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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개요

작성원칙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7』은‘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 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집계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과 금융업부가지표(Financial Services Sector Supplement)를 참고하

습니다. 이를통해은행의경제ㆍ환경ㆍ사회적측면의활동실적을이해관계자에게투명하고효과적으로공개하고자합니다.

보고범위및기간

전국은행연합회는 2007년에『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6』을 첫 번째로 발간하 습니다. 이어서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와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보고및정보공개를위하여 2008년에두번째로『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7』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실적 및 전국은행연합회 21개 정사원기관의사회공헌활동 성과를 통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야별 활동성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하 습니다.

1. 지역사회및공익 2. 학술및교육 3. 환경 4. 문화ㆍ스포츠ㆍ예술 5. 공익법인출연금

본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공헌활동 관련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보고범위 및 기준일자가 다른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 습니다.

작성프로세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6년에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구성하여,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을 제정하 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총회는 은행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공표하기로 하 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

하기 위해 2008년 2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7』발간 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중심

으로은행별활동실적데이터와내용을수집하고보고서의내용작성및검토를통해본보고서를발간하 습니다.

보고서링크 본보고서는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통해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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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사랑에서출발합니다

다함께행복한세상 . . .
마음속의이야기를나누고싶습니다

우리모두가꿈꾸는세상입니다

우리의사랑으로당신에게희망의싹을틔워
많은사람이행복한세상을가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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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이사랑과존경을받는

국가경제발전의핵심산업으로

성장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간사

사회가 다양화되고 고도화 될수록 기업의 가치는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 이행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더욱 소중하게 평가 받을
수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여 사회공헌
활동을통한사회적책임경 의실천에앞장서고있습니다. 이런맥락에서우리은행들도사회
공동체를위한공익적역할의수행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은행은 리기업이므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자금중개·신용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수있는권한, 즉일종의특허를부여받은기업이기때문에이러한혜택의과실을고객과
국민에게돌려주고자더욱노력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봉사활동을수행해왔으며지난해에는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을전개하기도하 습니다. 보다
체계적인사회적책임수행을위해서‘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설치하고공공의이익에기여할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왔으며‘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와‘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을
통해사랑나눔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회공헌활동의 성과와 활동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공표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사회적책임에대한실천의지를공고히하고자하 으며, 이번에작년에이어두번째로「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2007」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실적과성과에대한투명한공개는한해의성과를분석하고되돌아보는계기를
가짐으로써 은행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추진계획을수립하는데에밑거름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앞으로도은행은사회공헌활동을사회구성원의공동이익을위한아름다운투자의하나로인식
하고새로운경 문화로접목시켜나감으로써은행산업이사랑과존경을받는국가경제발전의
핵심산업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지 창전국은행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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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함께하는세상, “Together”
은행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취를 담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은행의사회공헌활동이눈에띄게활발해지고있는것은효율적사회공헌활동의기틀을마련한

전국은행연합회의노력과선도적역할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 다고생각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유지창회장님을비롯하여사원은행임직원여러분들이어려운이웃을위하여

따뜻한마음을베풀어주신데대하여경의를표합니다.

이제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히 자선적,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 의

필수적조건이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기업의문화로확고하게자리잡고임직원들이자발

적으로공익활동에참여할때국민의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6년부터‘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함께 운 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사각지대에놓여있는독거노인과결손아동을돕기위해쌀과생활필수품전달,

사랑의김장담그기, 연탄배달, 의료용품전달등다양한봉사활동을활발히전개하여왔습니다.

또한 생명 나눔의 실천인 사랑의 헌혈에 임직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있어 매우

감사히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적십자사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적 파장은 큰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결실을맺으리라확신합니다.

우리사회를보다밝고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데은행이계속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

사회공헌활동을통해국민과사회로부터사랑과신뢰를받는최고의금융기관으로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 웅대한적십자사총재

아름다운동행의사회적파장은

큰울림이되어우리사회곳곳에서

따뜻한결실을맺으리라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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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사원은행경 개선및현안과제해결을위한대정부건의

- 사원은행현안사항해결을위한공동연구및업무개발

- 사원은행업무향상을위한각종회의·세미나·설명회개최

- 금융경제에관한조사·연구자료및금융인을위한각종간행물의발간

- 금융기관직원의후생복지를위한시설의설치및운

- 금융인상호간의협의와친목도모를위한사업또는시설의설치및운

- 금융기관대외홍보및공동이익을위한조치의수립, 실시

- 금융기관거래처에대한신용정보의집중·관리·제공및제도의개선

- 신용정보온라인망유지관리

설립목적

-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금융산업의발전도모

-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질서확립

- 금융인의자질향상, 복리후생의증진을통한사회적지위향상

>>> 전국은행연합회개요

전국은행연합회는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하여 발족하 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비 리사단법인으로서금융기관상호간의업무협조와금융문제의조사연구및은행업무의개선을통하여금융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의사원은행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은 2008년 4월 1일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1개의 정사원과 37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정사원(21)

일반은행
- 시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은행관련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사원(37)

JPMorgan Chase Bank, N.A.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National Bank of Pakistan
The Bank of New York
HSBC
Bank of America N.A.
Mizuho Corporate Bank
CALYON Bank
BNP Paribas
American Express Bank
ING Bank N.V.
Bank of China
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Credit Suiss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UBS AG
Indian Overseas Bank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The Bank of Nova Scotia
Deutsche Bank AG
ABN AMRO Bank
U.B.A.F.
Bank Mellat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Barclays Bank PLC
China Construction Bank

Wachovia Bank, N.A.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DBS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ociete Generale
United Overseas Bank
The Yamaguchi Bank 
Bank of Communications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Landesbank Baden-
W urttemberg

전국은행연합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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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은행

한한국국산산업업은은행행
윤윤리리준준법법실실
wwwwww..kkddbb..ccoo..kkrr

농농협협중중앙앙회회
금금융융기기획획부부
wwwwww..nnoonngghhyyuupp..ccoomm

신신한한은은행행
사사회회협협력력팀팀
wwwwww..sshhiinnhhaann..ccoomm

우우리리은은행행
홍홍보보실실
wwwwww..wwoooorriibbaannkk..ccoomm

SSCC제제일일은은행행
홍홍보보팀팀
wwwwww..ssccffiirrssttbbaannkk..ccoomm

하하나나은은행행
홍홍보보팀팀
wwwwww..hhaannaabbaannkk..ccoomm

중중소소기기업업은은행행
고고객객지지원원부부
wwwwww..iibbkk..ccoo..kkrr

국국민민은은행행
사사회회협협력력지지원원부부
wwwwww..kkbbssttaarr..ccoomm

한한국국외외환환은은행행
업업무무협협력력팀팀
wwwwww..kkeebb..ccoo..kkrr

한한국국씨씨티티은은행행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부부
wwwwww..cciittiibbaannkk..ccoo..kkrr

한한국국수수출출입입은은행행
인인사사부부
wwwwww..kkoorreeaaeexxiimm..ggoo..kkrr

수수협협중중앙앙회회
준준법법감감시시실실
wwwwww..ssuuhhyyuupp..ccoo..kkrr

신신용용보보증증기기금금
CCSS경경 실실
wwwwww..kkooddiitt..ccoo..kkrr

대대구구은은행행
공공공공금금융융부부
wwwwww..ddaaeegguubbaannkk..ccoo..kkrr

부부산산은은행행
지지역역사사회회공공헌헌부부
wwwwww..ppuussaannbbaannkk..ccoo..kkrr

광광주주은은행행
고고객객지지원원부부
wwwwww..kkjjbbaannkk..ccoomm

제제주주은은행행
총총무무팀팀
wwwwww..ee--jjeejjuubbaannkk..ccoomm

전전북북은은행행
공공공공금금융융부부
wwwwww..jjbbbbaannkk..ccoo..kkrr

경경남남은은행행
지지역역공공헌헌부부
wwwwww..kknnbbaannkk..ccoo..kkrr

기기술술보보증증기기금금
홍홍보보실실
wwwwww..kkiibboo..oorr..kkrr

한한국국주주택택금금융융공공사사
업업무무지지원원실실
wwwwww..kkhhffcc..ccoo..k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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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ANK, FROM YOU
하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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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마음을더합니다

따뜻한마음을담아손을잡아주고
서로의눈을마주하며

마음속의이야기를나누고싶습니다

그렇게손길하나, 따뜻한눈빛하나더하여
한마음, 큰사랑을이룹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 및 주요활동

종합성과 _  012

분야별 성과 및 주요활동 _  013

로벌 사회공헌활동 _  028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 공동활동 _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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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활동성과및주요활동

종합성과

2007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총 3,924억원을 지원하 으며, 37만 3천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우리의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 습니다. 특히 지역ㆍ경제ㆍ문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 습니다.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통한 양적ㆍ질적으로 발전된 사회공헌을 목표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

- 사회공헌활동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35
1,
44
1

2007년

39
2,
44
2

2006년

- 당기순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지원금액비율
단위 : %

2.
57

2007년

2.
62

- 분야별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6년

- 자원봉사참여인원
단위 : 명

35
2,
92
8

2007년

37
2,
96
7

2007년 사회공헌활동 총 지원금액은 3,924억원으로 2006년 대비 11.7%
증가하 습니다.

2007년 은행산업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비율은
2.62%입니다.

2007년 사회공헌활동의 분야별 지원금액 및 비율을 살펴보면 공익법인
에 1,125억원(29%)이지원되어분야별가장큰비중을차지하 습니다.

그다음으로는지역사회ㆍ공익분야에979억원(25%)이지원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분야별 항목에 공익법인을 추가하여, 사회공헌실적 집계에
있어서정확성을높이고자하 습니다.

2007년사회공헌활동에총372,967명이참여하 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문화ㆍ스포츠ㆍ예술
공익법인

2006년

151,362 (43%)

74,251(21%)

123,111 (35%)

2,717 (1%)

2007년

112,496 (29%)

87,753 (22%)

90,890 (23%)

97,926 (25%)

3,377 (1%)

351,441
3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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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종합성과

분야별성과및주요활동

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분야별성과및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분야
은행은 사회 소외계층 및 우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은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내용
사랑나눔봉사활동

산은사랑나눔재단 산업은행은 윤리경 및 사회책임경 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재단법인『산은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 습니다. 이 재단은 저소득
빈곤·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설립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Save the Children,
사회연대은행, 월드비전, 로벌케어 및 한국입양 홍보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 으며, 종합사회복지관·노인요양원 등 소외계층에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산은사랑나눔재단』은 불우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 금융채무불이행자, 국내이주동포 등
빈곤소외계층에게자활자립을지원하여견실한사회인으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함으로써나눔문화를확산시켜나갈것입니다. 

무료급식봉사 기술보증기금은매월정기적으로어려운이웃에게따뜻함을전달하고자노숙자및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무료급식봉사활동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활동을통해 1회당약400여명의소외계층에게무료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NPO와파트너십을통한지원활동

사회복지단체와협력, 소외계층적극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소외노인, 소외아동 등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치료비 지원,
새터민지원등우리사회의신소외계층인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새터민에대한지원에힘을쏟고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행사 참여 수협은 사회공헌단체인 아름다운가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고객과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행사에서는5,100점의기증물품을판매하 으며, 판매대금은기부를통해도움이필요한이웃에게전달되었습니다.

- 지역사회ㆍ공익세부분야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 지역사회ㆍ공익분야의 총 지원금액은 9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약20% 정도감소하 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 사회시설ㆍ단체에 268억원(27%), 소외계층에 233억원
(24%) 순으로지원하 습니다.

2007년에는 형식적이고 이벤트성의 소외계층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
시설 및 단체에 지속적인 지원 및 참여를 강화하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
었습니다.

기타금전적지원
지역기부금
소외계층지원
공익행사및캠페인
사회시설ㆍ단체
재해복구

2006년

5,966 (5%)

39,252 (32%)

48,559 (40%)

20,228 (16%)

9,106 (7%)

123,111

2007년

4,780 (5%)

6,879 (7%)

23,303 (24%)

20,545 (21%)

26,759 (27%)

15,660 (16%)

97,926

* 2007년도는공익법인별도집계하여규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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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활동성과및주요활동

자매결연활성화 코딧신용보증기금은마포구관내사회복지시설5개소와자매결연을맺어정기적인방문을통한자원봉사활동및후원금(물품포함) 지원을
통해 일회성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부인회를 결성하여 관내 무의탁여성노인 공동생활관 및
근육이완증환자공동생활관등을방문하여금전지원및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지원활동

x 독거노인보살핌활동 y

홈헬퍼파견(가사도우미지원)사업 부산은행은저소득독거노인및거동이불편한노인을대상으로홈헬퍼사업(가사도우미파견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마다 어르신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임직원의 급여끝전 공제를 통한 적립금으로 매주 부산, 울산, 양산지역의 급식소나 복지관 등을 찾아
노숙자나어르신들에게무료급식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x 불우어린이및도서벽지어린이를위한희망나눔활동 y

고맙습니다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은 MBC,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공간 조성을 지원하는“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북 증평, 경남 창원, 전북 완주, 제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이러한지원을통하여소외지역청소년의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고있습니다.

결식아동돕기사랑의HOF-DAY   광주은행은지역내결식아동지원을통해지역은행으로서의역할을제고하고임직원상호간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하여
2007년에 4회째‘결식아동돕기 사랑의 HOF-DAY’를 개최하 습니다. 사랑의 HOF-DAY에는 임직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속에‘결식아동돕기’라는뜻깊은행사의취지를되새겼으며행사수익금과임직원의기부금등총2,178만원의기금을광주시청에전달했습니다.

‘사랑과희망의호프데이’행사 전북은행은도내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마련을위한‘사랑과희망의호프데이’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행사는어린
나이에가장이되어힘들게살고있는소년·소녀가장에게따뜻한사랑과희망을주기위한목적으로2004년부터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x 장애인지원및후원활동 y

시각장애인지원사업(Seeing is Believing)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의 예방, 치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점자도서관 및 국내 NGO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각장애
인의정보접근편의성제고를위한디지털점자사업지원, 국내외시각장애인을위한안과의료봉사활동지원및임직원의자원봉사참여등을통해SC제일은행
은시각장애인의진정한동반자가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장애청소년탐라탐험기여름캠프 경남은행은 지역의 소외된 장애 청소년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제주도 여행 캠프를 지원하 습니다. ‘장애 청소년 탐라탐험
기’는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생활하는장애인20명의제주도여행을위한장애청소년여름캠프로실시되었습니다. 이여행캠프는장애청소년들이사회
적응능력을높이고자아성취감향상을위한여행과도전정신, 희망을가질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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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발전을위한지원활동

x 자매결연 y

DGB봉사단농촌결연마을일손돕기활동 대구은행은대구·경북23개시ㆍ군마을과DGB 23개봉사단이 1:1결연을맺고내고향사랑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
하고있습니다. 대구은행은내고향사랑운동을통해결연마을일손돕기, 특산품구입및농촌마을직원가족민박추진, 우수결연마을주민초청당행견학및유적
지탐사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어촌사랑’봉사활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강화군하점면창후리에위치한‘강후어촌계’마을과자매결연을맺고지역경제발전을위해환경보호활동, 특산
물공동구매, 수산물직판장입간판제작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x 의료지원사업 y

산학협력의료지원 농협은 서울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농업인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서울대학병원과 농촌 의료지원 사업
협약을체결하고2007년도에5억원을기부하여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등25~30명으로구성된의료진이전국을순회하며무료현장진료를실시하 습
니다. 의료지원사업은산학협력의모범이될뿐만아니라의료취약계층의복지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x 지역활성화지원 y

퇴근후장보고가세 제주은행은 2006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도내 중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을 발매하 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제주
은행가정의날인매주수요일에‘가족과함께재래시장이용운동’과함께맞물려더욱활성화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및비 리단체지원활동

중소기업및공익단체법률지원 신한은행은중소기업, 도시 세민, 공익단체를위한법률지원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둘수없는중소기업
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지역별 변호사회의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 리단체무료컨설팅사업 우리은행은기업금융노하우와우수한물적, 인적인프라를바탕으로 세중소기업에대한무료컨설팅사업을진행해오고있
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은 물론 2005년부터는 비 리단체까지 역을 확대하여, 아름다운가게(구조조정 및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성 강화), 구세군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전략구축과 경제성 분석), 그리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복지관의 Revitalizing을 위한 전략 시나리오) 등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습니다. 우리은행의 비 리단체 무료 컨설팅 사업은 전문지식과 경 노하우 제공을 통해 비 리단체의 경 효율성 제고 및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대한민국나눔경 대상’을수상하기도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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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자녀치료비지원 기업은행은나눔의정신을실천하고중소기업근로자가정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자기은복지재단을설립하 습

니다. 기은복지재단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나 소아암, 심장병,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치료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성적이우수하거나생활형편이어려운중소기업자녀장학금지원사업도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에 여성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와 한국경제의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의 제약을 해결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또한 여성기업의 역할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 습니다.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여성기업 대상 심포지엄, 유망여성기업 발굴을 위한‘Citi-KOSBI 여성기업인상’제정 등

크게네가지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씨티은행은장기적으로여성CEO 및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추진기구설립등을목표

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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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ㆍ교육분야
은행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학술ㆍ교육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이 밝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바른 경제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주요활동내용
저소득가정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공부방지원사업

우리사랑나눔교실 우리은행은 업점별로시행하던공부방지원활동을전행차원의‘우리사랑나눔교실’로확대실시하여저소득가정어린이및청소년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업점과 인근 사회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지역 인근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원활동, IT교육, 경제교육,
멘토링, 문화나눔, 업점견학등을실시함으로써건강한지역사회만들기에앞장서고있습니다. 

KB희망공부방 KB국민은행은‘KB희망공부방’이라는이름으로아이들의꿈을지원하고있습니다. ‘KB희망공부방’은어려운환경의아동들에게학습지도를
함으로써 청소년 후원에 힘쓰는 것은 물론 방과 후 교육을 전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KB국민은행의
주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서울, 포항 등 전국 10개 공부방을‘KB희망공부방’으로 선정하여 시설개선 및 공부방 교사 지원은 물론, 대학생
학습지원 자원봉사자 파견 학습부진 청소년 성적향상 프로그램 운 등 그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 180개 및 아동복지생활
시설 39개의 노후된 PC 교체 지원, 공부방 난방비 및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적극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KB국민
은행은‘EBS사랑의 공부방-네발자전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되기도 하 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같은‘KB희망공부방’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아이들과희망찬미래를함께만들어가고있습니다.

방과후학습활동 제주은행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공동사회 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방과 후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자녀를대상으로행내직원이강사가되어방과후 어, 수학, 컴퓨터학습을중점으로매주4회씩실시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및
교육자원부에모범사례로전파되었으며앞으로도더욱활발히전개할예정입니다.

- 학술ㆍ교육세부분야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 학술ㆍ교육분야의 총 지원금액은 90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22% 증가하 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학교및교육시설(기자재)에 520억원(57%), 장학금에 141
억원(16%) 순으로지원하 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공부방, 교육시설(기자재) 지원을 위해
중점적인노력을펼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기타금전적지원
장학금
학교및교육시설(기자재)
지원
학술·교육관련단체
학술ㆍ교육행사

2006년

3,482 (5%)

46,993 (63%)
11,061 (15%)

10,161 (14%)

2,554 (3%)

74,251

2007년

5,474 (6%)

51,968 (57%)

14,140 (16%)

13,752 (15%)

5,556 (6%)

9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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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및도서지원사업

농촌지역학교도서보내기운동 농협은교육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한농촌지역초·중·고교에도서를보내농촌청소년들의지식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농촌 소재 300여 개 학교에 6억 8천 3백만원

가량의도서를기증하 습니다.

꿈의 미술실 하나은행은 1993년부터‘하나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환경부의 공식 후원대회로 매년 전국에서

2만 5천명이상이참가하는명실상부한국내초등학생그림그리기대회의대명사입니다. 본대회의단체부문우승학교에대해하나은행은어린이들의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대안 교육 공간인‘꿈의 미술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꿈의 미술실은 단순히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를 넘어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꿈의 미술실은 개념을 바꾸는 디자인을 컨셉

으로 하여 의자가 책상이 되고, 바닥이 책상이 되는 교실입니다. 이러한 교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등 꿈의 미술실에서

정해진 것이라고는 오직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이후 17개 초등학교에 꿈의 미술실을 설치한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매년 2개교에 대해 미술실을

시공해줄예정입니다.

‘도서모으기운동’ 코딧신용보증기금은임직원의자발적참여를통해아동ㆍ학생용도서및시청각자료위주의도서기증운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마포

구청과협조하여수집된도서·시청각자료·성금기탁분으로구입한도서(또는도서상품권)를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기증함으로써도움이필요한불우이웃등

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관심과지원을통하여나눔경 을실천하고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을위한금융경제교육

JA Korea 경제교육 산업은행의JA Korea 경제교육은금융분야의전공지식및직무관련지식을미래의주역이될청소년들에게전달하는경제교육자원봉

사활동입니다. 매년상ㆍ하반기전직원을대상으로지원자를모집하여실시하고있는동경제교육은정규수업시간에교과서에서배울수없는귀중한경제지

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례 중심의 생활 경제를 다루는 초등학생에서부터 금융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자스스로개발하여교육하는봉사활동입니다. 이활동은금융인으로서전공과봉사활동을효율적으로연계하여활용하는교육분야의모범적인자원봉사활

동입니다.

병아리떼쫑쫑쫑 신한은행은 어린이들이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5월 5일‘병아리떼 쫑쫑쫑’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아리떼

쫑쫑쫑’은 어린이 판매장터, 기부의 장터, 축제의 장터 등 총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

을 배우고 물건을 직접 사고 팔면서 시장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축제의 장터에서는 경제교육 설문,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원과고객이다함께결속력을다질수있도록하 습니다. 2007년서울을포함한대전, 청주등 15개도시에서동시에진행된이행사는 11,000여명의어린이

가족들이행사에참여하 으며, 360여명의직원들이자원봉사활동을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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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한국씨티은행배우고체험하는청소년금융교실『씽크머니』『씽크머니』는한국씨티은행의대표적인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청소년들이올바른금융

관을가진건전한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YWCA와공동으로 2006년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전국 11개시범학교와의협력을통해초등학교

4~6학년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진행하 습니다. 110명의직원들과 143명의 YWCA 활동가들이직접교육을받고금융교육강사로나서전국초ㆍ중등학교

1만 5천명의 학생들을 방문하여 특강을 펼쳤으며, 약 12만부의 학생 및 교사용 교재와 CD를 배포하 습니다. 금융취약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한국씨티은행은자체노하우와전문성을최대한활용하여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대구은행제4회 DGB어린이금융캠프 대구은행은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원으로 2007년 8월 8일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지역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제4회 DGB어린이 금융캠프”를 개최하 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전담 운 하고

있는대구은행이청소년에대한금융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해금융에대한이해력을높이고건전한신용관리를권장하기위해2004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

금융 교육입니다. 이번 어린이 금융캠프에서는 어린이 금융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신나는 금융나라’, ‘회사 만들기’, ‘사업 체험하기’등 신나고 재미있는 완전

체험형 학습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은행은 2003년부터 대구경북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은행 내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에관한금융교육을실시해왔으며수강인원만도 12만명에달하고있습니다.

청소년금융교육 광주은행은광주·전남지역의초ㆍ중ㆍ고등학교의학생및학부모등을대상으로‘청소년금융경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938명의학생과학부모에게금융교육을실시하여장래의경제주역에게올바른경제교육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 습니다.

‘어린이금융캠프’개최 전북은행은도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경제개념이해를통한건전한생활경제습관을길러주기위해‘어린이금융캠프’를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본경제원리 및 경제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경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캠프를 통해 2003년부터 20,000명의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생에게금융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역공헌사업의일환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찾아가는청소년금융교육 경남은행은 2003년 7월 부터‘경남울산지역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를 발족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용돈관리의 필요성,

부자들의 절약습관으로 희망과 꿈 키우기, 저축습관 제대로 길러주기 등 수준별 금융교육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경남·울산지역 내 25,000여 명의 유치원생,

초ㆍ중ㆍ고ㆍ대학생, 학부모,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중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청소년 금융교육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필요로하는곳이라면어디든지찾아가‘청소년경제마인드’함양을위한지원을지속해나갈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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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및중소기업의경 지원

수출입아카데미 외환은행은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 외국환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출입 아카데미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담당 직원들의 실무 능력향상

을돕고있습니다. 거래업체의높은관심과호응을반 하여향후더욱내실있는수출입아카데미로발전시켜나갈계획입니다.

부산경제미래포럼 기술보증기금은지역경제발전을위해‘부산경제미래포럼’의활성화를지원하고있습니다. 부산경제미래포럼은지역경제에대한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 경제단체, 언론, 중소기업, 금융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부산경제 현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구성된순수자생적지역경제연구모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앞으로도이러한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할것입니다.

장학지원사업

지방공교육발전후원 기업은행은지방공교육발전을위해지방의4개고등학교와협약식을갖고각각2억5천만원씩3년간 10억원을후원하고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사업은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우수교사 연구모임, 우수교사 연수 등 교원능력 개발, 수준별 이동 수업, 방과 후 학교의 우수교사

지원등으로구성되어공교육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1사 1교운동’을통한지방공교육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1사 1교운동’을통해우수교원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방과후학교지원등을통해지방3개

고등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학생 로벌 열린강좌, JA Korea 청소년

경제교육지원등활발한장학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장학문화재단설립 부산은행은“지역과함께더높은가치창조”의경 이념에따라기업이익의사회환원과나눔경 을실천하고자공익재단인“부산은행

장학 문화재단”을 설립하 습니다. 부산은행이 50억원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은 은행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장학금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학문·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문화·예술·

체육을 지원하는 사업 및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출범 이후 장학금 지원, 난치병 지원, 문화단체 및 체육특기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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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우리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서
부터 환경보호운동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

환경정화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봉사활동 산업은행은산악부를주축으로2007년 4월과 11월에각종오물및쓰레기를수거하는환경보호행사를실시하 습니다. 또한광주도심의
시민참여공간(푸른길 100만그루헌수운동 : 광주지점) 행사등각지점에서지역연계환경보호봉사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환경보존의날 농협은 임직원이 농가 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환경보존의 날을 지정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철을 맞이
하여 농자재집중수거기간을정하여농약병, 폐비닐등쓰레기수거활동을통하여농촌환경을개선하고있습니다.

한강수중정화활동 우리은행직원과가족그리고특전사동호회가쓰레기와각종오염물질로신음하고있는2천만수도권시민의생명수인한강정화활동
에 나섰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강 밤섬 일대의 쓰레기와 부유물을 청소하면서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보람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수중정화 활동에는‘우리은행 스킨스쿠버다이빙 동호회’회원들이 참여하여 다년간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익힌 다이빙 실력을 한강을 깨끗이 하는 데 활용하
습니다.

ONE TO ONE 운동 수협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하자는 ONE TO ONE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활동,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방문, 봉사등을통하여사회공헌활동을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상하반기2회에걸쳐총3,400여명의임직원이ONE TO ONE 운동에참여
하 습니다.

- 환경세부분야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 환경분야의 총 지원금액은 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4% 증
가하 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 환경보호사업에 22억원(65%), 환경관련 행사ㆍ캠페인에
11억원(32%) 순으로지원하 습니다.

기타금전적지원
환경관련행사ㆍ캠페인
환경보호사업

2006년

2 145 (79%)

558 (20%) 14 (1%)

2,717

2007년

2,196 (65%) 

1,072 (32%) 109 (3%)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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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착형환경보호운동

1사 1산가꾸기운동 외환은행은 1995년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해

오고있습니다. 2007년상ㆍ하반기에 10개부점에서 150여명의직원들이남한산성등산로일대배수로정비작업및쓰레기수거등의활동을실시하 습니다.

1사 1산가꾸기운동 한국수출입은행은2007년강화도마니산을 1사 1산으로정하고등산로쓰레기줍기, 수목표찰달기, 등산용스틱지원, 마니산관리사무

소에컴퓨터를기증하는등환경보호에노력하고있습니다.

한강 1사 1지구가꾸기운동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관리사업소간 자원봉사 활동 협약을 체결하여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와 연계한

지역 착형자원봉사활동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제은푸르미운동 제주은행은 청정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전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내고장 제주의 청정환경 조성에 솔선

수범하고지역사회에기여하자는슬로건하에환경정화활동을‘푸르미운동’으로명명하 습니다. 푸르미운동은2004년4월APEC 정상회의제주유치홍보를

위하여전행적으로전개한이후 2007년 12월말현재총 50회에걸쳐참가인원만약 5,000명에이르는순수자연사랑운동으로자리매김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도제주은행의푸르미운동은향토사랑을몸소실천하는모범적운동으로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1지회 1산 1하천보호운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지회별로관내인근산(공원)이나하천을지정하여정기적으로청소를하고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서추진중인환경보호운동등에동참하여지역사회와함께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환경사업지원

도랑만들기사업후원및생태복원활동 기업은행은생활쓰레기등각종쓰레기로인하여오염되고있는도랑을살려하천을친환경적으로복원하고자노력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선정, 도랑명 지정 등을 통한 주민관심 유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졌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태안반도원유유출피해복구지원, 1사1산산불예방캠페인, 클린운동등의자연보호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푸른대전가꾸기 KB국민은행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푸른 대전 가꾸기’사업을 지원하 습니다. 대전은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2020년까지 연평균 200만 그루씩 총‘3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 나무

심기운동후원을통해환경분야에기여하는은행으로서지역사회에봉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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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천년전주푸른도시가꾸기’후원 전북은행은전주시민이쾌적한환경에서살아갈수있도록전주를녹색도시로바꾸어나가는미래지향적사업인‘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을위해2007년 1억원의기금을쾌척하는등환경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습니다.

람사르총회습지보전기업서포터즈활동 경남은행은 2008년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포늪, 주남저수지, 우리지역 하천 등 정화활동을 펼쳐 기업
서포터즈로서의책임을다하고자우리지역환경보전에힘쓰고있습니다. 또한경남지역의주요습지인창녕우포늪, 창원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등의아름다운
사계절풍경과다양한습지동ㆍ식물등을담은2008년캘린더20만부를제작해임직원과일반고객에게배포하여람사르총회의성공개최를지원하고있습니다.

환경캠페인및행사

환경사진공모전 신한은행은우리나라의아름다운강산보존과자연환경의소중함, 환경보전의중요성을대외적으로홍보하기위해 1994년부터전국환경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연경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자연환경 훼손 현장 고발’등의 주제로 열리는 환경사진 공모전에
서입상한작품은일반인들을대상으로전국지점에순회전시하여자연환경의소중함과환경보존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있습니다.

하나푸른음악회 하나은행은‘Save the Green’이라는슬로건아래‘하나푸른음악회’를 1993년부터매년실시중입니다. 무료로진행되는본음악회는
공연을 참관한 관객의 환경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며 음악회 실시기간 동안에는 하나은행의 임직원들도 환경캠페인에 함께 참여합니다. 1만여 명의 하나은행
임직원은‘자동차이용을조금만줄이세요!’,‘에어컨사용을조금만줄이세요!’, ‘쓰레기를조금만줄이세요!’를3대수칙으로하는실천과제에동참하여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계도 효과는 관중들의 참관 태도에서 엿보 습니다. 행사 내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로쓰레기발생량(4톤)도여타행사(10톤)에비해현저히낮아푸른음악회의환경캠페인이성공적으로대중에게다가갔음을알수있었습니다.

그린씨티-우리동네숲만들기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1월부터 고객들이 씨티카드 신용카드청구서를 이메일 청구서로 전환하여 절약되는 종이사용 비용을
서울그린트러스트가주관하는우리동네숲만들기에기부하는고객참여환경캠페인을시작하 습니다우리동네숲만들기는지역주민, 기업, 전문가, 공무원이숨어
있는작은땅을찾아나무를심고숲을가꾸는시민운동으로기업과서울시와시민이함께기금을조성하여도시공동체를복원하는다 역간협력활동입니다.

DGB봉사단해평습지철새모이주기행사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2007년 12월 8일 경북 구미시 선산군 해평리 낙동강변(해평습지) 일원에서‘겨울 철새
모이주기 행사’를 실시하 습니다. 철새보호 국제기구로부터 국제적인 두루미 서식지로 공인받은 구미 해평습지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재두루미
(천연기념물 203호)를 비롯해 큰기러기, 쇠기러기, 민물도요새 등 철새들이 찾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말에는 DGB봉사단원들과 함께 참석한 자녀들의
현장학습을위해군위자연사박물관을방문해철새에관한교육도실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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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스포츠ㆍ예술분야

은행은 국내 문화ㆍ스포츠ㆍ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

동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의 문화ㆍ스포츠ㆍ예술 발전 지원 및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

전통문화및문화재보존

‘농협효행상’시상 농협은우리민족의미풍양속인경로효친사상의보존및확산을위하여매년5월중에‘농협효행상’을시상하고있습니다. 농업인조합원

및그가족을대상으로효행및경로부문과농촌거주초ㆍ중ㆍ고교생을대상으로청소년효행부문에대하여시상하는등미풍양속보존에노력하고있습니다.

1문화재1지킴이릴레이 신한은행은매월2째, 4째주토요일을활용하여‘1문화재 1지킴이릴레이’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프로그램은전국60여

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봉사단이 지역별ㆍ부서별로 정화활동 및 답사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1문화재 1지킴이 릴레이’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보존활동을실천하고있습니다.

청계천소리산책 KB국민은행은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청계천광장에서 KB상설

예술공연‘청계천 소리산책’을 개최하 습니다. 본 공연은 전통국악을 퓨전국악, 타악 퍼포먼스, B-boy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전통음악에보다쉽게다가갈수있도록하 습니다. 또한‘우리가락배우기’를통하여추임새의사용법과우리민요를부르는시간을마련하여관객과함께하는

공연이되도록하 으며, 투호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등의전통놀이를체험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총23,500여명이참여하 습니다. 

- 문화ㆍ스포츠ㆍ예술세부분야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 문화ㆍ스포츠ㆍ예술 분야의 총 지원금액은 8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약42% 감소하 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 스포츠팀 및 단체에 340억원(39%), 공연ㆍ전시회에
196억원(22%), 스포츠대회에 193억원(22%) 순으로지원하 습니다. 기타금전적지원

스포츠팀및단체
스포츠대회
문화ㆍ예술단체및시설
공연ㆍ전시회

2006년

13,112 (9%)

114,184 (75%) 12,816 (8%)

954 (1%)10,296 (7%)

151,362

2007년

19,282 (22%)

19,634 (22%)

34,057 (39%)

12,991 (15%)

1,789 (2%)

87,753

* 2007년도는공익법인별도집계하여규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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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성과및주요활동

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소외계층과함께하는문화나눔행사

정오의콘서트와Shine & Charity 콘서트 SC제일은행은 본점 앞 광장을 활용하여 직원 및 인근 거주민에게 도심 속에서 문화공연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

하고자 1997년부터매년콘서트를개최하고있습니다. 또한문화적혜택에서소외된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예술단체에게

공연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문화예술의발전을이끌어내고자Shine & Charity 콘서트를개최하고있습니다.

송년음악회 외환은행은 1989년부터 매년‘외환은행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매년 정통 클래식음악 공연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전액을주위의불우이웃에게전달함으로써따뜻한연말을함께보내고자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04년에발족한공익재단인‘외환은행나눔재단’과함께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외환은행나눔재단’과 함께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하기가 어려운 불우청소년 300여 명과 시각장애우 60여

명을초청하여음악적감동을함께나누었습니다. 또한시각장애우들을위해공연프로그램을점자로특별히제작하여좋은호응을얻었습니다. 

문화소외계층과함께하는‘사회공헌문화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사회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예술의 전당과 협력하여 오페라 관람 등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소외아동 100명이‘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관람을 통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등 소외계층

에게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문화양극화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울릉군민과함께하는문화나눔콘서트 수협은 2007년 9월 8일 울릉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울릉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콘서트’를 후원하 습니다.

본 콘서트는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울릉도에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휘자인 금난새

씨의 재치 있는 해설과 경기필하모닉의 깊이 있는 연주가 신비의 섬 울릉도를 한층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협에서는‘경제인과 함께하는 봄 음악회’,

‘동대문패션대축제’, ‘남강유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등의공연및전시회후원을통해문화나눔행사를진행하 습니다.

문화소외학생초청문화나눔행사 대구은행은 2007년 8월 17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약 350명을 초청하여 문화나눔행사를 실시하 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을 위해

마련되었으며초대된학생들은‘그림(The 林) Concert–퓨전국악그룹’을관람하는등다양한문화체험을하 습니다.

지역의문화ㆍ스포츠ㆍ예술발전지원

육상꿈나무장학금지원및육상실업팀운 부산은행은 부산육상의 발전을 위해 전국체전 성적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부산시 교육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육상 꿈나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체육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실업팀을 운 하고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지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개최등을통해사회스포츠활성화에도일익을담당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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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활동성과및주요활동

광주디자인비엔날레후원 광주은행은지역문화예술발전의초석이되고자광주비엔날레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공식후원은행으로참여하고있으며, 2007
년에는제2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입장권판매, 기금출연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광주가문화중심도시로성장하도록돕고있습니다.

제주지역대표메세나활동 제주은행은매년제주를세계에알리는문화관광축제인‘제주국제관악제’의성공적인개최와제주도민의삶의질을한층높이기
위한지원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KBS제주총국과‘특별음악회’를개최함으로써문화와예술의발전을도모함은물론지리적한계로인하여소외
되어왔던문화적체험을도민들에게생생하게전달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여자배드민턴실업팀창단운 전북은행은지역의체육발전을위하여 1993년에여자배드민턴실업팀을창단하여운 하고있습니다. 많은기업들이경 을
이유로실업팀을해체하는가운데에도향토은행으로서의책임을다하기위해실업팀을계속운 하고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전북은행장배배드민턴대회를
창설하여2007년제6회대회를개최하는등지역의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부흥의꿈,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지역문화예술진흥을이끌어갈사단법인경남메세나협의회가2007년 10월 31일경상남도및언론사등을대표
하여 경남은행 정경득 은행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여 공식 출범하 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은 기업과 예술단체의 지속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구축을위한경남메세나협의회의장기플랜으로써향후문화소외계층을찾아가는메세나운동과함께즐거운나눔티켓발행, 1기업 1문화운동등의사업
을펼쳐지역경제와문화예술간의징검다리역할을전개해나갈계획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을위한문화행사

우리미술대회 우리은행의우리미술대회는그림이라는매체를통해우리나라어린이와청소년들이사물을관찰하는능력과자신의생각을효과적으로표현하
는 능력을 키우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미술대회에는 매년 4만여 명에
이르는어린이와청소년들이참가하여그동안갈고닦았던자신의미술실력을뽐내고있습니다. 또한서울등전국5개도시에서개최되는본선대회는온가족
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푸짐한 상장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우리학교’, ‘우리가족’, ‘우리문화’등주변에서찾을수있는‘우리’와관련된다양한소재를주제로하는이대회를통해우리어린이와청소년들은함께더불
어살아가는공동체의소중함을느끼고표현해가고있습니다.

기타문화예술지원활동

하나컬렉션 하나은행은동서양의주목받는동시대작품250여점을구입하여골드클럽과본점에전시중이며, 2008년도부터전시범위를확대운 할계획
으로있습니다. 전국600여개 업점의미술관화를목표로추진되고있는본사업은은행을찾는고객들이굳이시간을내어미술관이나화랑을찾지않더라도
일상업무를보면서도손쉽게수준높은미술작품을감상할기회를제공하는사회공헌적성격을표방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콜렉션의주목적은실내장식을
통한 업점 환경 개선,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 함양, 직원·고객 만족도 제고, 미술의 대중화를 통한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콜렉션의 대상이
되는작품군은서양화를중심으로 1970년대이후작품이주가되며국내와해외작품의비중을적절히안배하여구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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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공익법인출연금분야
공익법인을 통한 지원은 공익법인의 중점 공익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심사위원 및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단체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익법인을 통한 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익법인설립현황

-공익법인출연금세부분야지원금액및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공익법인에지원된금액은총 1,125억원입니다.

세부분야별로는 문화·예술·체육 사업에 1,000억원(88.9%), 소외계층
사업에 120억원(10.6%) 순으로지원하 습니다.

소외계층사업
학술ㆍ교육ㆍ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11,966 (10.6%)
530 (0.5%)

100,000 (88.9%)

112,496

기관명 법인명칭 설립연도 주요사업

산업은행 산은사랑나눔재단 2007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장학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농협문화복지재단 2004 농촌문화복지증진사업, 장학사업, 학술, 교육, 연구지원 사업

신한은행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1988 충북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1994 강원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희망재단 1996 국내외 장학사업, 문화ㆍ예술지원사업

신한장학재단 2006 장학사업, 학술·교육·연구 지원사업

하나은행 하나금융공익재단 2006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 집 설립ㆍ운 ,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업은행 기은복지재단 2006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외환은행 외환은행 나눔재단 2005 불우아동 및 저소득 소외 계층 지원

한국씨티은행 Citi Foundation 1994 금융교육 및 차세대 교육,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대구은행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1990 장학사업, 문화ㆍ체육사업

부산은행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 2007 장학사업, 교육활동 지원, 문화·예술·체육사업 지원, 학문·과학기술 연구지원, 자선사업

광주은행 광주은행 장학재단 1981 장학사업

경남은행 경남은행 장학회 1986 장학사업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5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지원, 문화·예술ㆍ체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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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은 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지구촌 빈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

자는 물론 해외 어린이의 교육 및 의료지원사업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외어린이지원사업

이라크심장병어린이초청새생명ㆍ새희망찾기 외환은행은국제적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2007년 10월외환은행아르빌지점과이라크파견자이툰부대

및 세종병원과 연계하여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 5명과 보호자 6명 등 11명을 초청하여 치료와 수술 등을 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에게

인도적차원의우의를전하 습니다. 또한한국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외환은행의국제적이웃사랑정신및나눔문화를실천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해외빈곤국식량지원, 아동교육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KOAFEC(한/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프리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와 함께

‘Schools for Africa’사업을통해초등학교건립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월드비전, 굿네이버스등국제구호단체와협력하여미얀마빈곤아동식량

지원, 현지병원개보수등의료지원사업, 네팔초등학교및직업교육센터지원등해외빈곤국에대해다양하고적극적인사회공헌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NGO와연계한해외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및자원봉사 신한은행은 환경재단과 연계한 몽골 및 캄보디아 지역 우물 설치 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2007년 8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

마을을대상으로학교증축및마을회관건립후원및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 습니다.

NGO와함께하는시각장애인지원사업 SC제일은행은 국내 NGO와 연계하여 저소득 국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과의료 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스와질랜드, 중국, 케냐,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안과봉사활동을전개하 으며외래진료7,674명그리고이들중 1,010명에게시력을되찾아주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국제의료 봉사활동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체육행사 참여 및 지원 부산은행은 국제의료 봉사활동 단체를 통해 지구촌 구호활동을 지원하 으며, 외국인

노동자체육행사참여및지원활동을실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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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지원활동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 우리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스킨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과의 친 감을 높이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체육한마당’을실시하 습니다. 이날우리은행임직원과함께한몽골, 필리핀, 인도등아시아각국에서온200여명의외국인근로
자들은비록피부색과언어는다르지만농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등을함께하며낯선외국생활의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밖에도 평일에 은행업무를 보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송금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이들의 현지
적응을돕기위해편리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 습니다.

동남아외국인근로자를위한사랑의바자회 하나은행은국내에체류하고있거나거주하는동남아근로자들을돕기위하여임직원들이기증한물품을모아
‘경기도 안산 이주민 센터’와 함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안산 외국인 노동자 사무소’, ‘안산외국인 노동자 쉼터’등에 전달되어 동남아 근로자
들의 인권보장과 복지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동남아 근로자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은계속이어질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무료배식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과 공동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배식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경 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엔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의 산하기구인‘중국동포의 쉼터’를 방문하여 봉사단이 준비한
점심식사를무료로제공하고현물기증(비누, 세제등쉼터에필요한생활용품기증) 및청소지원을하 습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치료비지원 경남은행은2007년병상에있는인도네시아산업연수생3명에게치료비를전달했으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관계자들
과함께심신의상처를받은외국인연수생을찾아위로하 습니다.

기타해외지원활동

여성결혼이민자친정부모맺기 농협은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과 상호 이해를 높여 농촌생활 정착과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2007년현재지역내고향(농가) 주부모임등여성단체회원과여성결혼이민자를친정부모로518쌍의인연을맺어주어출산, 자녀교육, 부부
문제해결등에대하여상담·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을위하여2007년에200여가정에6억2천2백만원을지원하 습니다.

KB한 사랑나누기 KB국민은행은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지역에서해당국가자국어로된한 교재개발및보급등을통하여‘KB한 사랑나누기사업’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한국기업의 현지채용 및 산업 연수생 국내파견 등으로 한국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관심에비해자국어로된한 교재가부족하여배움의기회가단절된곳이많습니다. KB국민은행은한국어또는한국학을전공하는현지대학생이나교수,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재개발 및 학습자료, 학술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통하여한국문화에대한지원이필요한아시아전지역에한국문화를알리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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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활동성과및주요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 은행사회공헌협의회소개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은행은 자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기구로서 사회적 책임의 체계적인 수행과 함께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차원에서사회공헌활동에대한은행산업의인식제고및확산을위해2006년전국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설치하 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은행별‘사회공헌 활동 강화’, ‘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경 ’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은행 사회공헌 활동 기본방향 수립, 은행공동 사회공헌사업 실시,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은행공동 및 은행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적으로강화ㆍ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은행사회공헌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를설치ㆍ운 하고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정사원기관의사회공헌업무담당부서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은행공동사회공헌

사업추진및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표준안제정등실무차원의다양한활동을수행하 습니다.

>>> 공동활동

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은행공동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2006년부터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매년 11월둘째주월요일부터 1주일간)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

니다. 특히은행공동으로소외계층돕기등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을마련하여매년지속적인지원및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은행환경보호의날

은행의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1월 둘째 주 사회공헌활동 주간(2007년 11월 12일~18일) 중에 특정일(2007년 11월 17일)을 은행 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적인환경보호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구 분 지원금액 참여인원

2006년 234,000천원 7,442명

2007년 318,333천원 11,009명

증가율 36.0% 47.9%

[ 활동성과 ] 2007년한해동안은행환경보호의날을통해은행별로다양한환경보호활동이실시되었습
니다. 또한 2006년에 비해 지원금액은 36%, 참여인원은 47.9% 증가하 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은행
의인식제고를위해환경보호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 활동내용 ] 은행 환경보호의 날에는 은행별로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등산로, 공원, 하천, 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환경정화
활동을실천하고있으며, 그밖에도산불예방캠페인및환경사진공모전, 전시회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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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성과및주요활동

로벌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공동활동

은행별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에는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와 은행 환경보호의 날에 실시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이외에도 은행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는 전국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입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 및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만 사는 가정 등 8,500세대와 은행본ㆍ지점을 연결하는‘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2006년 11월부터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원금액 참여인원

2006년 1,288,000천원 6,003명

2007년 1,665,695천원 7,338명

증가율 29.3% 22.2%

[ 활동성과 ] 2007년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에 실시된 개별 사회공헌 활동은 2006년에 비해 지원금액
및 참여인원 모두 증가하 습니다. 매년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을 통한 집중적인 사회공헌 실천은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이고정기적인봉사활동으로인식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 활동내용] 사회복지시설봉사및물품지원, 사랑의연탄나눔, 소외이웃을위한김장담그기등주로소외계층에대한지원및봉사활동을수행하 습니다

구 분 지원금액 참여인원 방문세대

2006년 5억원 1,165명 1,894세대

2007년 10억원 1,530명 9,645세대

증가율 100% 31.3% 409.2%

[ 활동 성과 ] 2007년에는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통해 총 1,530명의 인원이 9,645세대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에참여하 습니다. 

[ 활동내용 ]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통하여2007년한해동안전국은행연합회장과사원은행장은대한적십자사와소망노인의집, 서울시립어린이병원등에지원금을
전달하 습니다.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소망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혈압계, 모시내의 등 생활용품과 지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 으
며,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는 가정형편으로 병원비를체납하고있는환자들에게지원금을전달하고어린이들에게 생일축하파티를함께열어주기도하 습니다. 또한대
한적십자사를통해몸이불편한노인분들께의료보장구(7,800개)를지원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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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을잠시내려놓습니다

까치발을딛고무릎을구부려어깨를맞춰봅니다

한쪽으로기울어진생각을버리고
당신의시선으로같은곳을바라보면

언제나함께할수있다는든든함을얻게됩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은행권 주요활동 내용 _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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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슈와관련한은행권주요활동내용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합계

조회건수 320만건 554만건 874만건

은행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경 , 윤리, 인권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켜 사회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휴면
예금 찾아주기 노력 및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장애인을 위한 장벽제거화(Barrier-Free) 추진 등 입니다. 앞으로도 은행은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가치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면예금찾아주기활동
추진배경

은행은 장기간 예금거래가 없어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에 대하여도 공공성을 감안하여 원권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활동
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사원은행은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운 , 휴면예금자행이체및타행이체등고객에게휴면예금을찾아주기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
해왔습니다. 

*수신업무가없는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제외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전국은행연합회는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우정사업본부와함께2006년 4월부터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구축하여운 하
습니다. 고객이자신과거래하던금융기관에일일이알아보지않더라도홈페이지나은행, 보험회사또는우체국의어느 업점에서도본인의휴면예금을한꺼번에
조회할수있게시스템을운 하고있습니다.

휴면예금이체

은행은2006년도부터휴면예금계좌와활동계좌가같은은행에있고, 잔액이30만원이하인휴면예금을일괄이체하 습니다.  

자행이체 : 1,030억원

그리고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된『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한시법 : 2008. 2. 4)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
하 습니다.

타행이체 : 1,559억원

휴면예금관련홍보및안내활동

은행은 고객에게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업점에 안내문 게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구축,
휴면예금내역잡익처리전서면통지, 예금신규거래시휴면계좌보유여부안내, 환급팝업시스템구축및운 등적극적으로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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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계획

은행들은고객들이은행을방문하여휴면예금의지급을요청하면현행법과금융관행테두리안에서언제든지지급하여왔습니다. 이와아울러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은 앞으로도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 자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이러한 활동 이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휴면예금을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출연하게되며, 이돈은저소득층복지사업등에사용됩니다.

* 참고 : 출연된휴면예금도고객이은행을통해지급을요청하면필요한절차를거쳐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지급해드립니다.

>>> 비정규직처우개선노력
추진배경

2006년 11월 30일‘비정규직보호법’이통과된이후은행들은2007년 7월 1일부터단계적으로비정규직보호대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따

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비정규직

이합당한이유없이임금이나근로조건에서차별받을경우노동위원회를통해시정을요구하여임금보상등차별시정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은행들은법적

인측면이외에도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하여‘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전에도개별은행차원에서개선활동을추진하 습니다.

추진내용

국내은행들은비정규직직원에대하여임금인상률을정규직원과동일한수준또는그이상으로조정하고, 경조사비지급이나건강검진과같은복리후생에있어

서도 일반정규직 직원과의 차이를 개선해 나가는 등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직원의‘무기계약자’로의전환입니다. ‘무기계약자’의경우고용기간을정하지않고은행에서장기적으로근무하게되며, 복리후생도정규직직원

에준하는수준으로대우를받게됩니다.

둘째, 정규직전환테스트를통하여비정규직직원을정규직직원으로전환하는방안입니다. 정규직으로전환된직원의경우고용안정과동기부여를통하여고객

서비스수준도높아지고있으며전문인력의조기발굴기회도제공하고있습니다.

셋째, 분리 직군제를 통한 개선노력입니다. 분리 직군제는 비정규직의 직군을 정규직과 분리해 고용을 보장하고 자체적인 승진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향후추진계획

은행들은은행실정에맞는고용안정방안을찾기위하여노사간TFT 운 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협의하여왔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은행은앞으로도비정규직

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직무에 따른 직군제 실시, 정규직 전환시험 실시, 근속기간 감안 등 소정요건 충족 시 순차적 전환,

직무분석을통한무기계약직전환등단계별로전환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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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크레딧지원활동
마이크로크레딧의필요성

UN은 2005년을마이크로크레딧의해로지정하 으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핵심적인달성수단으로마이크로크레딧을채택하
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 빈민에게 소액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전계층, 전인류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은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 자활을촉진하여근본적인실업과빈곤문제까지도해결한다는
점에서더큰의의를가지고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지원활동
최근은행은사회공헌활동강화차원에서새로운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인마이크로크레딧활성화를위한참여및지원을확대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은행
이약318억원을마이크로크레딧활성화를위해지원하 습니다. 은행은이러한금융의특성을활용한활동및지원을통하여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
해더욱노력할것입니다.

사회연대은행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사회연대은행은 성매매피해여성, 여성가장, 세자 업자 등 저소득층과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창업을 주로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90%에 달하는 창업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KB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사회연대은행을통해빈곤층의창업자금지원에참여하 습니다.

신나는조합

2000년에 출범한 신나는 조합은 3인 이상의 공동체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KB국민은행은 신나는 조합을 통해 빈곤
취약계층을고용하여창출된수익을더많은고용창출이나직원훈련, 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지원하 습니다. 그리고신나는조합에서기획한
‘한국적마이크로크레딧모형개발’을위해한국씨티은행이적극적으로지원하 습니다.

기타활동

- 우리은행은 채무자 개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형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직업훈련과정 참여시간
에대해채무를감면해주고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서울시 생계형 세자 업자 창업자금 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대출상담과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신한은행이 대출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일자리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은행이
공동으로함께운 하고있습니다.

- 하나은행은2007년마이크로크레딧사업진출을위해하나희망재단설립계획을발표하 으며, 시민단체인희망제작소와공동운 할계획입니다.

- 외환은행은국내취업이확정된인도네시아출신외국인근로자(100명)를대상으로무보증신용대출을시행하고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기관을 이용할수없는사회적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일체의활동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거기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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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위한은행의장벽제거화 (Barrier-Free) 추진노력
추진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최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되었으며 2005년‘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1) 이 제정된데 이어 2007년‘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2)이 국가표준으로 제정
되는등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적인움직임이크게변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를반 하여전국은행연합회는금융자동화기기및홈페이지의접근성개선
방안마련을위한설명회를개최하는등노약자, 장애인의은행이용편의성을제고하기위한장벽제거화(Barrier-Free)에대한인식과정보를공유하 습니다.

주1) 장애를가진사람들이접근할수있도록웹콘텐츠를제작하는방법을기술하고있음(2005. 12.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표준KICS.OT-10.0003)
주2) 장애인과노령층이금융자동화기기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설계ㆍ제작및제공에관한사항을정하여금융자동화기기제조업자및서비스제공업자에게권장함(2007. 10.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표준KICS.KO-09.0040)

추진활동

2007년에는장애인및노령층등사회적약자를위한은행의다양한장벽제거화(Barrier-Free) 활동이전개되었습니다.

업점환경정비

은행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쾌적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점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휠체어진입이용이하도록 업점에장애인경사로를설치하고있으며, 금융자동화기기에점자및청각장애인용이어폰을설치하여편의를제공하고있습
니다.

금융서비스지원

인터넷뱅킹사용인구가급증하면서은행의홈페이지에도신체적약자를배려하는장벽제거화(Barrier-Free) 모드의채용이증가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자
크기 확대기능을 신설하고 은행소개 및 은행서비스 안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에 대해 은행이용 및 상품안내 동 상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등은행별로장애인을위한금융서비스를단계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시각장애인의텔레뱅킹거래시편의를제공하기위해버튼입력시간제한을완화하고, 점자보안카드를무상으로공급하는등다양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

향후은행은현재시행하고있는인터넷홈페이지돋보기서비스( 자크기확대서비스) 및음성인식서비스등시각ㆍ청각장애인에대한금융서비스를중점적
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저시력자용 화면개발, 청각장애자용 이어폰 소켓ㆍKey Pad 등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가장치가 부착
된 금융자동화기기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금융자동화기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이나병원등공공기관에우선적으로설치해나갈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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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네트워크활동

UNEP FI Korea Group 참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은행경 및 투자 결정에 따른 사회ㆍ환경적 향, 은행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은행을 주축으로 한 UNEP FI Korea

Group이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 말 현재 UNEP FI Korea Group의 총 9개 가입기관 중 6개 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은행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활동

UNEP FI Korea Group은 설립 이후 분기별로 서명기관 간의 교류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경 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행사를 주최ㆍ

후원함으로써지속가능금융의실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UNEP FI Korea Group 홈페이지오픈 - 분기별정기모임및워크숍개최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

- Korea Group 뉴스레터발간 - UNEP FI e-Learning 프로그램참여

2007년활동내용

2007년에는 활동주제를‘탄소금융’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UNEP FI차원에서 시행한‘기후변화와 탄소금융’e-Learning 교육

및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 탄소금융관련전문가초청심포지엄개최등이대표적이며, 이밖에도 2007년에는분기별정기모임및워크숍을통하여

금융기관의지속가능금융도입및지속가능경 확산을위한인식제고를위해노력하 습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

세계적으로기후변화협약과관련하여전세계금융기관및기관투자자들은기업이공개한탄소배출량및관련이슈에대한기업의경 전략을토대로투자결정

시에이를고려하고있습니다. 또한국내은행도기후변화이슈를투자리스크또는투자기회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이와관련된다양한활동을모색하고있습니

다. 이에따라은행의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는매년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UNEP Finance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대한전세계적 합의를 계기로 도이체방크, UBS와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현재 40여개
국 170여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성장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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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활동내용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로벌 프로젝트인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는 2007년 현재 5회를 맞이하 습니다. 2007년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5)에서는 국내서명기관 4개 기관 중 신한은행과 대구은행 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은행

관점에서의리스크관리뿐만아니라, 저탄소경제로의이전을가능케하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참여

UN Global Compact는 1999년 UN 전 사무총장인 코피아난(Kofi Annan)에 의해 제창된 자주행동 원칙으로 전 세계의 기업 및 단체에게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관한 10가지원칙을지지하여실천하도록촉진하고있습니다. 2007년말현재국내의 105개기업및기관에서UN Global Compact를지지하고있으

며, 이중6개은행(우리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이참여하여사회적책임의완수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태안봉사활동

추진배경

청정해역을자랑하던태안지역은2007년 12월 7일발생한기름유출사고로인하여크나큰피해를입었습니다. 태안지역자연생태계의파괴뿐만아니라지역주민

생활터전의상실또한커다란피해 습니다. 이에전국민이힘을모아태안지역의자연생태계회복을위하여자원봉사활동을하고전국각지에서구원의손길

이모아졌습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주요 금융 및 투자기관 300여 개
가참여하여전세계주요상장기업으로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로벌 프로젝트입니다.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3 PM  페이지039



040
C

orporate C
itizenship R

eport 2007

공익성제고를위한노력

추진활동

은행은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또한 피해복구용 물품 및 성금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를 지원

하고고난을함께해결하고자노력하 습니다. 은행은태안지역의피해가조속히복구될수있기를기원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및피해복구성금ㆍ물품지원

은행은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 직후인 12월 9일부터 피해복구 성금 및 피해복구용 물품(방제복, 장화, 양동이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름제거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태안지역 생태계 회복을 위한활동에 동참하 습니다. 기름유출사고 발생 14일 째인 12월 20일까지 총 8,452명이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

쳤으며은행은태안지역의생태계회복을위해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기타금융지원활동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은행별로 피해복구자금 특별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특별 기한

연장, 원리금납입유예및여신관련수수료면제등의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 서울시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추진활성화를위한참여

추진배경

200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60.3%를가정ㆍ상업ㆍ공공 등 건물분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분야 30.0%,

산업분야9.7%로조사되었습니다. 

또한온실가스의43.2%가건물에서배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에서울시는에너지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건축물에서의

에너지합리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활동

전국은행연합회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타기관과의상호협력을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

건물에너지절약을통한온실가스감축노력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2008년부터 서울시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추진활성화를위한협약’을체결하여사업에동참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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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계획

전국은행연합회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것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앞으로사원은행의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참여를권장하고은행이지구온난화방지운동에동참할수있는계기를제공해나갈것입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이란?

건물의 조명ㆍ냉난방 시설 및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건물 에너지 비용 10%절감을 목적으
로하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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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ANK, FROM YOU
셋,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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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슬픔을함께나눕니다

기쁨과슬픔이씨줄과날줄처럼엮인삶속에서
기쁨은서로나누어더크게웃고,

슬픔은서로나누어마음속의빈공간을줄여봅니다

함께나눌때기쁨과슬픔은따뜻한울림이됩니다

사회공헌 금융상품
2007년 분야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_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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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금융상품

2007년분야별사회공헌금융신상품

2007년 사회공헌금융신상품
은행은 지역사회·공익, 환경, 문화ㆍ스포츠ㆍ예술 분야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종류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지역발전, 문화재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사회공헌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분야(예금및카드, 대출상품)

현재국내에는약 140여개의사회공헌금융상품이판매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 13개 은행에서 총 37개의 사회공헌 금융상품을 개발하 습
니다.

세부분야별로는 지역사회ㆍ공익 분야를 지원하는 금융 신상품이 30개
(81%), 환경5개(14%)순이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
환경
문화ㆍ스포츠ㆍ예술

5개 (14%) 2개 (5%)

30개 (81%)2007년
사회공헌
금융신상품
(총 37개)

상품명 공익내용

연금plus 정기예금 고령화, 출산률저하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상품으로 중년층 이상 고객
(한국산업은행) 에게는 우대금리 제공, 단체보험 무료가입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연금지급식

원리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세자녀 이상 및 3세대 이상 가구 고객에게는
우대이율 적용 등의 혜택 제공

kdb사회책임 금융펀드 환경,노동,고령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을 위하는 사회
(한국산업은행) 책임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상품

해피코리아예금 도서지역 홈스테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간 평잔의 0.1%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상품
(농협중앙회)

진짜사나이통장 군인, 전몰군인 가족 등 보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평잔의 0.1%를 출연하여
(농협중앙회) 지원하는 상품

아름다운 후원 정기예금 국민적 귀감이 되는 사회적 차원의 의인을 후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한은행) 순직한 경찰관 유가족 등을 후원하는 정기예금

CDA적립예금 요보호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 취업, 주거마련 등 필요자금 마련을 위해 CDA
(신한은행) 적립예금을 개설하여 매월 입금하면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최대3만원)으로 지자체가

1:1 매칭 펀드에 적립하여 지원하는 예금상품

CDA후원 정기예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인 CDA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정기예금으로
(신한은행) 모집금액의 0.2%를 은행의 부담으로 출연하여 CDA사업에 기부

해피코리아예금

진짜사나이통장

아름다운후원
정기예금

CDA후원
정기예금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3 PM  페이지044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07

0452007년분야별

사회공헌금융신상품

상품명 공익내용

내고장사랑예금 내고장 소외이웃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공헌활동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한은행) 예금 만기해지 금액의 0.15%를 은행부담으로 출연하여 지원

대중소 상생 협력지원대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게 자금용도에 맞게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신한은행) 신규대출실적의 0.1%를“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 기금으로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지원

명품도시 인천사랑 인천을 사랑하는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수수료 우대와 인천특화
저축예금 (신한은행)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예금

쿠키 베이비`&`키즈카드 미아찾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미아 사진이 인쇄된 안내전단(최대 10만장)을 제작하고
(우리은행) 추가로 우리카드 이용 전 고객에게 이용대금 명세서와 함께 동봉되는 소식지「우리안」에

1개월간 미아사진 게재

개성시대론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시설ㆍ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개성공단 내 부동산을
(하나은행) 정규담보로 인정

IBK차인표 사랑나눔예금 공익사업지원을 위하여 연간 평균잔액의 0.1%를 출연하여 기부
(중소기업은행)

강원래 김송의 사랑나눔 통장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평균잔액의 1%를 출연하여 기부
(중소기업은행)

기업사랑보험 기업의 사회책임을 유도하고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월납 초회보험료의 5%를 공익사업에 기부
(중소기업은행)

지자체 상생협력대출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중소기업은행)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확대 도모

친환경투자금융 하수슬러지를 고형화하여 시멘트첨가물로 재활용하는 사업 등의 친환경 개선 사업 투자
(중소기업은행)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률을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으로 기부
(부산은행)

금리세이브 모기지론 20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가정 전 세대원에게 0.2%,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에게 0.1%,   
(부산은행)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0.1%의 특별 금리 감면 혜택 제공

블루칩아파트 모기지론 20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가정 전 세대원에게 0.2%,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에게 0.1%, 
(부산은행)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0.1%의 특별 금리 감면 혜택 제공

여수EXPO유치 통장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후원금으로 판매금액(기평)의 0.05%를 전액 은행부담으로 출연
(광주은행)

목포원도심 후원통장 목포 원도심 조성사업 후원금으로 판매금액(기평)의 0.1%를 전액 은행부담으로 출연
(광주은행)

내고장사랑예금

대중소상생
협력지원대출

명품도시인천사랑
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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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금융상품

상품명 공익내용

순천만사랑통장 순천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판매금액(기평)의 0.1%를 전액 은행이 부담하여
(광주은행) 순천만 생태계 보존사업에 후원금으로 출연

만덕사랑 정기적금 0.1%(세후이자)를 만덕사랑기념사업회에 출연
(제주은행)

곶자왈 사랑카드 신용판매금액의 0.1%를 곶자왈 환경기금으로 출연
(제주은행)

곶자왈사랑 정기예금 곶자왈 한평사기(1평당 35,000원)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예금주 또는 예금주가 지정하는
(제주은행) 자의 명의로 출연

곶자왈 사랑적금 곶자왈 한평사기(1평당 35,000원)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예금주 또는 예금주가 지정하는
(제주은행) 자의 명의로 출연

애향전북예금 예금평잔액의 1,000분의 1 해당액을 전액 은행부담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북은행) 공익사업에 후원

sub-credit loan 고리대출 및 사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저신용자를 구제하고 신용위기
(전북은행)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민전용 소액대출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하이테크론 경남지역의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액의 0.1%를 경남테크노파크에 기부
(경남은행)

상품명 공익내용

세계자연유산 사랑카드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률(0.2%)을 세계자연유산 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세계자연유산
(농협중앙회) 관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푸른대전가꾸기 충북과 대전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정기예금으로
BIG충북통장 모집금액의 일정 부분(저축예금 연평잔의 0.2%와 정기예금 가입금액의 0.1%)을 은행의
(신한은행) 부담으로 출연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

솔라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하나은행)

환경사랑통장 연간 평균잔액의 0.1% 또는 세후 이자액의 1%를 환경기금으로 기부
(기업은행)

환경사랑카드 국내 신용판매 금액의 0.3%를 독도 관련 단체에 기부
(기업은행)

환경분야(예금및카드, 대출)

곶자왈종합상품

서브크레딧론

세계자연유산사랑카드

환경사랑카드

곶자왈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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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금융신상품

상품명 공익내용

이승엽정기예금 이승엽 선수의 홈런수에 따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지급(홈런수 개당

(KB국민은행) 1백만원, 최대 5천만원)하며, 상품판매와 동시에 일시 기부금 5천만원 지급

대전시티즌카드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율을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발전기금으로 매년 기부

(한국외환은행)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분야(예금및카드)

이승엽정기예금

대전시티즌카드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3 PM  페이지047



C
orporate C

itizenship R
eport 2007

FROM BANK, FROM YOU
넷, 곱하기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3 PM  페이지048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07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향후 추진방향 _  050

[부록] 은행별 사회공헌 활동 _  052

나눔을곱하여
행복한세상을만듭니다

사랑과정성을나누어당신곁으로
한걸음더가까이다가갑니다

함께나눔으로써삶의행복은두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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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회공헌활동추진방향

향후추진방향

은행사회공헌활동추진방향
은행산업은 금융부문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은행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은행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와 은행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07년계획대비활동성과보고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6』에서는‘사회공헌활동 강화’와‘금융부문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로벌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의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수

립하 습니다. 2007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및 자원봉사 지원수준을 높이고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공익법인 지원금을 별도로 집계하

습니다. 또한금융부문의사회공헌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2007년에새로출시된금융상품중공익상품에대한정보를확충하 습니다.

특히은행의사회적책임수준을 로벌은행의수준까지높이기위하여 로벌네트워크참여를강화하 고이에대한활동성과보고를포함하 습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 환경을 고려한 대출심사체계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SRI) 강화,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한 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회공헌

활동은이와같은은행고유 역에대한사회적책임을확대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 2007년연계활동강화 : 사회공헌활동내실화
사회공헌활동정보관리강화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을 개정하고 활동목적에 따른 분류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은행간사회공헌활동보고기준을일관성있게관리하고개별은행의시계열자료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도록할것입니다.

은행공동사회공헌활동강화

사회공헌활동은은행별자율적인활동이외에도‘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통하여공동으로은행산업특성에맞는사회공헌활동을내실화할계획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2007년연계활동 : 사회공헌활동내실화연계활동

사회공헌활동정보관리강화
은행공동사회공헌활동강화
지역사회, 소외계층, 환경보호활동강화

2008년신규활동 : 저탄소경제기반구축

사회의온실가스저감활동촉진을위한활동
적극참여
로벌공동참여활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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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외계층, 환경보호활동강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은행공동 워크샵 등을 통하여 진정한 사회환원의 관점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연대보증인제도폐지, 소액서민금융지원확대, 장애인의은행이용편의를제고하기위한배려등지역사회와소외계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환경보존차원

에서도사회가은행에기대하는사회공헌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 2008 뉴이니셔티브 : 저탄소경제기반구축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기반

을구축하기위해서는자본흐름의중심에있는은행들이탄소시장을둘러싼변화에민첩하게대응하여중장기적으로국가, 산업, 기업이저탄소시장으로전환하

는데에금융의역할을충실히할것입니다.

사회의온실가스저감활동촉진

전국은행연합회는2008년에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서울시와‘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추진활성화’를위한협약을체결하 습니

다. 이협약은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참여자에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지원등을통해사업의활성화를지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이러한활동이전은행

으로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입니다.

로벌공동참여활동강화

선진 은행들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등 로벌공동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기후변화대응, 인권보호, 환경및생물다양성보호, 지역사회개발, 수자원관리, 사회책임투자, 저소득층

지원 등 범지구적 사회책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로벌 네트

워크를통한한국행사를지원하고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한국그룹, CDP 한국위원회등국내네트워크를통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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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  윤리준법실윤리경 팀(총인원4명) 독립된전담조직운

-  산은사랑나눔재단(총인원4명) 별도비 리재단을설립하여독립적인공익활동수행

-  산은가족봉사단 은행내자발적인봉사활동을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간정보교류활동

-  사회공헌자문위원회 메세나등문화활동에대한자문및지원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산은가족봉사단 운 , 산은창업기금 지원, 1사 1촌운동 전개,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무의탁
독거노인돕기 봉사활동, 소아암환자 돕기, 헌혈 캠페인, 산은사랑나눔재단 설립 운 , 새터민지원
사업, 이주동포지원사업등

-  학술·교육

산은장학생지원, 1사 1교시범사업실시

-  환경

환경보호 행사,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 봉사활동, 광주 도심의 시민참여공간(푸른길 100만 그루
헌수운동) 행사등

-  문화·스포츠·예술

메세나활동

CEO 김창록 설립연도 1954.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6-3 임직원수 2,422명

업점 규모 49개 지점 (해외 8개 지점 포함) 자본금 8조 2,419억원

총자산 122조 6,159억원 당기순이익 2조 476억원

개요 2007.12. 기준

K
orea D

evelopm
ent B

ank

생산성

가치제고

Profitability

Public Role 강화를위한신 역발굴

환경적건전성

사회적기여성

도덕적윤리성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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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가족봉사단소개
산업은행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자원봉사자 개인의 보람된 삶을 위해 소규모·자생적으로 운 되던
여러분야의자원봉사그룹들을하나로통합하여1996년3월7일에산은가족봉
사단을 창립하 습니다. 산은가족봉사단은 직원가족, 부서, 본부별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자원봉사자중심으로운 되는봉사단체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활동휴가제도

연간3일한도내봉사활동

-  직원성금매칭기부금지급제도

직원성금에대한매칭기부금지급, 부점별자율적인봉사활동실시

-  자원봉사우수자우대및봉사활동지원제도

국내외연수인원선발시봉사활동이력반
베스트산은인, 우수직원, 우수부점표창실시

-  사회공헌자문위원회운

우수프로그램발굴및자원봉사활성화지원

-  봉사단조직도

긴급재난구호팀

이웃사랑팀 봉사지원팀

단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긴급재난구호팀 태풍, 해일, 화재 등 긴급 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실시
재해지역 피해복구 지원 및 구호품 전달 등

이웃사랑팀 보육 및 장애시설 등 방문, 사회적응훈련 봉사
활동 실시( 화보기, 시장 함께 가기, 돌잔치 열어
주기, 기저귀 접기 등)
경제교육 등 실시

봉사지원팀 은행 성금 모금 및 각종 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윤리준법실) 활동 지원 및 산은가족자원봉사단 관리운

헌혈행사, 농촌일손 돕기 및 농산물 구매,
불우 이웃돕기행사, 자연보호 캠페인

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5,578 944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887 18(613)

환경 - 35

문화·스포츠·예술 1,131 -

총합계 7,596 997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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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고마운농협·꼭필요한농협』이되기위해나눔경 을통한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있

습니다. 이를위해참여형사회공헌확대, 특화된사회공헌사업추진, 공익연계마케팅전개를

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CEO 최원병 설립연도 1961. 8. 15.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임직원수 16,366명

업점 규모 1,057개 지점(해외 1개 지점 포함) 자본금 10조 1,151억원

총자산 240조 4,330억원 당기순이익 1조 2,576억원

개요 2007.12. 기준

054
N

ational A
gricultural C

ooperative Federation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 역할을 제고하고 농협의 신뢰성 제고와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하여 2006년부터 나눔경 팀을 운 하고 있습니다. 나눔경 은 농협의 지속가능경 을 이루기
위한사회적책임이행의구체적실천전략입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농촌사랑운동, 산학협력 의료지원,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 기술지원 봉사활동, 문화복지 특화
사업발굴·지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조손가정 돕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우리쌀 두배 지원 운동
등

-  학술·교육

농협장학생선발, 농촌지역도서보내기운동, 청소년문화교실, 1사 1촌자매결연학교에대한지원,
전국웅변대회및 짓기대회지원, 국제백신연구소지원, KBS 1TV 도전골든벨장학생지원등

-  환경

환경보존의 날, 자연사랑 지역사랑 켐페인, 도서지역 환경정비, 길거리 환경정화, 늘 푸른 지역 가
꾸기등

-  문화·스포츠·예술

찾아가는 문화 이벤트, 농촌 청소년 로벌 문화체험단, 문화특화사업 발굴 지원, 전국주부 잔치,
세계도자기비엔날레지원, 평창동계올림픽유치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후원등

-  로벌사회공헌

여성결혼이민자친정부모맺기,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 출장한 교육, 다문화여성
대학, 남북농업협력등

소외계층기부금
지원및봉사활동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지원

-사랑의쌀나누기

재해·재난피해 복구

문화·예술공연지원

임직원봉사활동활성화

참여형사회공헌
활동확대

「고마운농협·꼭필요한농협」

「나눔경 」을통한사회적책임이행

인간사랑나눔 |   지역사랑나눔
환경사랑나눔 |   교육·문화사랑나눔

농협문화복지재단

- 각종문화행사
개최및지원

- 농협장학금지원

-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촌사랑운동전개
- 1사 1촌자매결연

무료법률지원사업

소비자보호사업

특화된사회공헌
사업추진

공익금융상품개발
확대로기금지원

- 사촌통장

- 지역사랑통장

- 도농상생예금

- 농촌사랑카드

- 농촌사랑클럽체크
카드등

공익연계
마케팅전개

나눔
경 팀

`사회공헌활동전략수립및추진
`스포츠단운 (테니스부, 정구부)

중앙본부
각부서담당

`농촌문화계승발전, 장학사업
`문화복지특화사업발굴및지원

문화복지재단
나눔경 팀

+̀1(플러스원) 사랑나누기운동추진사무소별
나눔경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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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22,590 187,769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4,977 456(7,257)

환경 497 11,910

문화·스포츠·예술 113,579 335

총합계 151,643 200,470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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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소개
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 운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2004년 10월 25일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발족하 습니다 . 

농촌사랑운동은도시민과농업인의삶의질을함께높여나가는도농상생운동
이며나라사랑운동입니다.

-  취지및목적
우리 농업ㆍ농촌에 활력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 /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농촌사랑운동에대한폭넓은관심유도와공감대형성

농촌사랑운동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전개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농촌사랑대상시상

우수마을, 기업·단체, 개인에포상및시상

-  1사1촌자매결연활성화지원

자매결연 교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무소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 및 해외
연수ㆍ포상

-  부점별1사1촌자매결연마을방문시지원

부점별자매결연마을방문및봉사활동계획을참고로일정금액지원

-  농촌사랑봉사활동가점제도

업점평가시가점부여

조합의사회공헌활동상호금융대상가점

-  조직도

감사(2명)

이사회(9명)

운 위원회(13명)

사무국국장: 농촌지원부장

외부조직및개별회원내부조직단위회원

공동대표(7명) / 상임 : 농협중앙회회장, 전경련회장

-  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고문 28명의 고문(9명의 대표고문)
공동대표 농협중앙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7인의 공동대표
이사회 정관의 변경·임원의 임면 등
운 위원회 이사회 안건 상정 등
사무국 사업계획 수립 등
내부 조직 본부회원
단위 회원

지역본부회원

사업장 및
계열사 회원

지역농·축협회원

외부 조직 및 개별 회원 도·농 교류활동 지원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및 활성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및 활성화
농촌사랑 지도자 교육원 운
도·농 교류활동 지원
농업·농촌 문화 이해교육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원
다양한 컨텐츠 개발
회원중심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우리농산물 애용 및 소비 확대
-도농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농촌사랑 대학생 국토대장정
-농촌사랑 지도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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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최초로‘`사회책임보고서`’를발간하여지속적인사회책임경 실천의지를대내외에표

명한바있는신한은행은‘`따뜻한세상`’, ‘`밝은세상`’, ‘`함께하는세상`’이라는슬로건하에사회

복지, 학술교육, 자원봉사,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공익상품개발등다양한형태의사회

공헌사업을통해기업의이익을사회에환원하고그로인한성과와가치를지역사회와공유하기

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

CEO 신상훈 설립연도 1897. 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임직원수 10,468명

업점 규모 1,035개 자본금 7.5조원

총자산 208조 3,000억원 당기순이익 2조 513억원

개요 2007.12. 기준

056
S

hinhan B
ank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사회책임경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사회협력팀’을 별도조직으로 설립
하고 사회책임경 실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책임경 을 정착시키
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협력팀을통해경 전략전반에사회책임경 을연계하여각부서의
유기적협력을이끌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자매결연복지시설및군부대지원, 도서벽지어린이초청행사, 사랑의장기기증캠페인, 사랑의헌
혈, 무료법률지원, 장애인협회후원, 자연재해관련자원봉사및성금지원

-  학술·교육

한국금융사박물관 운 , 도서벽지어린이 초청행사, 어린이 경제교육, 병아리떼 쫑쫑쫑(어린이 벼룩
시장), 새터민금융현장체험, 선생님해외연수프로그램, 학교발전기금및장학금지원

-  환경

국립공원 수목표찰 사업,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한평공원 만들기, 1사 1산 가꾸기, 업점 인근
하천정화활동, 청량산가꾸기캠페인

-  문화·스포츠·예술

신한 갤러리 운 , 1문화재 1지킴이 릴레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나눔, 메세나 후원, S-Birds
여자농구단·육상부·수 부운 , 배드민턴, 축구등생활체육후원

-  로벌사회공헌

몽골ㆍ캄보디아 우물 설치 지원, 베트남 현지 학교 증축 및 마을회관 건립 사업, 해외 현지 법인
및지점연계자원봉사활동, 캄보디아현지마을과 1사 1촌협약, 해외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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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8,413 6,391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2,775 290(45,009)

환경 609 4,121

문화·스포츠·예술 18,587 4,901

총합계 50,384 15,703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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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봉사단소개
신한은행 봉사단은 2004년 7월 설립된 이후, 2006년 4월 통합 신한은행 봉
사단으로개편되었으며, 은행장을단장으로전직원이봉사단원으로참여하는
봉사단체로서그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이웃과함께하는진정한의미의World Class Bank의추구와고객만족경 의
일환으로 은행장 이하 전 임직원이 자원봉사활동 참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로 인한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과거, 현재, 미래라는시제개념으로구성하여과거의전통문화
가치보존, 현재의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 미래세대 육성을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이행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경 의한축으로써사회공헌활동인식과임직원의봉사정신함양

이웃과 함께하는 은행, 사회에 공헌하는 금융 리더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임직원및고객이함께하는자원봉사기회마련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제도

봉사활동을목적으로한유급휴가신청가능

봉사단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봉사에도
휴가신청가능

-  부서및지점별봉사활동지원

부점별봉사활동내역을참고로해당처기부금및활동비용지원

-  자원봉사대상시상

부서 및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시간 및 참여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원봉사
활동 내역 등의 정성평가를 취합한 후 봉사단 지역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및포상수여

-  봉사단조직도

신한은행봉사단부단장/ 담당부행장

봉사단사무국/ 사회협력팀장

운 위원회/ 담당부행장

업점봉사단/ 
지역장및봉사단리더
봉사단원 : 업점직원

본부부서봉사단/ 
지역장및봉사단리더
봉사단원 : 본부부서

신한은행봉사단단장/ 은행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신한은행 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총괄
운 위원회 전행적 봉사활동 심의 및 자원봉사대상

심사
지역장 지역 단위 연계 활동 총괄
봉사단 리더 부서 단위 활동 총괄
봉사단원 전 직원 대상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3 PM  페이지057



우리은행사회공헌활동의비전은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을통해함께하는사랑, 꿈과희망
을키우는나눔금융실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특히2007년시작한Force-up 경 혁신운동
(SHARE부문)과같은은행경 전략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신나고즐거운자원봉사문화를
만들고있습니다. 또한2007년7월출범한우리은행자원봉사단은전국적인지점망을바탕으로
1,000여개의자원봉사팀을중심으로다양한자원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은
행은어려운이웃들과꿈과희망을함께나누는나눔은행으로자리매김해갈것입니다.

CEO 박해춘 설립연도 1899.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임직원수 14,306명

업점 규모 883개 지점(해외 14개 지점 포함) 자본금 3조 1,798억원

총자산 218조 5,068억원 당기순이익 1조 7,774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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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우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홍보실 산하에 사회공헌팀을 조직하
여사회공헌활동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 2007년상반기에는사회
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회공헌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
적인사회공헌활동을전개해가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비 리단체무료컨설팅사업, 우리Restart사업(신용회복지원사업), 독거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
아름다운 시작(신입행원 연수 자원봉사), IT희망 나눔, 저소득가정 희망 나눔, 사랑의 점심 나누기,
사랑의쌀나누기, 사랑의선물지원, 사랑의연탄배달, 사랑의헌혈, 사랑의도시락지원사업, 장애
우와 함께 하는 사랑나들이, 한가위 사랑 나눔,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아름다운 토요일,
도서벽지어린이초청사업

-  학술·교육

은행사박물관운 , 우리신나는 어캠프, 우리금융경제교실

-  환경

1사 1산남산가꾸기사업, 태안살리기사업, 한강수중정화활동, 우리바다살리기사업

-  문화·스포츠·예술

우리미술대회 개최, 정신지체장애인 미술대회 지원,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미술대학 졸업 전시회
지원, 팔만대장경 동판 간행사업 지원, 아줌마 문화축제 지원, 한새농구단 운 , 한새사격단 운 ,
서울마라톤대회지원, 남북한장애인마라톤대회지원, 6.25기념걷기대회지원, 세계청소년월드컵
대회지원

-  로벌사회공헌

중국소학교 기능보강 사업,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가을운동회,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제교육,
북한동포를위한사랑의연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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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3,467 11,297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7,513 48(501)

환경 226 1,002

문화·스포츠·예술 5,586 114

총합계 26,792 12,461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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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자원봉사단소개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은 2007년 7월 30일 기존 업점 위주의 자원봉사활동
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발족하 습
니다. 은행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은 1,000여 명의 자원봉사
리더를중심으로우리나라자원봉사확산의기폭제가될것입니다.

-  취지및목적
임직원직접참여위주의기업자원봉사활성화로새로운기업이미지창출

조직적이고체계적인자원봉사활동추진

자원봉사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와의커뮤니케이션강화

임직원일체감조성및자긍심고취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Matching Grant 제도시행

임직원기부금액(우리사랑기금) 1:1 Matching

운 위원회를통한기금운 의투명성제고

-  자원봉사활동유급휴가제도

연3일한도내에서봉사활동을목적으로한유급휴가신청가능

-  부점별연간봉사활동비(기부금및기부물품) 지원

부점별 봉사활동 계획을 참고로 활동인원, 지원금액 중복 여부 등을 감안
하여활동비지원

행내자원봉사관련동호회기부금및기부물품지원

-  우수자원봉사시상및인센티브제도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율, 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우수자원봉사부점및개인시상

자원봉사활동부점별조직업적평가가점부여

-  행내인트라넷을통한자원봉사활동정보제공

자원봉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행내 인트라넷에
자원봉사코너 구축 (봉사 기관 찾기, 자원봉사활동 분야 찾기, 자원봉사 후
기입력, 기타자원봉사관련자료등)

-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및진료비지원

위험지역 자원봉사활동 시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권장및상해발생시진료비지원

-  봉사단조직별역할

-  봉사단조직도

부단장 : 경 기획본부장

홍보실(사회공헌팀)

사업본부(자원봉사리더)

본부부서

자원봉사담당자

개인 업점

자원봉사담당자

기업 업점

자원봉사담당자

업본부(자원봉사리더)

단장 : 은행장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그룹 구분 세부역할
Ⅰ CEO 주요 현안 의사결정

자문위원 사회공헌활동 자문 및 평가
Ⅱ 사회공헌사무국(홍보실) 자원봉사단 업무총괄 및 기획, 예산관리
Ⅲ 사업본부 - 자원봉사리더

업본부 담당부실점자원봉사총괄관리 (실적관리등)
Ⅳ 본부부서 - 자원봉사담당자

개인 업점 자원봉사 활동 실시
기업 업점 자원봉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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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일회성 금전적 지원보다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자원봉사휴가제도(연간5일의유급휴가)와한사랑나눔캠페인등임직원의적극적인참여, 그리고

전문성을갖춘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소외된곳을지원합니다.

CEO 데이비드 에드워즈 설립연도 1929.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임직원수 6,572명

업점 규모 367개 지점 자본금 1조 2,366억원

총자산 52조 9,722억원 당기순이익 2,800억원

개요 2007.12. 기준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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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커뮤니케이션본부 홍보팀 내에 지역사회활동과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Sustainability 팀을 두어
전담하게하고있으며, 그룹차원의사회공헌추진전략에맞춰한국적상황에걸맞는세부프로그
램운 을통해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한사랑나눔캠페인, 시각장애인 지원사업(Seeing is Believing),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지원,
공익상품을통한사랑의장학금지원, 세계장애인한국대회지원

-  학술·교육

화폐전시회, 대학생대상금융(PB) 아카데미

-  환경

환경보호서약사이트운 을통해임직원의환경보호에대한인식개선

-  문화·스포츠·예술

정오의 콘서트, 철쭉제 등 전시회, 소외 계층을 위한 Shine & Charity 콘서트 개최, SC제일은행
양궁팀운

-  로벌사회공헌

NGO와연계한해외안과의료봉사활동(후원및자원봉사활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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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824 837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57 - (15)

환경 100 100

문화·스포츠·예술 679 16

총합계 1,760 953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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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봉사단소개
-  취지및목적

지속가능기업의근간마련

자원봉사참여를통한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

자원봉사휴가제도의활성화및브랜드강화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제도

기존 3일간 허용되던 사회봉사 휴가제도에 더하여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차원에서추가적으로 2일의자원봉사휴가를보장하고있어, 연간 5일간의
근무시간중유급휴가제도를활용

-  봉사활동인증제도

자발적 봉사참여가 원칙이며, 자원봉사 수요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봉사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

-  봉사활동마일리지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별 봉사참여 정도를
누적 집계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 포상과
개인별성과평가에반

-  봉사단조직도

봉사단사무국/ 국장 :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사업본부별봉사단/ 
단장 : 사업본부장

동호회별봉사단/ 
단장 : 동호회장

지역본부별봉사단/ 
단장 : 지역본부장

SC제일은행봉사단/ 단장 :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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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소외된이웃, 자연, 경제와문화가함께하는공동체기여를위해나눔은행, 푸른은행,

문화은행이라는3가지사회공헌활동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라세부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속

적으로실천·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CEO 김정태 설립연도 1959. 12.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임직원수 10,043명

업점 규모 639개 지점 (해외 4개지점 포함) 자본금 9,872억원

총자산 129조 4,720억원 당기순이익 1조 515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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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충남 태안 재해복구 활동, 하나가족 사랑의 김장나누기, 아름다운 토요일, 가족과 함께 평창으로
감자캐러가기, 사회복지시설아동과함께하는꿈나무스키캠프, 사랑의헌혈캠페인등

-  학술·교육

하나어린이경제교육뮤지컬, 하나시티, 꿈의미술실, 신나는가족소풍행사, 청소년신용교육행사
후원등

-  환경

하나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하나 푸른 음악회, 하나빌 숲속음악회,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하나숲문화학교, 여의도샛강생태공원환경캠페인, 푸른대전가꾸기협력기금등

-  문화·스포츠·예술

공공미술(본점설치미술, 거리의미술관), 하나콜렉션, 하나클래식아카데미, 하나달력디자인공모전,
소음악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후원, 광통교 다리밟기, 세종문화회관/서울 시립 교향악단 후
원, 하나미술아카데미등

-  로벌사회공헌

결혼이민자 가정 한가위 나눔 행사,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바자회, 베트남 한국가족의 날
행사, 베트남마스터즈대회후원, 코시안의집방문등

공동체기여

나눔은행

나눔은행

문화은행푸른은행

-  소외된이웃과함께하는기업

장애인후원사업
소년소녀가장후원
결식아동돕기

푸른은행

-  자연을저축하는기업

하나푸른음악회
하나어린이포스터그리기대회
아름다운숲찾아가기운동

문화은행

-  경제와문화가함께하는기업

하나클래식아카데미운
하나달력디자인공모전
소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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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2,729 4,836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7,321 - (6,400)

환경 923 -

문화·스포츠·예술 14,031 -

총합계 35,004 4,836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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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봉사단소개
하나은행은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나눔을 위해 2004년 임직원과 가족, 퇴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하나사랑봉사단을 조직하여 안으로는 하나가족간의 나눔,
밖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사랑봉사단은
2006년 하나금융공익재단의 설립과 함께 공익재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있습니다. 봉사단의구성도하나대투증권등하나금융지주의계열사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원들의자발적인기부를통해다양한사회복지시설을후원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후원 이외에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하나
가족의참여속에사회를위한봉사활동에앞장서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하나금융공익재단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운 , 유아 보육시설 건립 운 , 사
회복지 지원사업 및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노인요양시설과 유아 보육시설의 건립 운 을 통하여 저출산 고
령화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

태안 재해복구 지원 등 대규모의 전사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전원유급휴가부여

-  사회봉사상

‘아름다운 하나인’을 선정하여 분기마다 봉사활동, 공익활동 등을 통하여
하나은행을대외적으로빛낸개인및단체에감사패와부상수여

‘빛나는 하나인상’은 전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수여하며, 3가지
수상부문 중‘사회봉사’부문은 물질적, 문화적 환경에서 소외된 채 도움의
손길을기다리는이사회의음지에있는이웃들에게솔선하여나눔을실천
함으로써‘사람존중’의가치를몸소보여준개인및단체를대상으로함

-  봉사단조직별역할-  봉사단조직도

이사회

재단사무국단장

하나사랑봉사단 지원봉사팀 지원사업팀 보육시설팀 노인요양시설팀

통합운 위원회

하나금융공익재단 그룹 구분 세부역할
노인요양시설팀 노인요양시설 건립 운
보육시설팀 유아 보육시설 건립 운
지원사업팀, 지원봉사팀 사회복지 지원사업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대투증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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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따뜻한세상, 밝은미래, 행복한사회」를만들기위하여매년당기순이익의1% 이상을

기부하여소외계층, 중소기업, 문화, 환경등다양한분야를후원하는등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

하고있습니다.

CEO 윤용로 설립연도 1961. 8.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임직원수 9,621명

업점 규모 570개 지점 자본금 2조 2,914억원

총자산 124조원 당기순이익 1조 1,679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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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기업은행은‘고객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고자 2005년 4월에 사회공헌사업
전담부서(현고객지원부)를설치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사회공헌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소상공인 공제사업 후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후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근
로자 자녀 치료비 후원, 1직원 1기업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정기 후원, MBC 사회봉사대상
후원, 1사 1촌자매결연, 사랑의연탄및김장후원, 자매결연부대후원및도서기증, 기은사랑나눔
기금등임직원성금모금, 사랑의헌혈행사등

-  학술·교육

지방 공교육 활성화 후원, 벽지어린이 서울 초청행사,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 적성화 교육 후원,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후원, 중소기업 학술대회 후원 , ICC(Industry and
Campus Connection) 산학결연사업, 꿈나무금융교실운 등

-  환경

도랑및실개천살리기지원, 1사 1산가꾸기자연보호활동실시, 친환경산업투자, 환경관련연구
단체지원등

-  문화·스포츠·예술

메세나활동후원, 소외계층문화체험행사, 비인기종목사격부운 , 각종스포츠대회후원, 꿈나무
축구재단후원등

-  로벌사회공헌

외국인근로자전통혼례식지원, 재외동포교육사업후원등

사회공헌
사업기반강화

은행의사회적책임완수

사회공헌활동을생존을위한은행의핵심가치로인식
은행의사회적책임에대한대내외관심증가

전략적
사업확대

테마별
사회공헌
사업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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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6,641 2,920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3,153 157(741)

환경 66 9,698

문화·스포츠·예술 3,870 343

총합계 13,730 13,118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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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봉사단소개
IBK기업은행은 2004년 6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활동을
조직문화로정착시키기위하여기업은행자원봉사단을발족하 습니다.

기업은행 자원봉사단은 은행장을 단장으로 전 임직원과 퇴직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대와 자원봉사 동호인 모임인 봉사동호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
년 12월말현재총47개의봉사동호회가활동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사회공헌활동을 생존을 위한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완수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체계적인 봉사활동 수행을 통한
Noblesse Oblige 실천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활동인증관리제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개인별 봉사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자녀의취업, 입학및본인의인사자료등에활용

-  자원봉사활동마일리지제

자원봉사 우수직원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여 직원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봉사내용및시간에따라마일리지차등적용

-  봉사활동경비지원

각지역본부별로매분기봉사활동경비지원

봉사동호회별로활동실적및참여인원에따라봉사활동경비지원

-  자원봉사대상시상

독창적이고봉사활동실적이우수한봉사동호회및직원을선정하여시상

-  자원봉사휴가제도운

연간3일범위내에서봉사활동을목적으로유급휴가제도운

-  자원봉사동호회소개

행내방송국및행내인트라넷을통하여우수봉사동호회를주기적으로소개

-  봉사단조직도

자원봉사대 봉사동호회

기업은행자원봉사단/ 단장은행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기업은행 자원봉사단 재해복구, 환경보전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 총괄
자원봉사대 은행주관으로 수해 피해 등의 재난 발생시

전국적으로조직하여봉사활동전개
봉사동호회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

하는 자원봉사 동호회로 봉사활동 테마에
따라동호회를선택하여가입(동화구연, 인형극,
소외계층 집수리,장애인 나들이 등 임직원의
특기에따라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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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과 고객에게 다가가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KB국민은행만의독자적인사회공헌활동을개발·추진할뿐아니라기부금

과자원봉사의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수혜자가실질적혜택을누릴수있도

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CEO 강정원 설립연도 2001. 11.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임직원수 26,751명

업점 규모 1,205개 지점 자본금 1조 6,819억원

총자산 약 219조원 당기순이익 2조 7,738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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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2006년 10월 사회공헌 전담 부서인 사회협력지원부를 신설한 KB국민은행은 사회협력지원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협력지원부는 KB국민은행
사회공헌사업의 전략수립 및 실행, 기부금 총괄, 사회봉사단 운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대내외
창구역할을수행하며KB국민은행의나눔문화를전파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KB자원봉사의 날,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복구,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김장나눔, 청소년수련관급식시설개보수지원등

-  학술·교육

KB국민은행 어캠프, KB희망공부방, KB교환장학생, 2007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지원,
스쿨업그레이드캠페인지원등

-  환경

‘푸른 대전 가꾸기’, UNEP FI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2007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자전거국토순례캠페인’지원등

-  문화·스포츠·예술

KB청소년하늘극장 리노베이션, 청계천 소리산책, KB국민은행 전국게이트볼대회, 제2회 광주국제
공연예술제, 한국농구 100주년기념‘희망농구골대’보급캠페인지원등

-  로벌사회공헌

KB한 사랑나누기, 씨엠립‘희망의씨앗’프로젝트, 캄보디아및베트남학교환경개선사업, 카자
흐스탄경제경 대학원(KIMEP) 지원, 외국인근로자를위한설날맞이/추석맞이행사지원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제공

KB국민은행만의

독자성부각

진심으로
최선을다해

이웃과고객에게
다가가는사회공헌

지역 착형

자원봉사

사회공헌팀

사회협력지원부

사회공헌활동전
략수립및추진

기부금총괄및
사회봉사단운

대외협력업무
지원

스포츠단운
(농구·축구·사격)

스포츠마케팅
업무

대외협력팀 스포츠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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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21,278 52,404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9,144 105(3,353)

환경 130 2,459

문화·스포츠·예술 22,564 -

총합계 53,116 54,968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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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사회봉사단소개
2006년을 KB국민은행의‘사회공헌활동 원년’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KB국민
은행사회봉사단을발족하 습니다.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은전략그룹부행장
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하는 전행적 봉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전국 업망을 활용한 지역 착형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임직원의 봉사
정신함양

‘국민의은행’으로서의역량에맞는사회적책임수행
사회공헌활동을핵심적인기업문화로정착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제도

연3일의한도내에서봉사활동목적의유급휴가가능

KB국민은행 사회봉사단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봉사에도해당되도록하여자율성을높임

-  부점별연간봉사활동기부금지원

부점별 봉사활동 계획을 참고로 부점인원, 지원금액 중복여부 등을 감안하여
봉사활동과연계하여사용가능한기부금책정ㆍ지원

-  사회공헌상

개인 업점과 기업금융점, PB센터를 통틀어 상위 2개 업점 및 직원 개인에
대하여 사회공헌상 수여,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율, 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횟수등다양한심사를통해수여

-  봉사활동상해보험가입지원

봉사활동실시중발생할수있는상해및타인에대한피해를보상해줌으로써
적극적이고효율적인봉사활동을실시할수있는여건마련

-  전행적봉사활동프로그램기획및제공

봉사활동의효율성을제고하고, 활동후은행의이미지를높일수있는전행적
봉사활동프로그램제공

-  봉사단조직별역할

그룹 구분 세부역할
KB국민은행 사회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운 위원회 전행적 봉사활동 심의 및 운

본부봉사단
업지원본부

봉사단
단위봉사단 업무지원

그룹봉사단
여신그룹
봉사단

개별 봉사팀 지역 착형 봉사활동 실시

관할부점봉사활동지원
지역단위별 역점 봉사사업 선정 및 추진
(관할지역 내 경로잔치, 무료급식행사,
어린이날야외행사, 장애인초청행사등)
지역내 봉사활동 팀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공동추진
관할지역내지방자치단체및사회봉사단체
등과연계하여추진하는봉사활동실시

-  봉사단조직도

운 위원회

업지원본부봉사단 본부봉사단 여신그룹봉사단

업무지원그룹봉사단

업점 본부부서 관할부서및센터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 단장 : 전략그룹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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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익의사회환원을통해기업이익창출의기반이되는지역사회에대한책임실천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나눔과 봉사에 대한 선진의식 고취와‘참여복지’의

실천에의한국가복지정책에기여

-  고객및지역사회와의『상생경 (Win-Win)』과『나눔경 』을추구

-  체계적·장기적·전략적사회공헌활동을통한은행의사회적평판및브랜드이미지향상

CEO 리차드 웨커 설립연도 1967.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임직원수 7,152명

업점 규모 376개 지점 (해외38개출장소및사무소포함) 자본금 3조 2,245억원

총자산 97조 9,247억원 당기순이익 9,609억원

개요 2007.12. 기준

068
K

orea Exchange B
ank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외환은행이설립한사회복지법인인외환은행나눔재단은임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불우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물질적지원과봉사활동을함께하는실질적인사회공헌활동을실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자원봉사활동, 국군장병 위문, 거래학교 우수졸
업생 표창, 공부방 지원, 노숙자 무료점심제공 지원, 전국 소년소녀가장 생활수기공모 및 수상자
한국역사 탐방, 중증장애아동시설 방문 봉사활동 및 지원, 낙도 소외어린이 초청 서울시내 체험
행사, 불우아동 어캠프 실시, 남부 4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한라산 등반 및 제주도 체험
행사등

-  학술·교육

수출입 아카데미, 저소득층 어린이 심리강화 프로그램 지원, 소아암환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민자한 교육프로그램지원등

-  환경

1사 1산가꾸기운동등

-  문화·스포츠·예술

송년음악회, 새터민 상물 제작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경향마라톤 지원, 푸르메
재단자선마라톤행사지원등

-  로벌사회공헌

이주노동자 지역문화축제 지원, 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책보내기 캠페인 성금 지원, 국외빈곤아동
과의일대일후원결연, 동남아홍수·태풍피해복구자금지원, 동남아저소득국가장학지원, 방
라데시태풍피해복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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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3,199 1,567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512 50(592)

환경 4 141

문화·스포츠·예술 480 14

총합계 4,195 1,772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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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나눔재단소개
2005년 12월 비 리 자선 공익재단인“외환은행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외환
은행 직원들과 함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질적 지원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실질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문화에 새로운 한 장을 열 것으로 기
대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나눔경 을통한기업의사회적책임실천

은행경 이념및목표와부합되는사회공헌활동의전행적, 지속적추진

지역사회와국가발전에기여

불우이웃과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자선활동

체계적이고장기ㆍ 속적인활동

임직원의이웃사랑실천

-  외환은행나눔재단목적사업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인
도적차원의국제구호사업에참여함으로써국가복지정책및인류애실천을통
해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불우아동및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및소외계층지원사업

지역사회에대한봉사활동지원사업

저소득층및불우청소년등을위한장학사업

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사업

기타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청원휴가제도

연3일의한도내에서봉사활동을목적으로한유급휴가신청가능

-  경 성과평가가점제도
윤리경 실천 관련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시 성과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  업점단위봉사활동부대비용지원
부점별봉사활동계획을참고로부대비용일부지원

-  우수자원봉사자포상및해외자원봉사파견
연2회개인5명, 업점2곳포상

우수자원봉사활동직원에대한해외자원봉사파견

-  외환은행나눔재단조직도

이사장

상근이사

사무국장

기획 총무

외환나눔문화협의회

이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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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건실한
기업시민으로서지역사회와주민을위해존재하며활동하는기업이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
니다. 한국씨티은행은비 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기관등과의다 역파트너십을구축
하여시너지효과를내는지역사회공헌활동을추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금융기관의특수
성과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는 역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이루고발전시켜나가는데적극이바지하고있습니다.

CEO 하 구 설립연도 1983. 3. 16.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임직원수 약 6,000명

업점 규모 233개 지점 (2007년 9월 기준) 자본금 약 1조 3천억원

총자산 약 47조원 당기순이익 4,681억원

개요 2007.12. 기준

070
C

i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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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 Inc.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한국씨티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뉴욕에 소재한 씨티재단과 연계하여 사회공
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팀은 커뮤니케이션부 내에 속해
있으며, 씨티재단의 국내 비 리기관에 기금을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
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씨티가족사랑의집짓기, 신나는조합마이크로크레딧, 씨티-경희대학교NGO 인턴십

-  학술·교육

YWCA-한국씨티은행배우고체험하는청소년금융교육‘씽크머니’

씨티-카이스트차세대금융인력양성장학사업,  이화-씨티 로벌금융아카데미

-  환경

그린씨티-우리동네숲만들기, 

YWCA-씨티창의적인경제·환경생활교육방법Success Program 공모전

-  여성지원프로그램

YWCA-한국씨티은행한국여성지도자상,

씨티-중소기업연구원여성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4 PM  페이지070



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822 110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890 253(15,347)

환경 110 1,800

문화·스포츠·예술 10 -

총합계 1,832 2,163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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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머니금융교육자원봉사단
2006년 6월 12일 발족된 씽크머니 금융교육 자원봉사단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정립과 금융교육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교육을 받은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전국각지의중학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등을찾아가금융특강을실시하고
금융교재를배포하 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로벌지역사회공헌의날(Global Community Day)

일년에하루전세계 100여개국에서근무하는30여만명의씨티직원들이
가족이나친구와함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는프로그램임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2006년 1,600여 명, 2007년 1,900여
명이자발적으로참여해지역사회를위해봉사함

2007년 11월 17일한국에서는이행사의주제를“Green Citi, Clean City”
로 정하고, 전국 31개 지역에서 총 1천8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천,
서울숲, 인천소래포구해양생태공원, 시흥YWCA 버들캠프장, 수원성, 천안
태조산, 전주 모악산, 대구 팔공산, 마산 서원계곡, 울산 대원산, 김해 연지
공원, 창원 용추 계곡, 제주 용담공원 등 전국 24개 지역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진행함

-  자원봉사일(Volunteer Day)

직원 개인당 연 1일의 한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목적으로 유급 휴가 신청
가능

-  자원봉사인센티브프로그램(Volunteer Incentive Program)

임직원이 연간 50시간 이상 일정 비 리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씨티재단이해당단체에미화500달러후원함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4 PM  페이지071



CEO 양천식 설립연도 1976.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6-1 임직원수 679명

업점 규모 본점, 국내지점 11개, 국외사무소 13개 자본금 3조 3,088억원

총자산 23조 6,394억원 당기순이익 1,843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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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본부별, 지점별, 동호인회별봉사활동 : 성로원아기집, 외국인노동자의집, 주몽재활원, 광야의집,
삼성농아원, 쌍촌사회복지관등

기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전통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신소외계층 지원
사업실시

자매결연마을사업 : 성수리마을회관건립, 의료봉사,농산물구입등

-  학술·교육

1사 1교(안동고, 전주여고, 청주신흥고) 지방고등학교 발전기금 후원, 고객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서울남부교육청 저소득층 초ㆍ중생 장학금 지원, JA Korea 청소년 경제교육 및 발전기금
후원, 로벌비즈니스열린강좌지원등

-  환경

1사 1산 (마니산) 환경보호사업

-  문화·스포츠·예술

예술의전당문화소외계층문화사업지원등

-  로벌사회공헌

KOAFEC 아프리카 빈곤국 초등학교 건립 지원, 월드비전 미얀마 식량지원 사업 및 현지병원 개
보수사업지원, 굿네이버스네팔초등학교및직업훈련센터지원, 베트남한국인학교증축지원등

구분 역할
사회공헌 운 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반기별 사업집행 점검

신규사업 발굴 등
사회공헌 실무위원회 분기별 사업집행 점검 신규사업 발굴 등
사회공헌팀 월별계획 수립, 자금집행 관리 대외홍보, 홈페이지 관리

당기순이익 1% 사회공헌사업지출

당행이미지에부합하는사회공헌사업
중점추진

자발적자원봉사활동의조직문화정착

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책임완수

빈곤국식량지원

빈곤국아동교육

전통소외계층
(장애인, 소외아동,
소외노인등)

신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투명하고신뢰성
있는전문사회복지
단체와협력강화

본부별, 지점별,
동호인회별등

공휴일매칭그랜트
봉사

핵심가치

목표

핵심과제

비전 상생과나눔을실천하는수출입은행

지속성 체계성 전문성 투명성 자발성

로벌
사회공헌

국내
소외계층

전문사회
복지단체

자원
봉사활동

추진방법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4 PM  페이지072



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402 1,049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380 128(1,575)

환경 9 55

문화·스포츠·예술 35 -

총합계 1,826 1,232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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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봉사단소개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06년부터‘1인 1봉사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
시하고있으며, 2007년에는‘공휴일봉사제’를도입하여자원봉사활동을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봉사활동이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가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수은나눔마일리지제도

임직원의사회공헌활동참여장려및체계적관리를위해도입
마일리지부여방식의차등화(공휴일봉사여부, 직원가족참여여부등)

-  봉사활동참여직원에대한인센티브부여

연말사회공헌활동우수직원포상실시(연간수은나눔마일리지누적계산)
봉사활동참여직원에대한연수이수학점부여

-  봉사단조직도

-  봉사단조직별역할

조직 역할
본부별 6개 사회복지단체와 봉사활동
지점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점별 봉사활동 실시
동호인회별 동호회별로 봉사활동 실시
1사1산 마니산 환경보호활동 실시
소그룹별 직원들이자발적으로공휴일에소그룹으로봉사활동실시
청소년 경제교육 JA Korea와 지역사회 초등학생에 경제교육 실시

본부별
봉사활동

지점별
봉사활동

동호인회
봉사활동등
(1사 1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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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나눔경 실천을통한신뢰받는은행구축

세부업무추진방향
-축적된실천운동을바탕으로한특화된나눔경 전개
-업무관련형윤리경 실천운동활성화
-전수협가족이동참할수있는나눔경 활동전개

CEO 장병구 설립연도 1962.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임직원수 1,774명

업점 규모 111개 자본금 7,490억원

총자산 17조 8,059억원 당기순이익 879억원

개요 2007.12. 기준

074
N

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
ooperatives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  푸른수협한마음봉사단

-  푸른산타봉사단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사랑海헌혈, 아름다운가게행사, 사랑海동전모으기행사

-  학술·교육

푸른수협한마음봉사단

-  환경

ONE TO ONE 운동

-  문화·스포츠·예술

울릉군민이함께하는문화나눔콘서트, 남강유등축제 , 사랑海 summer concert, 
사랑海 summer festival

특화된
나눔경 전개

일류해양수산은행

윤리의식
개혁을위한
세부실천운동

기존업무
관련형상품관리
강화

헌혈운동
아름다운가게
윤리경 상

윤리경
실천운동활성화

수협가족동참
나눔경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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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11 2,042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30 283(5,337)

환경 27 2,744

문화·스포츠·예술 628 -

총합계 796 5,069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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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푸른산타봉사단소개
수협은행은 2003년 12월부터 지역별로 전국 15개의‘푸른산타 봉사단’을
구성하여자원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지역내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독거노인 등 1개 이상 후원처를 선정하여 후원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임직원이하나되어참여하는봉사활동기회

사회공헌활동인식과자발적인봉사정신구축

고객과이웃에게도움을주고함께하여대외적이미지상승효과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ONE TO ONE 운동지원

활동비지원 : 각 본부부서 및 업점에서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활동 시
참여인원을기준으로일정금액을연간2회지원

기부금지원 :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부·
점에대해서는물품구입비등의기부지원금을일정금액지원

-  사랑해동전모으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급여지급 시 직원들이 천원 미만의 금액을 별도로
성금으로납부

같은 금액을 수협에서도 지원하여 푸른산타봉사단 활동 시 기부지원금
재원으로사용

-  봉사단조직별역할

조직 역할
강서권 가양복지관 방문 및 모금 전달
강원지역 효도마을 주변 환경미화 및 모금 전달
경남지역 풀잎마을 봉사활동
강북권 면목동지점점주권내독거노인방문봉사활동및쌀전달
경북지역 대구SOS마을봉사활동
부산지역 라이트하우스방문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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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희망을함께하는국민경제의Leading Supporter』
목표고객: 중소기업(고객을최우선가치로삼는경 표방)

서비스수준: 희망을함께(최상의서비스제공을통한동반성장)

공익기관: 국민경제(사회적책임완수표명)

지향기관: Leading Supporter(최고수준의종합지원기관으로위상강화)

CEO 김규복 설립연도 1976. 6.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임직원수 2,160명

업점 규모 86개 지점 자본금 -

총자산 4조 2,179억원 당기순이익 -

개요 2007.12. 기준

07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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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t G

uarantee Fund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책임경 (CSR)을 실천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CS경 실에 사회공헌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전담팀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활용하여코딧의나눔경 , 감동경 을실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아동보호시설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활동, 고아원 청소 및
목욕봉사, 사랑의연탄나눔행사, 사랑의헌혈행사등

-  학술·교육

도서모으기운동, 불우어린이장학사업, 장애어린이사회적응프로그램행사등

-  환경

태안원유유출사고현장봉사활동, 한강 1사 1지구가꾸기운동, 장수천환경정화활동등

-  로벌사회공헌

외국인노동자의집무료배식활동등

조직적시스템강화

활동재원확보
이웃사랑나눔단
중심의봉사활동

자발적참여유도

임·직원참여
프로그램개발
지부활동경비지원

동기부여

우수부점·직원
포상확대
국외연수기회부여

홍보활동강화

지부별언론홍보
은행공동사회공헌
활동적극참여

조직적인봉사활동

이웃사랑나눔단을
통한전국적인봉사
활동

대외자원봉사활동
중점추진

추전전략

비전 KODIT의사회적책임완수
Win-Win

추진목표

추진방향

나눔경 감동경 이미지경

지역 착형봉사활동

지역특성에맞는
맞춤형봉사활동

1社 1村자매결연
체결

재해복구사업적극
지원

특화된봉사활동

이웃사랑
실천

중소기업과연계한
봉사활동지속
추진

소외계층에대한
나눔경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CEO, 직원봉사
활동참여

공동행사를통한
홍보활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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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36 10,693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 -

환경 1 77

문화·스포츠·예술 - -

총합계 137 10,770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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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신용보증기금봉사단소개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자 2005
년 12월에‘이웃사랑나눔단’을 창단하 습니다.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각
지부별로지역사회봉사활동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공공기관으로서사회적책임경 실천

임직원의자발적인사회공헌활동추진을통해존경받는기업으로발돋움

-  코딧엔젤기금소개
코딧 엔젤기금은 2005년 12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경 을 보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성된
성금과 법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의미하며, 이웃사랑
나눔단봉사활동의밑거름이되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제도및재해보상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희망휴가를 인정하고, 사회공헌활동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취업규칙제29조(재해보상)에의한‘업무상재해’로규정

-  사회공헌포상

우수지부및직원에대한포상을통해자발적인사회공헌활동유도

-  봉사단조직도

운 위원회

사무국

본사지부 서울서부
지부

서울동부
지부

서울강남
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부산경남
지부

대구경북
지부 호남지부 충청지부

이웃사랑나눔단

-  봉사단조직별역할

조직 역할
단장 이사장(사회공헌활동 총괄)
운 위원회 나눔단의 운 방침, 사업계획 및 엔젤기금 운 방침 등

의결
사무국 나눔단의운 방침, 사업계획수립및엔젤기금관리등
지부 본점및 업본부별 1개지부 (총 10개지부)

포상내용

구분 우수지부 우수직원
인원 2개 업본부 2명
대상 사회공헌활동 횟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인원, 금액 등을 직원
감안한 실적우수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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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이 곧

은행의발전이라는전제하에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다양한지역사랑운동

을추진하여세계속의초우량은행으로지속성장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CEO 이화언 설립연도 1967. 10. 7.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번지 임직원수 3,270명(상시근로자 총수)

업점 규모 209개 지점 자본금 6,606억원

총자산 25조 4,116억원 당기순이익 2,608억원

개요 2007.12. 기준

지속성

지역NGO 연계
파트너십을통한
시너지효과창출

수익성

순수사회공헌&
업과관련된

사회공헌사업강화

대표성

지역사회니즈에
부합하는

대표프로그램발굴

공익성

선택과집중을
통한사회공헌
효과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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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대구은행의 사회공헌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충족코자 2001년 7월
조직되어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활발히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내고향사랑운동 자매결연(23개 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김장담그기 행사, 결손가정 꿈그린
캠프운 , 저소득자녀돕기, DGB LOVE FUND 사업전개

-  학술·교육

어린이 금융경제교실 운 , 장학문화재단 운 (100억원), 금융캠프 실시, 학술세미나 협약 지원,
저축유공학생, 으뜸어린이표창제도시행

-  환경

산불조심 현수막 부착사업, 나무이름표 달기, 겨울철새 먹이주기, 치어방류사업, 신천금호강사랑
운동

-  문화·스포츠·예술

어린이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행사, 프로축구 대구은행의 날 행사, 정구부·사격부·여자마라톤
팀운 및마라톤지원, 결식아동문화나눔행사및오페라축제행사

공공금융부 사회공헌팀 사회공헌활동 전략수립 및 추진
기부금 심의 및 운

홍보부 대외협력업무 지원
대은경제연구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 개발

지속가능경 업무 통할

브랜드
이미지강화

네트워크
관리강화

지역 착강화

지역 착
시스템정착

선진형사회공헌모델정착

“꿈과풍요로움을지역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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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6,396 8,499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2,313 16(3,150)

환경 4 6,585

문화·스포츠·예술 494 2,476

총합계 9,207 17,576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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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DGB봉사단소개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2년부터
「DGB 봉사단」을 결성하여 운 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로 대구지역에 18개,
경북지역에 4개, 서울지역 1개 등 총 23개 봉사단과 2,632명의 직원이 참여
하여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사회공헌활동을통한은행이미지제고

“꿈과풍요로움을지역과함께”라는경 이념달성

자원봉사활성화를통한조직구성원의화합도모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휴가제도

연5일의한도내에서봉사활동을목적으로한청원휴가신청가능

봉사단활동또는개인적으로참여하고있는일반사회봉사에도휴가신청
가능

-  지역 착우수부점포상

각부점별사회공헌활동실천내용을평가하여반기3개부점, 연간총6개
부점을우수부점으로선정하여포상실시

-  지역사회봉사상시행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율, 직원 1인당 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 횟수 등 다양
한심사기준을설정하여최우수상 1명, 우수상4명을선정하여포상실시

-  자원봉사마일리지우수직원포상

임직원봉사활동의체계적관리를통한자발적봉사활동에대한활성화유도

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센티브제도입확대

-  봉사단조직도

본부부서봉사단/ 봉사단장 : 해당부서장
봉사단원 : 소속직원

지역별봉사단/ 봉사단장 : 소속 업점장
봉사단원 : 소속직원

공공금융부사회공헌팀

DGB 봉사단장/ 은행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조직 역할
대구은행 DGB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사회공헌협의회 전행적봉사활동심의및운
단위봉사단 본부사업본부봉사단

지역별봉사단

역외봉사단

개별봉사팀 지역 착형 봉사활동 실시

봉사시간(마일리지) 포상 비고
봉사시간 100시간 100,000 상품권
봉사시간 150시간 200,000 상품권
봉사시간 200시간 300,000 상품권
봉사시간 300시간 국내산업시찰 은행장상
봉사시간 500시간 해외연수 은행장상
봉사시간 1,000시간 해외연수(부부동반) 은행장상

사업본부별봉사활동지원
봉사단별 역점 봉사사업 선정
및 추진(무료급식 행사, 외식
나들이, 야외행사, 장애인초청
행사등)
지방자치단체와공동추진
내고향사랑운동 결연 농촌
봉사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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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지역과함께더높은가치창조’를경 이념으로하여‘동남경제권일등은행’이라는

비전을목표로하고있으며, 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한지역사회공헌활동과지역 착경

을사회공헌전략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의발전을위한사회공헌을내실있게강화하고

지역과하나되어함께발전을이루기위한지역 착경 을통해지역에완전히뿌리내리는은행

이되고자임직원모두는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CEO 이장호 설립연도 1967. 10. 25.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38번지 임직원수 3,125명

업점 규모 225개 지점 자본금 7,334억원

총자산 27조 2,983억원 당기순이익 2,707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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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2003년 4월 1월 사회공헌 전담 부서인‘지역사회공헌반’을 신설하여 각종 지원활동 및 지역봉사
단의 운 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에는 지역사회공헌부로 승격하고 인원을 확충
하여보다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내의 나누기, 문화재 복원 사업,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축하선물 증정, 홈헬퍼 파견(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무의탁 노인 지원, 임직원 끝전 모으기 성
금을통한임직원가족무료급식활동, 부은가족사랑의봉사단무료급식, 사랑의헌혈등

-  학술·교육

장학문화재단 설립, 범시민 도서교환전, 방과후 학교 지원, 1사 1교 결연 학교 지원, 평생학습축제
지원, 청소년 금융교육, 어린이 독서경제 체험학교 및 어린이 금융캠프, 희망의 사다리 운동 지원,
초등학교체성분분석기지원

-  환경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식목행사, 꽃씨 나눠주기 등 푸른 부산 만들기, 해수욕장 환경정화,
하천살리기운동, 태안반도기름제거활동등

-  문화·스포츠·예술

부산불꽃축제 지원, 부산국제 화제 지원, 요산문학상·요산문학제 지원, 4040 콘서트, 코스모스
음악회, 한 여름밤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육상꿈나무 장학금 지원, 육상실업팀 운 , 전국
체전우수선수및지도자포상등

-  로벌사회공헌

국제의료봉사활동지원, 외국인노동자체육행사참여및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발전

동남경제권일등은행

지역 착
경

지역과함께더높은가치창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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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7,775 9,104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5,951 417(9,193)

환경 140 8,250

문화·스포츠·예술 1,576 409

총합계 15,442 18,180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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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자원봉사단소개
기존의 봉사활동을 전행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
여 2002년 12월 13일에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을 창단하 습니다. 부산시 행정
자치구를기준으로 15개지구봉사대로조직을구성하여해당지역에서필요로
하는시설및봉사활동이필요한곳을관심있게파악하여봉사활동을진행하
고 있으며, 2006년 8월에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18개 지구봉사대, 31개 봉사
팀으로 세분화하여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단은
조직 개편과 함께 봉사활동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4회로 늘려 매주 토요일에
릴레이식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 주요활동시설로는복지관, 노인생활시
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우시설등에서이웃사랑을실천하고있습니다. 

또한 생활 하천이나 산, 시민공원, 해수욕장 등지에서 환경 정화 활동도 실시
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매미’및‘위에니아’피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태안
반도기름유출제거활동등재난지원활동에도적극활동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지역봉사단은 부산은행이 지역사회의 일원인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위해설립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행이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 탄생했던 향토은행
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며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위해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봉사활동시설별기부금지원

봉사팀별 봉사활동 계획을 참고로 각종 시설에 봉사활동 시 연간 한도를
정하여기부금을지원하고있음

-  봉사활동물품지원

봉사팀별봉사활동에필요한물품및시설에필요한물품의구입을지원하
고있음

-  당행버스지원

역외 지역 등 지역 봉사단 및 가족봉사단의 원거리 봉사활동에 버스
운행을통하여봉사활동을지원하고있음

-  사회공헌스타상

직원의자원봉사참여율, 직원 1인당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횟수, 후원금
납부등다양한형태의심사세부항목을기준으로봉사활동우수자를시상
하고이를통해봉사문화확산을유도하고있음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봉사단장 지역사회 봉사활동 총괄
총괄간사 봉사단 지휘, 운 관리, 지원
지구봉사대 행정 자치구, 역외 지역별 하부 단위 조직 관리
보좌점 지구봉사대장 보좌
운 간사 지구봉사대의 하부 단위로 지역별 봉사팀 봉사 계획 및

활동진행
봉사팀 지구봉사대의 하부 단위로 봉사활동 참여

-  봉사단조직도

총괄간사/ 지역사회공헌부

지구봉사대/ 봉사대장 : 임원, 본부장

운 간사/ 본부부서 보좌점/ 대표 업점 봉사팀/ 본부부서및 업점

부산은행지역봉사단/ 단장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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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우리사회의가장모범적인은행’상을실천하기위해서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을설

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지역사회가바라는은행및기업시민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

함이며, 지역사회와광주은행의일체감형성뿐만아니라행복·사랑·나눔실천으로직원개개

인의자아실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CEO 정태석 설립연도 1968. 11. 20.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번지 임직원수 1,473명

업점 규모 128개소 자본금 7,156억원

총자산 16조 2,178억원 당기순이익 1,127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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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광주은행의 고객지원부 지역공헌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은행상을
구현하고자2007년 4월신설하여행복·사랑·나눔을실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여수 엑스포유치 후원,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거북선축제 등 지역축제 후원, 군부대 위문, 충장로
축제 후원, 목포 청소년쉼터 마련 지원,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호프데이 및 공익상품 판
매로결식아동돕기, 외국인의날행사후원, 2007 세계여성평화포럼후원, 음식문화축제후원, 시민
단체후원및협찬, 임직원 1% 나눔행사(사랑의컴퓨터기증) 등

-  학술·교육

(재)광주은행장학회장학금지원, 장학재단기금출연, 전남대직장인보육시설설치, 경 자조찬연수
후원, 2008 대학입시설명회개최, 청소년금융교육실시, 대학발전기금및누리사업후원등

-  환경

무등산 범시민대회 참여 및 무등산 공유화 운동 후원, 순천 식목행사 나무심기운동 참여, 순천만
갈대축제, 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환경정화활동(산, 하천, 공원, 지역내)

-  문화·스포츠·예술

광주디자인비엔날레후원, 어린이날그림대회개최, 광주은행고객을위한가을음악회개최, 문화
상제 후원, 임방울국악제 후원,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후원, 새터민 문화체험 후원, 제88회 전국체
육대회후원, 광주상무축구단후원, 효사랑마라톤대회후원등

-  로벌사회공헌

외국인문화체험학교후원, 아프리카사랑나눔후원

우리사회의
가장
모범적인은행

행복·사랑·나눔의
실천으로자아실현

적극적이고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실시

차별화된지역 착
프로그램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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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095 1,660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2,966 16(938)

환경 21 2,709

문화·스포츠·예술 1,470 52

총합계 5,552 4,437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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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소개
광주은행은 각 업점별로 펼치던 1점 1행 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
로운 하기위해, 2006년 7월 14일「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을창단하여우
리사회의가장모범적인은행상을실천하며, 행복·사랑·나눔의실천으로기
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지역사회 : 기업의이익을사회에환원, 기업시민으로서역할수행

지역민 : 나눔과 참여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은행상 구현, 지역은행으로서
신뢰감구축

은행ㆍ직원 : 이웃사랑의 실천기회 제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봉사
활동을통한자아실현

-  봉사단조직별역할

29개의 봉사단으로 구성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1,600여 명의 광주은
행 임직원이 매월둘째주 토요일을“사랑나눔 실천의날”로 지정하여 각봉사
단별로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우수봉사단표창

연간 봉사단별 봉사활동 내용, 직원 1인당 봉사활동시간, 참여도 등을 감안
하여우수봉사단, 우수 업점을선정하여매년포상

-  봉사단활동비지원

봉사단의원활한봉사활동및참여를위해활동비를분기별로지원하고있음

-  봉사단조직도

부단장/ 고객지원본부장

본부

경 지원본부봉사단

고객지원본부봉사단

여신금융본부봉사단

서울사랑봉사단

광주은행119봉사단

광주1지역본부

동구사랑봉사단

광은광산사랑단

장성사랑봉사단

광주2지역본부

서구사랑봉사단

남구사랑봉사단

화순사랑봉사단

광주3지역본부

북구사랑봉사단

담양사랑봉사단

전남동부

여수사랑봉사단

순천사랑봉사단

광양사랑봉사단

고흥, 보성

전남서부

목포사랑봉사단

나주사랑봉사단

강진, 무안, 광, 암,

완도, 장흥, 함평, 해남

흥농

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 단장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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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섬기는자세로고객을대하고, 이웃을내몸과같이보살피는사회공헌’을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적 현실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수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제시함은물론지역사회전체에확산시키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CEO 윤광림 설립연도 1969. 3. 20.

본점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임직원수 453명

업점 규모 38개 지점 자본금 776억원

총자산 2조 7,861억원 당기순이익 143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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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제주은행은 현대사회의‘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이념의 실천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자발
적인 추진과 사회적 요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 하고 있으며, 홍보팀을
독립시켜다양한대외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나눔의기업이념을실현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1사 1촌 운동, 사랑의 진지상, 아름다운 토요일, 퇴근 후 장보고 가세(제주사랑상품권 판매촉진),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제주감귤 작목 주주제, 사랑의 보따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천사들의
나들이, 사랑의밥짓기, 경로식당급식봉사, 사랑의헌혈, 사랑의연탄나눔활동, 함께정을나눠요,
이웃사랑성금지원등

-  학술·교육

방과후 학습활동, 외부친절교육, 재테크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교육, 장애우들의 금융나들이, 소년
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사랑의 공부방, 아이러브제주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아이러브제주 포스터/
디카사진공모전, 경제과학가족캠프등

-  환경

제은푸르미운동, 제주곶자왈가족탐험대등

-  문화·스포츠·예술

제주국제관악제 후원, 평생학습 후원, 통역안내센터/관광정보센터 운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제주은행장기야구대회개최, 새마을문고도서기증, KBS특별음악회공동개최등

-  로벌사회공헌

재일동포를위한장례/벌초서비스

지역적현실에
맞는책임있는
동반자역할

지역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한
모델제시

수혜자와
함께성장하는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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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228 1,625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262 69(1,065)

환경 34 2,430

문화·스포츠·예술 217 360

총합계 1,741 4,484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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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봉사단소개
제주은행 봉사단은 2003년 6월 23일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봉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봉사단운 계획에의거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삶의 의미와 질을 높여 나감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부점별봉사활동비지급

부점별봉사활동계획, 부점인원등을감안하여봉사활동비지급

-  각종사회공헌할동, 봉사상시상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중에 제은기부왕, 제은헌혈
천사, 제은봉사왕등을지정

제주은행봉사단선서

하나, 우리는 도내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은행의역할제고에최선을다한다.

둘,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서로 도우며,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가는정신을배우도록한다.

셋, 우리는 항상 겸손과 감사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자원봉사정신을생활화하기위하여노력한다.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제주은행 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봉사단 운 위원회 전행적 봉사활동 심의 및 운
제주은행 총무팀 관할부점 봉사활동 지원

각 부점 봉사활동팀과 연계하여 규모가 큰
행사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NPO단체와 연계하여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 공동 추진

각 부점 개별 봉사팀 지역 착형 개별 봉사활동 전개

-  봉사단조직도

제주은행/ 총무팀

본부부서봉사단 (부서장, 임직원)

제주은행/ 운 위원회

업점봉사단 ( 업점장, 임직원)

제주은행/ 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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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지역의희망과미래를함께키워나가는경 을펼쳐지역사회의지지와성원을받는
은행으로의지속발전을추구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지역내각종사회봉사활동에은행이주체가
되어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사회공헌활동전문기관및단체와연계해서함께할수있는
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CEO 홍성주 설립연도 1969. 12. 10.

본점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임직원수 1,031명

업점 규모 76개 지점 자본금 2,250억원

총자산 6조 1,731억원 당기순이익 253억원

개요 2007.12. 기준

086
Jeonbuk B

ank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위해 2008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공공금융부를신설하여사회공헌업무를전담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완주군 13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의호프대회, 청소년금융교육,
CE아카데미팀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체에 대한 친절교육,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협약, 전주시
각동주민자치위활동지원등

-  학술·교육

지역내 장학재단 장학기금출연(전주인재육성재단, 전북애향장학재단, 완주군애향장학재단, 진안사
랑 장학재단, 정읍시민장학재단 등), 지역대학 발전기금 기탁(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호원
대, 비전대등), 아파트단지작은도서관기자재지원, 초등학교일기쓰기대회지원등

-  환경

천년전주푸른도시가꾸기운동, 전북환경운동연합후원, 1사 1산, 1사 1천가꾸기사업등

-  문화·스포츠·예술

전주국제 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무주반디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전주마라
톤대회, 전주전국컬링선수권대회, 전북예술문화원연주활동, 전북은행장배배드민턴대회등지원

-  로벌사회공헌

도내중국유학생산업시찰및간담회지원, 외국인한마당큰잔치행사등

자체지역사랑봉사단활동강화

NGO, NPO 단체와의연계활동활성화

지역사회Needs에부합하고은행업무와
연계하여봉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직원의자발적참여유도시스템구축

전략

비전 “한국에서가장편리하고
지역사회로부터신뢰받는은행”

공공금융부

공공기관사업

사회공헌사업

새만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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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368 165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715 17(6,952)

환경 122 260

문화·스포츠·예술 1,629 -

총합계 4,834 442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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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소개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2003년 6월 24일에 창단되었습니다. 봉사단은
전북은행임직원, 퇴직직원 및 고객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며 도내사회봉사
활동, 지역사회공헌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을주요봉사활동의방향으로삼고
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도민과함께하는전북은행의역할과소임제고

불우한이웃과더불어살아가는지역사회분위기조성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부점별자매결연행사비지원

연간자매결연마을과의교류를목적으로한봉사활동비지원

-  직원봉사활동마일리지제도입(예정)

직원별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방안
추진중

-  봉사단조직도

기획분과 | 홍보분과 | 조직분과 | 총무분과운 위원회

전북은행지역봉사단

전주지역봉사대 군산지역봉사대 익산지역봉사대 시외지역봉사대

단장/ 노동조합위원장 명예단장/ 은행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지역사랑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운 위원회 봉사활동 심의 및 운
각 지역봉사대 지역별 봉사활동 선정추진

**08은행연합SR 최종  2008.04.23 04:5 PM  페이지087



경남은행은‘지역사회에기쁨과행복을주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고경남·울산지역경제

활성화와지역민의복리증진과문화예술접근성확대에기여하고자전임직원이노력하고있습

니다. 특히, 경남은행만의특별한사회공헌활동사업을개발하여지역사회의버팀목이되고자

합니다.

CEO 정경득 설립연도 1970. 5. 22.

본점소재지 경남 마산시 석전동 246-1 임직원수 1,841명

업점 규모 147개 지점 자본금 2,590억원

총자산 22조 4,831억원 당기순이익 1,610억원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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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경남은행 지역공헌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04년 8월 3일
신설된부서입니다. 

지역공헌사업단내에신설된지역공헌부는지역민과함께하는지역은행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자
다양한방법으로한발더다가서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제3회 사랑의 동전 띠잇기, 거제 향토문화지 발간, 장애청소년
탐라탐험기여름캠프, 진주시새희망집짓기사업, 500인의식탁후원

-  학술·교육

제17회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사생실기 대회, 청소년 역사기행 지원, 청소년 금융교육 및 지역협의
회운 , 대학교발전기금기탁

-  환경

람사르총회 기업서포터즈 활동,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원, 김해 신어산 전망대 설치, 창원 안민고개
데크로드보행등설치, 마산무학산안내표지판, 안개약수터설치및보수

-  문화·스포츠·예술

중요문화재 가산오광대 공연 후원, 노산 가곡의 밤 행사 후원, 장애인을 위한 오페라 공연 후원,
(사)경남오페라단정기공연후원, 경남육상경기연맹지원·육상부운 , 마산씨름단발전기금기탁

-  로벌사회공헌

울산그린닥터스국제의료봉사활동후원, 외국산업연수생치료비지원성금

지역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은행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한사회환원

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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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4,660 1,022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460 11(7,195)

환경 341 263

문화·스포츠·예술 1,187 496

총합계 6,648 1,792

단위 : 백만원, 명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07    |    [부

록
] 은

행
별

사
회
공
헌
활
동

089

경남은행봉사단소개
지역사회의 공헌을 목적으로 2004년 9월 16일 경남은행 봉사단을 창단하
습니다. 경남은행 봉사단은 은행장을 단장으로 총 1,850여 명의 전 직원이 참
여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

-  취지및목적
불우한이웃을돕는봉사활동을통한나눔

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도움의손길적극적지원

국가적재난발생시재해지역에대한신속한구호활동및재해복구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사회공헌활동상

직원의봉사활동참여확대를위한제도도입
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 횟수를 반기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위 2개 부서,
상위2명에대하여포상실시

-  부점별봉사활동경비지원
부점별봉사활동계획·요청에따라부점인원과규모에따라물품및경비지원

-  부점별Rotation 제도
부점별업무효율성제고
은행의합동봉사활동진행시, 부점별Rotation으로봉사활동인원보고

-  주간봉사활동인정제도
연간5일에한하여봉사활동으로인한휴가신청가능

-  봉사단조직도

부단장/ 지역공헌사업단장

지역사회·공익
어울림복지재단‘사랑의 동전 띠잇기’, 사랑나눔‘밥퍼’무료급식 봉사활동, 제17회
장애인 야 대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양파ㆍ단감 수확, 사랑의 헌혈캠페인
실시, 추석맞이구호품전달, 제13회거제시민의날무료찻집운 , 독거노인을위한
사랑의연탄나르기, 김해사랑의김장담그기

학술·교육
청소년금융교육및견학프로그램

환경
태화강 십리대밭 자연정화활동, ‘문화재지킴이’통도사 경내 및 주변 하천정화활동,
울주군 언양읍 남천교 봉사활동, 습지보전 기업서포터즈활동, 창녕 우포늪ㆍ주남저
수지합동정화활동, 김해신어산쓰레기수거및자연정화활동

문화·스포츠·예술
제1회 김해시장배 시민 바둑대회 자원봉사, 제6회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무료찻집 운 ,
김해숲길마라톤대회무료찻집운 , 제2회사천노을마라톤대회무료찻집운

주요봉사활동내용

간사/ 지역공헌부

본부부서봉사대

본부부서5개 마산지역3개 |  창원지역3개
울산지역6개 |  기타지역18개

업점봉사대

경남은행봉사단단장/ 은행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단장 / 부단장 사회봉사활동 총괄
지역 공헌부 사업계획수립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방향 교육 및 전파
사회봉사활동 인증센터 운 및 관리

본부부서 봉사대

업점 봉사대

각 해당지역 사회복지시설과 1대 1자매결연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자연재해복구 등
하천정화활동, 불우이웃돕기
각종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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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완수하기위해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에대해적극적인
지원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의자발적인사회공헌에대한인식전환및참여유도
로체계적이고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을마련하여지역사회와함께하는기술보증기금이되고자
합니다.

CEO 한이헌 설립연도 1989. 4. 1.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임직원수 1,022명

업점 규모 53개 지점 자본금 1조 4,461억원

총자산 1조 6,801억원 당기순이익 -

개요 200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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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기술보증기금의사회공헌활동은홍보팀내사회공헌파트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무료급식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사랑의 헌혈운동, 태안군 성금기부 및 기름제거
지원, 농촌봉사활동, 기업현장애로체험, 사랑의김장나누기, 사랑의연탄·쌀전달등

-  학술·교육

부산경제 미래포럼 지원, 동북아혁신연구원 후원, 동의과학대학 주최‘전국 학생발명 경진대회’
후원

-  환경

무등산자연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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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55 393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14 -

환경 7 59

문화·스포츠·예술 - -

총합계 76 452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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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사랑봉사단소개
2006년 11월 9일 본점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과 6개 지역별 봉사단으로 구성
된기보사랑봉사단이결성되었으며, 기보사랑봉사단은자발적으로참여하고자
하는직원들을중심으로활동하는봉사단체입니다.

-  취지및목적
기업의사회적책임과역할에대한요구에적극부응

임직원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공감대형성

전국단위의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으로기술보증기금의위상제고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활동휴가제도

봉사단활동뿐만아니라, 개인차원의사회봉사활동도유급휴가신청가능
(단, 개인차원의봉사활동은연3일한도)

-  지역별기보사랑봉사단활동비지원

6개지역별봉사단에일정금액지원

-  사회공헌상

봉사단원의 자원봉사 참여율, 봉사활동횟수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개인 1
명, 단체 1개봉사단을선정하여수여-  봉사단조직도

기보사랑봉사단
(단장 : 홍보팀장)

지역별기보사랑봉사단
(각지부별1개 업점장)

서울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중부지부 남지부 호남지부

기보사랑봉사단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기보사랑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부산및경남지역의봉사활동실시
지역별기보사랑봉사단봉사활동지원

지역별 기보 서울지부
사랑봉사단 경인지부

강원지부
중부지부
남지부

호남지부

각 지역단위별 관할지역내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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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박재환(사장직무대행) 설립연도 2004. 3.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6-1 임직원수 424명

업점 규모 38개 부점(본부 22개, 지사 16개) 자본금 4,266억원

총자산 1조 2,798억원 당기순이익 99억원

개요 2007.12. 기준

092
K

orea H
ousing Finance C

orporation

사회공헌활동전담조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원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사의이미지를정립하기위해지속적이고체계적인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공익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운동, 어촌사랑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및 물품지원, 재해복구 지원
성금 기부, 아름다운가게, 사랑의 헌혈 운동, 미아찾기 캠페인, 도서 보내기, 한가위 쌀 나눔 행사,
어촌특산물공동구매, 태안반도자원봉사, 연말기부금행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행사등

-  환경

1지회 1산 1하천보호운동, 숭례문지킴이

비전및전략

-  공사의사회적책임이행

-  공사상품및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

-  전임직원의참가를통한‘단합과나눔’의
조직문화확산

-  지회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통한전사적참여유도

-  공사의특성에맞는사회공헌활동을중심으로
역량집중
주거복지 : 해비타트운동
이웃사랑 : 어촌사랑, 사회복지단체(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아름다운토요일행사
환경보호 : 환경정화활동

(‘1지회 1산 1하천보호’운동)

해비타트
운동주거복지

환경보호

어촌사랑운동
사회복지단체지원
아름다운토요일행사

환경정화활동
1지회 1산 1하천보호운동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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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공익 125 417

학술·교육(교육수혜자수) - -

환경 6 675

문화·스포츠·예술 - -

총합계 131 1,092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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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봉사단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는2006년6월보금자리봉사단을조직하 습니다.
봉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장은 보금자리봉사단의
당연직 단장이고 업무지원실장은 사무국장으로 봉사단의 활동을 총괄하며
부점장은지회장으로서지회활동을총괄합니다.

-  취지및목적
공사의사회적책임이행

공사상품및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

단합과나눔의조직문화확산

자원봉사활동지원제도
-  자원봉사자근태처리

연4일의사회봉사활동을목적으로한유급휴가신청가능

-  사회공헌활동활성화

지사지회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위해기부금및경비배정

-  사회공헌활동내역전산관리

전직원을대상으로재직기간중본인의모든사회공헌활동내역을누적적
으로DB화하여‘체계적인사회공헌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  봉사단조직도

사무국장 (업무지원실장)

지회장 (부점장)

봉사단원 (소속직원)

단장 (사장)

-  봉사단조직별역할

구분 역할
단장 사회공헌활동 총괄
사무국장 (본점)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

- 연간 사회공헌활동 계획
지회장 (지점)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

- 환경보호 및 기부활동
봉사단원 사회공헌활동 참여

- 희망하는 활동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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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개요

작성원칙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7』은‘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 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집계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과 금융업부가지표(Financial Services Sector Supplement)를 참고하

습니다. 이를통해은행의경제ㆍ환경ㆍ사회적측면의활동실적을이해관계자에게투명하고효과적으로공개하고자합니다.

보고범위및기간

전국은행연합회는 2007년에『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6』을 첫 번째로 발간하 습니다. 이어서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와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보고및정보공개를위하여 2008년에두번째로『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7』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실적 및 전국은행연합회 21개 정사원기관의사회공헌활동 성과를 통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야별 활동성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하 습니다.

1. 지역사회및공익 2. 학술및교육 3. 환경 4. 문화ㆍ스포츠ㆍ예술 5. 공익법인출연금

본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공헌활동 관련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보고범위 및 기준일자가 다른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 습니다.

작성프로세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6년에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구성하여,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을 제정하 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총회는 은행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공표하기로 하 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

하기 위해 2008년 2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7』발간 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중심

으로은행별활동실적데이터와내용을수집하고보고서의내용작성및검토를통해본보고서를발간하 습니다.

보고서링크 본보고서는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통해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fb.or.kr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7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행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일 : 2008년 4월 25일

발행인 : 유지창

| 추가정보접근방법 |
본보고서에대해서더자세히알고싶으신독자께서는아래의주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명동 1가 4-1번지 (우)100-021 전국은행연합회종합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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