속

제21회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여행사 브랜드스탁 15년 연속

2018년 제45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모범관리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0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여행사 KMAC 14년 연속

제20회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여행사 브랜드스탁 14년 연속

제15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여행사 KMAC 11년 연속

2017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전체 브랜드스탁 종합24위

제22회 한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여행사 대한소비자협회

제20회 여성소비자선정 좋은기업 여행사 ㈜여성신문 12년 연속

제15회 올해의 브랜드 여행사 한국소비자포럼 10년 연속

연도 개최일자 수상/인증명 분야 주최/주관사 연속수상 비고

2020년 소비자 중심 경영 (CCM) 공정거래위원회 5회 연속 2년 후 갱신

2019년 제28차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KCSI) 여행사 KMAC 11년 연속

제21회 국가고객만족도 (NCSI) 서비스업 한국생산성본부 6년 연속

2018년 소비자 중심 경영 (CCM) 공정거래위원회 4회 연속

제27차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KCSI) 여행사 KMAC 10년 연속

제20회 국가고객만족도 (NCSI) 서비스업 한국생산성본부 5년 연속

2017년 제26차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KCSI) 여행사 KMAC 9년 연속

제19회 국가고객만족도 (NCSI) 서비스업 한국생산성본부 4년 연속

수상 경력 및 가입 현황

기업 브랜드 부문

고객 서비스 부문

한국 여행자 협회 (KATA)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한국 능률 협회 (KMA)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진흥 협회 (KOSTA)

주요 협회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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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

주진규 muse2jk@hanatour.com

조재훈 cjh@hanatour.com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Tel 1577-1233(하나투어상담센터)  
Fax 02-734-0392

www.hanatour.com  
www.hanatourcompany.com

mailto:muse2jk@hanatour.com
mailto:cjh@hanato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