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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앱아이콘, 워드마크 조합 

기본 가로형 _ 인쇄매체

최소사이즈  6mm, 앱아이콘 워드마크 조합 높이 기준 

black C0 M0 Y0 K100 / Pantone Solid Neutral Black C (or U)

yellow C0 M5 Y100 K0 / Pantone solid 108C (or U)

www.citibank.co.kr

참여금융기관

보고 범위 및 기간

<2018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은행연합회의 13번째 사회공헌

활동보고서로 공익 제고를 위한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과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사회책임금융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등 총 6개로 구분하였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실적은 사회공헌활동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일자 및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2018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의 특징

<2018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2017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E-Book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 성과 중 당기

순이익 부분은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을 수록하였으며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

습니다.

한편, 2018 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기대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은행별 금융교육 주요 실적과 그 외에 은행 사회공헌재단 

현황 등을 부록 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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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나눔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함께

만듭니다

‘고객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은행권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담아 13번째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은행권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8년 은행권은 사회공헌을 위해 총 9,9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을 집계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수익의 사회적 환원과 상생 강화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약 1조 원, 

총 3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춰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창업 및 고용창출, 사회적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은행권청년창업 재단 지원 등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노사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재단인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은행은 신남방국가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2018년 

말 기준 42개 국가에서 총 95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14개 국가 은행 협회와 MOU체결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은행권은 베트남은행협회 

교육센터 현대화 사업,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및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지원 등 신남방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등 취약계층

지원 및 공원시설 보수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고, 나눔의 온기를 전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권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국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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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등 3년간

5,000억 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2018년 4월 은행권은 일자리 창출, 혁신 금융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00억 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투자를 

통한 국민의 신뢰 증진 차원에서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그 밖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업 확충 등을 지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에 중점 지원

할 계획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설립

금융산업 노사합의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금융산업 

근로자들과 사측 공동으로 2,000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하여 2018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단위 노사공동 재단인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였

습니다. 동 재단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저출산 문제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는 은행의 본·지점과 대한

적십자사 봉사단을 연결하여 정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네트워크입니다. 

은행권은 2006년부터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18년 6억 원을 포함, 총 누적 기부금 

104억 원을 기록하여, 13년 만에 지원금 100억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의 은행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 저소득 아동·청소년·노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주민 등 총 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물품을  

전달하고 보살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물품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이 고용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공원의 친구들

‘공원의 친구들’사업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5년부터 재단법인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공원의 친구들’은 은행 임직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어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사회공헌활동이며 가드닝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동 사업은 

은행 임직원이 함께 공원을 가꾸며 가드닝 봉사의 

즐거움을 알리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과 가드닝 봉사  

1시간당 1만 원을 환산하여 공원설비 보수 등을  

위해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동 사업이 시행된 이래 전국 약 80여 개의 

공원에서 약 20,000명의 봉사자가 57,0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총 4.8억 원의 기금을 공원에 

지원함으로써 도심 속 공원이 잘 관리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매칭그랜트’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8개 

공원에서 약 13,611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총 1.09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가드닝 자원봉사 

활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은행권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은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대상 국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입니다.

2018년에는 베트남은행협회(VNBA)의 교육센터 

현대화 사업과 금융저널 온라인 발간 사업에 필요한 

전산물품 등을 지원하여 베트남 은행직원들의 교육·

연수 환경 개선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은 캄보디아 대학생 약 15명을 선발하여 

아주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캄보디아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국내 은행의 현지 인력 확보와 캄보디아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며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롬복 섬 등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권은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은행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새희망힐링펀드

은행연합회 및 사원은행은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취약계층 

금융피해자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등 금융소외자 

등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사업에 2018년 2.9억 원을 기부하는 등 2012년 10월

부터 총 22억 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하였

습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 20개 사원

은행이 총 5,000억 원을 출연하여 2012년 5월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2013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인 ‘디캠프(D.CAMP)’를 설립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캠프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창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와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세상을 

가치있게

만드는 일

우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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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총금액

9,905억 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41,760억 원

2018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지원규모는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9,9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약 7% 수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희망홀씨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대출 지원 

금액은 자금의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활동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 금액 집계상의 애로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금액 집계 시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부담금,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비를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4,517억 원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비중(45.6%)을 차지하였고, 지역사회·공익 분야에 3,497억 원 

(35.3%), 학술·교육 981억 원(9.9%), 메세나·체육 774억 원(7.8%), 환경 71억 원 

(0.7%), 글로벌 65억 원(0.7%) 순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의 사회책임금융 지원실적은 4조 1,760억 원으로,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학생·청년햇살론 및 징검다리론 등 총 4가지 상품의 

실적을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146

4,651

4,002

7,417

9,905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구 분 금 액

지역사회·공익 3,497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4,517

학술·교육 981

메세나·체육 774

환경 71

글로벌 65

합 계 9,905

(단위 : 억 원)사회공헌활동 금액 변동 추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공헌활동	금액 5,146 4,651 4,002 7,417 9,905

10	 신한은행

12	 우리은행

14	 SC제일은행

16	 KEB하나은행	

18	 KB국민은행	

20	 한국씨티은행

22	 DGB대구은행

24	 BNK부산은행

26	 광주은행

28	 제주은행

30	 전북은행

32	 BNK경남은행

34	 KDB산업은행

36	 NH농협은행

38	 IBK기업은행

40	 한국수출입은행

42	 Sh수협은행

44	 신용보증기금

46	 기술보증기금

48	 한국주택금융공사

50	 케이뱅크

52	 카카오뱅크

54	 은행연합회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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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신한금융그룹은 CSR사업의 Paradigm Shift 차원에서 고용·상품·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Positive Effect를 발생

시키는 사회적기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 개척 및 창의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로지원·금융지원·경영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금융을 활용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상품을 

업그레이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하였으며, SK그룹과 ‘SFG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활성

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회적기업투자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사모펀드(200억)를 결성하여 사회적

기업 체계적 지원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컨설팅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대상 세무·회계, 판로

개척 등의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불용동산 기부 및 주화포장지, 소화기 등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적인 ‘생산적금융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행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24

당기순이익(억 원) 17,85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33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7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51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8,086

일반현황

CEO	진옥동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영업점 수 1,056개(해외법인 및 지점 포함)

설립연도 1897년

임직원 수	13,974명

고객 수	약 2,524만 명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1등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업을	통한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개척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혁신을	선도해	온	신한은행은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가치	창조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드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소비자보호·서민금융·협력사	동반성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

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에서는 청년들에게 

사무·스터디 공간과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210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산업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85개 아이템이 사업화되었습니다. 

청년취업 두드림(Do Dream) 氣GO滿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직무 중심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 교육 및 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 우수 인재-우수 중소기업 간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43개 대학, 123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156명의 취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신한 도심 속 일터학교 카페 두드림(Do Dream)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으로 당행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교육비를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기반 금융교육 플랫폼 강화

신한은행은 매년 차별화된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직원 금융경제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또한 금융교육 표준 교안과 콘텐츠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롭게 제작한 AR/VR 기술을 활용한 금융교육 콘텐츠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앱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콘텐츠를 구현, 금융교육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흥미를 유발하여 차별적 금융

교육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금융교육, 수요자 중심 체험형 콘텐츠 개발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일

자리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신한가족만원나눔기부,   

사랑의클릭, 좋은날 좋은기부, 디딤씨앗통장 등)

-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캠페인

-  희망사회 프로젝트(저신용자재기지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초등돌봄 

나눔터 등)

41,73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서민금융상담행사 지원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75,204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 금융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금융교육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

- 한국금융사박물관 운영
25,076

(110,497명)

메세나·체육
- 신한음악상

- 신한갤러리(광화문·역삼)

- 충북·강원 체육회 후원

- 문화재 체험·보존 활동 
8,195

환경
- 신한환경사진공모전

- SOL선수범 환경지킴이 캠페인

-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 
85

글로벌
- 해외자원봉사활동(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해외장학사업(카자크,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802

총 계 151,098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

서민금융대출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2018년 중 6,357억 원 

지원하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출시 후 누적 취급액 3조 2,740억 원으로 은행권 1위 

실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및 고용 위기지역 거주자와 재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위기에 직면한 조선 및 자동차 업종 종사자와 거주자의 긴급생계자금을 새희망홀씨 대출로 

적시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모바일을 통한 무방문·무서류 방식의 포켓론인 ‘소액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직서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덜고 스마트폰으로 새희망

홀씨 대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민금융 비대면 완결 서비스를 시현하였습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을 신설해 금융비용 경감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진흥원 및 국민행복기금과 협업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신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전담 채널 운영

은행권 최초로 서민금융 거점점포인 ‘희망금융 플라자’를 개설한 신한은행은 전국 167개 주요 지역에 희망금융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고객에 대한 대출, 신용관리 및 재무상담은 물론 고용, 복지 관련 지원제도까지 

안내하는 서민금융 전담인력 ‘희망금융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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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으로 이롭게,

나눔으로 따뜻하게

사회책임금융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우리은행은 2018년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우리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우리대학생청년햇살론’을 7,000억 원으로 

확대 취급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금리를 최대 3%포인트 

내리고 대출 기간을 최장 7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융권 최초로 저신용·성실상환자에 대한 특별 금리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우려 채무자를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5,619억 원 지원하는 등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경기 침체,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전국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 중심의 지원 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지분인수를 통한 직접투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중이며, 지속적으로 혁신성장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17

당기순이익(억 원) 18,195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893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0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06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210

일반현황

CEO	손태승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영업점 수 906개

설립연도 1899년

임직원 수	15,389명

고객 수	약 2,353만 명

우리은행은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120년	역사의	정통은행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인간사랑(Humanity),	행복추구(Happiness),	희망실현(Hopefulness)의	3대	사회공헌	핵심가치를	통한	‘금융으로	이롭게,	나눔으로	따뜻하게’를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우리은행의 특별한 사회공헌활동 ‘우리사랑나눔터’

우리은행은 2007년 7월 우리은행 자원봉사단 출범 이후 전국 영업점에서 매년 꾸준히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대표적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인 ‘우리사랑나눔터’는 우리은행만의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별 33개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노년층과 영유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사회공헌캠페인’을 실시하여 반기별로 사회공헌활동 우수 영업점을 

시상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캠페인 기간에는 사회복지기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캠페인’에 참여한 부점의 우수 사회공헌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행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人만의 기부문화 ‘우리사랑기금’과 ‘우리어린이사랑기금’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하는 ‘우리사랑기금’과 1만 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기부하는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사랑기금’의 대표사업인 ‘우리투게더사랑지원제’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카카오같이가치’(모바일/웹 기부 플랫폼)와 함께 고객참여형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경영 실천

우리은행은 매년 심해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과정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본점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50여개 영업점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조명 효율을 높였고, 

7개 영업점의 노후 보일러, 공조기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총 45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매년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에너지절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11월 

에너지효율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임직원사회공헌활동

 (우리사랑나눔터 자매결연기관 지원)

-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 단체 등 지원

- 설·한가위 나눔 행사 13,014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휴면예금, 자기앞수표 출연금

-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 재단법인 서민주택금융재단 기부금
62,125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학교·교육 단체, 학교 시설 지원

- 1사 1교 금융교육

- 소외계층 아동 장학사업

- 은행사박물관 어린이 체험교실
17,376

(114,556명)

메세나·체육 - 음악회·영화제 등 문화행사지원 -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운영 11,785

환경 - 환경문제 인식개선사업 612

글로벌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지원 - 글로벌 자원봉사단 1,543

총 계 106,455

분야별 활동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리은행의 지원

우리은행은 ‘생산적금융’ 확산에 기여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지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2013년 4월 총 300억 원 규모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8년 7월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총 500억 원 규모로 재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화 자금, 여신지원, 물품구매, 펀드출자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금융지원 및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은행은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약 10곳에 1,000억 원을 출자하고 혁신성장기업들에 200억 원을 직접투자 

하였습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 투자 국내 1호 펀드(Impact Investing)에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 금융기관으로서 임팩트 

펀드에 50억 원 출자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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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우선 물품 구매

임직원 전용 사무용품 구매 사이트에 사회적기업을 입점시켜, 임직원들이 지속해서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빛예술단 후원

SC제일은행 타임카드 이용액의 0.1%를 은행이 고객 명의로 시각장애인 연주단이자 우수 사회적기업인 ‘한빛예술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약 1억 원이 적립되어 ‘한빛예술단’에 기부되었으며, 지난 8년간의 기부금은 약 14억 원

입니다. SC제일은행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자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담당 인력 충원 및 전산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및 실무부서 단위의 회의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건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피싱·파밍 및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영업 등으로부터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고자, 금융소비자들의 인식 강화를 중점으로 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및 서민대출 운영

서민금융진흥원(舊미소금융중앙재단)에 휴면예금 및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여 소액서민금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은 서민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저금리로 바꾸어주는 바꿔드림론, 대학생과 청년의 생활자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운영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사회책임금융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타행송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고객에게는 타행송금수수료 50% 감면에 추가로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현금카드발급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반 적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SC행복적금’ 판매를 통하여 사회책임금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65

당기순이익(억 원) 2,248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738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3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42.4

일반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CEO	박종복

본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영업점 수 227개

설립연도 1929년

임직원 수	4,439명

고객 수	510여만 명

SC제일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을	지향합니다.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글로벌	금융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및	직원	다양성에	있어	높은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참여형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사람 중심의

휴먼(Human)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국민 목소리 기부 프로젝트-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7 

2011년부터 매년 일반인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모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실용·문화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2018년에는 일곱 번째 시즌으로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의 

아시아 네트워크 5개국(한국, 대만, 일본, 중국, 홍콩)에 위치한 주요 여행지와 명물에 대한 정보와 묘사를 목소리 

재능기부자들의 음성으로 담아 ≪아시아 여행안내서≫ 오디오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1만여 명의 목소리 기부 

희망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01건의 오디오 콘텐츠가 제작됐습니다.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는 (사)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하여 전국의 맹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었으며,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착한

도서관프로젝트’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SC제일은행 찾아가는 경제교육

SC제일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2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금융교육프로그램(Financial Education for 

Youth)’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놀이형 교구를 직접 개발해 

‘SC제일은행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2018년까지 총 1만 

8,000여 명의 전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경제·

금융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맹학교와 결연을 맺어 점자 보드게임, 착한도서관프로젝트 경제·금융 오디오 

콘텐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 교구재를 개발해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주도의 참여형 사회공헌, ‘쉐어앤케어(Share & Care)’ 활동

참여형 사회공헌을 원칙으로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쉐어앤

케어(Share & Care)로 명명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임직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유급 자원봉사 휴가를 연 2일 

제공하고 있으며, 매달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거점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상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환경개선활동, 독거노인 생활편의지원, 다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시각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 인식개선 마라톤’, ‘시각장애인 동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다(Better Together)’를 모토로 나눔 노하우와 SC제일은행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소개하는 브랜드 미디어 

채널인 ‘더착한TV’ 운영을 통하여 소외계층 및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 중입니다.

분야별 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시각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문화 콘텐츠 개발 기부 

- 시각장애인 한빛예술단 기부

- 업무 거점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발굴 및

  봉사활동

- 카드 소멸 포인트 기부(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91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휴면예금, 휴면자기앞수표 출연 등)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일자리 창출목적펀드 조성 기금)
12,462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일반 초·중학교 및 맹학교)

42
(2,127명)

메세나·체육 -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시각장애 인식개선 마라톤 지원 외) 10

환경
- 지역사회 환경정화 및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기부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원 외) 
5

글로벌
- 재해 난민을 위한 희망T 제작 및 기부 

- 해외빈민국 아동을 위한 의류 기부 

- 해외빈민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과 의료지원  
52

총 계 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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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KEB하나은행은 서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67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등에 150억 원의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하나 

파워온 임팩트’, ‘하나 파워온 챌린지’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워온 임팩트는 사회 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존의 복지 혜택 

제공 방식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 인큐베이팅 프로

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복지혜택 제고의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하나 파워온 챌린지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 중인 청년 디자이너와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연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취약계층 지원 상품 확대 시행

KEB하나은행은 포용적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 대학생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을 통하여 2018년부터 매년 약 6,000억 원 규모, 2020년까지 1.7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대의 별도 금리 감면 항목을 만들어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또는 주부 등을 위한 상품인 ‘KEB하나 편한 대출’을 선보여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KEB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고충·일자리 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전담지원팀을 신설하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26

당기순이익(억 원) 17,66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31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6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01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392

일반현황

CEO	지성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을지로 35

영업점 수 954개(해외지점 포함)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13,020명

고객 수	약 1,980만 명

‘보육 사업 지원’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선도

KEB하나은행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여성의 경력 단절, 일자리 부족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 착공을 시작하였고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 및 거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

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00개의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 위주의 보육 시설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특히 여성 직장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 활동 실천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사회공헌을 통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해외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Hana Happy Clas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Hana Happy Class in Indonesia’ 

활동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낙후 지역아동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의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기부 활동을 하였고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수해 지역에 행복 상자 전달 및 기부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방식의 금융 교육 지원

KEB하나은행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지식 함양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1사 1교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2018년 말 현재 전국 580여 개 학교와 영업점이 결연을 하고 활발한 금융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금융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금융 교육인 ‘하나드림캠프’를 통하여 통장 발급과 위폐 감별 업무 등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KEB하나은행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 지원을 위하여 뮤지컬 형식의 

금융 교육극인 <재크의 요술지갑>을 2007년부터 1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뮤지컬의 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및 자녀들로 확대하고 향후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한 경제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금융	실천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손님과	

사회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고	손님	및	지역사회로부터	창출된	수익과	임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조성

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 소외계층지원 행복상자 프로그램

-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성금 지원

- 2018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20,12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연

- 휴면 자기앞수표, 휴면 예금 출연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법인카드 포인트 기부금)

-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67,120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어린이 경제 뮤지컬

- 1사 1교 금융교육 시행

- 글로벌 직업체험 프로그램

- 새터민 대상 금융교육

- 대학교 학술 교육 지원
1,617

(117,231명)

메세나·체육

- KEB하나은행 여자 농구단 운영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 DMZ국제다큐영화제 지원

- 비인기 스포츠 지원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지원
11,072

환경
- KEB하나 자연사랑 어린이미술대회

- UN 청소년 환경 총회 지원

- 세계가스총회 지원

- 녹색생활실천운동 지원
514

글로벌
-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지원

- 라오스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

- Hana Happy Class in Indonesia
621

총 계 101,07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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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KB국민은행은 2016년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공모에서 선정된 3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사회적기업이 만든 천연세제, 비누세트 등 고객용 사은품도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을 살려 2015년 135억 원, 2016년 73억 원, 2017년 180억 원, 2018년 

159억 원 등 최근 4년간 총 547억 원의 기업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KB국민은행은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8개 지사에서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미소금융재단에서는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미소금융 업무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15년 10월 23일 은행권 미소

금융재단 최초로 미소금융 1,000억 원 지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 총 12,970명에게 1,560억 원의 미소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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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 해 동안 저소득·저신용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하여 5,977억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로 사금융 및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244억 원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사회책임금융

KB국민은행은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탈북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배려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으로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재산 형성을 돕는 ‘KB미소

드림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400

당기순이익(억 원) 19,99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8,19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90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099

일반현황

CEO	허 인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영업점 수 1,069개(해외법인 및 지점포함)

설립연도 2001년

임직원 수	17,220명

고객 수	3,113만 명

‘청소년의 멘토 KB!’

‘청소년의 멘토 KB!’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디지털’ 3개 분야의 멘토링 

사업과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 멘토링은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멘토링은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찾아가는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부방 만들기, 학습공간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등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는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및 다문화지원 사업

2015년부터 건강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심장병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2018년 말까지 76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 및 지원함으로써 현지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 케어센터 조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여가생활을 돕는 KB 글로벌 축구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환경 관련 사업

2018년 6월 정부·민간기업·시민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B국민은행-환경부-

환경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B국민은행-KOICA-(사)푸른아시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사업,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생활

유도 수신상품 개발(KB맑은하늘적금, KB맑은하늘 공익신탁)을 통해 고객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대해 우대금리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청소년의 멘토 KB!’ 학습·진로·디지털 멘토링

- 전통시장 사랑나눔

- 나라사랑 계룡대 안보견학

- 사랑의 빵나눔터

-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

- 사회공헌홈페이지 긴급 후원 사연 지원
73,38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KB미소금융사업 지원

- 휴면예금 및 휴면자기앞수표 출연

-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 일자리 창출펀드 출연

- 사회투자펀드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기부 등 서민금융지원금
93,369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 ‘청소년의 멘토 KB!’ 강연형 진로 멘토링

   꿈꾸는대로

- 1사 1교 경제금융교육 봉사단

- KB금융공익재단 출연

- 학교폭력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12,358
(77,736명)

메세나·체육 -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 스포츠 대회 지원 10,213

환경
-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

- 몽골 KB국민의숲 조성

-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사업
130

글로벌

- 캄보디아 심장병어린이 의료 지원

- 헤브론심장센터 지원

- 캄보디아 훈센장학재단 

- 양곤 KB학당

-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지원

- KB다문화케어센터

- KB글로벌 축구단

- 외국인 근로자 의료/법률 무료 지원

- KB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809

총 계 190,266

KB국민은행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	곳곳에	다양한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폭넓게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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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한국사회적기업상

‘한국사회적기업상’은 한국씨티은행이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손잡고 시작한 우리 사회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써온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분야, 사회혁신분야, 성장분야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제2회를 맞이

하여 일자리창출분야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회혁신분야에 ㈜명량캠페인, 성장분야에 ㈜모어댄을 수상기업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소셜벤처정책연구 후원

소셜벤처정책연구는 국내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은 사회연

대은행과 함께 국내 소셜벤처의 현황 및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사와 국내외 지원정책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민관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한 포럼 개최 및 네트워크 조직을 통하여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취약계층 서민들에 대해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하여 저신용·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씨티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하여 2018년에는 서민들에게 1,2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및 서민금융

상품을 3년 이상 사용 후 상환한 고객에게 징검다리론을 통하여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바꿔드림론 상품을 통한 저금리대출 지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45

당기순이익(억 원) 3,46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65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8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1,257.4

일반현황

CEO	박진회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영업점 수 44개

설립연도 1981년

임직원 수	3,552명

고객 수	2,727,303명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씽크머니(Think Money)’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함양해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YWCA연합회와 협력해 2006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52만여 명

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해 온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금융생활체험공간 ‘펍핀(Pub Fin)’을 

운영하며,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 및 청소년 기관, 청소년 동아리 등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금융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015년 시작된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및 JA Korea 직장인 강사단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장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차세대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과 기업 가치관에 대하여 배우게 되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고 직업 선호도를 

탐색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14개 지역 60개교 

약 2,800여 명이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으며, 이들 참여 학생 중 약 1,00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

한국씨티은행과 WWF Korea(세계자연기금)는 2018년 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를 맺고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기업들의 행동변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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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고 있습니다.

*씨티재단 후원금 USD 1,160,000로 진행된 프로그램임

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에	첫	번째	지점을	개설했으며,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해	(주)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160여	개국의	2억	명	고객	등	세계적인	영업기반을	가진	씨티의	다양한	상품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투자금융에서	소매금융,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다양성,	지역사회,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 한국여성지도자상

- 라파엘의 집 후원

-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후원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후원

- 내고장사랑재단 후원
47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상

- 사회연대은행 소셜벤처정책연구 후원*
16,21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금융교육*

-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901

(36,118명)

메세나·체육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837

환경

-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공헌의 날

- WWF ‘내일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후원*

- 경인 아라뱃길 가꿈이

- 양재천 환경정화활동

- 서울숲 가꾸기 활동 304

글로벌 - 국경없는의사회 후원 2

총 계 18,726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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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대구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꿈나무교육사업단 운영

꿈나무교육사업단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지니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꿈나무진로직업체험관(바리스타, 아나운서, 디자이너, 

직업군인, 공예가, 파티시에, 요리사 등), DGB금융교육센터(용돈 관리, 저축과 투자 등), 사회적서비스(은행 체험 및 

금융 교육 실시)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2018년 한 해 36,2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맞춤대출상품 지원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하여 DGB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맞춤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한 해 동안 DGB새희망

홀씨대출 537억 원, 바꿔드림론(영세자영업자 포함) 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지원 

2018년 한 해 동안 DGB대구은행은 지역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경영애로 및 폭염피해 지원대출,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특례보증대출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3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타행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CD/ATM이체수수료, CD/ATM현금인출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등에게 일반적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DGB희망

더하기적금’을 판매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49.4

당기순이익(억 원) 2,57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71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308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78

일반현황

CEO	김태오

본점 소재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영업점 수 249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3,310명

고객 수	약 408만 명

‘DGB행복이 꽃피는 공부방 만들기’ 행사 실시

DGB행복이 꽃피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및 환경이 열악한 아동보육시설의 학습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이 공간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저소득가정이나 보육시설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노후된 책상과 의자, 냉방기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학습용 비품 교체 등과 도배 및 장판 교체,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교체, 창문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시설환경 

전반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25호점 선정을 시작으로 향후 4년 동안 100호점 

선정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 ‘제17회 DGB 어린이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 개최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DGB대구은행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DGB 어린이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한 10,700여 명 중 4,300여 명을 선발해 교육감상과 DGB대구은행장상이 수여되었

으며, 어린이미술 공모전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운문과 산문으로 나뉜 DGB 

백일장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거쳐 장원 2명 등 총 3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DGB대구은행장상 등 상금을 수여하였

습니다. 또한 미술 및 백일장 수상작들은 본점 로비에 전시되어 은행을 찾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프로야구 초청 관람 실시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헌혈 및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 헌혈자, 적십자 봉사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를 기리는 지역 사회공헌 확산의 일환으로, 생명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습

니다. 행사에는 헌혈자 1,000명과 헌혈 관련 봉사·구호 활동하는 적십자 봉사원 1,000명 총 2,000명을 초청하였

습니다. 행사 전후 다트판 이벤트,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팝콘 나눔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경기장을 찾은 일반 관객

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관객에게 간식과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공하여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은행’이라는	비전을	품고	‘지역사랑,	나눔실천,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역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은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며,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큰	혜택으로’	다가가는	DGB대구은행이	되도록	전	임직원은	진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영덕 수해지역 피해복구성금

- 명절 온누리 상품권 2억 원 대구·경북

  취약 계층에 전달

- 사랑의 빵나눔 행사

- DGB행복한 공부방 만들기

- 농촌사랑 의료 봉사활동

-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후원금 전달
17,412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출연금

- 주택청약 공익기부금 출연

- 장기소액연체 정리 기부금
5,09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DGB 독도사랑골든벨 행사

-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운영

- 대구은행 금융경제교실 운영 4,106
(86,255명)

메세나·체육

- 적십자 봉사원 및 헌혈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

-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기원 격려금 전달

- 대구지역 각종 마라톤 대회 지원

- 지역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

- 어린이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후원

4,070

환경
- 봄철 나무심기행사

- 대구환경교육마당 후원

-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후원
11

글로벌
- 베트남 지도자 지역개발연수 후원

-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후원

- 베트남 나눔의료 봉사활동 기부물품 지원

- 글로벌인재포럼 협찬
103

총 계 30,800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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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부산은행은 2018년 2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업무체결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부 대출’을 진행 중

입니다. 이 대출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행정

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50억 원 한도로 특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 기준 4,571백만 원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등 포용적 금융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전담창구-맞춤형종합상담’ 업무 협약 체결 및 ‘서민금융 전담창구’ 전 영업점 확대 시행

2018년 9월 부산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간 업무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서민·금융소외계층·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창구(하단동 외 4개 지점) 5곳으로 운영

하던 ‘서민금융전담창구’를 ‘맞춤형종합상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가까운 영업점에서 서민금융 대출상담을 받도록 

전 영업점(영업소 및 소형영업소 제외. 2018년 9월 기준 180개)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의 ‘사이버 서민금융점포’ 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신청’을 신설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방문상담예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출시

2018년 4월 부산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및 전자약정(전자등기)이 

가능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을 지방은행 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기존 u-보금자리론 대비 연 0.10%p 낮은 금리와 대출만기 시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굿뱅크, 썸뱅크)와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및 전자약정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담보 감정가 6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가의 최대 70%(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전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후 2018년 12월까지 누적 취급건수 341건, 

취급액 35,18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자 부담을 확 줄인 ‘썸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2018년 6월 부산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썸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썸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해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모바일 사진촬영을 통한 계약서 제출까지 가능한 비대면상품입니다. 신청자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개인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에게 최저 연 2.74%,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썸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상품 출시 후 2018년 12월까지 누적 취급건수 26건, 취급액 2,434백만 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53

당기순이익(억 원) 3,47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80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40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903

일반현황

CEO	빈대인

본점 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영업점 수 254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3,271명

고객 수	약 374만 명

등하굣길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지원 사업

부산은행은 부산시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학교 앞 스쿨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3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가 표시된 형광색의 방수 가방 덮개

입니다. 이 덮개를 책가방에 씌우면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식별이 뚜렷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된 사업으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덮개는 부산시내 초등학생 

1학년 2만 7,000여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부산은행은 청소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BNK행복한 힐링스쿨>은 청소년 

문제를 뮤지컬로 풀어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교육 관련 뮤지컬로 2013년부터 약 11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관람

하였습니다. 경제교육과 BNK실내악단의 클래식 공연을 접목한 ‘BNK행복한 쌈지경제콘서트’는 2013년부터 4만 

6,00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관람하였고, 금융지식을 춤과 음악으로 쉽고 재미있게 재해석해 부산지역 30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을 주제로 한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창작 뮤지컬 <도와

줘요 안전맨>은 2015년부터 약 3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관람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기부 프로젝트 사업

부산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사회공헌홈페이지에 매주 1~2회 등재해 시민들의 공감 댓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는 ‘공감기부 프로젝트’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무료기부 참여라는 측면

에서 지역 내 기부문화를 확산에 기여한 이 사업에 2018년 말 기준으로 16만 명의 시민이 223건의 도움이 절실한 

사연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부산은행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라는	그룹	경영	이념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고객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선도하고,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행복한	금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출산장려(HAPPY MOM BOX)지원

-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지원

- 공감기부 프로젝트

-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명절 차례상 및 연말)

- 사랑의 복꾸러미 더하기(연말)

- 시민행복 건강기부

- 여름이불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22,85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휴면예금·휴면수표 출연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10,095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1사 1교 금융교육, 행복한 금융캠프,

  금융교육관련 재능기부 활동 등

- BNK행복장학금 전달

-  청소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행복한 힐링

스쿨>, 행복한 쌈지경제 콘서트,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274
(27,046명)

메세나·체육

-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지원

- 부산국제영화제, 연극제, 무용제 등 지원

- 워라밸 컬처 in 부산(다양한 장르의 공연 실시)

- BNK행복한 음악캠프

- BNK실내악단 및 갤러리 운영 6,222

환경 - 부산지역 4대 해수욕장 정화활동 - 부산 시민 나무심기 활동 53

글로벌 -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하는 ‘베트남 식탁’ 행사 10

총 계 40,505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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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역을 잘 아는

우리 모두의 은행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광주은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2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모든 영업점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대고객 행사의 사은품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총 구매액 1,000만 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한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2018년 7월 18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

으로 총 75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보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8년 10월 20일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협약보증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유망창업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이며 신용보증기금에 5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기반으로 총 310억 원을 지역 

내 청년 창업지원, 신기술 혁신기업과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등에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전용점포 오픈 

2018년 1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어르신 전용점포 학동점(출장소)를 오픈하였습니다. 학동점은 2017년에 문을 연 

빛고을 건강타운점(출장소)과 오치동점(출장소)에 이은 세 번째 어르신 전용점포로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에 익숙

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점포입니다. 어르신 전용점포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서비스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입행원보다는 고객 응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직원을 우선 배치

하여 어르신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3

당기순이익(억 원) 1,60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9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6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279

일반현황

CEO	송종욱

본점 소재지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영업점 수 142개

설립연도 1968년

임직원 수	1,651명

고객 수	약 334만 명

캄보디아에 새로운 삶을 선물한 따뜻한 나눔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글로벌 나눔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과 의료 봉사를 진행해 안질환 

환자 38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 함께 캄보디아 중·고교 학생

들과 문화체험과 체육활동, 무료급식을 진행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앞장

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설립

저소득가정,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등에 공부방을 지원해 주는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을 지난 2015년 5월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공부방 50호점을 선정하며 지역 어린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쾌적한 독서공간인 이음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음어린이도서관에는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리모델링과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신간 어린이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생의 대외활동을 돕기 위하여 대학생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기를 선발한 

이후 10년간 300여 명의 홍보대사를 배출하며 광주은행의 대표적 청년 연계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보대사는 

7개월 동안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잡은 광주화루

광주화루는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국화 공모전

입니다. 10인의 작가를 선정해 경쟁을 펼치는 공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해 수상작가를 선발하는 공모전은 

3회에 접어들었으며 광주화루 전시회는 한국화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한국화의 멋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턱 낮은 열린 전시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40여	개의	점포와	1,65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총자산	23조	원	규모의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51년	동안	지역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과	봉사활동은	물론	어린이날	그림대회,	겨울	속	동화나라	등	매년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을	

넓혀가는	메세나활동	지원	등	지역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의	따뜻한	이웃으로	지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어왔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공헌에	사용

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체가	지역사랑봉사단이	되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0호점 선정

- 명절 소외계층 전통시장 장보기

- 전 직원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참여

- 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 후원

- 신학기 교복 나눔 청소년 50명 후원

- 50박스의 기적 나눔 행사 

-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사업

- 임직원 급여 끝전 나눔 사업

- 지역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후원

- 지역 사회공헌행사 후원 등 

4,08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휴면예금 출연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부 등
4,209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재)광은장학회 운영

-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금융박물관 금융·체험교육 실시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등 
5,658

(11,207명)

메세나·체육

- KJ원더랜드 운영

- 광주화루 공모전 개최

- 3·1절마라톤, 호남마라톤, 5·18 마라톤,

  장애인체육대회 등 스포츠대회 후원

- 메세나나눔 어린이뮤지컬 공연

-  성악콩쿠르, 임방울국악제, 호남예술제 등 

  지역문화행사 후원 등
2,653

환경 - 녹색환경대상 주최 - 지역 환경 사업 지원 등 22

글로벌 -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참여 및 후원 - 아프리카 리앤차드 기금 후원 등 29

총 계 16,652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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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제주대표 强小 은행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제주은행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홍보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기회를 주며, 시장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제주은행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지원을 2016년부터 

3년간 누적 약 1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주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통하여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이며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융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제주은행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등과 연계, 전국 최초 ‘제주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해 지역실물경제 발전에 기여

함은 물론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골목상권 우대카드 ‘제주 통(通)카드’를 발매해 소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높은 포인트 적립혜택을, 골목상권은 매출액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 기준 약 8만좌를 발급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제주지니’를 아시나요?

제주는 천혜의 관광지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제주은행은 금융권 최초 모바일 관광플랫폼인 ‘제주

지니’앱을 개발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로 인한 관광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주도민이 즐겨 찾는 맛집과 관광정보, 기타 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의 참멋을 즐기고 맛집에 대한 

무료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스타트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한 상생 노력을 

하고 있으며, 5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제주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70대 어르신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무임 교통 이용 지원 및 빅데이터 제공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임교통카드 

이용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약 10만 여 명 중 65,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택시이용을 지원하는 행복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대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민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선정자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화와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양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5.89

당기순이익(억 원) 236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3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0.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71

일반현황

CEO	서현주

본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영업점 수 36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 수	463명

고객 수	725,417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제주은행은	1969년	창립	이래	반세기	동안	제주도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제주경제를	견인해온	제주	대표	금융기관으로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하에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업을	통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상생	금융지원과	소외계층	지원	활동	그리고	제주의	환경,	교육,	문화	등	섹션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

에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은행은	제주도민과	고객들이	오랜	기간	보내준	따뜻한	애정과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 추석·설 제수용품 장보고가세 

- 사랑의 송편 만들기

- 보육원 산타 원정대  

-  지역 취약계층 복지시설 후원지역사회공헌 

  행사 후원 

-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열매 후원 

- 방과후 학생 씨네하트 데이 등

243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지원 79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1사 1교 금융교육

- 취약계층 경제교육

- 장학금 지원

- 멘토링 봉사활동
180

(4,510명)

메세나·체육
- 제주 메세나 협회 후원

- 제주도 7개 마라통 후원

- 제주육상연맹 꿈나무 지원

- 지역 아동센터 씨네하트 데이
242

환경
- 제은 푸르미 운동 

- 1단체 1오름(다랑쉬 오름) 가꾸기

- 산지천 지킴이 활동

- 올레길 정화활동 등
12

글로벌 - 재일 제주인 1세대 모금 지원 - 재일 한국인 지원 사업 등 6

총 계 1,474

분야별 활동

제주은행 봉사단

제주의 상부상조 정신인 ‘수눌음정신’을 이어받아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속에 

2003년 ‘제주은행 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의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자금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경로식당 배식봉사활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천사들께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씨네하트데이’, 백혈별 환아 돕기 ‘러브콘서트’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제주은행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제주푸르미운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자연유산인 오름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효율

적인 오름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지정오름 : 다랑쉬오름)’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조심 리본 

달기,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 일회용품줄이기’ 운동을 통해 

텀블러 사용 및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우산털이기 설치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확대

제주은행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1사 1교 금융경제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융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하여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한편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기초금융상식을 교육하는 등 제주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선제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사회공헌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제주은행은 지역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제주의 풍요로운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메세나 매칭 그란트 사업, 제주 도르라 트럭(젊은 예술인들의 즉흥공연 트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

육상연맹, 제주에서 개최되는 8개 국제마라톤대회에 후원하는 등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도내 대학, 학교의 교육발전기금 출연 등 교육분야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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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직장,

강한 은행!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전북은행은 ‘문화가 있는 날’, ‘어버이날 孝 콘서트’ 등 사회공헌행사 개최 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초청해 사회적기업에는 활동무대의 장을 마련해주고 도민들에게는 문화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김부각, 누룽지, 쌀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독거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전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착한 소비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舊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전북은행은 저소득 및 저신용층, 영세사업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

위원회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착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전북은행은 어려운 경기상황과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및 저신용층 고객에게 

최소한의 서류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따뜻한금융클리닉 전주센터 및 수도권 지역에 소매금융센터 등 서민 밀집지역에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전북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은행 이용수수료를 감면하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JB새희망홀씨대출 – 개인 및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금융권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을 위하여 

전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기준(CB등급 또는 연 소득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JB청년대학생햇살론(징검다리론) – 사회적 약자 계층(대학생, 청년)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람 및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지급을 보장하고 전북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JB바꿔드림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8.5%~13.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17.4

당기순이익(억 원) 1,115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4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09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2,742

일반현황

CEO	임용택

본점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영업점 수 94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 수	1,055명

고객 수	약 153만 명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사업

전북은행은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도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서로가 소통하는 학교

문화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생생 樂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퓨전국악

공연을 제공하는 ‘어버이날 孝 콘서트’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전북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리웠던 가족을 초청하여 근로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해 

힘든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는 ‘웰캄 투 코리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多정多감 문화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시 및 백내장 수술을 받기 어려워 실명 위험에 처한 캄보디아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교육지원사업

전북은행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교육환경개선, 문화활동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저소득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청소년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JB 인문학 강좌’,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

하도록 돕는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전북은행은	1969년	창립	이래	반세기	동안	전북도민과	금융을	잇는	튼튼한	경제	혈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벌이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10%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해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역사랑봉사단’의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설 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 웰캄 투 코리아

- 다문화가정 多정多감 문화교실

- JB희망의 공부방

- 사랑 한가득 주먹밥

- 사회복지사 힐링 DAY

-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 장애인가정 가족사진 지원

- 임직원 급여 1% 나눔

4,24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휴면예금·휴면수표 출연
2,592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운영

- JB Dream up 금융투어

- JB 커리어캠프

- JB 인문학강좌

- 전북애향장학재단 지원
2,742

(14,343명)

메세나·체육

- JB 원더랜드 운영

- 생생 樂 페스티발

- 문화가 있는 날

- 어버이날 孝 콘서트

- 희망나눔 신년음악회 1,264

환경
- 전부점 환경정화 봉사활동

-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 공원의 친구 되는 날
4

글로벌 -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정기후원 48

총 계 10,896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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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역·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은행

사회책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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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무사업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지역 내 소재한 사회적기업인 아그네스

복지재단 행복주식회사에 2013년부터 시작으로 2017년 7,000만 원, 2018년 7,000만 원의 사무용품 납품을 받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舊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BNK경남은행은 2009년부터 지속해서 저소득층, 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2013년까지 약 39억 원),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2018년까지 약 98억 원), 신용회복위원회

(2018년까지 약 8억 원)의 재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희망힐링펀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새희망홀씨Ⅱ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 지원

BNK경남은행은 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표적으로 ‘경남새희망

홀씨’ 대출 상품을 2010년 11월 출시하였습니다. 동 대출은 저신용 등급,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0년 83억 원, 2011년 308억 원, 2012년 321억 원, 2013년 364억 원, 2014년 

343억 원, 2015년 381억 원, 2016년 557억 원, 2017년 694억 원, 2018년 6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영업점 서민금융상담 전담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서민, 소상공인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 효율적인 서민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영업점 서민

금융상담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꿈과 희망 나눔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 나눔창구’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타 기관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연계서비스를 함께 실시하는 등 서민에 대한 금융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7.9

당기순이익(억 원) 1,614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2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2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33

일반현황

CEO	황윤철

본점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영업점 수 161개

설립연도 1970년

임직원 수	2,961명

고객 수	277만9,000명

BNK경남은행 ‘지역별 걷기대회’

BNK경남은행은 2009년 울산시 태화강 십리대밭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둘레길 완공을 기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5년 창원시 둘레길 걷기대회, 2016년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 2017년 김해시 해반천 걷기

대회로 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4개 지역 총 25,000여 명이 참여하는 체육 대표행사로 지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시사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올해 29회를 맞은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사생실기대회’는 지역의 대표 문예행사로서 창원 용지공원·진주성·국립

김해박물관·울산대공원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경남 및 울산지역 여성과 어린이 등 지역민 50,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지역의 문예행사를 축제로 발전시켜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예술·문화 확산과 학술·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과 행복 후원 캠페인’

BNK경남은행은 2017년도부터 체육,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경상남도 교육청(학교)으로부터 추천받아 경남도민일보사와 공동 취재하여 신문에 소개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청소년드림스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세대를 경상남도 내 지방

자치단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경남신문과 공동 취재하여 신문에 소개하고 후원

하는 ‘희망나눔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52세대에 

169백만 원과 재능청소년 19명에게 95백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는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희망과 행복 후원’ 

코너를 통해서 전회차 기사 확인 및 개인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BNK경남은행은	‘고객·지역·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은행’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행복과	희망이라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양적·질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대표은행

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한	공익재단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단	

등	사회공헌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지역	사회	각계각층과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존경과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지역소외계층 지원 나눔활동

  (사랑의 떡국, 전기장판, 김장, 팥죽)

- 무료급식소 사랑의 특식제공

- 명절 및 연말 전통시장상품권 나눔

- 장애인목욕, 야영대회, 복지시설 지원

- 경남은행봉사단 활동(농촌 봉사활동)

- 무더위쉼터 운영(은행권 전국 최초)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 BNK경남은행 의인상

- 청소년드림스타ㆍ희망나눔프로젝트 등 

9,93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연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 휴면예금ㆍ자기앞수표 출연 등 8,24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경은장학회 장학금 지급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 지역별 학술단체 후원 

-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예방 연극 등
1,189

(10,338명)

메세나·체육

- 참여형 지역공헌사업(연극, 오페라 등)

- 어린이사생실기대회 및 여성백일장

- 창원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 울산십리대밭길 걷기대회 개최

- 진주 남강걷기대회 개최

- 김해 해반천 걷기대회 개최

- BNK경남은행 갤러리 운영

-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기관 축구대회 

- 경남은행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1,378

환경

- 진해 ‘BNK편백치유의 숲 쉼터’조성

- 창원꽃길마을 ‘대형화분’ 설치

- 동읍운동장 ‘GPS시계’설치

- 진주 ‘월아산 우드랜드 편의시설물’ 설치

- 김해서부문화센터 ‘사랑의 시계탑’ 설치 1,350

글로벌
- 결혼이주여성 교육 지원 

- 다문화/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 이주민 등 거주 외국인 지원
3

총 계 22,100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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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KDB산업은행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인 (주)떡프린스의 제품을 

장애인재활기금 마련 바자회 행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사)서울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KDB나눔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2015년 8개 기업, 2016년 9개 기업, 2017년 10개 기업, 2018년 10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구매하여 8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고 ‘나눔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

KDB나눔재단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사회공헌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적극적인 사회책임

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초기창업기업가 양성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창업 정규교과과정’을 실시하여 창업문화확산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예비·초기창업기업가를 발굴하여 체계화된 창업교육, 전문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함께 벤처투자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89개 기업 창업, 신규채용 300명, 투자유치 163억 원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 적정기술을 활용한 ‘KDB흄테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역량 있는 국내 

스타트업 3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교육, 동남아 현지 시장조사, 시작품 제작,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글로벌

이슈해결’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셋째, ‘KDB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25개 대학과 제휴하여 대학교수와 전문창업교육자와의 협업으로 대학 내 

‘창업정규교과’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일반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창업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팀은 해외 창업 전문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후속지원으로 더욱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웠습니다.

‘KDB창업기금’을 통한 소외계층 창업 지원

KDB나눔재단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창업지원을 위한 ‘KDB창업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역량을 

갖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전문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과 함께 창업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05년도

부터 현재까지 11차 기금이 조성되어 여성가정, 저신용자, 기초수급자 등 208명에게 38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일반현황

CEO	이동걸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영업점 수 91개

설립연도 1954년

임직원 수	3,573명

고객 수	527,647명

복지사각지대를 밝히는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후원 사업은 KDB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분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나 정부나 지자체

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KDB산업은행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미술대안학교를 후원하였으며,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여자육상 유망주 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KDB산업은행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고 후원이 부족한 복지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서 

후원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사업

KDB산업은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보존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밤섬을 

부탁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생태보호 가치가 높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에서 발 디딜 틈 없이 자란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강유역 

‘샛강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년 환경보호 및 산악정화운동에 힘쓰고 있는 ‘한국산악회’ 후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사랑나누기 행사

KDB산업은행 임직원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매년 ‘1인 1봉사’를 모토로 1996년부터 삼성농아원 등 10개 결연 

복지시설에 대해 정기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성금모금을 통해 불우이웃(취약계층) 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1만 2,500포기의 김치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이 부족한 결연 복지시설 장애인, 

불우이웃 등 취약계층 및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봄꽃축제 행사와 가을음악회 등 문화나눔 행사를 함께하고 

있으며, 장애인재활기금 마련 바자회, 임직원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교육·문화나눔	활동	등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신입행원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활동

- 복지시설 초청 봄꽃축제 행사

- 한강유역(밤섬을 부탁해) 자원봉사활동

- 산은가족 헌혈 캠페인 및 기부

- 1사1병영 지원(육군제7사단)

- 복지사각지대 후원 [따뜻한 동행]

-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 설·가정의달·추석 사랑나누기 행사

- 연말 사랑나누기 직원 성금 기부 및 봉사

- KDB나눔재단 출연 등

4,37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은행연합회 공동사업) 7,78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행사 후원

- 청소년대상 경제교육 후원 및 봉사

- 각종 학술대회 및 포럼 후원 180
(826명)

메세나·체육 - 문화공연 및 한국여자농구연맹 후원 및 협찬 1,865

환경 -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사업 후원 -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탐사대 후원 55

총 계 14,252

분야별 활동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10

당기순이익(억 원) 26,45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02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4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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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금융

사회책임금융 모두가 행복한 금융 ‘NH 행복채움프로젝트’

NH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NH 행복채움프로젝트’는 농업인과 혁신기업, 소외계층의 자립 및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향후 2020년까지 총 42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한 농업정책자금대출 지원, 중소·벤처·혁신기업 투자, 기술금융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기관 협약대출과 우대금리 한도 확대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자체와 청년창업 대출협약을 늘리는 등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 지원

NH농협은행은 서민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 상담창구와 분리된 공간인 서민금융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거점점포 20개소를 포함해 전담창구를 80개로 확대하고 총 100개소의 서민금융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상담 및 판매, 저금리채무로 전환, 재무컨설팅, 금융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컨설팅으로 중소기업·농식품기업 성장발판 마련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지 않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의 ‘기업경영 컨설팅’으로 재기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감사편지에 담긴 문장입니다. 기업 내실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재무·세무 분야 등 에서 총 378건을 실행하였

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금융 전문은행으로서 ‘농식품기업 컨설팅’ 및 ‘농업금융컨설팅’을 통해 농업인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해커톤 등 창업경진대회 주관·후원

NH농협은행은 서로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해커톤’ 행사 주관·후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참가자의 新기술 소개 및 아이디어 도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연합 해커톤 행사에 3년 연속 후원하며 금융API 활용사례를 전파하고, 농업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멘토링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금융API,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품해 

농협금융·경제 부문과 접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에도 후원사로 참여, 

농업분야 혁신기업 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금융지원과 기부, 제품구매 등 전폭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총 355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79

당기순이익(억 원) 11,327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388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478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3,567

일반현황

CEO	이대훈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영업점 수 1,141개소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 수	13,532명

고객 수	약 3,102만 명

금융교육으로 행복을 채워요 ‘행복채움금융교실’

‘행복채움금융교실’은 격오지 청소년·다문화·시니어 등 다양한 금융소외계층을 비롯해 금융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임직원 재능나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2018년 1,643회에 걸쳐 6만 5,000명에게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부 주관 ‘대한민국 교육 기부대상’(금융기관 최초 3회 수상)과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장상(2016~2018년, 3년 연속)을 수상해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습니다.

든든한 지킴이 ‘농촌·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

‘농촌·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는 70세 이상 노년층 대상으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2~3회 전화 안부 인사와 

함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2008년부터 1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700여 명의 상담사가 매월 평균 약 1,400명의 외로운 어르신에 전화를 걸어 때마다 날씨 등 절기 이야기나 

안전·건강 관련 생활정보를 전달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대응법도 안내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함께 가꾸는 도시와 농촌

NH농협은행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며, 농업인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농산물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는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은 NH농협은행만의 농촌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를 통해 폐비닐을 집중 수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어 나갑니다. NH농협은행은 또한 

산불,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구호물품 전달,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함께 실시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무더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해 전국 영업점을 

쉼터로 제공하고 선풍기, 생수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도 지원했습니다. 

사랑나눔 행복채움 릴레이 ‘NH농협은행 봉사단’

2018년에는 ‘NH 사랑나눔 행복채움 릴레이’란 테마 아래, 약 6만 5,000여 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이웃사랑·

나라사랑·농촌사랑 등 매월 다양한 사회공헌 주제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물론 임직원 헌혈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문화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함께한 뮤지컬 관람, 국가유공자 및 국군

장병 위문  활동등 공공사회의 이익을 위한 협동조합 가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임직원 일동은 

농업인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같이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NH농협은행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사랑받는	민족은행으로서,	농업·농촌의	복지증대와	소외계층·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며	고객과	

농업인,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재해	복구,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및	공익을	위한	

활동과	서민금융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인재를	위한	학술·교육	분야	후원,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성화,	환경보호	및	해외	구호에	힘쓰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	원칙을	바탕

으로,	고객행복	및	나눔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재해구호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 공익행사 및 캠페인 지원

- 기타 소외계층 지원 등 79,68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45,03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학술·교육사업 수행 및 지원

- 학술·교육 단체 지원

- 학교시설, 연구자금 지원

- 장학금 지원
13,780

(64,645명)

메세나·체육
- 공연·전시회 지원

-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지원

- 지역 스포츠 대회 팀 지원
6,261

환경 - 환경보호 사업, 환경 캠페인 지원 3,037

글로벌 - 글로벌 구호단체 지원 등 12

총 계 147,813

(단위 : 백만 원)분야별 활동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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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금융 파트너, IBK

사회책임금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 운용

IBK기업은행은 대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IBK새희망홀씨를 통하여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에 

3,603억 원(42,6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단독으로 협약하여 실직·임금체불 근로자 및 저소득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1,361억 원(22,342건)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IBK사잇돌중금리대출은 802억 원(9,69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게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대출을 2018년 중에 18,245억 원

(21,214건)을 지원하는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임금융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IBK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IBK기업은행이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총 560억 원을 출연해 운영 중인 IBK미소금융재단은 국내 

미소금융재단 중 최다인 21개 지부를 운영 중이며, 2018년에 139억 원(1,799건)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출 및 경영 노하우를 상담

하는 찾아가는 미소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69

당기순이익(억 원) 13,487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04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8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05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3,836

일반현황

CEO	김도진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영업점 수 643개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 수	13,153명

고객 수	약 1,555만 명

청년취업난 해결, 중소기업 성장의 버팀목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IBK청년희망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대학생)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초·중학생)에게 자신의 지식, 경험, 재능을 나누고 정서적 교감을 통하여 상담도 해주는 IBK기업은행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은 학습지도가 있어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초·중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재능기부를 실천합니다. 참가한 멘토들에게는 장학금 외에 입행 3년 이내 행원들의 무료 취업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2016년에는 1,748명, 2017년은 1,417명, 2018년은 1,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까지 10만 명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新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인 ‘i-ONE JOB(www.

ibkonejob.co.kr)’을 구축해 928개의 중소기업과 20,436명의 구직자를 연결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006년 4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재단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2018년

까지 41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IBK행복나눔재단은 2018년 누적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7,153명에게 총 114억 

원의 장학금 지원과 희귀·난치성 등 중증 질환자 2,209명에게 치료비 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인천시 남동구에 공단지역 내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IBK남동사랑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을 개원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IBK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2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 지원하였고 위급한 상황에 동료를 구할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해외사회공헌활동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은행으로서 사회공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

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IBK기업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IBK글로벌봉사활동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시설을 개보수하고 교육봉사, 문화

교류를 하면서 활발한 해외사회공헌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인도네시아 학교를 방문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식수시설을 포함한 각종 학교 부속시설 개보수, 벽화 보수, 화단 개설 등 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아이들 교육봉사, 문화 교류를 하며 글로벌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단위 : 백만 원)

IBK기업은행은	설립	이래	‘고객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을	추구

합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믿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소외계층	아동,	청년창업자,	비인기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광범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동반자,	IBK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IBK청년희망 멘토링

- IBK中企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참!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 IBK자원봉사단 활동

-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 기타소외 계층 후원
50,31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미소금융재단

- 기타 서민금융 지원

- 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 출연
32,95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장학금 지원

- 컨설팅 지원

- 학술, 교육 9,739
(270,432명)

메세나·체육 - IBK여자배구단 및 사격단 운영 - 하키 등 비인기스포츠 지원 10,862

환경 - IBK자연나누리 사업 310

글로벌 - IBK글로벌봉사활동 - 해외 저개발국 지원 1,456

총 계 105,641

사회적기업 지원 IBK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작은영화관 문화나눔사업

IBK기업은행은 IBK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 지원하고 2018년에는 9개 

기업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사업자로서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을 후원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설치된 작은영화관을 지원하고 

더불어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을 초청해 영화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전용상품출시, 보증제도, 금리감면권 신설

IBK기업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운영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로 2018년 말 기준 총 392개 기업에 

3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과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리감면권을 신설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분야별 활동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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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신구성원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다방면으로 후원함으로써 

사회 신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중 사회 신구성원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향상을 위한 ‘희망씨앗전파’ 및 ‘희망일터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6곳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120백만 원과 사회 신구성원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10곳에 급여 및 인력훈련비 120백만 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사회적기업 간 자조기금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연대해 기금을 조성한 후 서로 돕는 자조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연대 공제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연한 종자돈 1억 원으로 사회적기업 

앞 대출사업을 시작해 2018년 현재 183개 기업이 참여하고 49억 원을 운용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

은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에 매년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여전히 낮은 신용도와 영세한 기업규모로 금융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의 수주사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우대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

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우대지원 대상 기업 앞 여신 확대 등 금융지원 

한도를 넓힘으로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촉진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89.8

당기순이익(억 원) 7,250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35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48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일반현황

CEO	은성수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영업점 수  본점, 국내지점 및 출장소 13개, 

국외사무소 23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 수	1,123명

고객 수	4,658명 

다문화·탈북가정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후원 지속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IKCF)의 운영기관으로, 다문화·탈북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을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당행만의 독자성을 지닌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탈북 

대학생 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직접적 취업지원사업 이외에도 다문화·탈북민 대안학교 및 탈북 어린이 경제

교실 운영 등 다문화·탈북 가정의 개별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였습니다. 

한편, 남북예술인이 함께하는 나라사랑콘서트,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유소년이 함께하는 희망씨앗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기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운영 및 직원참여형 사회공헌활동 지속

2013년 5월 창단되어 6년째를 맞은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6기는 52개 대학 9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발적 봉사기획 및 실천을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사회공헌의 가치를 전국으로 전파

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은 1사 1촌, 1사 1병영 등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였으며, 서울역 노숙인 무료배식, 소외가정 앞 연탄배달,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임직원 

성금모금, 장애인 재활시설 앞 재활용품 기증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빈곤국가 앞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지속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캄보디아 봇벵마을 중등학교(Bot Veng Friend School) 운영지원을 비롯해 

케냐 취약계층 여성 앞 자활기자재 지원 사업, 몽골 초등교사 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국내외 NGO들의 개도국 개발 

사업을 후원함으로써 저소득·빈곤국가 취약계층 앞 교육, 보건, 의료 지원 등을 통한 개도국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여성대학 재학생 2명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여성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개도국에서 임직원 참여 

글로벌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당행 사회공헌 가치의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당행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시장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등	차별화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특성을	살려	2012년	사회공헌을	브랜드화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은	물론	탈북민·다문화가정,	저개발국가	교육,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사회적기업 ‘희망씨앗 전파사업’ 및

  ‘희망일터 지원사업’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차량지원

- 지적장애인합창대회 등 소외계층 참여

  문화 행사 후원

-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 지원 

-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 지원

- 장애인 일자리 및 생계 지원

-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6기 운영
1,668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지원 등 1,942

학술·교육 - 탈북민 대상 취업 및 교육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등 275

메세나·체육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 다문화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 등 442

글로벌
- 케냐 여성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기자재 지원

- 방글라데시 아시아여성대학 EDCF

  인턴쉽 지원
440

총 계 4,767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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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해양수산인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Sh수협은행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7.2

당기순이익(억 원) 1,802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70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7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64

일반현황

CEO	이동빈

본점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영업점 수  133개

설립연도 1962년

임직원 수	2,047명

고객 수	2,695,605명

사회공헌활동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사랑海 이웃찾기

- 자연재해(포항 지진) 피해 어업인 지원

- 사랑海 헌혈

-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 사랑海 PC 나눔

- 대학생 어촌봉사단

- 사랑海 썸머페스티발

- 무료급식 ‘밥퍼’ 나눔 봉사활동

- 금융권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등 
2,05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 휴면예금 출연 5,15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부경대 발전기금

- 해성장학회

-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 청소년 금융교육
326

(2,415명)

환경 - 어촌지역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86

총 계 7,620

(단위 : 백만 원)분야별 활동

Sh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여 명예점원으로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임직원들은 ‘재사용, 나눔 및 기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2만 4,000점의 물품을 기증하였으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통해 400만 

원의 수익금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마케팅용품을 구매하고 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海 PC 나눔’으로 재활용업체(사회적기업)인 (사)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에 불용컴퓨터 등 741대를 

기증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인 ‘Sh사회적경제기업성공지원대출’을 출시하여 사회공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통해서 6억 

원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서 대출 취급 

시 연 0.3p%의 보증료율 우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Sh수협은행은 어업인 및 서민층(저신용자, 저소득자)의 금융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대출’을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했습

니다.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새희망홀씨 외에도 사잇돌중금리, 대학생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 중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Sh수협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모바일 기반 ‘스마트서민

금융센터’를 오픈했습니다. Sh수협은행 스마트뱅킹 앱 ‘수협파트너뱅크’를 통해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신청하면 

영업점 직원이 직접 연락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대출이 가능한 경우 필요 서류 및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예금

‘Sh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병사를 대상으로 14개 은행이 공동 출시한 상품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8개월 기준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5.9%의 금리 및 비과세와 재정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촌지역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및 어업인 지원 활동 

Sh수협은행은 어업인 및 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서 고령화되어 가는 어촌 현실과 해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작은 실천부터 함께하고자 당행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Sh 사랑海 봉사단’을 구성하였

습니다.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쌓여가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어업활동 시 어망 훼손, 조업 

지연, 선박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Sh 사랑海 봉사단’은 매월 전국 해안가를 찾아 

‘우리바다 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Sh수협은행은 2015년부터 청소년들의 현명한 금융 습관을 기르기 위한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도시보다 금융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금융강사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이론교육 및 체험형 금융게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뮤지컬 

<유턴>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더욱 쉽게 금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금융교실’ 운영

Sh수협은행 ‘Sh 사랑해 봉사단’이 매월 실시하는 해안가 대청소 시 해당 지역 청소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바다가 보이는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실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

Sh수협은행은 2007년부터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미래 경제주체인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촌 봉사

활동, 다양한 어촌 체험 등을 통해 우리 어촌에 대한 이해와 수산업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와 어촌이 함께 살아가는 도어상생(都漁相生)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h수협은행은	‘어촌사랑,	바다사랑’을	모토로	지속해서	어업인	및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어촌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Sh	사랑海	봉사단’을	발족하여	전국	해안가	대청소를	통한	‘우리바다	깨끗이’를	실천함은	물론	어촌마을	벽화그리기,	어업활동지원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인과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海	이웃찾기’와	‘사랑海	헌혈’,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실시하고,	어촌지역	청소년의	현명한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한	‘1사	1교	금융교육’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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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핵심역량과 연계해 금융 및 비금융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선언하고 

전국 8개 거점지역에 사회적경제 전담 영업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무료 컨설팅과 매출채권

보험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투자옵션부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스타트업 발굴·육성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보증·투자·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니즈를 충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대보증 전면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전 기업

주에 대한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재기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보증지원체계 구축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 역량이 높은 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자리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량 평가를 도입해 보증한도 가산 등 역량별 보증

지원 차등화를 실시했고, 고용창출 우수기업보증 지원대상 확대·고용창출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와 같이 기존 

일자리 상품도 지속 개선해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 공공성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매출채권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영세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간편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7.8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기관의 역할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소방안전보금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동부소방

서와 협업하여 관내 경로당 기초소방시설(소화기 48개, 감지기 7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어르신 180여 

명을 본점에 초청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가스안전교육, 뇌질환 예방교육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식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신용보증기금은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8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보건·의료, 환경 정화, 문화·예술지원 등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

였습니다. 지역별로 사랑의 집 고치기,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 실시, 지역소외아동 문화공연·경제캠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현장학습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확대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체험과정과 올바른 

직업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구지역 9개 중학교 재학생 360여 명을 초청해 진로탐색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

하였습니다. 강사로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초청해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습관의 기적>을 강연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혁신도시 내 위치한 3개 공공기관이 함께하여 행사의 다양성과 유익함을 더하였

습니다.

지역 독거노인 돌봄 사회공헌활동 

신용보증기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독거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사랑의 안부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 80여 명의 무병장수와 건강을 기원

하는 장수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설과 추석 등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논리에	치우쳐진	부분을	

바로	잡아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건강한	국민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창업지원,	컨설팅	등	기관	

고유사업과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견인,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배려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일반현황

CEO	윤대희

본점 소재지	대구시 동구 첨단로7(신서동)

영업점 수  107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 수	2,621명

고객 수	20만여 업체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주택경로당 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

- 지역주민 생활안전 교육

- 지역아동 연합발표회 실시

- 대구 사회적경제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 후원

-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 가정의 달 맞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사회공헌활동

- 1영업본부 1촌 사회공헌활동

- 사회공헌활동 대국민 공모전
23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28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청소년 진로탐색 현장학습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27
(371명)

메세나·체육 - 대구시 실업 여자 핸드볼팀 후원 5

총 계 549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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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

사회책임금융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시행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우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의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증지원 시스템 

도입하였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운영

제조업의 해외 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약화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여성, 

지방 일자리 등 ‘일자리 질 높이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보증 운영

급격한 수주물량 증가 등 긴박한 기업사정 발생으로 자금수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긴급경영안정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자금이 필요한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기업, 매출채권 회수

부진 기업,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 긴급하게 자금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운영

과거 사업에 실패한 경영주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면 다시 사업에 도전하도록 기회를 

주는 재기지원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빚에 보증을 서주고, 나아가서 사업 영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에 한 번의 사업실패로 우수한 기술과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장되지 않고, 실패를 발판 삼아 재기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재기지원보증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9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자원봉사자 수(명) 22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고령 취약계층 일자리 자립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희망리어카 후원 및 광고

폐지 등을 수거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무게가 가벼운 경량 리어카를 기부하고, 리어카 외부 

프레임에 탈부착이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광고판을 부착하고 광고비를 노인에게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광고수익

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자립기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기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역량과 연계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생 성공창업 특강’을,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 CEO 대상 ‘벤처창업교실’과 ‘청년기술창업교실’을,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재기기업인 강좌’를 개설

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체험-희망플랫폼 문화체험행사

기술보증기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과 취약계층 자녀들이 함께 4D 영화 관람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소 예술, 문화행사에 접근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함양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학생 대상-찾아가는 로봇 교실

과학체험 시설에 대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부산 외곽 소재 농촌지역 학생에게 인공지능(AI)로봇, 얼굴로봇, 철봉

로봇 등 최신 로봇의 기능 및 원리를 소개하고, 자외선비즈만들기, VR카드 만들기 등 과학교구 만들기를 통하여 

과학지식을 설명하는 등 ‘찾아가는 로봇교실’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과학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임직원 참여확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무료급식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본점 인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한글교실 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실시

하여 매회 200여 분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 불편 소외계층 노인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전해드리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금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으로 경남 창원 빗돌배기 마을과 경기도 

양평 양수리과수마을을 찾아 감꽃솎기, 배따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금융공기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화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한	

나눔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CEO	정윤모

본점 소재지	부산시 남구

영업점 수  총 73개(지점 59개, 

기술혁신센터 8개, 

중앙기술평가원 1개, 

문화콘텐츠금융센터 3개, 

벤처투자센터 1개,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1개)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 수	1,448명

고객 수	7만여 업체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 농촌 봉사활동

-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등 봉사

- 홀몸노인 결연 후원

-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후원

-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후원

- 중고생 장학금 지원 등

22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회복위원회 5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부산금융박물관로드 운영

-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보벤처창업교실

- 청년·기술창업교실 등
15

(10,236명)

총 계 292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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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주거복지’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서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대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HF 드림 하우스’를 통하여 총 105 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개발국가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직원 봉사단을 파견

하여 주택 7채를 신축하고 노후된 학교를 개·보수 하는 ‘HF 글로벌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공사는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노인복지’사업

소외된 노년층에게 단순 금전지원 차원을 벗어나 자립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HF 어르신 일자리 이음’사업을 진행하여 정부가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공백 

기간(1~2월) 중 생활고를 겪는 52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소득수준 증대를 

위하여 ‘HF 행복나눔 실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 일자리 224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후원하기 위하여 한글교실 등에 공사직원이 1:1 학습도우미로 참여하는 ‘HF 어르신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국악공연 관람과 어르신 한마당 개최 등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100세 행복 

어르신 경로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돌봄 자람터와 저소득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HF 워킹맘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시 내 녹지공간의 주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안전계단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HF 부산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초청행사를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

하는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사직원이 다양한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희망천사 

프로젝트’와 ‘대학생 봉사단’ 운영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소재한 24개 지사와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드림하우스 및 연계일자리 창출 사업

- 어르신 일자리 이음 사업

- 행복나눔 실버일자리 사업

- 워킹맘 아이돌보미 사업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 100세 행복 어르신 경로사업

-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

- 사회적 가치 보상 프로젝트 활동

-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B.E.F)

- 대학생 봉사단 운영 등

1,88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87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은퇴금융아카데미

- HF 주택금융강좌(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직장견학 및 진로체험 금융교육(중·고등학생)

-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
371

(3,600명)

메세나·체육 - 100세 어르신 행복 경로사업 - HF 행복나눔 음악회 31

환경 - 부산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250

글로벌 - 글로벌 보금자리 건축봉사 151

총 계 3,566

분야별 활동

분류 항목 2018년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123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당기순이익(억 원) 2,529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36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64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	가치	창출’이란	공사의	사회공헌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과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상생,	나눔,	참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사의	사회공헌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일반현황

CEO	이정환

본점 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7층

영업점 수 24개       설립연도 2004년

임직원 수	867명     고객 수	2,687,649명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사회책임금융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가치를 깨닫다!

아이디어 공모사업 및 가치보상 프로젝트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정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복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 테마로 설정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대상

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도,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선정(취약계층의 공간정리 행복 프로젝트 등)하여 총 1억 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HF 사회적 가치 

보상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성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와 연계하여 보상하는 프로젝

트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SVI)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성을 계량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업에는 초기 인센티브 지급 후 사업 개선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사는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사회적	미션,	사업의	사회적	가치,	고용창출효과,	혁신성	등	평가

공동펀드 운영 - 지역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기금 운영

부산지역 내 본사를 둔 8개 기관이 공동으로 2018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는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B.E.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부산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750백만 원을 

조성하여 크라우드펀딩, 무상 재정지원, 무이자 대출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

그램을 구축하여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2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능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상시스템과 주거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택연금 채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도서산간지역 거주 및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상담 채널 확대를 위하여 

공사와 전국 노인복지관(290개) 및 국민연금공단 지점(109개)을 연결하는 화상상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고령층과 대학생을 이어주는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층은 노년의 고립감 

해소 및 추가 임대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고,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은 저렴한 주택 임차로 인한 주거비 절감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상생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하여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강화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한 담보한정형 대출을 보금자리론까지 확대함으로써 총 13,297가구, 17,525억 원을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31일 제2금융권의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더 나은 보금

자리론을 출시함으로써(767억 원 공급)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전세보증 확대, 특례보증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세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금리지원형 협약전세보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신혼부부,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최대 0.25%p)하는 금리인하형 협약전세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적배려 계층, 보훈대상자, 저임금 종사자 등 전세특례보증 대상자의 추가 발굴, 보증료 인하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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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역시,

케이뱅크

사회책임금융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형으로 보다 저렴한 중금리대출 제공

케이뱅크는 중금리대출 상품 ‘슬림K 신용대출’을 최저 연 4%대부터 최대 한 자릿수의 저렴한 대출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금융거래정보가 다소 부족한 고객이라도 

통신사 이용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대출금리를 받을 가능성을 높였으며, 최고 금리 역시 10% 미만

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용 ‘일반가신용대출’은 국세청 홈텍스 스크래핑을 통하여 고객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비씨카드의 가맹점 경영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하여 매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속성, 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욱 나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지원서비스 및 금융교육 운영

케이뱅크는 고령층도 ICT 기술발전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금융거래 이용이 불편한 고객들께는 고객 동의하에 원격 접속, 뱅킹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트렌드 변화와 이용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 

지식과 사기예방 팁 등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이용 수수료 부담 낮춰 고객 혜택 강화 

케이뱅크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중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물론 접근성이 뛰어난 전국 GS25 편의점 ATM 기기(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예·적금, 대출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역시 무료입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2

당기순이익(억 원) -820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 원) 1.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일반현황

CEO	심성훈

본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영업점 수 1개

설립연도 2016년

임직원 수	315명

고객 수	86만 명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위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케이뱅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하여 시니어 고객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 

모바일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드, 모바일 뱅킹의 특징 및 서비스 소개, 금융의 

미래 진화 모습,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한 금리비교법 등 금융 실생활 꿀팁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의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단체들과 함께 

시니어 금융교육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거 어르신 위한 급식봉사 

케이뱅크의 젊은 직원들 모임인 ‘주니어보드(Junior Board)’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급식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뱅크 주니어보드 직원들은 2018년 12월 6일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약 350여 명

에게 음식준비와 배식봉사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월 정기모임 비용을 아낀 금액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식재료를 기부하였습니다. 

‘공원의 친구되는 날’ 자원봉사 및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등 참여

케이뱅크는 2018년 9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인 ‘공원의 친구되는 날’에 참여해 

정원 및 잔디 관리, 꽃 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제작한 

금융뮤지컬 <유턴>을 2018년 11월 7일 경기도 포천동남중학교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에서 청소년들에게 금융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차별화된 금융뮤지컬로, 이날 공연에는 

동남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서	ICT	혁신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	분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모바일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행복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은행사랑 나눔네트워크

- 천사무료급식소 봉사 

0.83
0.30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

(650명)

환경 - 공원의 친구되는 날 -

총 계 1.1

분야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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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앱아이콘, 워드마크 조합 

기본 가로형 _ 인쇄매체

최소사이즈  6mm, 앱아이콘 워드마크 조합 높이 기준 

black C0 M0 Y0 K100 / Pantone Solid Neutral Black C (or U)

yellow C0 M5 Y100 K0 / Pantone solid 108C (or U)

같지만 다른 은행

한국카카오은행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같지만 다른 기부’

한국카카오은행은 모바일은행이라는 특징을 활용한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기부쿠폰을 발행해주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소외된 이웃들의 사연’을 살펴보고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카카오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바일 기부’를 한국카카오은행 앱 내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이 참여하기만 클릭해도 한국카카오은행이 한 장의 연탄을 기부하는 형태로, 단 하루 

만에 응원 6만 개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카카오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에 걸맞은 접근

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바일 세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금융교육’ 진행

청소년 및 대학 초년생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기획했습니다. 대학 초년생

에게는 기초 금융 지식, 신용 관리법과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지원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금융 지식을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금융게임과 뮤지컬 등의 형태로 접근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성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개발할 예정

입니다. 

연탄배달 봉사 및 지역아동을 위한 나눔 기부 

한국카카오은행은 임직원들이 지원해 ‘난방 소외가구’ 대상으로 연탄배달 봉사를 펼쳤습니다. 밥상공동체연탄

은행의 연탄나눔 행사는 한국카카오은행 고객의 기부 참여로 더 빛났습니다. 또 전체 직원의 참여로 ‘아동을 위한 

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관심과 배려의 대상인 성남시 권역 내 아동센터를 찾아 기부된 책을 나누고, 

학용품을 기부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활동을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난방 소외가구를 위한 연탄 나눔 

- 지역아동을 위한 책 및 학용품 기부 

- 평창올림픽 입장권 현물 기탁 
61.4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 모바일세대 위한 신용관리와 금융 첫 걸음 (1,070명)

총 계 61.4

(단위 : 백만 원)

사회책임금융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한국카카오은행은 2018년 한 해 동안 중·저신용자들에게 1조 5,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말 

한국카카오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잔액 기준)을 보면 전체 대출 건수의 약 40%가 중·저신용자에 공급됐으며 

금액으로는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하여 대출 범위를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신용정보부족자(Thin Filer)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머신러닝 기법 등 AI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고객들의 은행 문턱을 낮춰 은행을 더욱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여 나가

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면제를 통한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한국카카오은행은 모든 고객이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현재 전국 12만 대의 

ATM 이용 수수료를 비롯해 이체·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고객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전 대출 상품에 적용해 고객들의 실질 대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카카오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만 7, 150여 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고객 대상 전용 상담 서비스 운영

한국카카오은행은 2018년 3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 고객을 위하여 전용 상담 ARS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객임을 밝히거나 전용 번호인 ‘1599-8500’으로 전화할 경우, 고령자 전용 상담으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고령자 상담원은 ‘느린 말’과 ‘쉬운 설명’ 등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금융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카카오은행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노력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12.1267

당기순이익(억 원) -632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 원) 61.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야별 활동

새로운	하나의	은행이	아닌,	은행의	새로운	시작.	기존	금융의	관행을	거부하고	사용자를	바라봅니다.	최선을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은행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대	이상의	기능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영업	개시	

직후	폭발적인	성과	이후에도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카카오뱅크만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반현황

CEO	이용우·윤호영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 판교

영업점 수 -

설립연도 2017년

임직원 수	498명

고객 수	76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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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18년

경제

자산 총계(억 원) 288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일반현황

CEO	김태영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19

설립연도 1928년

임직원 수	105명

은행연합회는	1928년에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하여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9년	7월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2개의	정사원과	37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018년부터	3년간	5,000억	원의	신규	사회공헌사업	추진,	금융산업공익재단	설립,	공원의	친구들	프로젝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등	은행권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은행권에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실시

은행연합회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베트남은행협회(VNBA)의 교육센터 현대화 사업과 금융저널 온라인 발간 사업에 필요한 전산물품 등 

1억 원을 지원하여 베트남 은행직원들의 교육·연수 환경 개선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롬복 섬 등에서 발생한 지진·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성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및 알제리 난민 아동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권과 

지원 대상국 간의 우호증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교육 지원 강화

은행연합회는 금융교육 빅게임, 찾아가는 금융뮤지컬, 금융멘토단, 지방학교 초청 금융교육을 전국단위로 실시하여 

2018년에는 187개 학교, 3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뮤지컬 <유턴>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뮤지컬로 구성하여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과 금융을 결합한 금융빅게임에 증강현실(AR) 요소로 

진위폐 감별미션을 구현하는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진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교육 저변 확대 및 포용적 금융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공원의 친구되는 날 자원봉사활동 실시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은 2018년 9월 15일에 서울숲공원에서 은행권 임직원이 함께 공원을 가꾸며 가드닝 봉사의 

즐거움을 알리는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이벤트인 ‘공원의 친구되는 날’ 행사에 참여하여 덩굴꽃벽 조성, 잔디 관리, 

꽃 심기 등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활동

은행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희망열기 캠페인’에 2018년 제1호 기부

기관으로 참여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후원금으로 홀로 지내

시는 어르신들이 혹한기를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총 5,300여 가구에 방한용품(침구세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분야별 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지원

- 자매부대 위문금 755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 새희망힐링펀드조성 - 서민금융박람회 지원 81

학술·교육
- 청소년금융교육단체 지원

- 청소년 경제 교육사업 후원

- 학술, 교육 단체 지원 
879

메세나·체육 - 생명존중 비영리 극단 지원 30

환경 - 공원의 친구들 후원 265

글로벌
-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긴급 구호 지원

- 알제리난민 아동교육 지원

-  베트남 은행협회 교육센터 개선 지원

-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초청연수
414

총 계 2,424

새희망홀씨 지원

새희망홀씨는 평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출시한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은행권은 2018년 중 전년 대비 약 7,000억 원 증가한 3조 7,00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고령자, 청년층,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까지 확대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말 현재까지 약 160만 명에게 총 18조 4,000억 원을 지원 중으로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지원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중신용 서민(CB 4~7등급 위주)을 위해 2016년 7월(지방은행은 9월) 출시한 신용대출상품

입니다. 은행권은 2018년 중 전년 대비 약 1,700억 원 증가한 5,700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018년말 현재까지 

약 11만 천 건에 대해 총 1조 2,200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완화 및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

습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

은행권은 2015년 5월 기존 청년층 및 대학생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인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에 생활자금을 추가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2018년 중 

590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2년 6월 전환대출을 최초 시행한 이후 2018년 말까지 약 8만 7,000건에 대해 

총 3,0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과 대학생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3년간 5,000억 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2018년 4월 은행권은 일자리 창출, 혁신 금융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00억 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투자를 통한 국민의 신뢰 증진 

차원에서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그 밖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사업 확충 등을 지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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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은행 사회공헌재단 현황  *설립 시부터 2018년 말까지의 출연금 누계 총액

설립기관 재단 설립연도 이사장 출연금*(억 원) 2018년 주요 사업

BNK부산은행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2007 김지완 410

· BNK행복장학금 지원

·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사랑의 복꾸러미 지원

· 설명철 차례상 차리기 지원

· 출산장려 해피맘 박스 제작지원

광주은행 (재)광주은행장학회 1981 김양균 30 · 지역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50명 125백만 원 장학금 지급

제주은행 재단법인 신한희망재단 1996 조용병 285

·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사업

· 저소득층 재기 및 일자리 지원사업

· 장학사업

· 문화예술 지원사업

·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 교육 지원 사업

전북은행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010 김영구 29

· 장학금 지원

·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 JB Dream up 금융투어

· JB 커리어캠프

· JB 인문학 강좌

· 3D 프린터 지원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6
황윤철

30억
총 305억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사업

·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사업

· 문화예술지원

· 체육지원사업

· 환경개선지원사업

(재)경은장학회 1986 10억 · 장학금 지원

KDB산업은행 KDB 나눔재단 2007 이동걸 
384 

(기본재산 50)

· ‘사회책임금융’부문

· ‘지역사회공헌’부분

· ‘인재양성’부문

NH농협은행 농협재단 2004 김병원 7

· 농협 장학생 선발 지원

· 농협장학관 운영

· 농촌학생 체험견학

·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 어린이 소망가꾸기 사업

 IBK기업은행

IBK 행복 나눔재단 2006
김도진 

(은행장)

415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 IBK청년희망멘토링

IBK 미소금융재단 2009 560
·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 저신용·저소득층의 컨설팅 정보 제공 

금융노사

공동 기금 출연
금융산업공익재단  2018

조대엽,

민병덕

2019년 

출연예정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사업

·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

설립기관 재단 설립연도 이사장 출연금*(억 원) 2018년 주요 사업

20개 은행권 

금융기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2012 김태영 5,591

·  창업교육, 훈련, 업무공간 제공 등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 운영

· 직간접투자 강화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지원

·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

신한은행

신한희망재단 1996 조용병 882

· 중소기업인력채용 지원

· 저소득층 재기 및 일자리 지원 사업

· 해외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

· 문화예술 지원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1994 마호창 14 · 장학사업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1988 정도영 30
· 장학사업

· 학술단체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신한미소금융재단 2009 진옥동 700

·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사업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청년대학생긴급자금

우리은행

우리미소금융재단 2009

손태승

425 · 연중 찾아가는 미소금융서비스 실시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11 230
· 다문화학생 장학사업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

KEB하나은행

재단법인

하나금융 나눔재단
2005 함영주 

426 
(은행 405)

·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 장학 사업

·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 사업

재단법인

하나미소 금융재단
2008 지성규 500

· 미소/희망기금 대출사업

·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창업, 운영자금 지원

· 대학생, 청년, 장애인으로 자격조건 확대 대출

KB국민은행 KB미소금융재단 2009 허인 500

· 저소득, 저신용계층 대상 자활자금 지원

· 건설기계 구입자금

· 자활형 차량자금

· 용달사업자지원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한국씨티은행 Citi Foundation 1994 - -

· 청소년금융교육

· 사회적기업 지원

· 특성화고청소년 역량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교육

DGB대구은행

DGB사회공헌재단 2011
김태오

(은행장)

82

· 파랑새 드림지역 아동센터, 꿈나무교육사업단, 

꿈나무진로직업체험관 운영

· DGB조손가정 Total*Care(With*U)사업

· 파랑새시니어행복한 일터 운영

· DGB글로벌봉사원정대 1기 활동(베트남, 라오스 해외봉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DGB꿈키움 프로젝트’ 협약식 체결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1990 123
· 장학사업

· DGB독도사랑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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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분야 상품명 내용

KEB하나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다둥이전세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

으로 시장평균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복지지킴이 전세론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에게 시장평균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

하는 전세자금대출

안전망대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자에게 금융비용 경감 및 

정상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의 신용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

창업지원대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동 절차에 

따라,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한 업력 7년 이내의 일반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KB국민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KB국민연금 安心통장
국민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

KB국민 희망지킴이 통장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보험급여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B국민 행복지킴이 통장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등이 (가)압류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KB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공무원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B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사학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B국민행복적금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적약자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KB호국보훈 지킴이통장 보훈급여금 등이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B미소드림 적금
미소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재산형성을 돕는 자유

적립식 예금

환경 사업자우대 적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에 다양한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기업 전용 적립식 예금

지역사회
ㆍ

공익(여신)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서울특별시가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 이차보전금리 지원을 해주는 대출 상품

KB 무궁화 신용, 

KB 무궁화 담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여 제공하고 맞춤형 보험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대출 상품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

(가계)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관련 이차 보전금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자금대출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기본/추가)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사업’관련 협약을 통해 군 간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국방부에서 지원받는 대출 상품

기관 분야 상품명 내용

신한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신한 안전망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

신한 쏠편한 포켓론
소득 및 재직서류 없이 CB社에서 제공한 추정소득을 활용하여 모바일 기반으로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책임형 신용대출 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 대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존 

‘신한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제한 없으며, 금리우대 및 비금융서비스도 지원함

우리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스무살우리 적금 금융취약계층인 20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회공헌형 고금리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의무복무 청년 장병들의 목돈 마련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장애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신탁상품

매직고 우리 적금 고졸취업을 통해 사회 진출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고금리 상품

우리 새희망홀씨Ⅱ 저신용, 저소득 서민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우리후견지원신탁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후견제도를 지원하고 후견인의 일탈 행위 등을 방지하여 피후견

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상품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

메세나·체육
정기예금

(위비여자농구 정규리그 우승)
위비여자농구단 정규리그(17-18)우승기념 우대금리 제공 상품

SC제일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SC행복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SC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 상품 

안전망 대출
금융 소외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국민

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특례대환상품

경영 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특례보증서대출

KEB하나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생계수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지침의 일정 

조건 충족시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상품 

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이 보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통장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의 압류금지로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상품

바보의 나눔 통장, 적금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지원하는 

상품.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좌 수를 계산하여 1계좌당 1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금 제공

KEB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으로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지원하는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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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JB따뜻한신용대출

기존의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워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저신용(신용등급 등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고금리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BNK경남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창원 청년희망적금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 청년내일통장’사업의 일환으로 판매

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아이행복두배드림적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이벤트 금리 제공하는 상품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총소득이 30백만 원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 보증대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상품

(주택금융공사 보증)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대출

BNK경남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근거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여신상품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대출

부산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및 상생협약'에 근거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여신상품

메세나·체육
BNK야구사랑 

정기예금·적금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동안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적금으로 지역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 상품

NH농협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연간 평잔의 0.01%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관련 사업용도 지원

NH일자리·

창업 농식품기업우대대출

창업(5년이내) 농식품기업 및 일자리 창출 농식품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특화 

상품

NH농식품제조업론 농식품 관련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농업인 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

프렌드론

(최저임금보장 및 경영 애로

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상품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기업 

보증료 지원 대출 및 

특별출연 대출

일자리 창출기업, 혁신성장 분야 기업,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대출 상품 

NH지식산업센터중도금대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중도금 지원 대출 상품

청년농업희망카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3년 월 80~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카드(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동행카드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간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카드(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기관 분야 상품명 내용

DGB대구은행

메세나·체육 DGB홈런예/적금 
삼성라이온즈프로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성적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되는 

정기예적금 상품

환경 그린카드V2
탄소배출량과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소재 카드 적용하고 저탄소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서비스 탑재

BNK부산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직장인 프리미엄대출
대면·비대면 연계를 통한 통합 직장인 상품으로 신용도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우대

하는 ‘대출 우대쿠폰 서비스’를 적용한 우량 직장인 고객 대상 대출상품

아낌 e-보금자리론
지방은행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신청 가능한 비대면 상품으로 전자

약정을 통해 기존 u-보금자리론 보다 0.10%p 낮은 주택담보대출

BNK 안전망대출
2018년 2월 7일 이전 대부업 고금리대출(금리 24% 초과) 이용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과 

협약하여 은행 대출로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취약, 연체차주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고객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The 멤버스론 당행 거래중인 자산 및 신용도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승인 대출상품

소규모 주택 협약

건설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건설사에 대한 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하는 대출 상품

탑모아 신용카드
향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역 밀착 상생 경영 추진을 위해 출시된 지역 내 고객 

중심 경영 실천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 특화 

상품

부산은행 장병내일 준비적금
군 복무 장병만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병역 의무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특화 상품

환경 걷고 싶은 갈맷길 적금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갈맷길 탐방 인증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친환경 

특화 상품

광주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 및 기존대출 

대환 3가지 맞춤형 상품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광주지역 저임금 근로청년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소액 단기 저축 지원

제주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모바일 관광플랫폼

‘제주지니’

제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제주

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관광산업의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관광액을 개발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주의 참멋을 느낄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지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상업광고로 인한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주도민이 즐겨찾는 

맛집과 관광정보 제공, 그리고 짐 이도, 렌트카 예약 등 기타 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참멋을 즐기고 맛집에 대한 무료 홍보 등 소상공인들의 홍보비 부담을 경감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상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5개월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제주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기업 발전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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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분야별 공익연계 금융 신상품 기관별 사회공헌 및 금융교육 인터넷 사이트

기관 사회공헌 사이트 주소 금융교육 사이트 주소

신한은행

www.beautifulshinhan.com
www.shinhanmiso.or.kr 
www.shinhangallery.co.kr
music.shinhan.com 

www.beautifulshinhan.com
www.shinhanmuseum.co.kr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woorimiso.or.kr
www.woorimuseum.com
www.woorifoundation.or.kr

www.woorimuseum.com → 교육

SC제일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 은행소개 → 지속가능경영

블로그 : sc-good.co.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c.thegood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fq.or.kr

KB국민은행 withkb.kbstar.com www.kbfoundation.or.kr

한국씨티은행 www.citibank.co.kr → 은행소개/채용 → 사회공헌활동 

DGB대구은행 www.dgbscf.or.kr www.dgbdream.kr 

BNK부산은행 www.happybnk.co.kr www.happybnk.co.kr → 금융교육

광주은행 www.kjbank.com → KJB서비스 → 사회공헌활동 blog.naver.com/kjbmuseum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 사회공헌

전북은행 www.jbbank.co.kr/district/DISTRICT_MAIN.act

BNK경남은행 www.knbank.co.kr → 은행소개 → 경남은행 사회공헌

KDB산업은행
www.kdb.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KDB나눔재단 홈페이지 : foundation.kdb.co.kr 

NH농협은행 www.nhbank.com → 사회공헌 www.nhbank.com → 사회공헌 → 행복채움금융 

IBK기업은행
www.ibk.co.kr → 은행소개 → IBK사회공헌 

www.ibkfoundation.or.kr
happy.ibk.co.kr/lady.htm 

한국수출입은행 hope.koreaexim.go.kr 

Sh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 열린경영 → 신보소개 → 사회공헌활동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기금소개 → 언론·홍보 → 사회공헌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공사소개 → 사회공헌 www.hf.go.kr → 고객센터 → 은퇴금융아카데미

www.hf.go.kr → 고객센터 → 재밌지예

기관 분야 상품명 내용

NH농협은행

서민금융

NH e직장인중금리대출 직장인 중신용자 대상 비대면 전용 대출로 한도는 1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원

NH 안전망대출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고금리대출을 12~24%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이용고객 중 성실상환자 대상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상품

학술·교육 평생교육희망카드

경제적 여건 차이가 평생학습 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학습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 카드로,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5,000명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 등 1인당 35만 원을 체크카드 형식의 전자바우처로 지원(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IBK기업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일자리채움펀드
‘i-ONE JOB’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및 수수료를 환출하여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15~34세)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

비를 신용(체크) 카드로 지원하는 상품 

협동조합B2B구매카드대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로 중소기업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여신상품

IBK W소확행통장
소상공업종에 대한 소비유도로 내수부진, 경영여건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

IBK안전망대출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 및 레저업종에서 카드사용 시 우대

Sh수협은행
지역사회

ㆍ
공익

Sh사회적경제기업

성공지원대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고금리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용보증기금

지역사회
ㆍ

공익

고용유지·창출 창업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고용유지·창출하는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협약은행과 금융지원 우대보증

중소기업 공동구매 지원 

협약보증
중소기업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

보증·투자옵션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유동화회사보증·투자옵션부보증

글로벌
해외투자자금보증,

해외사업자금보증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보증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지역사회

ㆍ
공익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사회

ㆍ
공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협약전세보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복지 지원 강화(금리지원형 및 금리인하형 협약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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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교육실적1)

대표 교육 프로그램2)

횟수(회) 인원(명)

신한은행 1,575 110,497

·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 진로직업 체험교육

·1사 1교 금융교육

우리은행 791 114,556

· 1사 1교 금융교육 

· 은행사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 유학생대상 금융교육 실시

· 다문화센터 연계 금융상식, 금융사기예방 등 금융교육

SC제일은행 96 2,127
· 초등·중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KEB하나은행 891 117,231
· 1사 1교 금융교육

· 글로벌 직업체험 및 하나드림캠프

· 어린이 경제뮤지컬　

KB국민은행 311 37,769

· 방문 금융교육

- 경제금융지식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 초청 금융교육

- 경제금융 관련 기초이론 학습과 체험을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 1사 1교 금융교육 　　

한국씨티은행 852 36,118

· 씽크머니   

-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

·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  2001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여성 금융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매 학기 

금융실무론 강좌 개최. 이화여대로부터 정식 과목으로 인정받아 3학점을 이수 받게 

되는 이 강좌는 매 학기 12명의 당행 임원 및 부서장급 강사가 직접 강의 진행

· 특성화고역량강화프로그램 : 

-  사회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요한 

금융지식에 대하여 강의

DGB대구은행 1,291 86,255
· 뱅크데이

· 9988금융교실

· 금융 job go 금융캠프

BNK부산은행 493 27,046
· 1사 1교 금융교육

· 행복한 금융·진로캠프

· 쌈지경제콘서트(초등 대상)

광주은행 389 11,000
·‘금융을 부탁해’ 금융취약계층 교육

· ‘금융박물관 금융교실’ 박물관 견학 및 체험활동

·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등　

2018 금융교육 주요 실적

기관
교육실적1)

대표 교육 프로그램2)

횟수(회) 인원(명)

제주은행 166 4,510
·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 용돈관리법

· 신용과 부채관리　

전북은행 180 8,572

· 1사 1교 금융교육

· 찾아가는 농어촌 금융진로교실

·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 JB Dream up 금융투어

BNK경남은행 203 10,338
· 찾아가는 금융교육

· 찾아오는 금융교육

· 무빙뱅크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KDB산업은행 10 826
· 금융생활습관 형성 및 금융범죄 예방 교육

· 금융경제용어 알기 및 기업가가 되어보자!

NH농협은행 1,643 64,645

·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육 및 학교 동아리 수업지원

 -  학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 진로 멘토링, 금융경제 동아리 수업 지원

·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운영

 -  중앙본부를 포함 전국 14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 및 은행원 직업 체험

학습 실시

·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 

-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하여 격오지 학교 방문,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실시

IBK기업은행 2,212 230,658

· 금융경제 교육

-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별 금융습관함양, 금융거래 및 신용관리 

방법 등 금융교육

· 찾아가는 금융체험버스

-  금융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이동점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

체험의 기회 제공

· IBK 투어

- 학생들을 본점으로 초청하여 참여형 금융교육 및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Sh수협은행 57 2,415
· 1사 1교 금융교육

· 바다가 보이는 금융교실　

기술보증기금 6 337 · 벤처창업교실, 청년·기술창업교실　

한국주택금융공사 60 3,600
· 은퇴금융 아카데미(어르신 대상)

· HF주택금융강좌(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 BIFC금융강좌(부산지역 주민 대상)　

케이뱅크 4 650 ·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및 청소년 금융뮤지컬 

카카오은행 6 1,070 · 모바일세대 신용관리교육 및 청소년 대상 금융게임과 뮤지컬 진행 

1)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2018년 금융교육 실태조사 교육실적(직간접 교육 합산) 기준   

2) 전체 분량을 고려해 기관 당 3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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