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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아홉번째 사회공헌활동보고서로 공익 제고를 위한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과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사회책임금융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ㆍ공

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ㆍ교육, 메세나ㆍ체육, 환경, 글로벌 등 총 6개로 구분하였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

대출 실적은 사회공헌활동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일자 

및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2014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발간이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매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E-Book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소개에 주력하고자 2011년 보고서부

터 포함하여 온 금융지주회사(계열사를 제외한 순수 금융지주회사)의 사회공헌실적은 금번 보고서부터 집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중 당기순이익 부분은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 즉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을 수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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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 국내 은행산업은 저성장·저금리 환경의 장기화에 따른 예대마

진의 축소,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저수익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은행의 경영환경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은행권은 이처럼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사회

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학

술·교육, 문화·체육, 환경,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

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은행권 사회

공헌활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4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5,14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8.5%로 2006년 사회공헌활동 실

적을 집계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도 꾸준히 진행하여 

청년실업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 해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

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016년말까지 

건립키로 하고 총 326억 원 이내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민

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희망홀씨,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저신

용·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연 인원 435,879명의 은

행권 임직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나눔의 온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자선과 시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

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

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권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적극 수행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하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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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협의회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은행 산업에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2006년에 발족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의 이사로 구

성되며 은행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수립,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회공헌

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재단’이라함)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위해 2012년 5월 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이 1,00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

리 재단입니다. 2014년 말까지 총 3,500억 원이 출연되었고, 2020년 말까지 1,500

억 원이 추가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다양한 방식의 창업기업 투자 및 창업 생태계 허브인 기업가정신센터(D.

CAMP) 운영을 통한 창업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창업열기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은 투자,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창업 생태계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재단은 2014년 말까지 총 556억 원을 직·간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창업금융 지

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이후 투자를 약정한 금액만 3,915억 원에 이

릅니다.

재단은 2014년 말까지 총 55개 기업에 62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들 기업 중 일부

에게는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단 기업가정신센터내 입주공간도 함께 제공하였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습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실리콘밸리 투자사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총 25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 투자사가 한국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투자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 및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 참여 등 

기존 간접투자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4년 말까지 총 469억 원을 투

자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D.CAMP)의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

2013년 3월 27일 문을 연 기업가정신센터(D.CAMP)는 투자, 네트워크, 멘토링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는 국내 최초 창업 생태계 허브로서 국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디캠프 개관 이후 창업 프로필을 등록한 창업자는 1만 명이 넘으며, 약 3만 1,500

명이 디캠프 협업공간에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총 2천여 건의 국내외 창업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그 참가자만도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창업 관

련 행사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1월 세계 창업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스타트업 네이션

스 서밋(Startup Nations Summit, SNS) 행사에 45개국에서 2,500명 이상이 참여하

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창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와 폭스콘, 싱가포르의 JFDI를 비롯하여 

알토스벤처스, 본엔젤스, 한양대학교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적극적 교류와 파트

너십을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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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은행권은 주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출신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하고자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생 연합기숙사(학생종합복지센터)

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국유지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숙사의 건축과 운영을 담

당하며 은행권은 총 326억 원 이내의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민관 협력모델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대학생 1,0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201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기숙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공간 등의 

개방형 공간과 다양한 인재육성 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지역 밀착형 학생

종합복지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며, 기숙사비도 저렴하게 책정하여 지방 저소득층 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는 은행의 본·지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을 연결하여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봉사 네트워크입니다. 은행권은 2006년부터 동 네트워크를 위한 성금

으로 총 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은

행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각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2만 8천여 세대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

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원물품 중 일부는 사회적 기업의 제

품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

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은행권은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주민과 

은행원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2012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

다. 그 첫 번째로 은행사랑어린이집 1호인 송파구 은송어린이집이 지하1층 지상3

층, 정원 123명의 규모로 2014년 6월에 개원하였으며, 동 어린이집은 은행권에서 

건축비 17억 원을 지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은행사랑어린이집 2호인 양천구 신정2동어린이집은 지상3층, 정원 85명 규모로 은

행권에서 건축비 13억 원을 지원하여 2015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 및 

영등포구에서도 은행권에서 건립비를 지원한 어린이집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

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은행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주민과 은

행권 종사자의 보육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희망힐링펀드 기부

은행연합회 및 사원은행은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

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사업에 2014년 3억 6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2012년 10월부터 

2014년 말까지 총 11억 1천만 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하였습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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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자 지역사회ㆍ공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ㆍ교육, 메세나ㆍ체육, 환

경, 글로벌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5,146억 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은 8.5%로 2006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집계한 이래 2013년(15.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금

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금액은 자금의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

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활동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활

발하게 추진하였으나 금액 집계상의 애로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금액 집계 시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부담금, 마케팅과 관

련된 활동비를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4년 보고서에는 2011년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부터 포함하여 집계하였던 계

열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제외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ㆍ공익분야에 2,154억 원을 지원하여 가장 많

은 비중(41.9%)을 차지하였고,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1,231억 원(23.9%), 학

술ㆍ교육 969억 원( 18.8%), 메세나ㆍ체육 718억 원(14.0%), 글로벌 51억 원(1.0%), 

환경 23억 원(0.4%)순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실적은 2014년 11조 2,850억 원으로 

전년도 8조 7,760억 원*에 비해 28.5% 증가하였습니다.

* 대구은행의 2013년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실적 정정내용 반영(당초공시 : 8조 7,474억 원)

자원봉사 참여인원 또한 435,879명으로 금번 보고서부터 금융지주회사 참여인원

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420,212명에 비하여 3.72% 증가하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구 분 금 액

지역사회ㆍ공익 2,154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 1,231

학술ㆍ교육 969

메세나ㆍ체육 718

환경 23

글로벌 51

합 계 5,146

(단위 : 억원)

2014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11  2,850조 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5,146 억원

사회공헌활동총금액

435,879명 

자원봉사 참여인원수 

단위: 억원

※ (  )는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을 제외한 금액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공헌활동금액 5,628 6,614 6,990 6,105 5,146

(단위 : 억원)

사회공헌활동금액 변동 추이

2011년 하나은행, 씨티은행, 2012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집계기준 적용을 변경하여 금액을 정정 

공시한 내용 반영(당초 공시 5,923억 원)

2012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집계기준 적용을 변경하여 금액을 정정 공시한 내용 반영(당초 공시 

6.658억 원)

5,628 (6,293)

6,614
6,990

6,105(6,653)

(5,630) 5,146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Nationwide Commercial Banks  시중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한국외환은행  |  한국씨티은행

Regional Banks  지방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State-Owned Banks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수협은행

Credit Guarantee Funds /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s  은행관련기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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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조용병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 2가) 

영업점규모 970개(해외법인 및 지점포함)

설립연도 1897년

임직원수 14,595명

고객수 약 2,326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사업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신한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권 최대규

모인 700억 원의 재원과 전국 9개 지부망을 기반으로 2014년 말까지 5,497건, 약 813억 원의 미소금융을 지원하였

으며, 연간 120회 이상의 <찾아가는미소금융설명회> 및 <전통시장상주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

융 대출의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2014년 말 기준 누적금액 1조 2,538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한 해 동

안 3,538억 원을 지원하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주관 서민금융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은 서민의 금융애로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희망금융플라자 및 전담창구를 작년 한 해 20개를 추가로 신

설하여 총 67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민·금융소외계층의 신용관리 상담·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민의 신용관

리 방법 및 노하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에

게 먼저 다가가는 서민금융 상담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2014년 금융감독원 주관 서민금융 지원 평

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사회책임금융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 세분화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술 보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중소기업과 동반

자 관계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형 사모전환사채인수를 출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중 중소기업대

출과 기술금융TCB기반대출을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42

당기순이익 (억원) 13,906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3,73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14

자원봉사자 수 (명) 48,569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45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3,849

사회적기업 지원 신한은행은 사무용 중고가구와 전산기기 등 불용동산을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 협

약을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와 체결하여 은행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

원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임직원 하계 유니폼 약 3만 벌을 사회적기업에 기부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을 확대하였으며, 물품구매 및 후원 기부 등을 포함 약 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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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업(業)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 금융교육

신한은행은 본업(本業)을 통한 따뜻한금융의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의 실제  

영업점과 동일한 금융교육 전용공간인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신한금융학교>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부산, 광주 등 지방지역

까지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로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은행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금융사기예방교육>을 통해 실제 사

고 사례를 공유하며 어르신들의 금융사기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금융

체험교실>을 진행하여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사회 적응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나눔 사업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 금융사 전문 박물관인 <한국금융사박물관>을 설립하여 신한은행 역사와 관련된 유물의 수집, 관

리, 연구, 전시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우리나라 금융 발전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한갤러리> 광화문과 역삼을 설립해 회화, 조각, 설치,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신

진작가를 지원하고 일반대중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시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부터 금융권 최초로 음악영재를 발굴하는 <신한음악상>을 제정하여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4개 부문의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기부를 통한 따뜻한금융 실천

신한은행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직원들이 급여에서 매월 1만 원씩 기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신한가족만원나눔기부>를 통해 연간 약 13억

원의 기금으로 의료·문화·장애인·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날

좋은기부> <사랑의클릭> <디딤씨앗통장(CDA)>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1등 은행’이라는 비전 하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자 본업(本業)을 통한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창조적 금융을 통하여 고객, 신한,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신한은

행’이라는 사회책임경영 목표 아래 상생공존

(복지), 환경지향(환경), 문화나눔(메세나)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

헌사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국가와 

지역의 성공과 발전을 지원하고 고객과 사회

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同行)

을 계속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JOB S.O.S Ⅱ 프로젝트, 으뜸기업  

으뜸인재 JOB 매칭사업) / 임직원 상시 기부 프로그램(신한가족만원 

나눔기부, 사랑의클릭, 좋은날좋은기부, 디딤씨앗통장 등) / 자원봉사 

대축제 /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14,265 27,895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한미소금융재단 출연 및 운영 / 서민금융상담행사 지원 11,926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청소년금융교육센터 금융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금융교육(어린이 금융박사 등) / 일본속의 한민족사 탐방 / 

한국금융사박물관 운영

9,998 3,515
(교육 수혜자 수 98,892)

메세나·체육
신한음악상 / 신한갤러리(광화문/역삼) / 충북·강원 체육회 후원 / 

문화재 체험·보존 활동
8,113 3,770

환경
전국환경사진공모전 / 청소년 환경 자원봉사 캠프 개최 / 한평공원 

조성 /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
81 11,157

글로벌 해외자원봉사활동(우즈베키스탄/몽골/캄보디아) 673 2,232

총계 45,056 4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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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이광구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영업점규모 1,177개(해외법인 및 지점포함)

설립연도 1899년

임직원수 15,474명

고객수 약 2,082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미소금융 활동을 통해 2014년까지 총 5,601건, 약 7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은 ‘꿈과 희망으

로 미소짓는 미소금융’을 사업 목표로,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적극적인 미소금융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미소금융 지

원실적의 획기적인 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연중 찾아가는 컨설팅, 미소금융 서비스 

실시 및 전통시장 미소금융 행사, 미소봉사단 사업장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자활의 꿈

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 총 1,733건, 약 2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경제 지원

우리은행은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2014년 2,650억 원(누적 1조 8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새희망홀씨

대출 고객에게 무료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대출상환을 

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가능한 <바꿔드림론>을 2008

년 출시하여 2014년에는 약 250억 원(누적 3,5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권 최다인 116개의 서민금융 

전용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최초로 장애인, 노인 등 소외이웃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우리은행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인 100MW급 전남 신안 천사풍력발전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

쳤으며, 현재 국내 최초 해상풍력사업인 서남해해상풍력발전의 금융주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4년 

3,260억 원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선을 통하여 공해를 일으키는 석탄, LNG 발전보다는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발전 사업(바이오매스, 태양광 발전소, 폐기물 연료 에너지화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함께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금융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56

당기순이익 (억원) 4,572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3,813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7

자원봉사자 수 (명) 51,058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60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2,900

사회적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2013년도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모태펀드, 금융지원, 판로지원, 생태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정된 모태펀드에 2013년도에 이어 6

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직접 여

신 17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행 필요물품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여 약 6,200만 원 어치의 물품구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약 2억 8,0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종합 컨설팅 지원도 병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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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간사랑(Humanity) 실천

우리은행은 2007년 7월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을 출범하여 전국 1,000여 개 영업점별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영업점별로 진행하던 봉사활동을 전국 32개 영업본부 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03개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사랑나눔터> 자매결연을 맺고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지역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혈액이 부족한 시기인 

매년 8월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쳐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아름다운 나눔을 통한 행복 추구(Happiness)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나눔정신과 기부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약 6,000여 명의 임직원이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하여 매월 

약 3,500만 원의 <우리사랑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은행과 직원이 함께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투게더우리사랑지원제> <소아암환

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임직원 급여의 1만 

원 미만 우수리 금액 기부로 조성된 <우리어린이사랑기금>, 인터넷뱅킹 이체 시 고객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e나눔터> 등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을 통한 희망실현(Hopefulness)

우리은행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재육성과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고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다문화학생 

장학사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교육시설 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다문화자녀 및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결혼

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우리웨딩데이>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과 자녀에게 경제지식 함양을 통한 올바

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자녀에게는 경제ㆍ금융교육을, 결혼이민여성에게는 금융·재테크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116년의 정통은행으로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인간사랑(Humanity), 행복추구(Happiness), 희망실현(Hopefulness)의 3대 미션을 통해 ‘함께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금융’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책임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배로 만들

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우리은행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우

리사랑나눔터>는 전국 32개 영업본부와 약 

1,000여 개 영업점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

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전국 203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5만 1,000여 명

의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여 김장나

눔, 연탄나눔,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등의 자원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우리사랑나눔터 자매결연기관 지원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초청 

스케이트 대회 / 사랑의 헌혈운동 / 투게더우리사랑지원제  (120개 

프로그램 후원) / 소아암환자 지원 헌혈 행사 / 결식아동 혼자 먹는 

밥상 지원 / 출산장려 사업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홍유릉) / 재해구호 지원 

15,955 45,832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행사 / 사회적금융사업 지원 / 미소금융 

사업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21,384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은행사박물관 어린이체험교실 / 우리금융아카데미 / 우리은행 

어린이경제교실
12,018 1,802

(교육 수혜자 수 15,054)

메세나·체육 서울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설치 / 우리동네명품음악회 10,935 2,223

환경 저탄소서울만들기 사업 / 산림복원 지원 사업 53 228

글로벌 호치민 밥퍼 행사 등 해외 영업점 임직원 자원봉사 44 973

총계 60,389 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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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박종복

본점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100)

영업점규모  283개(PB센터/출장소포함)

설립연도 1929년

임직원수 5,264명

고객수 4,865,265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고객 감동’ 위한 노력

2014년에는 '고객중심주의' 경영전략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모든 임

직원은 고객헌장(Client Charter) 및 공정한 고객대우원칙(TCF, Treating Client Fairly) 준수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고

객민원의 사전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깊이 인식하여 고객정보가 정당하게 수집·이용

되고, 안전하게 저장·관리 및 파기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임명 및 

정보보안부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 다양한 제도적 장치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CISO 메시지 를 통하여 정보보안 행동강령 실천교육을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문

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의 <찾아가는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신문에서 공동주최한 

2014대한민국미래창조경영대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디즈니캐릭터 입출금통장과 체크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친숙한 디즈니캐릭터를 금융상품에 도입함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에 대

한 이미지개선을 시도하였고, 주요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출시 이후 디즈니캐릭터 통장 6만 9,000좌, 디즈니

캐릭터 체크카드 2만 9,000좌 신규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만 65세 이상, 만 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에게 송금 수수료 및 타행환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장애인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거래 수수료인하 및 면제를 시행하

여 서민 경제 안정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두드림통장> 및 <내지갑통장> 등과 같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금융거래 수

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예금 상품을 출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선도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우선 물품 구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하여 고객용 기프트 구매 전용 온라인 몰인 구매마당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당행 필요물품을 사회적기업에서 꾸준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한빛예술단 후원

한빛예술단은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 7월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1년

부터 꾸준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후원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60

당기순이익 (억원) 537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2

자원봉사자 수 (명) 10,398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0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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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아이캠프원정대 베트남 편

<아이캠프원정대>는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 저시력자들의 실명 예방을 위해 안과 진료를 돕는 해외 안과의료 봉

사단입니다. 아이캠프원정대 참가자들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의료진과 동행해 외래진료 보조, 시력검사, 수술 보조, 환

자 케어 등 진료 과정 전반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진행해 온 아이캠프원정대는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지금까지 총 28번의 원정을 통해 외래진료 17,188명, 수술 2,595명, 안경지원 1,713명 등 총 21,496명에

게 세상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 지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2013년부터 진행해 온 <드림하우스> 사업은 저소득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공부방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서울·경기·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아동 50가정에 

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 50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시각장애 아동들이 사용하는 책걸

상과 책장을 만들고 공부방 및 거실의 장판과 벽지 등을 교체함으로써 시각장애아동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각장애 아동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선물했습니다.

2개소 맹학교 도서관 건립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년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강원명진학교과 충주맹학교 내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도

서관을 건립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전국 12개 맹학교 중 도서관 신축이 시급한 학교 두 곳을 선정해 지원

하게 되었으며, 건립된 도서관에는 <착한도서관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와 점자책뿐만 아니라 도서 관

리 시스템, 학습 보조기기 등이 함께 설치되어 시각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독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

생되었습니다.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4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일반인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오디오 콘텐츠를 기부

하는 <착한도서관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2014년에는 시즌4를 진행하며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문화재 100선의 오디오 묘사해설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만여 명 이

상의 목소리 기부 희망자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오디오 콘텐츠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

터를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인 및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은 한국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올바른 방법으로 영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은행의 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에 봉사하며 은행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은행의 강력한 선의의 힘 (Here for good)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된다, 지역사회에 투자한다. 라는 3가지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

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원칙으로 하여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귀한 뜻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

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

동으로 2002년부터 예방 가능한 실명을 퇴

치하기 위해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무료 개안 수술 뿐만 아

니라 안 보건 교육, 전문 의료진 양성, 시각장

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한사랑 나눔캠페인 /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 은행사랑나눔 네트워크 지원
3,237 5,215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새희망힐링펀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신용회복 위원회 6,108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 0 11
(교육 수혜자 수 600)

메세나·체육 유소년발전프로그램지원 /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609 229

환경 그린트러스트지원 10 3,881

글로벌 Seeing is Believing / Eye camp 382 1,062

총계 10,346 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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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윤종규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영업점규모 1,186개(해외법인 포함)

설립연도 2001년  

임직원수 21,656명

고객수 약 2,918만 명(기업 포함)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KB국민은행은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미소금융재단에서는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

다. 2012년에는 미소금융 업무추진 관련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말까지 5,887명에게 809억 원의 미

소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KB국민은행은 서민 생활안정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민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

년 한 해 동안 저소득ㆍ저신용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3,383억 원(누적 1조1,338억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지

원하였으며, <바꿔드림론>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을 통해 사금융 및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310억 원(누적 

4,568억 원)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사회책임금융

KB국민은행은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탈북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배려계층의 금

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를 위해 2014년 3월 31일부터 상속 예·적금의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된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통해 총 42,000여 개의 계좌에

서 36억 원의 휴면예금 일괄 환급을 실시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직원에게 자부심! 고객에게 신뢰!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는 사회공헌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71

당기순이익 (억원) 8,813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3,55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13

자원봉사자 수 (명) 71,904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580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7,300

사회적기업 지원 KB국민은행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

니다.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KB국민은행희망상자〉나눔의 15개 품목 중 3개 물품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하여 전국 1만 8,000여 가구에 전달하였으며, 천연세제, 비누세트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만든 고객용 사은품도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을 살려 2014년 총 85억 원의 〈KB사회적기업N정책성특례기업우대대출〉

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하고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참가한 2014사회적경제박

람회를 후원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책임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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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대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 KB국민은행희망청년

<희망공부방> <다정다감> <폴라리스> <라온아띠>! 연간 760명의 재능과 열정을 갖춘 대학생 봉사자들은 KB국민은행

이 후원하는 4개 봉사단 <KB국민은행희망청년>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자신의 학습지식과 경험이라는 소중한 ‘재능’을 기부하여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경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7개국의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을 

위한 ‘열정’이 가득 담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

의 나눔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3km를 달리며 희망과 용기를 실어 나른, 찾아가는희망릴레이

<찾아가는희망릴레이> 봉사활동은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급식차와 세탁차가 전국을 순회하며 임직원 및 임직원 가

족과 함께 소외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부산 동구 범일

동 쪽방촌을 시작으로 울산, 대구, 진도 팽목항, 전주, 청주, 대진, 인천, 춘천을 거쳐 서울까지 전국 10개 도시 1,683km

를 순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KB국민은행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576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전국 3,600

여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식을 제공하고 세탁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소외된 지역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계속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행복공간, KB국민은행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우리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복공간 <KB국민은행작은도서관>이 2014년까지 전국 읍·

면·동 단위의 문화소외지역에 45개 조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책을 읽고 뛰어놀 수 있으며, 문화 

공연, 동화 작가와의 만남과 같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하여 동화 구연, 

한글 교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편안한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임직원들도 책 모으기,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을 선도해 온 리딩뱅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인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믿음직한 은행,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은행’이라는 

사회공헌 사명 아래 더 나은 삶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어울림, 나눔문화의 사회적 확

산, 글로벌 나눔실천의 4대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교육, 

환경,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

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봉사활

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

원의 노력봉사활동 시간에 은행이 추가하여 

기부하는 매칭그랜트를 통해 진정성 있는 나

눔문화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KB국민은행희망공부방 / KB국민은행희망상자 만들기 / 

KB국민은행희망공간만들기 / 사랑의김장나눔 / KB국민은행 

희망릴레이 / KB국민은행다정다감 / 다문화 어린이 미술 아카데미

30,955 65,354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KB미소금융사업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12,923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KB국민은행작은도서관 / KB국민은행대학생경제금융교육봉사단 / 

꿈꾸는대로 진로 멘토링 / KB금융공익재단 출연 / 학교폭력 

관련학생 상담 및 치료

5,221 121
(교육 수혜자 수 93,399)

메세나·체육
KB국민은행박물관노닐기 / KB창작동화제 동화집 발간 및 무료배부 / 

스포츠 대회 지원
6,822 300

환경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 / 생태누리 사업 169 4,187

글로벌
KB국민은행대학생해외봉사단 /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 

미얀마 KB한국어학당
1,905 1,942

총계 57,995 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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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김병호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55(을지로 2가)

영업점규모 613개

설립연도 1959년  

임직원수 8,929명

고객수 약 1,244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희망금융플라자, 하나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하나희망금융플라자>는 금융소외계층의 가계부채클리닉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및 은행 방

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천안, 목포, 대구 등 전국에 걸쳐 13곳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미소금융재단>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 상태여서 은행 등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분들

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795건, 약 154억 원

을 지원하였고, 2007년 재단 설립 이후 총 3,319건,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

만 원까지 지원하는 <하나새희망홀씨대출>,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한지 6개월이 넘고 연소득의 2배 범위 내에서 500

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자다이어트론>, 금융소외자의 고금리대출을 은행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청년대

학생고금리전환대출> 그리고 <저소득서민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하여 3,120억 원의 서민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

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는 <장기분할상환프로그램>을 통하여 613

억 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시켜드렸습니다.

금융을 통한 사회공헌 희망·내일키움통장, 행복나눔신탁, 바보의나눔, 행복나눔적금

하나은행은 저소득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희망키움통장(2010년)> <내일키움통장(2013년)> <희망키움통장II(2014년)>을 개발하여 저소

득층 자활사업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행복나눔신탁>은 하나은행에

게 수탁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후 그 수익을 육영, 사회복지, 체육, 학술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고 197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계좌 수당 100원을 기부하는 <바보의나눔>, 판매계좌 연평잔의 0.1%를 기부

하는 <행복나눔적금> 금융상품을 통하여, 영업과 사회공헌활동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164.6

당기순이익 (억원) 8,631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1,074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4

자원봉사자 수 (명) 18,252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30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3,120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사회적기업에 재투자’하는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4년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과의 MOU를 시작으로 1차 구매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물품구매 지원을 하였으며, 성공회 푸드뱅크와 사회적기업 

정동국밥을 지원하여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에는 다양한 사은품 구매 및 청소, 방역 등 사회적기업 

서비스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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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소외된 이들의 작은 행복, 행복상자·행복릴레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상자>를 제작하여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설맞이 

행복상자를 시작으로, 7월 방학맞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9월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상자, 11월 

모두하나데이 행복상자 등 주기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행복상자는 수도권 및 전국 지역의 소외계

층에 1,111개를 전달하고 있으며, 2014년 약 4,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

이디어를 착안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 <행복릴레이>를 시행하였습니다. 행복릴레이는 지목된 직원

이 3명의 직원을 선정하여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여 하나은행의 나눔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어린이경제뮤지컬, 초중고 금융교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춤, 노래, 경제교육이 한데 어울러지는 뮤지컬 형식의 어린이 경제교육을 9년째 선보이고 있습

니다. 2014년 40여 곳의 초등학교에서 공연하였고, 탈북시설인 하나원과 백령도에서 어린이 경제뮤지컬을 공연하여 

우리 사회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전국의 55개 

초·중·고에 은행 내 금융교육강사로 선발된 임직원이 방문하여 경제상식 전달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으로 50개 영업점을 개방하여 은행의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중학생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동을 위한 작은 행복  Hana Happy Sharing, Hana Happy Class

<Hana Happy Sharing>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자는 취지로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2011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

는 사회공헌 이벤트입니다. 활용 가능한 의류와 학용품 그리고 은행의 재활용PC 등을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입니다. 나아가 Happy Sharing 물품을 중심으로 임직원 봉사단을 미얀마 현

지에 파견하여 미얀마의 빈곤지역 학교에 <Hana Happy Class>를 설치하고 의류 1만 점, 재생PC 및 도서 등을 기증

하였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설치한 Happy Class는 PC 교실과 도서실이 어우러진 교육 복지 공간으로, 하나은행의 중

점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은행을 찾아주시는 많은 손님과 은행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도움 덕분이기에 은행 역시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꾸준하고 진실한 활동을 통하

여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

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의 사회통합과  

‘행복한 사회’ 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지원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을 

사회공헌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하고, 다문

화, 탈북새터민, (소외계층)청소년 및 글로벌 

사회공헌을 중점분야로 하며, 이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함으

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

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모두하나데이 봉사 / 하나키즈오브아시아 다문화교육 /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운영 / 하나사랑봉사단 활동 / 

하나가족사랑봉사단 활동 / 하나더매칭프로그램 / 지역밀착 봉사활동 

지원 / 소외계층지원 하나행복상자 프로그램 / 하나해피쉐어링 / 

대학생기숙사 건립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국군복지단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8,059 14,005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청년창업재단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8,764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술교육 지원  / 장학사업 지원 / 

하나어린이경제뮤지컬 / 지역경제교실 지원 / 초, 중, 고등학교 

금융교육

9,735 443
(교육 수혜자 수 21,800)

메세나·체육
롤러경기연맹, 루지경기연맹 등 비인기스포츠 후원 / 대한산악연맹 

후원 / 대한바둑협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3,630 129

환경 녹색실천어린이일기대회 / 하나자연사랑어린이미술대회 258 3,645

글로벌
Hana Happy Class 건립 (네팔 희말라야 휴먼스쿨, 아프리카 

리앤차드스쿨, 스리랑카 행복학교, 미얀마 해피클래스)
178 30

총계 30,624 18,252



19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14

Korea 

Federation of 

Banks      

일반현황  

CEO 김한조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영업점규모 345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수 7,261명

고객수 741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신용대출 한도가 소진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 단기 무보증 대출상품

인 <KEB행복나눔대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 저소득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고객에게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2014년 4월,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자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 긴급자금 지원, 추가금리 우대, 상조서비스 제공 및 인

턴십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새희망홀씨대출 기본 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2백만 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긴급 자금을 제공받고, 최고 1% 이내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행복나눔대출> :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

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 서민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한도 최고 300만 원, 2014년도 11건, 취급액 

2,500만 원)

<장기전환신용대출> : 외환은행 신용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코자 하는 고객의 연체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

기 위한 사전채무조정대출입니다. (대출한도 대환대출금액 범위 내, 2014년도 2,132건, 취급액 570억 원)

<바꿔드림론> : 국민행복기금과 체결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바꿔드림론 업무협약>에 따른 고금리 채무자에 대

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출한도 최고 3,000만 원, 2014년 461건 65억 8,000

만 원)

사회책임금융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커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국제무역 거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

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공정무역(FairTrade) 카페를 을지로 본점 1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

터와 함께 도심의 상업적 공간을 창작자와 관광객이 서로  ‘소통’ 하고, 나눔을 통해 명동의 낭만을 꽃피워 보자는 의

미로 2012년부터 외환은행 본점 야외 공간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여 <명랑시장(5~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5:00~9:00)>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무료 진료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

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구촌사랑나눔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전문 사회적기업인 이지무브 투자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107.3

당기순이익 (억원) 4,879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1,44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5

자원봉사자 수 (명) 9,799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7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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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KEB 사랑나누미 봉사활동과 사랑의 열천사 정기후원

외환은행 임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된 <KEB사랑나누미>는 <외환은행나눔재단>을 통해 청량리밥퍼, 제빵봉사 등 연간 

100여 회,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는 시설을 방문하여 성품 전

달과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000여 임직원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기부활

동으로 천사(1,004)의 음운을 활용한 <사랑의 열천사> 운동에 기본 참여금액인 ‘열천사 (10,040원)’이외에도 ‘스무천

사’, ‘서른천사’ 등에 전 직원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7,000만 원(연간 8억 4,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

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 지원

25회째 <외환은행 송년음악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문화예술 지원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안산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희망과 나눔의 송년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명

랑시장> <앙상블음악회> 등을 통해 본점 일대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지원하면서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지

원을 통해서는 뮤지컬 한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989년부터 지역사회 우수졸업생 표창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특성화고 재학생 인턴십 및 청

소년 금융교육 등을 전개하고 나눔재단을 통해서는 농·산·어·촌 소외아동 경제교육 등 지원 및 매년 국내외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의 숭고한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20여 명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도

전과 극복을 테마로 한 유럽지역 글로벌 챌린지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 창립 이래 청렴한 기업문화와 외국환 및 국제금융의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위해 사회와 이웃에 대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제도 활성화, 중소기업대출 지원 확대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세계를 지향하고 이웃과 나누는 

은행(Think Global, Share with the 

neighbors)’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글

로벌나눔, 인권·환경, 교육·문화, 이웃사

랑의 4대 핵심사업으로 사회와 이웃에 대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외환은행 전 직원은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통하여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랑의 열천사> <KEB 사랑나누

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명

랑시장>,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다문화가정

을 위한 <힐링감성콘서트> 등을 통하여 사회

적 기업과 메세나를 후원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봉사센터 지원  / 대한적십자사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 1사1병영 군부대위문 / 빈곤층 독거노인돕기 / 

해군작전사령부 위문 / 육군 부사관 역량강화 지원 /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후원 / 아산병원 파트너십 프로그램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성금 후원 / 은행공동 

대학생 기숙사 건립 후원

5,077 9,46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8,131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청소년인턴쉽체험단 및 금융교육 / 새터민학교 두드림아카데미 지원 

/ 외환다문화주부장학금 / 국내외 환은장학금 / 외환글로벌장학금
498 50

(교육 수혜자 수 2,892)

메세나·체육

연극 봉선화 해외공연 지원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후원 / 제 

6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후원 / 제3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후원 / 폴포츠 힐링콘서트 후원

3,367 -

환경 1사1산 가꾸기 / 녹색생활 실천 후원 14 232

글로벌

필리핀 다목적 교육센터 건립 지원 / 개발도상국 빈곤아동 1:1 

후원결연 / 개발도상국 무료 개안 수술 / 강원도 드림 프로그램 후원 / 

베트남 선천성안면기형아동 수술 

640 51

총계 17,727 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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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박진회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영업점규모 134개(2014년12월 31일 기준)

설립연도 1981년  

임직원수 3,602명(2014년12월 31일 기준)

고객수 약 400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한국씨티은행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최대 후원기업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옹

호하고 보호한다는 신념 아래, 1965년 처음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마

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위해 60개 나라 365개의 프로그램에 8,0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소

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신용사업기관인 신나는조합의 1999년 그라민트러스트 교육훈련에 참가를 도와 마이크

로크레디트 사업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고,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지원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까지 신나는조합에 약 12억 5,000여만 원의 기금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2014년 은행

권청년창업재단 지원금 등으로 총 39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역량 강화

한국씨티은행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금융에 관한 건강한 의사결정을 위한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사업을 전사적으로 진행합니다. 씽크머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인식을 함양하고, 그 중

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YWCA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강

사교육을 수료한 560여 명의 한국씨티 직원들과 1,200여 명의 YWCA강사를 통해 38만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

면서, 그 대상도 청소년 이외에도 학부모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보다많은 금융소외계층이 금융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수혜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각각에 맞는 교재 및 활동 교구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특

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위한 씽크머니 교재 2종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증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출판되었

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이라는 뜻의 <다래교실>은,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

리는 통합프로그램이자, 학습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시작된 방과 후 학습지

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지도와 독서지도 등을 통한 기초 한국어 교육,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

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합니다.

사회책임금융

다른 생각, 다른 미래, 

한국씨티은행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49.9

당기순이익 (억원) 1,204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3,848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6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691

※ 위 사회공헌 활동금액에는 씨티재단 후원금으로  2014년 U$1,300,000 (원화환산 14억원) 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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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건강한 시민사회 리더를 양성하는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은 2006년부터 경희대학교 공공(NGO)대학원과 함께 국내 유일의 NGO인턴십 프로그램인 <씨티-경희

대 NGO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 NGO단체에 젊은 인력을 보냄으로써 학생에게는 NGO활동 체험을, 

NGO에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생 

885명이 인턴으로 선발되어 전국 광역 도, 시 소재 시민단체에 배치되어 NGO 운영,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

여 방법 등을 배우고 다양한 가능성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씨티-JA HERO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은 2011년부터 국제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JA코리아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씨티-JA HERO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

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구열이 강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성적 향상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나누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운동

한국씨티은행은 1998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지난 17년간 1,200여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여름휴가 기간을 통해 집짓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광양, 삼척, 대구, 태백, 춘천, 대전, 인제 등

지에서 29세대를 건축하였으며, 2014년에도 일주일간 100여 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군산 지역에 2세대

의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해비타트 입주가정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유망한 여성 기업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국내 경제성장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여성기업의 역할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하여 

2008년부터 <Citi-KOSBI여성기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여성기업 CEO들의 학습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08년부터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년 4개 업체의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Citi-KOSBI여성기업인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에 첫 번째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하여 (주)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160여 개국의 2억 명 고객 등 세계적인 영업기반을 가지고 씨티의 다양한 상품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 프라이빗뱅킹, 자산관리와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및 다양성, 환경 분야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건실한 기업 시민으로서 ‘단순한 자선 이상

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발맞추어 비영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활동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형 사회공헌

(Employee participant), 장기적 사회공헌

(Long-term commitment), 선도적 사회공헌

(Leading activity)의 세 가지 핵심전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JA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 

한국여성지도자상 유방암 환우 돕기 캠페인 / 지구촌사랑나눔 

김장봉사 

1,506 963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4,152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씽크머니* / 이화-씨티글로벌금융아카데미 / 다래교실* / 

여성기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 /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
820 103

(교육 수혜자 수 33,108)

메세나·체육 잠실창작스튜디오 /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19 176

환경 그린씨티 우리동네숲만들기 / 씨티 글로벌지역사회공헌의날 64 2,606

글로벌 - - -

총계 6,561 3,848

* 씨티재단 후원금 U$ 1,300,000로 진행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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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박인규

본점소재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 2가)

영업점규모 257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수 3,106명

고객수 약 388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대구은행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2014년 한 해 <DGB새희망홀씨대출> 530억 원, 영

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지원대출> 5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꿔드림론> <고금리전환대출>을 통하여 35억 원을 취급하였고, 특히 천

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대표은행으로써 사회공헌

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DGB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DGB희망일수대출>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 <DGB소호대출> 등 서민이 대

출대상인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우수 기업 대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DGB기술우수제조기업대출>을  출시하여 

2014년말기준 1,544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력 우수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은행으로서 마중물 역할

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상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책임금융

행복한 금융 더 나은 미래, 

OK DGB

사회적기업 지원 <꿈나무교육사업단>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진로교육, 직업체험, 캠프, 집단상담, 학습전략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나무교육사업단을 

만난 아동 청소년은 꿈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꿈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며, 3년간(2015~2017) 천사(1004명)들에게 꿈 

씨앗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39.8

당기순이익 (억원) 2,275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699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4

자원봉사자 수 (명) 22,182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259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1,135

※ 2013년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실적을 537억 원으로 정정(당초공시 : 26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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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동행봉사단 및 DGB긴급구호봉사단 소개

2014년 3월에 발족한 <DGB긴급구호봉사단>은 홍수, 태풍, 폭설 및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 지역의 재

난·재해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보다 신속하게 구호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호물품 전달 

및 피해복구활동 등 봉사활동지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 새롭게 발족된 <DGB동행봉사단> 내 조직입니다. 한편 

2002년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DGB동행봉사단>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태풍 매미 피해, 2004년 문경 폭

설 피해, 2006년 서문시장 화재 피해,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등을 위한 복

구작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 봉착 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은행을 만들

어 가겠습니다.

DGB조손가정 토탈케어(With-U)사업

<DGB조손가정 Total care-With You>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조손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돌봐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구은행 직원(멘토)이 대구지역의 조손가정 아동 및 청소년(멘티) 100여 가

구 118명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생활과 교육·건강·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결연을 맺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용돈 지급, 학습도우미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으

로 자립 능력을 갖출 때까지 멘티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 도전, 육군벨! 개최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보병 제50사단 군장병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 <도전,육군벨!> 행사

를 개최했습니다. 6·25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이날 행사에는 50사단 예하 부대에서 선발된 장병이 참여해 약 300

여 명의 동료 장병 응원 속에서 군 생활에 필요한 안보, 생활예절, 역사와 관련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

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구은행 대학생홍보대사단이 행사를 진행해 또래 장병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현장에서 펼쳐진 부대별 장기자랑과 응원전으로 신세대 장병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역생활을 마친 대학생홍보대사단과 후배 장병이 교감할 수 있는 자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향토부대인 50사단과 1사1병영 협약으로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가유공자와 가

족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전 영업점에서 보훈가족 우대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우리 고장 은행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고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초우량 지역은행’의 비젼을 설정하고, 

‘찾아가는 금융’, ‘신뢰받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을 경영방침으로 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DGB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DGB동행봉사단>을 행정구역별로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향한 신뢰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나도록 지역사랑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역사랑 나눔실천 행복한 동

행’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DGB사회공헌재단>

을 설립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직접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미래를 향한 신뢰와 나눔을 통한 함께

하는 금융으로 언제나 소외계층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DGB동행봉사단 운영 /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사랑의 김장 및 

연탄나눔 활동 / 파랑새다문화복지센터 운영 / 사랑의 복삼계탕 

나눔행사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복지시설 

전달 / 불우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눔음악회 / 사랑의 집수리 활동 / 

사랑의 무료급식 활동 전개

16,176 13,44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청년창업재단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2,670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DGB독도사랑골든벨 /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운영 2,650 211
(교육 수혜자 수 13,691)

메세나·체육 어린이 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 사랑의 홈런존 운영 4,377 2,099

환경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및 독도탐방행사 5 6,432

글로벌 몽골 사막화 방지 숲 조성 /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참가 34 -

총계 25,912 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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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성세환

본점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영업점규모 272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수 3,870명

고객수 약 390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4,000만 원 이

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2014년 한 해 생활안정에 필

요한 자금을 679억 원 지원함으로써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취급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가계 

및 영세자영업자)이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에 연20%(영세자영업자는 연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바꿔드림론> 41억 원을, 비교적 신용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BNK

바로누리론> 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가계자금대출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 가정,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만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자에 대해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각 부서별 실무 의사결정권자인 부서장들을 팀원으로 구성

하는 은행장 직속 혁신금융TFT를 설치하여 기술금융 확대, 금융 관행 혁신, 사회적책임 이행 등 3개 사업부문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업 기업 수 전체의 51%, 신용대출 금액 전체의 55% 수준인 2014년 말 기준 총 184개 업체, 

1,510억 원을 기술금융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사회적기업 지원 부산지역 내 소재하는 사회적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연 2%(고정금리)의 저금리 전용상품

을 출시 하였고, 일부 직원식당은 급식관련 사회적기업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계약시에도 우선적

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46.1

당기순이익 (억원) 3,323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80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16

자원봉사자 수 (명) 29,307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37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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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전통시장 화재장비 지원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점포가 밀집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 많은 물적 피해는 물론 시장상인과 일반시민

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은행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5개소에 1억 원 상당의 이동

식 소방장비를 기증하였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회 최동원賞 시상식 개최

故 최동원 선수의 한국 프로야구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1984년 한국시리즈 5번 등판 4승)을 기념하고, 야구 선수들

의 처우와 권익보호에 앞장선 고인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사)최동원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제1회 <최동원賞 시

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투수인 사이영을 기리기 위해 제정

된 사이영賞처럼 앞으로도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사이영賞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청년 음악인 및 청소년 인재발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지난 2010년 전문음악인 6명을 채용하여 실내악단을 창단한 것에 이어, 2014년 6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젊은 예술인 56명을 모집하여 <BNK금융그룹문화예술단(BNK뮤즈)>를 창단, 지역 청년 음악인

들의 안정적 연주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청년 음악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기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BNK행복한음악캠프> 시즌2 또한 국내외 유명 교수진들과 함께 합숙형 레슨 프로

그램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돌출마을 우물터 복원 기증

약 1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추되는 우물터가 부산시민공원내에서(부산진구 범전동 본동, 일명 돌출마울) 발

견되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옛 선조의 삶과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코자 약 6억여 원의 들여 전통양

식의 우물터를 복원하였으며 주변 바닥 조경공사와 수동 펌프, 우물 체험 시설, 물 긷는 아낙 등 청동 조형물까지 배

치해 기증하였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과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세나사업, 나눔사업, 공익사업, 교육장학사업 등 

핵심부문별 영역을 나누어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2년 지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창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희망을 주는 행복

한 금융’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정성과 감동

이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

니다.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었던 여

러 사업들을 경남은행과의 합병, 전국 영업

망구축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가는 그룹이

미지에 맞춰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추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 임직원들과 가족

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시민공원 우물터 복원사업 / 푸드뱅크 노후화 차량 교체 / 시민공원 

봉사대 조직·활동 / 최동원賞 시상식 개최 / 연말 사랑의福꾸러미 

나누기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부산금관학교 지원 / 

저소득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 사랑의선풍기나눔 사업 / 전통시장 

화재 조기진화 장비 지원 사업 

16,845 22,53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등 3,319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행복한공부방만들기 사업 /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특수악기지원 / 

문화소외지역 어린이금융문화교육 찾아가는 쌈지콘서트 / 

자유학기제 방과 후 진로체험실습 / 행복장학금 지원 / 희망인재양성 

프로젝트 / 방문 초청 금융교육 / 학교폭력예방 행복한힐링스쿨

12,145 256
(교육 수혜자 수 10,272)

메세나·체육
청년작가평면미술공모전 / 행복한음악캠프 개최 / 부산국제영화제, 

연극제, 무용제, 합창제 지원,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개최 등
4,827 1,623

환경
환경마라톤대회 지원 및 캠페인 / 부산 명소 환경정화활동(수변공원, 

산, 계곡 등)
49 4,891

글로벌 국제긴급구호 활동 참여 후원 9 -

총계 37,194 2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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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김 한

본점소재지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영업점규모 146개

설립연도 1968년

임직원수 1,700여 명

고객수 약 324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금융감독원 금융소외지역 <금융사랑방버스>행사 상담요원 지원을 조선대학교(2014년 6월 10일 ~ 11일), 해군3함대

사령부(2014년 11월 6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지원 업무협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상담창구를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금융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의 인근지역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달 서민금융담당직원들의 가두캠

페인으로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새희망홀씨 관련 공생경영특별대책을 추진하며 2014년 상반기 <KJB공생경영특별대책> 기간(2014년 1월 2일 ~ 

2014년 5월 30일)에 292건 27억 4,600만 원을 유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KJB공생경영특별대책> 기간(2014년 

8월 4일 ~ 2014년 12월 31일)에 911건 78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고객과 CB등급 9~10등급까지 지원하는 서

민금융 맞춤대출 상품인 <KJB희망모아소액대출(2014년 10월 ‘빛과온함께희망대출’로 상품명 변경)>을 출시하였으며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KJB바꿔드림론>을 출시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최고의 중·서민 및 

중소·중견기업 전문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광주은행은 사회적기업 제품홍보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상품전시관을 본점 1층에

서 1년 간 운영, 총 13개 업체 60여 가지 상품을 전시·홍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한마당행

사>를 후원하여 사회적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기업들의 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였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17.1

당기순이익 (억원) 191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5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11,010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08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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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제13회 광주은행과함께하는어린이그림대회 개최

광주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의 위해 <광주은행과함께하는어린이그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3회

째를 맞이하는 그림대회는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으로 

직접 현장 접수를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이벤트를 제공하고 크레파스, 저금통 등의 기념품을 증정했습

니다. 대상부터 입선까지 등 총 200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접수된 그림은 1점당 1,000원 씩을 은행에

서 기부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년소녀가정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광주은행 재능기부형 금융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광주은행은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

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은 광주은행이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

융교육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광주교육청에서 펼치는 광주교육기부 유공자상에서 광주교육

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저축과 투자, 

금융권 취업 등의 주제로 200여 개 학교 및 기관에서 230여 회에 걸쳐 금융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봉사단 행복산타 봉사활동 실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12월24일 오후,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

는 <행복산타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광주은행 본점으로 초대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펼치

며 광주은행 여직원 모임인 <개나리회>에서 준비한 학용품과 영화티켓 등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자, 어린이들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똑똑한부자,행복한부자>라는 주제의 금융교실과 키즈 은행 등

의 체험교육을 펼쳐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금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광주은행은 깨끗한 화장실과 공부방을 갖

고 싶다는 광주의 한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성탄절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다문화가정어린이집고쳐주기> 성금 전달식

을 진행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입

니다.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역경제의 대동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제는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중·서민 및 중소·중견기업 전문은행’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약 1,7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며 지역 내 불우시설 지원과 메세나 활동 등 CSR 활동에도 매진하여 향토기업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마음, 지역사회와 함께 번영하고 지역민의 빛이 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지역

에 기반을 둔 지역은행의 사회적책임을 다하

며, 중·서민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지역

경제·사회복지·환경보전·인재육성, 문

화·예술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1,700여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역사랑봉사단 

운영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아름다운 기업문

화를 가진 은행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매 분기 전 직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 메세나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

헌활동을 통한 공생경영 실천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설·추석 명절 불우이웃돕기 / 독거노인·조손가정 위문 방문 / 지역 

경로당 지원 행사 / 전직원 지역사랑봉사단 운영 /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 무료급식 봉사활동 / 진도 

긴급구호물품 및 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성금지원 / 

지역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후원 / 지역 사회공헌행사 후원 등  

4,616 2,10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지원재단 지원 등 1,145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재)광은장학회 운영 /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등
4,326 168

(교육 수혜자 수 6,594)

메세나·체육
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후원 / 3·1절마라톤, 

호남마라톤, 국제배구대회 등 지역스포츠대회 후원 등  
648 450

환경 녹색환경대상 주최 / 지역 환경 사업 지원 등 16 8,291

글로벌 글로벌녹색성장포럼 등 후원 10 -

총계 10,761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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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이동대

본점소재지 제주시 오현길 90(이도일동)

영업점규모 37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수 453명

고객수 약 41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제주은행은 신한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신용,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금융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총 72억 원의 지원을 기부하여 지속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서민 생활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제주새희망홀씨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37억 원을 지원, 2014년도에는 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

년도에는 50억 원이상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도내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대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습선정 이

후 자동차 구매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대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그리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의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

전 산업은 천연자원의 고갈 및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성장하는 신에너지 산업으로, <태양광발전 사

업자대출>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사회책임금융

고객의 행복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3.5

당기순이익 (억원) 122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4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2

자원봉사자 수 (명) 2,930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41

사회적기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사업인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발맞추어 제주은행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우선 물품구매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기업 물품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총 24건, 4,900만 원 상당의 우선 물품구매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Regional 

Banks

지방은행

30

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제주은행 봉사단

제주은행은 제주의 상부상조 정신인 ‘수눌음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

감 속에서 <제주은행 봉사단>을 2003년도에 창단하여 지역사회 이웃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

히, 전 임직원의 참여로 매달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자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시

행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김장김치나눔>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천사들과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첼로앙상블연주회> 후원, <희망나눔벽화그리기>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확대

제주은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경제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스미싱, 파밍 등 변형된 형태로 피해자들을 양

성해 사회적문제로 대두한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은행으로서 선제적인 교육활동과 홍

보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도내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역시 적극

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제주은행은 청정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수자연사

랑 운동인 <제은푸르미 운동>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1

사1산1하천가꾸기 운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자연유산인 오름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오름 관리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1단체1오름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자 매월 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정화 활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

니다.

제주은행은 지난 46년간 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금융의 본업(本業)을 통해 제주를 이롭게 한다는 사명하에 지역밀착경영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한 제주의 성장에 날개와 밑거름이 되고자 창조적 금융의 지원으로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제주 대표은행으로서 행복한 도민들의 삶과 밝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따뜻한 금융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작지만 강한은행, 도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은행으로 한번더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은 1969년 출범한 후, 지난 46년간 

제주도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으며 지역

과 공동운명체로서 제주와 함께하는 은행으

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 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일

념으로 다양한 분야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전 임직

원이 따듯한 금융의 실천과 제주를 이롭게 

하는 진정한 지역은행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민과 고객들이 오랜 시간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다

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사랑의헌혈및캠페인 / 경로식당 봉사활동 / 문화재 지킴이 활동 / 

제수용품 장보고가세 / 사랑의송편나누기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비양도 나들이 / 감사와 존경의 카네이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305 91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392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금융경제교육 / 보이스피싱예방교육 / 수능 응원전 385 132
(교육 수혜자 수 1,110)

메세나·체육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활동 / 씨네하트데이 141 368

환경 바다 정화 활동 / 제은푸르미 운동 8 1,520

글로벌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 세계인제주 외국인 썸머 페스티벌 10 -

총계 1,241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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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임용택

본점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영업점규모 98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수 1,092명

고객수 약 197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전북은행은 저소득층, 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

원회 지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금융소외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해 서민지원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전북은행은 어려운 경기상황과 지역여건에도 사회적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고객에게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을 시행하였으며, 서민 밀집지역에 서민금융 거점

점포 및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민고객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전북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책임을 위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하와 창구이용 송금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여 금융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JB새희망홀씨대출> : 개인 및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금융권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을 위해 전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기준(CB등급 또는 연소득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JB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 :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약자 계층의 금융비용 경감 및 경제적 재기

를 돕고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지급을 보장하

고, 당행이 전환대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상품입니다.

<JB바꿔드림론> : 한국자사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5%~13.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사회책임금융

즐거운 직장, 

강한 은행!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13.4

당기순이익 (억원) 250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19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6,429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9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1,302

사회적기업 지원 전북은행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홍보하여 사회적기

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시장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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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전북은행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도내 저소득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물꾸러미 

나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물꾸러미는 생활필수품들로 가득 채웠으며,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직원가족 100

여 명이 포장에 직접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선물꾸러미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저소득세대와 장애인복지

관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임직원 참여 멘토링 문화체험 실시

전북은행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성 향상과 정서함양을 증진

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멘토링 문화체험

은 임실치즈마을, 대명리조트, 군산야구장, 경주역사체험, 뮤지컬관람, 고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북

은행은 지속적인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 사업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과 직원가족 등 100여 명은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1,000여벌의 방한복을 직접 포장

하였습니다. 포장한 방한복은 100여 곳의 재가서비스 복지관 및 독거노인세대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

록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임직원 급여 1% 사랑 나눔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매달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독거노인 초청 삼계탕 대

접 및 여름 이불 선물,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으로 실천되고 

있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21세기 일류지역은행으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내실경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의 향토은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출범하여 중서민과 중소기업 중심 최고의 소매전문종합금융그룹으로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즐거운 직장, 강한 은행!’ 이라는 

비전 달성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

해 전북은행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및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

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전북은행지역사랑봉

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

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적인 봉

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전

북은행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교육

환경, 문화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청소년들

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설날, 따뜻한밥상떡국나눔 / 설맞이이웃사랑선물꾸러미나눔 / 

JB희망의공부방 지원사업 / 어버이날, 사랑해孝감사해孝 행사 / 

장애인시설, 장난감도서관 설치 /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 

JB착한바람 선풍기지원 / 추석맞이 일석이조 전통시장 장보기 / 

사랑의 방한복 나눔 / 따뜻한 겨울나기 동지팥죽 나눔

3,854 3,09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751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운영 / 전북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 

JB멘토링문화체험 개최 / JB글로벌미래비전리더십캠프 개최
3,147 461

(교육 수혜자 수 9,641)

메세나·체육

2014년 신년음악회 개최 / 2014년 생생락페스티발 개최 / 

장애인식개선 그림공모전 개최 / 전북은행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 

메세나콘서트 복서와소년, 방귀뀌는 며느리 개최

1,905 508

환경
세계물의날 행사 / 아름다운동행 희망풍차나눔걷기 캠페인 개최 /  

전 지점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34 2,370

총계 9,691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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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손교덕 

본점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영업점규모 161개

설립연도 1970년

임직원수 2,240명

고객수 약 250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경남은행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

다. 미소금융중앙재단(2012년까지 약 35억 원), 신용회복위원회(2012년까지 약 7억 원)의 재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희망힐링펀드>,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으로서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경남은행은 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2010

년 11월 출시하였습니다. 동 대출은 저신용 등급,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으로 2010년 83억 원, 2011년 308억 원, 2012년 321억 원, 2013년 364억 원, 2014년 3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금융상담 전담창구 확대 시행

경남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본점 영업부(창원지역)에 이어, 울산영

업부(울산지역), 진주영업부(서부지역), 활천지점(동부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금융플라자에서는 서민들을 대

상으로 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타기관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안내 제공도 함께하는 

등 서민에 대한 금융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드리는 

강하고 반듯한 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경남은행은 지난 2012년 6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연계고용 계약을 맺고 장애인고용의

무사업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경남은행은 지역 내 소재한 아그네스복지재단 행

복주식회사로부터 연간 약 1억 원 이상의 사무용품을 납품 받아오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

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 노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32.8

당기순이익 (억원) 357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8

자원봉사자 수 (명) 7,202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3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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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양파소비촉진 운동 _ 지역농가 살리기

경남은행은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양파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양파소비촉진운동은 추진한 지역 양파 

최대 생산지인 창녕군 일원 양파수확 농가지원과 양파 풍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알고 있는 지역 농가의 양

파를 구입하여 지역복지단체 300여 곳에 양파를 무료로 전달하는 등 지역 농가 살리기에 앞장서는 시사성 있는 사회

공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용활성화캠페인 _ 전통시장 살리고 복지단체 기증하는 1석2조 효과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매월 1~2곳의 경남·울산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이용활성화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전통시장 물품구매가 아니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복지단체와 함

께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다시 복지단체에 기증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 추진 _ 임원부인회봉사단 봉사활동 등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드리고자 기존의 직원 봉사단 외에 <임원부인회봉사단>을 발족하여 매월 무료급

식 정기 봉사, 경로잔치, 김장나눔, 사랑의 특식 행사 등 경영진 가족의 솔선수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지역내 유관 기관인 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창원보훈지청 등과 봉사활동 협약체결을 통하여 복지기관, 농촌봉사

활동 등 지역 내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활동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은행원의 자세인 정확, 신속, 친절을 기본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강하고 반듯한 은행’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고객님께 신뢰받는 금융 동반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새 출발을 시작하는 2015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향후 100년 은행 도약을 위한 미래금융 선도 등 중장기 新 성장동력, 수익성 창출에 전행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민의 금융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경남은행이 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은 나눔·상생·행

복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삼아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의 행복을 추구하며,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

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

에는 희망을’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남·울산

지역민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

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사랑의 떡국, 연탄, 김장, 팥죽나눔) / 2014 

무료급식소 사랑의특식 제공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목욕봉사 / 

경남은행봉사단 봉사활동 / 1점1사1행 봉사활동 / 전통시장이용 

활성화캠페인 /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5,599 6,59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1,839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경은장학회 장학금 지급 /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 지역별 학술단체 후원 
1,579 261

(교육 수혜자 수 9,115)

메세나·체육

참여형지역공헌사업(영화, 연극, 오페라 등) / KNB아트갤러리 운영 /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사생실기대회 개최 /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기관 축구대회 개최 / 경남은행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4,172 344

환경
아름다운 산 가꾸기 사업 강화 /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지원 / 

녹색의 날 'Green-Day' 운영
150 -

글로벌
결혼이주여성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 이주민 등 거주외국인 지원 
88 -

총계 13,427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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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홍기택

본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영업점규모 82개

설립연도 1954년 

임직원수 2,898명

고객수  법인 6,955개사 

개인 481,429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기술금융(IP금융) 활성화 선도를 위한 신상품 출시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기술평가에서 대출·투자지원까지 포함하는 기술금융 One 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IP(기업 및 연구소 등이 보

유한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를 금융에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선순환 IP생태

계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IP펀드, IP담보대출, IP유동화에 이은 신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창조경제 구

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책임금융 실천

<KDB나눔재단>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기금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들의 제2인생 설

계를 위한 <KDB시니어브리지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창취업을 그 취지에 맞게 지원함으

로써 사회적 책임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최초 창업·성장 Accelerating 프로그램 실시

KDB산업은행은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벤처 유관기관들과 함께  <KDB벤처창업·성장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창조경제의 기반강화 및 외연 확대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사회적기업 지원 산업은행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

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기

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리드릭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를 통해 연수교재·사보·월보 등

의 인쇄용역을 진행하고, 초록등대장애인보호작업장, 열린마을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생산품직판장 등을 통해 물품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장애인재활기금 마련 바자회 개최시 청각장애인들과 일반인이 몸

담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주)떡프린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및 가족

들을 초청하여 (주)떡프린스에서 떡을 만들어보고 포장 해보는 현장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18

당기순이익 (억원) 1,367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3,38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3,092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11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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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사랑나누기 행사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이웃사랑’

산업은행은 연간 4회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등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과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장애우 및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방문하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연간 2

회 이상 삼성농아원과 <산은자원봉사단>이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매년 독거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무료급식 봉

사, 사랑의김장담그기, 사랑의헌혈 캠페인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트래킹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

점에서는 인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 사회봉사기관 등에 후원과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연시 사랑나누기 성금 모금 등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및 교육지원 ‘문화·교육사랑’

산업은행은 문화나눔 행사로 사랑나누기 공연 후원 및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장애 청

소년 등을 초청하여 문화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농아원·주몽재활원 등 4개 복지시설 어

린이 및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3차에 걸쳐 공연을 단체 관람하는 문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더불어 연말에는 산업은

행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은행으로 초청하여 <시네마클래식연주회>로 문화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으로 산업은행은 가장 우수하고 재능 있는 봉사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JA-KOREA와 결연을 맺고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구성원간 정서적 화합 ‘나라·이웃사랑’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성공적인 통합에 필요한 임직원의 소통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양사 공동 봉사활동

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의 1사1촌 봉사활동, 사랑의헌혈, 사랑의김장나누기, 장애우돕기 바자회, 농촌결연마을 

농산물 구매 및 정책금융공사의 해비타트 집짓기 행사를 함께하며 직원 간 정서적 화합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역사회공헌활동 확산 ‘이웃사랑’

산업은행은 영등포 관내 독거노인과 함께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며,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위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에는 여성 편의를 위하여 운동화를 지원하고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어르신을 위한 밑반찬을 만

들어 나누는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영등포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

해 나눔활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KDB산업은행만이 가진 특별한 역량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이라는 비전으로 교육·문화 나눔 활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사회책임금융을 선도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변함없

는 동반자로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으

로 성장·발전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은 이웃사랑, 문화사랑, 교육사랑, 

나라사랑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참여형 기부를 지양하고 KDB산업은행

만이 가진 특별한 역량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 창출을 위해 전행적인 자원봉

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사랑의김장나누기 행사 / 산은사랑나눔헌혈캠페인 / 독거노인, 장애우 

등 소외계층지원 / 산은자원봉사단봉사활동 / 세월호 침몰 구호물품 

지원 / 연말 사랑나누기 직원 성금 기부 / 설·추석·가정의 달 

사랑나누기행사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 은행사랑나눔 네트워크 지원

1,646 2,928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6,431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청소년대상 경제교육자원봉사 / 학술단체후원 / 포럼 후원 / 

장학금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장학사업 / 저소득층 취업교육등 
782 54

(교육 수혜자 수 1,274)

메세나·체육 각종 문화공연 및 마라톤대회 후원 / 소외계층 문화나눔 활동 2,462 78

환경 산악 정화운동 지원 등 27 32

총계 11,348 3,092

※ 한국정책금융공사(‘15.1.1. 산업은행으로 통합)의 사회공헌활동금액(2,526백만 원) 및 자원봉사참여인수(150명)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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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김주하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영업점규모 1,176개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수 14,076명

고객수 약 2,768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서민금융지원 - NH희망금융플라자 확대 설치

농협은행은 2014년 한해 <NH새희망홀씨대출> <NH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전용상품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2,227

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간 1조 3,011억 원의 서민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금

융소외자를 위한 상담창구인 <NH희망채움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전담점포인 <NH희망금융플라자>에

는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실을 만들고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전문적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NH희망금융플라자를 20개로 확대 설치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2014년 한 해 동안 농협은행의 중소기업여신 지원금액은 4조 8,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0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

업 전용대출 상품인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 <NH기술우수기업이차보전대출> <NH산업단지대출> <NH다같이성장

론> <이노·메인비즈 대출>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및 인사·마케팅 전문 인

력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팀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전략·재무·가업승계·인사조직·마케팅 등 5개 

분야의 무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과 농업경영인의 경영 컨설턴트 – NH농식품 위더스(With-Us)상 제정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금융 전문은행으로서 농식품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으며, 농협은행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팅 기업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

히, 지난해에는 동반성장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의<NH농식품 위더스(With-Us)상>을 처음 

제정하고, ㈜국제식품 등 20곳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농업금융컨설팅>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금융컨설턴트가 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2014

년 한 해 동안 6,700여 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눔경영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농업·농촌 및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을 위해 <법사랑플러스통장> <행복한대한민국통장> <채

움자연과더불어예금>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등 20여 종의 다양한 공익기금 금융상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지원에 약 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09

당기순이익 (억원) 2,170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77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7

자원봉사자 수 (명) 104,506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99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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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고객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꿈꿔요! 행복채움금융

<행복채움금융>은 ‘같이의 가치,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차별화된 고객실익 및 가치창조 실현으로 고객과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

능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전국 각지 669명의 행복전도사가 시니어·새터민·다문화가정 등에게 재테크교육, 금융사

고예방교육 등 고객니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은행직업체험교실 

및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지난 한해 1,314회에 걸쳐 7만 9,510명에게 재능 나눔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행복채움금융 대학생 봉사단 <N돌핀>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3년 탄생한 N돌핀은 청소년 금융교육동

아리 창설 및 운영, 진로멘토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한해 117회에 걸쳐 1만 403명을 대상으로 활

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눔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NH농협은행봉사단

<NH행복채움회> <NH농협카드봉사단> 등 전국 157개 시군별로 조직된 <NH농협은행봉사단>은 농협은행이 있는 곳이

라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농촌일손돕기, 난방용품 보내기, 사랑의 쌀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무료급식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NH농협은행봉사단은 지난 한해 2,197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울산농협 봉사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행복나

눔인시상식에서 행복나눔인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NH농협은행봉사단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복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말벗이 되어 드려요! 7년째 이어온 농촌어르신 말벗서비스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농협의 뿌리인 농촌을 위해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어르신 말벗

서비스>는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농촌어

르신 말벗서비스는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 인

사를 드리고,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농촌 어르신께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는 NH농협은행만의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400여 명의 말벗 천사들이 매주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전달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과 같

은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위로

잔치를 열고, 임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기금으로 이불, 내의 등의 선물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고 세계일류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나가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100%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순수 민족자본은행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은 물론 도서지역까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전액을 고객·농업인·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은행으로서 농업·농촌의 복지증대와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고객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은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

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라는 기본

철학과, ‘행복을 채우는 금융’이라는 모토 아

래, ‘같이의 가치’를 깊이 새겨 실천해 나감으

로써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재해구호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지원 / 사회공익행사 및 캠페인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 

기타지원

56,710 99,20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15,463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학술·교육 사업 수행 및 지원 / 장학금 지원 / 학술·교육 단체 지원 

/ 학교시설·연구자금 지원 / 행복채움금융교실, N돌핀대학생봉사단
17,363 1,843

(교육 수혜자 수 92,527)

메세나·체육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 지역 스포츠 팀 및 단체 지원 / 지역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지원
8,594 693

환경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환경보호 사업 지원 932 2,761

글로벌 글로벌 구호단체 지원 등 52 2

총계 99,114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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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권선주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영업점규모 641개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수 12,764명

고객수 약 1,440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서민금융전담팀을 통한 전폭적인 서민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서민금융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마다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지정하고, 모든 영업점에 <서민금융전담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IBK서민

금융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채널로 서민금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상담 행사인 <맞

춤형서민금융상담행사>를 개최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금융 상담 서비스인 <IBK찾아가는희망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단독으로 협약하여 실직·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운용 중이며 2014년 중 1,044억 원(21,42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

급을 위한 <IBK새희망홀씨대출>과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IBK바꿔드림론> 등을 운용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총 515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 중인 <IBK미소금융재단>은 국내 미

소금융재단 중 최다인 21개 지부를 운영 중이며, 올 한해만 194억 원(2,420건)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 및 재난 발생 지역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의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

으며, 자연재해·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

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금융 안정을 위해 각종 발급 수수료 및 ATM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사고 피해자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손해 보는 이자를 감안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미결제 금액에 대해서

도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였습니다. 더욱이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고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안정자

금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여행업·운송업 등 관련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자금대출>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금융의 

새로운 미래 IBK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08

당기순이익 (억원) 7,113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2,83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8

자원봉사자 수 (명) 10,406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63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8,809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 및 제품 구입

IBK기업은행은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운영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과 고령친화기업을 위한 <IBK사회공헌대출>을 출시하여 총 100개 기업(40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용 보증서 담보 대출인 <사회적기업보증협약대출>로 총 45개 기업(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된 대출 

상품을 합치면 올 한해 총 138억 원의 여신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22억 원 가량의 사회적기업 제품

을 구매하였고, 사회적기업 전용 홈쇼핑에 광고를 방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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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참!좋은사랑의밥차

IBK기업은행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참!좋은사랑의밥차>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

니다. 서귀포·강릉·부산 등 전국 28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무료급식차량과 급식비·유류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지역과 강릉 폭설 피해 지역 등 국가 재난 지역에 밥차를 파견하여 유가족 및 피해 주민에게 급식

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희망컨설팅과 IBK잡월드

<중소기업희망컨설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기업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무료컨설팅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2,106개 기업에게 무료컨설팅을 제공하여, 법률·세무와 같은 중소기업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컨설팅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취업준비생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취업포털사이트 <IBK잡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7만 3,236명의 취업을 연결하였고,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산학협력채용관 개설 

및 지방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채용 시장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IBK기업은행은 전국에 99개의 봉사동호회를 운영하여 총 2,412명의 임직원이 소외계층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IBK금융그룹 임직원이 참가하는 <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미얀마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축 지원, 현지 아동 교육봉사 등 진정성 있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임직원의 재능기부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했으며, 

여자 배구단 및 사격단 선수들은 해당 종목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지원

IBK기업은행은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총 290여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300여 명에게 장학금 55억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1,400

여 명에게 54억 원을, 중소기업 학술·연구활동 및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에 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

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창립 이래 고객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을 넘어 

위기가 와도 ‘더 큰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의 시름과 서민의 애환을 덜어주는 국민 모두의 은행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IBK기업은행은 ‘국민 속으로, 고객 속으로,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믿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은행, 고객의 꿈과 목표를 앞당기는 

‘희망의 금융’을 펼쳐나가는 은행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

을 완수하기 위해 미혼모·독거노인·장애

인 등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미

얀마·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가, 여자배구·

사격 등 비인기 스포츠를 지원하는 등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사

회공헌활동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여성가족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금융위원장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참!좋은사랑의밥차 / 중소기업희망컨설팅 / IBK잡월드 운영 / 사랑의 

김장나누기 / IBK자원봉사단 활동 /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 기타 

소외 계층 후원

24,959 5,62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IBK미소금융재단 / 새희망힐링펀드 기금 지원 11,571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지원 / 중소기업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여성 근로자 리더십 교육 / 

국민경제교육 및 나눔 교육

15,079 3,862
(교육 수혜자 수 129,010)

메세나·체육
IBK 여자 배구단 및 사격단 운영 / 여자축구리그 및 씨름대회 후원 / 

사랑나눔·나라사랑 음악회 후원
10,968 660

환경 IBK자연나누리사업 420 45

글로벌 글로벌 봉사활동 / 기타 다문화 시설 지원 686 210

총계 63,683 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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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이덕훈

본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

영업점규모 본점, 국내지점 및 국내출장소 13개

               국외사무소 15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수 886명

고객수 2,425개 기업고객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은행권 서민금융사업 지원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은행권청년창업지원재단 앞으로 1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은행권 서민금융사업에 동참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여

전히 낮은 신용도와 영세한 기업규모로 금융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

해 금리 인하는 물론, 판로확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장기에 걸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 동 프로그램을 통해 3조 4,126억 원(목표 2조 4,000억 원, 목표대비 

142.0%)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3조 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수출입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동 기업 앞 여신확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넓

힘으로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보노(ProBono) 봉사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지원

취약계층 앞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 금전 기부와 함께 수출입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프로보노봉사단>을 통한 법률 및 회계 자문, 경영컨설팅,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프린터용 소모품, 복사용지 

등 업무용 물품 및 용역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4년 중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

을 지원하였으며,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상해공제 등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

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앞으로 모태 자금 1억 원을 출연하는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후

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앞 금전기부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73.0

당기순이익 (억원) 91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264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4

자원봉사자 수 (명) 717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49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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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다문화·탈북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후원 지속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기관으로,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국내 정착지원을 사

회공헌활동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탈북 

청년 취업기숙학교 운영 등 직접적 취업지원사업 이외에도, 다문화·탈북민 대안학교 운영, 다문화 어린이 경제교실 

등 다문화·탈북가정의 개별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한편, 남북

예술인이 함께하는 <나라사랑콘서트>,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주제로 여러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희망씨앗다문화축

제>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기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운영 및 직원 참여형 활동 확대

2013년 5월 창단되어 2년째를 맞은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2기, 140명의 대학생은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과 자발적 

봉사기획 및 실천을 통해 수출입은행 사회공헌의 가치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동시에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

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1사1촌, 1사1산, 1사1병영 등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후원을 지

속하였으며, 서울역 노숙인 무료배식, 노원구 달동네 연탄배달,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임직원 성금 모금 등 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전개

교육을 통한 개도국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2년 자매결연 맺은 캄보디아 봇벵마을 초·중등학교 운영지원을 비

롯, 중국 조선족 어린이 한글교육, 케냐 빈민여성 자활 교육기자재 지원, 몽골 초등미술교육 후원 등 국내외 NGO들의 

개도국 교육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여성대학 재학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인턴쉽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하여 개도국 아동·청소년 및 빈곤층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

회적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

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

히, 은행의 당기순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

이 대기업 앞 금융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의 일부와 노사간 공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한 <희망

씨앗(SEED)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창단 및 운영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차량 지원사업 / 탈북청소년 문화예술제, 행복나눔 다문화축제,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 지적장애인 합창대회 등 소외계층 참여 문화행사 

후원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후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모금 / 

탈성매매여성 자활전시회 후원 / 명절 맞이 서울역 노숙인 무료배식 

후원 / 화재 피해 가구 긴급주거지원 사업

1,961 54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청년창업지원재단 출연 / 사회적기업 앞 운영/시설자금 후원 

및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모태자금 출연
1,924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다문화자녀 대상 수출입은행 경제·금융교실 운영 /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모두> 후원 / 장애인 정보화축제 등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사업 / 다문화·탈북민 대안학교, 방과후교실, 영어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장학금 및 청소년 드림코칭사업 지원

580 28
(교육 수혜자 수 2,940)

메세나·체육 2014 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개최 후원 40 -

환경 마니산 환경정화사업 후원 7 96

글로벌

캄보디아 1사1촌 오지마을 초·중등학교 운영 / 방글라데시 

아시아여성대학 EDCF 인턴십 실시 / 탄자니아 식수 우물건설 및 

화장실 개량사업 / 케냐 빈민지역 여성자활학교 교육기자재 후원 / 

인도 빈곤아동 기숙학교 건립사업 / 동티모르 빈곤아동 교육물품 

지원사업 / 연변지역 조선족어린이 한글교육 후원

415 46

총계 4,927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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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이원태

본점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영업점규모 119개

설립연도 1962년

임직원수 1,690명

고객수 약 237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어업인 및 서민층(특히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액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누적취급고가 283억 원이고 특히 대출금리에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

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어업인, 해양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금리우대를 실

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연체 없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하였으며, 서민금융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를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은행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수협은행은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 19세 미만), 영세어업인(소득 2,500만 원 

이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협 CD/ATM수수료(당행 카드고객이 당행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시)

를 면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창구 송금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를 

2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수협은행 사이버 독도지점은 2013년 3월 1일 오픈하여 운영수익을 사회공헌활동인 독도 보전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

업에 환원하는 공익기능이 강화된 지점입니다. 전용상품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사랑해독도통장>과 목돈마련 상

품으로 <사랑해독도자유적금> <사랑해독도정기적금>이 있으며, 여유자금 예치상품으로 <사랑해독도정기예금>이 있습

니다. 또한 <독도사랑학생부금>과 <독도사랑카드> 등 독도지점 금융상품몰을 통한 가입상품 기금조성과 독도지점 수

익을 독도 사랑해 기금으로 일부 조성하여 독도연구보존협회 등 독도 관련 단체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여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명예 점원으로 판매 자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임직원은 ‘재사용, 나눔 및 기부’에 직

접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3만 점의 물품을 기증하여, 7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였습

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마케팅용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22.8

당기순이익 (억원) 443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169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7,317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2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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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전국을 찾아가는 어업인 및 어촌사랑 운동 사랑海이웃찾기

수협은행은 설과 한가위를 맞아 어촌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海이웃찾기> 행사로 변함없는 

어촌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사랑海이웃찾기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어촌지역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가정에는 빨래, 집안 청소, 도배 등을 

돕는 봉사활동입니다. 임직원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1,100가구의 어촌지역 불우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였

습니다. 사랑海이웃찾기 재원은 임직원들이 <사랑海동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조성한 성금에 맞추어 은행에서도 성금

을 함께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수협은행은 2004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중 1천 

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사랑海동전모으기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토요일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헌 물건,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

을 살리며, 수익금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여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가게입니다. 수협

은행과 아름다운 가게는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재활용품 기증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재사용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두번활용일의날>로 지정하고, 수협의 각 부서 

및 영업점에서 고객들과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만여 점의 물품을 기증하여 총 7,300만 원의 수익금을 아름다운가게 재단에 기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부산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지역에서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방으로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하였습

니다.

전 임직원 한 뜻 모아 사랑海헌혈행사

수협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경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사 2층 강당에서 <사랑海헌혈행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행사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1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500명 이상이 참여해 모

여진 헌혈증은 백혈병소아암협회와 어촌지역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촌체험 프로그램 썸머페스티벌

<썸머페스티벌>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여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

는 여름 휴가철 대표적인 어촌체험 행사입니다. 매년 7월 말을 전후하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어촌에서 맨

손 고기 잡기, 갯벌 체험, 해변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어업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 민족 자본은행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업과 연계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경영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은행의 사회적책임에 공감하고, 어업인과 서민들의 삶에 기쁨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해양

수산 대표은행’이라는 비전 하에 지속적으로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어업인과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기 위

한 <사랑海이웃찾기>, 1직원1봉사활동 실천

의 <One To One운동>과 <사랑海헌혈행사>, 

회원조합과 함께하는 <사랑海김장담그기> 

행사, <아름다운토요일> 행사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사랑海이웃찾기 / 사랑海헌혈행사 / 아름다운가게 행사 / 

사랑海썸머페스티벌 / 사랑海동전모으기 / 독도연구보전협회 지원 /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 대학생 어촌봉사단 / 대한적십자 

바자회 /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883 36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청년창업재단 출연 / 신용회복 지원 1,060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부경대 발전기금 / 해성장학회 268 -

메세나·체육 올림픽데이 행사 2 -

환경 원투원운동 - 6,951

총계 2,213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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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서근우

본점소재지 대구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영업점규모 102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수 2,103명

고객수 약 23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퍼스트펭귄300프로젝트

신용보증기금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 후 2년 이내인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퍼스트

펭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펭귄보증제도란 무리 중 처음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처럼 현재의 불확실

성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의미합니다. 퍼스트펭귄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성장단계별 금융·비

금융 집중 지원을 받아 시장 선도형 창업기업으로 육성됩니다. <퍼스트펭귄300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3년간 300

개의 시장 선도형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CRC(Credit Risk Control) 컨설팅

<CRC컨설팅>이란 신용보증기금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처 관리 및 재무 상황 등 기업의 내·외부 신용 리스크

를 진단, 분석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신용위험관리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신용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컨

설팅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10월 CRC컨설팅을 런칭하고 시범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

시한 결과 대상 중소기업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2015년에는 대상을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CRC컨설

팅을 받은 기업은 신용도 향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리스크 감소로 부실률을 줄일 수 

있어 이 모델은 중소기업과 신용보증기금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PO100프로젝트

상장(IPO)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은 <IPO1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PO100프로젝트는 대상기업의 상장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비금융(IPO 컨설팅 등) 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16년까지 IPO 기업 100개 발굴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핵심고객에 대한 IPO 지원을 확대하여 창조경제 견인에 일조하겠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8.1

당기순이익 (억원) -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3

자원봉사자 수 (명) 13,877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4.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

사회적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금융 및 비금융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창업스쿨을 통해 창업 제반절차와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는 무상으로 경

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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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희망취업오디션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라는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모아 채용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희망취업오디션>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경영혁신형 인증기업을 포함해 신용도와 기업가치가 우수하여 신보로부터 인정받은 ‘밸류 스타 

기업’, ‘좋은 일자리 기업’, ‘유망창업기업’으로 참가 기업의 폭을 확대해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채용기회를 넓혔습니

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청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했고, 노사발전재단이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현장 컨설

팅을 실시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중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창직페스티벌

창직(創職)이란 사회구조변화(기술혁신, 글로벌화)와 창조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기존에 없던 직업을 만들거나, 기존 직

업을 전문화·세분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창업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신용보증기

금은 창직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공유하고 창직 아이템의 발굴을 위하여 <창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창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창직 특강을 개최하여 창직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성공사례를 전파하였고 창의적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직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하여 창직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창직 공모전에서는 총 52건의 응모작 중 

6개 수상 아이템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작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비금융을 연계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신보가족봉사단 창단

신용보증기금은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보가족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신보가족봉사

단은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 가족단위의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가족봉사단의 활동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보해외봉사단 파견

신용보증기금은 총 24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아동센터 책걸상 제작, 아동센터 건물보수, 

현지 고아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파견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상호교류 협력,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인도주의 정신과 사회공헌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를 비전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또한 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업

무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

하여 ‘이웃사랑(LOVE)을 함께 나누는 신보’

라는 슬로건 하에 Liability(사회적책임 이행), 

Outreach(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Volunteer(

자발적 참여봉사), Endowment(재능 및 물품

기부)라는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희망취업오디션 / 창직페스티벌 / 사랑의 도서관 운영 / 신보 

가족봉사단 / 1인1나눔계좌갖기 운동 / 사회적기업 물품 나누기 / 

1영업본부1촌 자매결연 /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355 9,52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83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중고생 사업장 체험행사 / 금융관련 특성화고 경제캠프 /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
15 1,247

(교육 수혜자 수 151)

메세나·체육 신보합창단 / 동아리별 재능기부 - 308

환경 환경정화활동 - 2,771

글로벌 해외봉사활동 10 24

총계 463 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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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김한철

본점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영업점규모 55개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수 1,194명

고객수 약 66,066업체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기술금융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대보증인제도 완화 및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부문의 고용을 확대

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업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제도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예비(초기)창업자가 창업단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에 대한 멘토링과 보증지원을 결합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기술금융지원 영역 확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중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금융으로 흡수 가능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부문’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여 지식서비

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에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대한 보증잔액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성공창업 강좌> <도약기업강좌> <재기기업인강좌> 

기술·경영지도사가 기업애로 분야를 해결하는 <중소기업건강관리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사회책임금융

기술강국의 미래, 

기술보증기금이 열어갑니다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3.3

당기순이익 (억원) -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2

자원봉사자 수 (명) 773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2.0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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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경제·과학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기부 및 중소기업 CEO 대상 전문강좌 프로그램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본점內 과학기술체험관을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경제·과학교실을 운영하

여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와 연

계한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기업 CEO 대상인 <벤처창업교실>과 <새싹기업성공창업강좌> 뿐 아니라 <도약기업강좌>  

<재기기업인강좌>를 신규 개설해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오감만족(五感滿足) 프로젝트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문화체험 행사 후원을 통하여 사회공헌 이해관계자(수요

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봉사활동

기술보증기금은 경남 창원시 대산면 빗돌배기마을을 찾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마을을 방문하여 어촌봉사활동으로 항구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Needs에 근

거한 맞춤형 농어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 내 거주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결연 후원 및 

중고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1사1촌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기술보증기금은 본점 인근 전포 돌산공원에서 매월 둘째, 셋째 주 화요일에 지역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400여 분께 무료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성공창업 준비를 위한 워크숍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목적 및 업무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성공창업 준비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전시관 탐방, 기술금융 소개, 예비

창업 강좌 및 영업점 탐방 등을 통해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 뛰어나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금융과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벤처인증, 중소기업 창원지원 등의 

업무도 강화해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아우르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적 중요성을 더해 가는 

사회공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사회공헌사업의 전략 가치에 담아 일자리 창출과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라는 사회적책임 경영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모범

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을 위해 기술금융 전

문기관으로서의 사업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배려가 필

요한 이웃들에 대한 정기후원, 지역의 

Needs를 반영한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꾸준

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CEO 대상으로 회계, 세무, 

법률, 성공실패 사례를 무료로 교육하는 강

좌는 참여기업들이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안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 농어촌 봉사활동 / 소외계층·노숙자 

무료급식 / 독거노인 결연 후원 /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활동 /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후원 / 

1사1교 결연 지원 / 중고생 장학금 지원

163 773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예산분담금 지원 7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과학·경제교실 /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성공창업강좌 /  

1사1교 결연지원 등
36 -

(교육 수혜자 수 8,752)

메세나·체육 사랑나눔콘서트 등 - -

총계 206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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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김재천  

본점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영업점규모 21개

설립연도 2004년

임직원수 530명

고객수 약 680만 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주거마련 비용의 문턱을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비용 마련의 문턱을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인터넷 대신 은행창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해도 <u보금자리

론>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t플러스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우대형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로 운영되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통합

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출시하여 지원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용요건도 완화해 주택 구

입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전자 문서에 의한 대출거래약정 등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

론>, 기존 적격대출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취급수수료를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를 낮춘 <금리조정형적격

대출> 등을 출시하여 주거 마련 비용의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보증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보증상품별 기준보증료율 체계에서 임차보증금액별로 기준보증료율을 차등화 및 인하하여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비

용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일반전세자금보증은 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였는데, 공사는 2014년 두 차례의 보증료

율 인하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는 0.18%,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0.28%를 적용하여 무주택서민의 금

융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집단중도금보증 기준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3%로 인하하여 서민경제 안정

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고령층 주거안정 및 노후생활 지원

고령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객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

인)등을 통해 연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금 가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저가 다주택자는 가입을 제한하

는 반면, 고가 1주택자는 가입을 허용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 1주택의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주거안정부터 행복노후까지 

함께하는 금융 파트너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조원) 50.7

당기순이익 (억원) 1,815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30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1

자원봉사자 수 (명) 1,953

사회공헌활동 금액 (억원) 23

사회책임금융 서민전세보증, 징검다리 전세특례, 우대형 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억원) 74,288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2014년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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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서민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시간, 노력 투자’ 봉사활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HF사랑의집고치기> <해비타트희망의

집짓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 등 취약계층 집 고치기를 진행하는 HF사랑의집고치기 사업

은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총 114가구의 수리를 지

원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건설 중인 무주택 서민주택 사업장에 임직원 68명이 참가하여 건축활동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해비타트 운동을 펼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

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노인복지’분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또 다른 대표 사회공헌사업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노인가구가 밀집한 남대

문 쪽방촌에 하절기에는 대자리, 동절기에는 쌀을 기부하고 임직원이 직접 배달봉사활동을 실시하는 <1사1희망촌

사업>,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후원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해 노

약자, 저소득 산모 등을 간병하는 <취약계층돌봄서비스365>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취약한 경로당 환경

개선, 안마 등 공경봉사를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경로당개보수> 사업은 60명이 참여하여 10개 경

로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개보수 사업은 2015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여 고령층의 행복실현

을 위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절기 생활용품 지원 등 소외계층과의 공존 노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2,700명에게 요·이불 등 이불세트를 지

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도서관과 연계한 임직원의 노력기부를 통해 도서 95권을 입력·녹음하여 시각장애인

의 문화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임직원 200명이 참여한 <사랑의연탄배달> 및 <사랑의김장나눔> <국가보훈

자녀장학금전달> <모범청소년장학금전달> <1사1촌영농지원> <명절(설, 한가위)맞이사회복지시설후원> 등 소외계층과

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택연금이라는 4대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안정부터 행복노후까지 함께하는 금융파트너’라는 경영모토처럼, 국민과 내집마련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고 

내집에서 노후까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모범적인 금융공기업이 되기 위해 <보금자리

봉사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임직원

이 직접 참여하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공사 

업무와 연계된 주거복지, 노인복지 증진 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학사업, 지역친화적 사회공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HF사랑의집고치기 / 해비타트집짓기 운동 / 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 

HF취약계층돌봄서비스365 / 1사1희망촌 생필품 지원 / 

사랑의김장나눔 / 경로당개보수 및 공경봉사 / 취약계층 동절기 

이불세트 지원 / 사랑의연탄배달 / 1사1촌자매결연마을영농지원

1,121 1,83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1,145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국가보훈자녀장학금전달 / 모범청소년장학금전달 / 사랑의도서 기증 30 20
(교육 수혜자 수 700)

환경 환경정화활동 - 97

총계 2,29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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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CEO 하영구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설립연도 1928년

임직원수 160명(‘14년말 기준)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지원

은행권은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2014년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을 전년 

대비 461억원이 증가한 1조 8,2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1조 9,559억 원)하여 저신용·저소득층에 대

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2010년 11

월 이후 2014년말까지 약 77만 명에게 총 7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새희망홀씨가 명실상부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로 

정착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새희망홀씨의 지원기준을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통일하여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은 은행권에서 조성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기금의 보증을 통해 청년층 

및 대학생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2012년 6월 전환대출을 시행

한 은행권은 2014년 말까지 총 7,121건에 대해 478.6억 원을 지원하여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

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에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대학생·

청년 햇살론’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원기금의 용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은행권은 조류인플루엔자(AI), 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등을 개별 은행

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

예 등을 통해 금융애로 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은행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단체

분류 항목 ’14

경제

자산총계 (억원) 228

당기순이익 (억원) -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 (명) 2

자원봉사자 수 (명) 200

사회공헌활동 총금액 (억원) 9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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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공헌활동 소개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적기업 지원

은행연합회는 전국의 취약계층 결연대상 지원 활동인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지원금 11억 원을 대한적

십자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2만 8천여 세대와 80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물품 중 일부(1억 4천만 원 상당)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임직원은 대한적십자

사의 봉사단과 함께 지원 대상 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해 케이크와 빵을 만들어 전달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경제교육 지원 강화

은행연합회는 청소년 및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경제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교육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있으

며, 은행권 강사 지원(지자체 및 금융감독원) 등 국민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금융교육 자문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참여를 통해 금융교육사업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봉실아리’는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의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임직원 

기부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그 외 기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배식봉사 등에 참여하는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에는 연탄봉사 뿐 아니라 소정의 쌀을 구입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28년에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하여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일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1개의 정사원과 39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대학생 연합기숙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등 은행권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선도

함으로써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 지원, 메세나 활동  

지원 등 공동체 의식 제고 및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

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원, 명)

분야 주요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 수

지역사회ㆍ공익

신입금계좌지정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익 홍보 / 서민금융행사 지원 / 

글로벌 채용박람회 후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 / 자매부대 위문금 / 

사회복지시설 후원 / 소외 노인 무료 급식 및 연탄나눔

678 20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금 기부 1 -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청소년금융교육단체 지원 / 청소년 경제 교육사업 후원 214 -

메세나·체육 국제음악제 후원 10 -

환경 녹색금융포털 운영 4 -

총계 907 200



부록 

2014년 은행사회공헌재단 현황

2014년 공익연계 금융신상품

사회공헌 및 금융교육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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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년도 이사장 출연금 2014년 주요사업

 20개 은행권 

금융기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2012 하영구 3,500억 원

• 창업교육·훈련, 업무공간 제공 등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ㆍ보증

신한은행

신한은행희망재단 1996 왕태욱 약 675억 원

•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 해외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

• 문화예술지원 사업

신한은행강원장학회 1994 고윤주 약 12억 원 • 장학사업

신한은행충북장학회 1988 정충용 약 29억 원

• 장학사업

• 학술단체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신한미소금융재단 2009 조용병 700억 원

•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청년대학생긴급자금 등

우리은행

우리미소금융재단 2009 이광구 500억 원

• 전통시장 상인지원

– 뉴마켓론 14억 원, 전통시장 자립지원 2억 원 등

• 전통시장 상인회와 업무 협약 체결

– 2014년중 10개 전통시장(누적 56개)

(재)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11 이광구 200억 원
• 다문화가족 장학, 합동결혼식,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

• 다문화어린이 교육·복지 지원

2014년 은행사회공헌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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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년도 이사장 출연금 2014년 주요사업

KB국민은행 KB미소금융재단 2009 윤종규 500억 원

• 저소득, 저신용계층 대상 자활자금 지원

– 건설기계 구입자금

– 자활형 차량자금

– 용달사업자 지원자금

– 운영자금·창업자금

하나은행 하나미소금융재단 2008 김병호 410억 원

•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 및 운영자금 대출

• 자활프로그램 지원

–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경영컨설팅

• 전국 62개 전통시장 방문 미소금융 홍보 활동

한국외환은행 (재)외환은행나눔재단 2005 김한조 370억 원

•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 지원

– 불우아동 1:1후원 결연 및 매칭 그랜트 지원

–  한사랑마을·장애영아원, 중증장애아동시설 

지원·자원봉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 제6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 다일복지재단, 노숙인 무료 점심 급식 봉사

–  설 맞이 전행적 불우이웃돕기: KEB2014설사랑나눔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  세월호 침몰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자원봉사활동

• 청량리밥퍼 자원봉사활동

–  장학사업

• 2014년 외환다문화주부장학금 지원

• 환은장학사업(국내·외 외국인유학생, 다문화)

–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활동지원 사업

• 국외 빈곤국 아동과의 1:1후원 결연 및 매칭그랜트 지원

• 베트남 선천성안면기형아동 수술 지원

• 국외 무료개안수술 사업 지원

한국씨티은행 Citi foundation 1994 Brandee McHale -

• 청소년 금융교육

• 여성중소기업 육성

• 금융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지원

• 마이크로 크레딧

2014년 은행사회공헌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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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년도 이사장 출연금 2014년 주요사업

대구은행

(재)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1990 박인규 112억 원

• 장학 사업

• DGB독도사랑골든벨

• 희망나눔음악회

DGB사회공헌재단 2011 박인규 92억 원

• 파랑새드림지역아동센터, 파랑새다문화복제센터, 

꿈나무교육사업단 운영

• DGB조손가정 Total-Care (With-U) 사업

• 파랑새시니어행복한일터 운영

부산은행 BNK희망나눔재단 2007 성세환 215억 원

• BS행복창조인재양성 사업

• BS사랑의 복꾸러미나눔 사업

• BS사랑의선풍기나눔 사업

• 학교폭력예방 BS행복한힐링스쿨

• BS행복한음악캠프 등

광주은행 (재)광주은장학회 1981 김양균 28억 원 •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60명, 114백만 원 장학금 지급

전북은행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010 김영구 24억 원

• 장학 사업

• 글로벌미래비전리더십캠프

• 장난감 도서관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6 손교덕 185억 원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사업(370백만 원)

• 노인·장애인 복지지원 사업(860백만 원)

• 문화예술지원 사업(463백만 원)

• 체육지원 사업(203백만 원)

• 환경개선지원 사업(100백만 원)

 (재)경남은행장학회 1986 손교덕 10억 원 • 장학금 지원(3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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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년도 이사장 출연금 2014년 주요사업

한국산업은행 KDB나눔재단 2007 홍기택 289억 원

• 청년창업 등 사회책임금융

•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

• 재외동포지원 등 인재양성

농협은행 농협재단 2004 최원병 4,004억 원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 농협장학관 운영

•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 농촌 학생 체험 견학

IBK기업은행

IBK행복나눔재단 2006 권선주 290억 원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

• IBK나누미봉사단 사업

• IBK기업은행휴먼네트워크멘토링 사업

IBK미소금융재단 2009 권선주 515억 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

• 대학생·청년 햇살론

• 취업성공대출

기업주치의협력센터 2011 전대성 80억 원

• 산업 클러스터단지에 설치하는 기업주치의센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산업 클러스터단지에 설치하는 기업주치의센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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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야 상품명 내용

신한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신한동반성장론

• 우량 제휴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1차 협력기업(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기업(판매기업)에게도 우량 제휴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저금리 대출지원이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 기업대출 상품

사회적기업대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여신 상품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
•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형 상품으로 소득단절 기간동안 

5년 이내로 단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

미래설계크레바스주택연금대출
• 본인 명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역모기지 형식의 대출 상품

성과공유형사모전환사채인수
•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사모전환사채를 은행이 인수하여 중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은행과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 상품

기술평가(TCB)우수기업대출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 및 기술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상품

창업기술우대중소기업대출
• 우수기술 보유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도전적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신한화물자동차대출
•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화물자동차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고객에게 저금리의 화물자동차 

대출을 지원하여 고객가치를 제고하는 상품

메세나ㆍ체육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정기예금

•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대면 및 비대면채널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정기예금 상품

환경

그린플러스적금
• 에너지 절약 실천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한 녹색금융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감소 목적의 체크카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
•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관련 추천기업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감면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녹색 금융 상품

우리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우리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 일용직 건설근로자 대상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상품

우리겨레통일통장·정기예금 • 범국민 자발적 참여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고객 기부형 상품

우리함께행복나눔통장·적금·예금 • 정부의 나눔확산정책 연계한 소액기부형 패키지 상품

희망플러스·꿈나래 자유적금 • 서울시 거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매칭형 적금 상품

힘내라! 건설인 통장·적금 • 일용직 건설근로자 금리 우대 상품

서울시(SH공사 임대주택)계약금대출 • 서울시의 융자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계약금 지원

서울시(주거환경)주택개량자금 • 서울시의 융자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소유주택의 개량을 위한 자금 지원

메세나ㆍ체육

위풍당당우리한새정기예금 • 여자프로농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새농구단 연계 스포츠마케팅 강화 상품

시네마정기예금 • 영화흥행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상품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지역사회ㆍ공익

타임카드 • 사용액의 0.1%인 2.8억 원을 2014년 12월에 사회적기업 한빛예술재단에 기부

리워드11카드·리워드360체크카드

• 기존 리워드 플러스 및 시그마 카드와 더불어 2014년에 출시한 11번가 제휴상품인 리워드11카드와 

당행 대표 체크카드인 리워드360체크카드에 적립되는 360도 리워드를 고객이 원하는 만큼 

사회적기업 한빛예술단에 기부

2014년 공익연계 금융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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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야 상품명 내용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지역사회ㆍ공익 SC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압류방지 기능과 함께 아래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 

– 전자금융수수료(개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 영업시간 외 SC은행 자동화기기 (CD/ATM)인출 수수료

환경 인터넷직장인신용대출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소득·재직·채권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고 무서류에 의한 

대출 상담 및 실행을 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녹색금융 상품

KB국민은행

지역사회ㆍ공익

KB주거행복월세통장
• <KB주거행복월세대출> 약정 전용 통장으로 임차인의 월세납부를 지원하는 월세납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KB마음편한통장 •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KB통일기원적금
• 통일시대 준비 및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통일 관련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는 정부정책 지원형 상품

축구꿈나무공동구매정기예금
• 유소년 축구선수의 성장지원을 위해 만기이자(세금공제 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부담으로 

조성하여 기부하며,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KB창조금융적금ㆍ예금

•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 회원 가입 후 창조 아이디어를 등록하거나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예금

• ‘창조경제구현’ 정책과제 지원을 위해 만기이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부담으로 기부하는 

사회공익형 예금

KB사랑나눔적금
• 서민들의 목돈마련 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와 봉사를 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그와 연계하여 당행이 매칭 기부를 하는 사회공헌형 상품

메세나ㆍ체육

KB트리플빙상여제정기예금 •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빙상스포츠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정기예금

박인비 커리어그랜드슬램기원예금 • 박인비 선수의 커리어그랜드슬램 달성과 연계하여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한시 판매 상품

하나은행

지역사회ㆍ공익

하나행복나눔신탁 • 육영, 사회복지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희망·내일키움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 저소득층의 자립·자활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에 의해 도입된 상품

바보의나눔 통장·적금
•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하는 상품

• 신규가입 좌수 당 1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기부금 제공

행복나눔통장·적금
• 예금의 가입자가 지정한 단체에 판매계좌 잔액의 0.1%를 은행에서 기부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상품

함께하는사랑 통장·적금
• 판매계좌 잔액의 0.1%를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상품 

하나이자다이어트론
•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한지 6개월 이상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원하는 서민상품

하나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환경 하나순천만사랑적금
• 순천만국제정원 지원하기위한 상품. 본상품의 연간 평잔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순천만정원 운영, 사후관리등에 지원

한국외환은행 지역사회ㆍ공익

KEB행복나눔대출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중금리 급전대출 수요를 은행권 낮은 금리의 소액대출로 흡수하고, 

새희망홀씨대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고객층에 대한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 단기 신용대출

기술형창업지원대출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보유 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수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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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수출기업사기충천프로그램
• 2013년 5월 무역보험공사와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금융을 지원

대구은행

지역사회ㆍ공익

DGB베스트예금·적금

• 고객의 은행거래 규모에 따라 상품 종류  (첫만남고객형, 단골고객형)선택 가능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상품

• 고객의 부담없이 세후지급이자의 0.5%  (연간 조성한도 제한없음) 지역 공익 기부금을 조성하여 

지역 공익단체에 기부

DGB희망일수대출 •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수익금으로 매일 분할상환이 가능한 긴급운영 자금을 지원

DGB희망키움특별보증대출 • 대구광역시 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당행 가맹점기업 및 개업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에게 대출 지원

골목상점가특별보증대출 • 대구광역시 선정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내 업소,착한가격업소, 우수농산물가공업소에 대출 지원

이노비즈사회공헌카드
•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수익의 일정금액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카드

메세나ㆍ체육

2014최강삼성예금·적금 • 삼성라이온즈가 프로야구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우승시 우대금리가 지급되는 상품

대구FC사랑카드
• 지역연고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휴카드

• 지역연고 축구단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환경

[특판]친환경녹색예금·적금 • 친환경 활동실적(승용차요일제 등)에 따라 우대이율을 지급하는 상품

그린신용(체크)카드 • 시민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상품

부산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사회적기업 특별지원대출
• 사회적인증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의한 저리의 보증서 

담보대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창조형혁신기업대출
• 자금력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청년창업기업마중물대출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재단과 공동으로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성공을 위해 지원하는 초저리 

창업자금 대출 상품

BS황금알통장
•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를 위해 소액금액에 대해서 다양한 금리 우대서비스 및 장례시 

장례용품 지원 및 황금가게 서비스 등을 제공

학술ㆍ교육 BS참잘했어요!
• 스마트폰앱을 통해 간편하게 적금을 불입하고 칭찬스티커를 모으는 게임적인 재미와 어린이를 위한 

경제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

메세나ㆍ체육 메세나론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지를 고취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 예술 단체 및 

공연기획사 전용 저리 공연자금 지원 대출 상품

환경 BS에코적금
• 지역환경 보전 및 생태계 다양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책임 기업경영을 실시하고 상품을 통한 기부금 

조성으로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상품

광주은행

지역사회ㆍ공익 빛가람대박통장
•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우대 

통장

환경 光LED론 • 친환경 조명인 LED조명의 확대를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설치자금 지원 상품

제주은행 환경 전기자동차대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선정이후 자동차 구매에 따른 자금지원 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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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환경 태양광발전사업자대출

•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의 풍부한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추진중에 있으며, 태양광 발전산업은 천연자원의 고갈 및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신에너지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

전북은행 지역사회ㆍ공익

JB 온과빛함께희망대출 •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금리우대 / 지역내 저신용자에 대한 중·서민 금융지원 상품

JB 온과빛함께적금 • 전북은행 최초 거래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판매금액의 0.1%를 후원금 출연

JB 희망드림대환론
• 서민 고객의 기존 대출을 장기분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정상거래를 유도하고 만기연장을 통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상품

경남은행 지역사회ㆍ공익

희망모아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등 사외소외계층에게 고금리 

지원하여  목돈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서민 전용 금융 상품

중소기업원스톱대출
•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 제공 등을 통한 우대 혜택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기업체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부가 혜택 부여

농협은행 지역사회ㆍ공익

법사랑플러스통장·예금·적금

• 예금잔액(연평잔)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판매 연도별로 10억 원이내, 2018년 말까지 

조성)하여 어린이 범죄피해자(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와 같은 법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 

다문화 가정 등에 지원

NH통일대박예금·적금
• 고객의 해지계좌에 대한 세전 이자금액의 1% 해당 금액을 연간 총 10억 원 이내에서 통일기금으로 

조성하여 남북농업협력 등 관련 사업지원에 활용

2014 NH류현진정기예금·적금
• 2014년도 미국 MLB 정규리그에서 류현진선수가 경기에 승리하는 경우, 매 1승마다 1,000만 원을 

농협은행이 기금으로 출연하여 대한민국 유소년야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지원

IBK기업은행 지역사회ㆍ공익

IBK사랑나눔적금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상품

IBK청년전용창업대출 •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고용창출지원사업기금대출 • 고용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상품

참좋은약속(점자)카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새겨진 카드 상품

신용보증기금 지역사회ㆍ공익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의 Life-cycle별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

V-Plus 보증
•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을 신보와 금융기관이 상호 발굴하여 추천하고, 신보의 기업가치 및 

지식자산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대출 외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기술보증기금 지역사회ㆍ공익 고졸기능우수자우대보증
•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우수기능보유기술자에 대한 우대지원(전문계고 출신자 

우대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제도)

한국주택

금융공사
지역사회ㆍ공익

아낌e-보금자리론
•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은행대출 

창구 방문 절차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t 플러스보금자리론
• 기존의 <t보금자리론>처럼 은행 창구로 대출을 신청하며, 금리는 온라인 전용인 <u보금자리론>과 

같은 수준을 적용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이자 부담을 낮춘 상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기존의 3가지(근로자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우대형보금자리론)로 운영되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완화한 상품

금리조정형적격대출

•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최초 5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가 낮으며 이후 5년마다 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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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공헌 사이트 금융교육 사이트

신한은행

www.beautifulshinhan.com

www.shinhanmiso.or.kr

www.shinhangallery.co.kr

www.shinhanmuseum.co.kr

www.beautifulshinhan.com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woorimuseum.com → 교육

스탠다드차타드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www.standardchartered.co.kr

KB국민은행
withkb.kbstar.com

www.facebook.com/kbcsr
www.kbfg.com → 사회공헌 → 경제금융교육

하나은행
www.hana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hanacsr.com
www.hanacity.com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kebfoundation.org (외환은행나눔재단)

한국씨티은행 www.citibank.co.kr → 은행소개/채용 → 사회공헌활동 think.ywca.or.kr/think_money/kor

대구은행
www.dgb.co.kr → 지역愛 → 지역사회공헌

www.dgbscf.or.kr

부산은행 www.happybnk.co.kr www.happyb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활동 blog.naver.com/kjbmuseum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전북은행 www.jbbank.co.kr/district

경남은행 www.knbank.co.kr → 은행소개 → 경남은행사회공헌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농협은행 www.nhbank.com → 활동 www.nhbank.com → 활동

IBK기업은행
www.ibk.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ibkfoundation.or.kr
happy.ibk.co.kr/lady.htm

한국수출입은행 hope.koreaexim.go.kr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 열린경영 → 사회공헌활동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기보소개 → 홍보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공사소개 → 사회공헌

사회공헌 및 금융교육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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