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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보고 범위 및 기간

<2019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은행연합회의 14번째 사회공헌활동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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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일자 및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

습니다.

2019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의 특징

<2019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2018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E-Book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사회공헌실적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 성과 중 당기순이익 부분은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을 수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당기

순손실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9 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기대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별 금융교육 주요 

실적과 그 외에 은행 사회공헌재단 현황 등을 부록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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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은 금융과 ICT의 융합, 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출현, 핀테크를 넘어선 테크핀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은행권은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은행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며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연평균 1조 원, 총 3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1,3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등에 5천억 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은행권이 함께 추진해온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의 친구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특별히 범 금융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동해안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을 지원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입장권을 구매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파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금융협회 공동으로 ‘범 금융권 

양파 소비촉진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진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5개 국가 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미얀마·태국 등의 은행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호 교류 등을 위한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은행 임직원 초청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전문 연수뿐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Korea Fintech Week 

2019’ 방문을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을 체험하도록 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

습니다.

또한 몽골은행협회와 양국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핀테크 산업 현황, 규제 체계 

개선방안 등 관련 주제로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5월 말 기준 약 83조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채권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에 20조 원 출연 등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권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은행권은 

2018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조 원, 

총 3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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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 혁신 금융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포함하여 3년간 

연평균 1조 원, 총 3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

보증, 성장사다리펀드,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재원 등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 및 우즈베키스탄 양국 은행협회와 체결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협약’에 따라 은행 임직원 3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은행산업, 핀테크 등을 주제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전문 연수뿐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Korea Fintech Week 2019」를 방문하여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장을 체험

하고, 한국 은행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 글로벌 금융 인재를 양성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40억 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하고, 

연수시설 개방을 통해 피해지역내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약 26억 원 규모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양파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금융협회 공동으로 ‘범 금융권 양파 소비촉진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약 800톤의 양파를 구매하여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양파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생산 농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금융산업 노사합의를 통해 금융노조 10만 명과 33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2,0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여 산업

단위 노사공동의 공익재단을 2018년 10월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소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관 방화복 전용 세탁기 2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및 사원은행은 2019년 2.1억 원을 포함하여 2012년 10월부터 총 24억 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에 기부하고, 조성된 기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지원사업 및 금융소외계층 대출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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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랑

나눔네트워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는 은행의 본·지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을 연결하여 전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네트워크입니다. 

은행권은 2006년부터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으며 

총 27만여 가구에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보살핌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노사가 함께 종로구의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이 총 5,000억 원을 출연

하여 2012년 5월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2013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인 “디캠프(D.CAMP)”를 설립하여 ‘투자’, ‘공간’, ‘네트워크’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창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와 활동을 통한 스타트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국내 최대 창업 플랫폼인 ‘마포 혁신타운 「Front1」’을 개소하여 민간주도의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나눔봉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범 금융권 양파 소비촉진 운동

캄보디아 은행(협회) 임직원 초청 연수

‘공원의 친구되는 날’ 봉사활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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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2019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지원규모는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1조 1,3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약 9% 수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희망홀씨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대출 지원 금액은 

자금의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

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를 제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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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9억 원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비중(49.1%)을 차지하였고, 지역사회·공익 분야에 3,702억 원

(32.6%), 학술·교육 1,011억 원(8.9%), 메세나·체육 869억 원(7.7%), 환경 137억 원 

(1.2%), 글로벌 61억 원(0.5%)순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의 사회책임금융 지원실적은 4조 3,005억 원으로,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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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을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총금액

 1조 1,359억 원� 1,135,900,000,000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4조 3,005억 원� 4,300,500,000,000

2019

11
,3

59

2018

9 ,
90

5  

2017

7 ,
41

7  

2016

4 ,
00

2

2015

4 ,
65

1  

2019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단위: 억 원)

지역사회·공익 3,702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5,579

학술·교육 1,011

메세나·체육 869
환경 137
글로벌 61

10 신한은행

12 우리은행

14 SC제일은행

16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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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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중장기적 가치제고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신한금융그룹의 “2020 CSR 전략”에 따라 은행의 CSR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책임 있는 성장(Responsible Growth)과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Social Partnerships), 미래를 향한 투자(Invest in Our Future)를 3대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상품과 서비스, 경영 전반에 걸친 6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대출 신한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2019년 중 6,369억 원 지원하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10월 출시 후 누적 취급액 

3조 9,109억 원으로 은행권 1위 실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은행권 공동 중금리상품인 사잇돌중금리대출은 2017년 6월 출시 후 

누적취급액 4,439억 원으로 시중은행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 

거주자와 재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대출은 2019년 8월 기간을 연장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수신상품 서민 경제 회복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적금 대비 높은 금리로 새희망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운영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금융대출 완제 고객에게 폭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누적 

불입건수는 386만 건이고, 누적 불입액은 7,16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스마트폰 보급 및 인터넷 전문 은행 출현 등 비대면 모바일 보편화 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서민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19년 5월에 무방문 무서류 방식의 쏠편한 사잇돌중금리대출을 출시하였고 9월에는 제도권 금융

지원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계자금 및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17 

상품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9월 2일 시행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8,403건 1,913억 원을 

지원하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여신 지원 확대로 2019년 939억 원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경상

북도와의 협약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보증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장지, 인쇄물, 노벨티 5.5억 원 구입 등 사회적 기업의 물품구매 확대로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194건 및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금융교육 플랫폼 구축

신한은행은 변해 가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새롭게 제작한 AR/VR 기술을 활용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확대 제공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주최한 ‘제14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에서 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유튜브(Youtube)채널을 활용한 온라인금융

교육센터를 오픈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정성 있는 금융교육을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룹 혁신금융프로젝트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 두드림

(Do Dream) 스페이스’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스터디 공간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간 

150만명이 찾는 서울숲 앞에 매장과 카페, 사무공간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일터학교 : 카페두드림 도심 속 일터학교 (Café Do Dream)는 신한은행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카페 수익 전액을 교육비로 재투자하는 차별화된 선순환 구조의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3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심 속 일터학교 직무교육 

과정 이수 및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신한 더드림(THE Dream) 사랑방 ‘신한 THE Dream 사랑방’ 사업은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버세대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자산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실버

세대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41개 노인복지시설에 정보화교실 환경 개선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65

당기순이익(억 원) 18,371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8,00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7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96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9,471

일반현황

CEO 진옥동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영업점 수 1,036개 

(해외법인 및 지점 포함)

설립연도 1897년

임직원 수 14,658명

고객 수 약 2,569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노인

종합복지관/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희망사회 프로젝트(저신용자재기 지원, 취약계층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초등돌봄 나눔터 등)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캠페인 

55,87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은행권일자리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출연

 신용회복 위원회 기부 등 서민금융지원

 대학생, 청년 햇살론 지원 등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115,702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 금융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금융교육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 

 한국금융사박물관 운영

16,224

메세나·체육  신한음악상 

 신한갤러리(광화문/역삼) 

 비인기 스포츠 종목 투자(여자프로농구단 운영)

 문화재 체험/보존 활동 

 충북/강원 체육회 후원

7,416

환경  신한환경사진공모전                                                  SOL선수범 환경지킴이 캠페인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 

184

글로벌  해외자원봉사활동(미얀마, 우즈벡)

 해외장학사업(카작, 우즈벡, 중국,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751

총 계 196,147

디지털라이프스쿨3기 졸업식

임직원 자원봉사_현충원

신한 음악상

신한은행 청소년 금융 뮤지컬 ‘적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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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으로 이롭게, 나눔으로 따뜻하게 우리은행은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121년 역사의 정통은행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배로 

나누기 위해, ‘금융으로 이롭게, 나눔으로 따뜻하게’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인간사랑(Humanity), 행복추구(Happiness), 희망실현(Hopefulness)이라는 

3대 사회공헌 핵심가치를 통한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사회공헌활동 ‘우리사랑나눔터’

‘우리사랑나눔터’ 제도는 전국 34개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현재 ‘우리

사랑나눔터’는 전국에 231개소가 있으며, 2019년 누적인원 1만 8천여 명의 임직원이 ‘우리사랑나눔터’를 방문

하여 지역사회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반기별 ‘사회공헌캠페인’을 실시하여 우수

부점과 우수봉사자를 시상하고, 사회복지기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임직원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人만의 기부문화 ‘우리사랑기금’과 ‘우리어린이사랑기금’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부를 기부하는 

‘우리사랑기금’과 급여 1만 원 미만 끝전을 모금하는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이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후원, 재해복구 지원, 결식아동돕기 사업 지원 등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은행과의 1: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WOORI의 손길을

우리은행은 2019년 창립 120주년을 맞아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자원봉사단을 미얀마 양곤지역에 파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국내외 전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사회공헌캠페인을 통해 26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맞춤형 사회공헌활동과 국내 

지역사회밀착형 사회공헌을 펼쳤습니다. 또한, 6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 인흥초등학교의 학교 숲을 재조성

하는 ‘우리금융 생명의 숲’ 조성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푸른 자연환경의 교육공간을 

제공하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2019년에도 희귀성난치병 환우들에게 

헌혈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사랑기금으로 자매결연 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나무 장학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초청 무료 금융·경제교육,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나누고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WOORI의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32

당기순이익(억 원) 16,280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088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1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48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270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우리대학생청년햇살론을 2019년 약 6,270억 원 

취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저신용·성실상환자에게 

최대 2%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특별이자 감면제도 도입과 저신용·다중채무자 대상 원금상환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금융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우리미소금융재단’  

설립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으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혁신과 포용의 중소금융 실천’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 지원과 정책자금 대출을 중점 추진하여 기술금융 및 정책자금 대출 순증가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에 470억 원을 특별출연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을 지원하였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3조 원에 달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적금융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실천

우리은행은 녹색경영 실천을 위해 2019년 전국 영업점의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총 511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직원 대상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며 친환경 문화 정착과 친환경 경영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우리은행은 2013년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2023년까지 총 8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출자, 273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 561억 원의 여신지원 등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상공인·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은행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모펀드를 설립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향후 하위펀드 모집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약 190억 원의 직접투자를 비롯해 

은행권 최초 공모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일반현황

CEO 권광석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영업점 수 903개

설립연도 1899년 

임직원 수 15,363명

고객 수 약 2,40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임직원사회공헌활동

  (우리사랑나눔터 자매결연기관 지원)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소외계층 희망상자 지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

 취업 준비 프로그램 지원

19,06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휴면예금, 자기앞수표 출연

 대학생·청년 햇살론 출연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일자리펀드 출연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미소금융재단 출연

92,06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학교·교육단체·학교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초청 금융·경제교육

 소외계층 아동 장학사업

 1사1교 금융교육

23,291
(128,513명)

메세나·체육  은행사박물관 운영

 여자프로농구단 및 사격단 운영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11,585

환경  강원도 산불 피해학교 생명의 숲 조성 사업

 미세먼지 저감 유아숲 조성 사업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

926

글로벌  글로벌 자원봉사단 미얀마 파견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학교 설립 지원 1,344

총 계 148,279

설맞이 우리희망상자 제작

2019 우리은행 글로벌 자원봉사단

Global-CSR Festival

지역아동센터 초청 금융·경제교육

사회적기업 지원

12 13



사람 중심의 휴먼(Human)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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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국민 목소리 기부 프로젝트 -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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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2019년에는 여덟 번째 시즌으로 시각장애 청년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누구

보다 우수한 자신만의 강점과 자질을 찾아내어 사회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취지로 시각장애청년, 

퓨처메이커스(Futuremakers)를 위한 창의적 기업가 가이드‘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총 1만여 명의 목소리 

기부 희망자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100인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콘텐츠가 제작됐습니다.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의 맹학교 및 유관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팟캐스트 채널인 ‘팟빵’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퓨처메이커스(Futuremakers) 활동 - 찾아가는 경제교육 & Youth to Work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인 ‘청년층’의 사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청년층의 경제적 

성장 및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퓨처메이커스

(Futuremakers)’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SC제일은행 찾아

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9년까지 총 2만여 명의 전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경제·금융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맹학교와 결연을 해 점자 보드

게임, 착한도서관프로젝트 경제·금융 오디오 콘텐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 교구재를 개발해 경제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특성화고 고등학생 대상의 취업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인 

‘유스투워크(youth to work)’도 진행 중입니다. 임직원 봉사자들의 모의 밀착 면접, 이력서 첨삭, 직무 멘토링 

및 금융실무 현장 안내 등 은행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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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이 거점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상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 활동, 독거노인 생활편의 지원, 다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시각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 인식개선 마라톤’, ‘시각장애인 동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다(Better Together)’를 모토로 SC제일은행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소개하는 지속가능경영 

공식 블로그 ‘Share & Ca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68

당기순이익(억 원) 2,571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3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63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877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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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예방을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및 실무부서 회의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안건들을 정기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킹·피싱·파밍 및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영업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자 인식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정기교육을 수행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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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바꿔드림론, 대학생과 청년의 생활자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운영하며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서민 금융

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사회책임금융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타행송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고객에게는 타행송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에 추가로 증서재발급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일반 적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SC행복적금’ 판매를 통해 사회책임금융에 이바지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우선 물품 구매

임직원 전용 사무용품 구매 사이트에 사회적기업을 입점시켜,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빛예술단’ 후원

SC제일은행 타임카드 이용액의 0.1%를 은행이 고객 명의로 시각장애인 연주단이자 우수 사회적기업인 ‘한빛

예술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8천6백만 원이 적립되어 ‘한빛예술단’에 기부되었으며, 지난 7년간의 

기부금은 약 12억6천만 원입니다. SC제일은행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자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박종복

본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47
영업점 수 216개

설립연도 1929년

임직원 수 4,256명

고객 수 약 52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시각장애 인식개전 캠페인 및 문화 콘텐츠 개발 기부

 시각장애인 한빛예술단 기부

 업무 거점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발굴 및 봉사활동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카드소멸 포인트 기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기부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기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1,598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휴면예금, 휴면자기앞수표 출연 등)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일자리펀드 등)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대학생 청년 햇살론 지원기금 

14,622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일반 초등/중학교 및 맹학교)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

52
(2,040명)

메세나·체육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시각장애 인식개선 마라톤 지원) 14

환경  서울숲 가꾸기 활동 및 ‘공원의 친구들’ 참여 -

글로벌  해외 빈민국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 지원 6

총 계 16,292

착한목소리페스티벌 8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 ‘퓨처메이커스’ 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Youth to Work

14 1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금융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님과 사회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고 손님 및 지역사회로부터 창출된 수익과 임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 확대

하나은행은 여성의 경력 단절,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자리 부족,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MOU를 통해 총 2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에 

이미 협약한 2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명동과 여의도, 부산, 광주 

지역에 총 4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이 중 부산, 광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건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계승 지원

하나은행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희생

하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가슴벅찬 그 이름 대한민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동안 모인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유족회에 전달되었고, 나라 사랑 동영상 제작 및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통해 가입 

상품 좌수당 1천 원 씩 독립유공자 후손 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절 위기에 있는 전통 예술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후원을 비롯하여 무형문화재인 남사당놀이, 서도소리, 거문고산조, 고창농악 등을 후원하며 

국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하나은행은 소득, 지역 등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기회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1사 1교’ 금융

교육,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글로벌 금융체험’ 그리고 격오지 위주의 방문 금융교육인 ‘하나드림캠프’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여 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이 베트남 동나이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인 ‘Hana Happy Class’를 조성하고, 외관 보수 등의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53.5

당기순이익(억 원) 19,061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4,253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7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380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389

서민금융, 취약계층 지원 활동 확대

하나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희망 

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의 정책서민금융을 2018년부터 3년간 총 1조7천억 원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간 누적 약 1조3천억 원을 공급하여 수립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 행복동행 금융창구’를 운영하여 금융 소외감을 줄이고 있으며, 기존 서민금융 

상담창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설치하여 금융 상담 외에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재무상담 지원으로 서민금융의 

나들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671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직접적인 금융지원 외에도 하나금융그룹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고용창출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국제포럼 개최를 후원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을 희망하는 사회혁신기업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미리 만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 개발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많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1Q Agile Lab을 

통해서도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이 금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부모 가정의 주택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인 

‘한사랑 전세론’을 출시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출 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

자금대출보다 10% 상향된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하여 주택비용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0.2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를 0.1%p 인하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타 사회책임금융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지성규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영업점 수 912개 

(해외법인 및 지점포함)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12,754명

고객 수 2,06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 운영

 그룹 보육사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업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성금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기금 출연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2019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61,02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 일자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출연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출연

 대학생 청년 햇살론 출연

 휴면 예금, 휴면 자기앞수표 출연

61,57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1사 1교 금융교육 운영

 글로벌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금융교육 ‘하나드림캠프’ 운영

 새터민 대상 금융교육 운영

 어린이 경제 뮤지컬 운영

 대학교 학술 교육 지원

4,540
(106,609명)

메세나·체육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운영

 독립유공자 및 전통 문화 지원

 DMZ국제다큐영화제 지원

 비인기 스포츠 지원 

 문화 소외계층 후원 행사 지원

9,840

환경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운영

 UN 청소년 환경총회 지원

 세계 가스총회 지원

 환경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지원

723

글로벌  하나 해피클래스 in Vietnam운영  의료 봉사활동 지원 284

총 계 137,986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명동 어린이집 개원식

제27회 하나은행 자연사랑_ 어린이 미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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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멘토 KB!」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청소년의 멘토 KB!」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디지털’ 3개 영역의 멘토링 사업과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19,000
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원

하고, ‘진로 멘토링’은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멘토링’은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찾아가는 코딩교육/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부방·학습공간·작은 도서관 조성 등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환경 관련 사업

KB국민은행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환경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 유도상품인 ‘KB맑은하늘 금융상품(적금/공익신탁) 출시’로 고객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대해 우대금리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몽골 사막화 지역에 ‘KB
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취약계층 공기

청정기/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어린이 환경도서 제작·배포를 통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황사용 마스크 제공, 

친환경 업무용 차량 도입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재난구호 지원 등 나눔 실천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심장병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매년 10여 명의 어린이를 지원하여 2019년

까지 총 86명이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 심장센터’를 건립 및 지원

함으로써 조기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산불피해에 따른 이재민 보호 및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활동과 무료의료/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속초/고성 지역 초·중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영어멘토링 

캠프’를 진행하는 등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79

당기순이익(억 원) 22,875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8,729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81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846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KB국민은행은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전국 8개 지사에서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무담보·저금리 

지원은 물론 경영·재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미소금융 업무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5년 10월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최초로 1,000억 원 지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총 14,554건, 1,700억 원의 미소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미소

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재기 지원 자금 마련과 재산형성을 돕는 ‘KB미소드림적금’ 출시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KB국민은행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민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소득·저신용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5,658억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 ‘햇살론17’ 등으로 사금융 및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645억 원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책임금융

KB국민은행은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소호 컨설팅센터’ 개소 이후 현재 전국 13개 센터를 설치하여 자영

업자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총 3,180여 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상

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총 7회 진행하여 2017년 이후 280여 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인 ‘KB소호 멘토링스쿨’ 및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소재 자영업자 대상의 ‘원데이 

클래스’를 신설하여 교육의 실효성과 대상을 확대하였고, 금융권 최초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맞춤형 자금을 

선별해주는 무료 정책자금 추천 플랫폼 ‘KB bridge’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금융감독원 주관 2019 포용금융 부문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및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은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등 상품성을 개선한 ‘KB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1,10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사회혁신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위한 KB금융캠퍼스 S.I.N.G 프로젝트(Social Innovation 

startup New Guru)를 첫 실시하여 1:1 금융코치 매칭 및 교육으로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허인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영업점 수 1,065개

(해외법인/지점포함)

설립연도 2001년

임직원 수 16,803명

고객 수 3,162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청소년의 멘토 KB!’ 학습·디지털 멘토링 

 사회공헌홈페이지 긴급 후원사연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법률 무료 지원

 강원 산불피해 재난구호 지원

 전통시장 사랑나눔

 사회투자펀드 출연

50,70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KB미소금융사업 지원

 휴면예금 및 휴면자기앞수표 출연

 신용회복위원회 기부 등 서민금융지원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102,05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의 멘토 KB!’ 진로 멘토링 및 장학금 지원

 1사 1교 경제금융교육 봉사단

 초등돌봄교실 신·증설 지원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치료 지원

14,264
(99,635명)

메세나·체육  박물관 노닐기  스포츠 대회 지원 12,195

환경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사업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사업 300

글로벌  KB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ASEAN Young Leader 프로그램 지원 

 헤브론 심장센터 지원

 미얀마 양곤 KB한국어학당

 캄보디아 심장병어린이 의료 지원

 캄보디아 훈센장학재단 

1,637

총 계 181,148

작은 도서관

몽골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조성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긴급재난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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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 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에 첫 번째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하여 (주)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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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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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다양성, 지역

사회,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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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지난 14년 동안 55만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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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5년 시작된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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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배우게 되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고 직업선호도를 

탐색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4개 지역 86개교 

약 5,500여 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참여 학생 중 약 2,00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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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로 2006년 시작한 한국씨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한 NGO 단체에서 8주 동안 NGO 실무교육 및 인턴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학생들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8주간의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습기간 중에는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NGO와 우수한 젊은 인재를 연결시켜 주는 성공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45.6

당기순이익(억 원) 3,229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1,09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3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1,194

한국씨티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서민들에 대하여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하여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씨티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2019년도에 서민들에게 

1,192억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및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사용 후 상환한 고객에게 징검다리론을 통하여 서민금융 지원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바꿔드림론 상품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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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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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상

‘한국사회적기업상’은 한국씨티은행이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과 손잡고 시작한 우리사회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온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분야, 사회혁신분야, 성장분야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제3회를 

맞이하여 수상기업으로는 일자리창출분야에 ㈜두손푸드, 사회혁신분야에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성장분야에 

㈜더하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임팩트 커리어 Y(Youth)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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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인재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결 및 직장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리어 포럼 및 잡페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기타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박진회

본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영업점 수 43개

설립연도 1981년

임직원 수 3,519명

고객 수 약 26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한국여성지도자상

 라파엘의 집 후원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후원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후원

 내고장사랑재단 후원

 강원도 산불재해 구호지원

 양파소비촉진지원을 위한 농촌 후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1,50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상 10,806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금융교육

 *씨티-JA 특성화고역량강화 프로그램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Voice of Youth 프로그램 후원

945
(29,492명)

환경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공헌의 날

 *WWF ‘내일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후원

 경인 아라뱃길 가꿈이

 양재천 환경정화 활동

 서울숲 가꾸기 활동

 글로벌에코캠퍼스 후원

341

총 계 13,592

*씨티 재단 후원금 USD 850,000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2019 한국사회적기업상

씨티-경희대NGO 인턴십프로그램_나눔의날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임팩트커리어 Y_체인지메이커컨퍼런스

20 21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맞춤형 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민에게 감동을 전하며, 체계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더 가까이 더 큰 혜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GB대구은행은 착한 금융을 실천하는 따뜻한 은행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 리모델링 확장 개관

DGB대구은행은 DGB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고 지역경제 흐름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금융

박물관을 재개관 하였습니다. DGB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지하 1층에 563㎡ 규모로 지어진 금융박물관은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부지런한 날개, 당신을 위한 飛上’ 의 콘셉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경제의 

역사, ▲국내외 화폐 및 은행보존자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3가지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최초 금융박물관인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은 지역민들과 아동·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금융학습의 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창업캠퍼스 개소

대구·경북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공익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제2본점에 대구연구개발특구 창업캠퍼스를 개소하였습니다. 입주공간과 부대시설을 5년간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20억 원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창업캠퍼스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현재 37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역사탐방 실시

청소년들의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일환으로 진행된 ‘DGB 청소년 역사탐방’은 대구·경북의 문화 소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역사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5월에 대구

지역 청소년 120여 명이 영주의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을 방문하여 역사 공부를 하였으며, 콩을 테마로 한 

콩세계과학관에 들러 두부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유익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7월에는 경북지역의 청소년 

120여 명이 경주대릉원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

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55

당기순이익(억 원) 2,132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73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300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90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맞춤 대출상품 지원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하여 DGB새희망홀씨대출, 바꿔

드림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 맞춤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59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지원

DGB대구은행은 지역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관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대출, 대구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보증대출, 대구·경북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계형 취약업종 경영 애로기업 상환유예 지원

DGB대구은행은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대내외 경기둔화 심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 전체와 생계형 취약업종(음식업·소매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착한 금융 실천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금 상환유예 금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꿈나무교육사업단 운영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지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꿈나무교육사업단의 프로그램으로는 꿈나무진로직업체험관

(바리스타, 아나운서, 디자이너, 직업군인, 공예가, 파티쉐, 요리사 등), DGB금융교육센터(용돈 관리, 저축과 투자 등), 

사회적 서비스(은행체험 및 금융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2019년 한해 410회 24,510명에게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성장지원-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DGB대구은행은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자활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자활기업

의 지속성장 및 임직원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자활기업 임직원들에게 역량개발 교육을 지원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무료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타 사회책임금융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김태오

본점 소재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영업점 수 245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3,453명

고객 수 425만 명

제18회 어린이 미술 공모전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 무료급식

내고향 사랑 의료봉사활동

DGB대구은행 청소년 역사탐방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태풍 미탁 피해복구성금 지원

 대구·경북 취약계층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사랑의 빵나눔 행사

 DGB 행복한 공부방 만들기

 내고향사랑 의료봉사활동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후원

 DGB 이웃사랑 희망드림 사업 전개

5,12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주택청약 공익기부금 출연

 일자리 협약보증 출연

9,102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DGB 독도사랑골든벨 행사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운영

 대구은행 금융경제교실 운영 7,690
(25,335명)

메세나·체육  헌혈자 및 봉사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대구지역 각종 마라톤대회 지원

 지역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

 어린이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후원

 DGB 어린이뮤지컬 행사 실시

 DGB 메세나 힐링청춘 행사 실시

 대구은행정구부 운영

8,089

환경  봄철 나무심기행사  대구환경운동연합 후원 11

글로벌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후원  다문화가정 힐링캠프 후원 13

총 계 30,034

22 23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부산은행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라는 그룹 경영이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희망을 나누고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계획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 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의 실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B-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75개 업체가 참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3개 기업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열리는 전자상거래 창업로드쇼 본선 참가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노동자,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설립하고 노사 공동으로 매월 기부금을 출연하여 사회적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썸(SUM : Start Up Matching) 인큐베이터’ 

개소, 자영업자의 경영·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신설, 약 1만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부산 광역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지역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다 푸르고 아름답게! ‘Art Bank’ ‘Green Bank’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 발굴과, 미세먼지 이슈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Art Bank’와 ‘Green Bank’를 

선언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극, 클래식연주 등 시민들에게 무료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워라밸 컬처 in 부산’은 2019년 기준 

누적 공연횟수 60회, 누적 관람객 2만여 명으로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작가 미술대전’,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로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의 이러한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한국메세나대회에서 지역 향토기업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르게, 그린 부산!’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총 7년간 10억 원 규모의 분진 제거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55t의 미세먼지 제거를 기대하고 있으며, 친공원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백상징

숲 조성사업’은 해운대 동백공원 일원에 동백나무 등 4천여 주를 식재하여 지역 명소에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나눔으로 상생하는 동반자  

2008년부터 나눔 문화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명절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생필품 및 명절 

상차림 물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사회취약계층 1만 9천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선물세트는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성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출산장려를 위해 ‘Happy 

Mom Box’ 사업을 통해 매년 저소득 출산가정 200가구에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56

당기순이익(억 원) 3,222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945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43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860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은행권 최초 민·관·언론기관이 함께한 「자영업  미소만개 프로젝트」 시행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 부산광역시, 부산

일보, 부산신용보증재단, ㈜제로웹과 부산은행이 함께하는 「자영업 성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 본점에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역의 대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은 「자영업 미소만개 프로젝트」는 총 1만 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사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만개(滿開)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부산광역시의 금리 이차보전 지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더한 「자영업 협약보증서담보대출」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7,845명의 자영업자에게 

2,04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자영업 맞춤 경영 컨설팅 지원 60건, 자영업 사업장 

홍보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권 최초 자체 재원으로 대부업·제2금융권 대환 및 채무관리프로그램(Loan Care Program) 시행

2019년 11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자영업자가 보유중인 고금리 대부업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을 당행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내 채무과다·다중채무·고금리 대출 등을 

보유한 해당 고객에게 이자비용 절감 및 신용등급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출금액 5백만 원 기준 연간 67만 

5천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채무재조정·금리우대·대출만기 연장 

지원 및 지속적인 신용등급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채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 출시

2019년 4월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본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연 소득의 5배 이내에서 최대 200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별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연 2.43%(2019.12.31 기준)의 특별 우대금리로 운용 중이며 상품 출시 후 

2019년 12월까지 취급건수 361건, 취급액 46,18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빈대인

본점 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영업점 수 253개

설립연도 1967년

임직원 수 3,271명

고객 수 약 379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등하굣길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지원

 출산장려(HAPPY MOM BOX) 지원사업

 공감기부 프로젝트

 설맞이 상차림 지원

 추석맞이 행복만개 나눔 사업

 시민행복 건강기부계단 조성사업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사)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설립·지원

 2019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뮤지컬 ‘금사방네’

21,713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

 썸인큐베이터(창업기업지원) 운영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12,260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1사1교 금융교육

 금융역사관 운영

 BNK행복장학금 지원사업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나도스타홀)

 청소년 성장프로그램(행복한 힐링스쿨, 

  쌈지경제콘서트, 도와줘요 안전맨) 

1,435
(31,039명)

메세나·체육  워라밸 컬처 in 부산(시민개방형 공연)

 부산문화관광축조위 후원(부산불꽃축제 등)

 부산국제영화제, 연극제, 무용제 등 지원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메인 후원

 BNK실내악단 및 갤러리 운영

 부산시육상연맹 대회 지원 

6,970

환경  푸르게, 그린 부산! 동백상징숲 조성사업  푸르게, 그린 부산! 미세먼지 저감사업 1,218

글로벌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돕기 후원  인도 첸나이 비엔날레 후원 26

총 계 43,622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 협약식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및 부산은행상 지원

창업투자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 시상식

부산 지역 해수욕장 특별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9년 3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신용보증기금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등의 금융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24 25



나와 지역을 잘 아는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52년 동안 지역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과 봉사활동은 물론 어린이날 그림대회, 어린이 마술 공연 등 매년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체가 지역사랑봉사단에 소속되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동행을 목적으로 항상 따뜻한 손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 개최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는 5월 5일 가정의 달 행사로 진행되어 1만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진행된 행사는 그림대회와 함께 풍선아트, 

간식존, 동물스탬프 투어 등 각종 이벤트와 크레파스 선물, 경품 추첨을 통해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총 18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동상 이상 30개 작품은 본점 1층 로비에 전시하였습니다.

광주천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지역 환경보호 앞장서

광주은행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후원으로서 대회 준비를 위한 청결활동의 일환으로 광주천 릴레이 봉사

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전 임직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며 매주 릴레이로 15주간 35개 

부점 5백여 명이 광주천 산책길 청소, 잡초 제거, 광주은행 화단 조성 및 관리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 환경보호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 환아복 지원

광주은행 환아복 행사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으로 디자인한 환아복을 지원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3개 병원의 어린이 병동에 환아복 1,800벌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후원행사도 함께하는 등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과 함께 책 읽고 골든벨 울려요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가장 좋은 학습방법인 독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광주은행 도전! 독서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추천도서를 선정해 지역아동

센터에 배부하여 예선전을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단체상으로 도서상품권을 선물하였고 추첨을 통해 멘토링 

체험학습권의 행운도 안겨 주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3

당기순이익(억 원) 1,56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52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7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401

광주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2019년 7월, 12월에 자영업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경영컨설팅 세미나 및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상생카드 판매, 골목상권 금융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담보 특별자금대출,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3대 주주 참여

국내 상생형 사회 대통합을 위한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260억 원 출연금

으로 2대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노사 상생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 정립은 지역민과 지역 기업에 더욱 사랑받는 

지역 향토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태풍피해업체 특별지원을 통한 지역밀착경영 실천

광주은행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총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시행했습니다. 피해복구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더불어 낙과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

하기 위해 일손돕기 봉사활동과 낙과를 구입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사회적경제기업 

SUPPORT-LOAN을 출시하여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행사 

사은품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연간 4천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 이용 및 홍보를 통한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의 희망 동반자 ‘포용금융센터’ 개설 

2019년 11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1968년 광주은행 설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되었던 곳에 지역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동반자가 되겠다는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포용금융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포용금융센터는 광주은행의 145번째 점포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컨

설팅,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는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지역 신보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와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포용금융특별대출 상품을 출시

하여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타 사회책임금융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송종욱

본점 소재지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영업점 수 145개

설립연도 1968년

임직원 수 1,614명

고객 수 약 364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업

 금융산업 공익재단 기금 출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명절 소외계층 전통시장 장보기

 전직원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참여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 후원

 신학기 교복나눔 청소년 후원

 어린이병동 환아복 지원사업

 임직원 성금 나눔 사업

 지역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후원

 지역 사회공헌행사 후원 등  

7,004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2019년 휴면예금 출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은행권 일자리펀드 2차 출연

 성장사다리펀드 출연

 대학생 청년 햇살론 지원

1,927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재)광은장학회 운영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금융박물관 금융·체험교육 실시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등 

4,423
(8,491명)

메세나·체육  KJ원더랜드 운영,어린이 뮤지컬 공연 

 광주화루 공모전 개최

 어린이날 그림대회 개최, 독서골든벨 행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3.1절마라톤, 호남마라톤, 5.18 마라톤,  

장애인체육대회 등 스포츠대회 후원

  성악콩쿠르, 임방울국악제, 호남예술제 등  

지역문화행사 후원 등

3,978

환경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 광주천 화단 조성 등   녹색환경대상 주최 52

글로벌  다문화여성 지원사업 등 50

총 계 17,434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 개최

광주천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지역환경보호 앞장서

어린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 환아복 지원

광주은행과 함께 책 읽고 골든벨 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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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제주대표 强小은행 제주은행은 1969년 창립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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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상생 

금융지원과 소외계층 지원활동 그리고 제주의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은행은 ‘제주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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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부점 1사회 봉사단체 결연사업,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청소년 희망로드 프로젝트,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제주은행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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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오름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제주은행 지정오름 : 다랑쉬오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불조심 리본 달기,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

소제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통해 개인 텀블러 사용 및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우산 털이기 설치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확대

제주은행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1사 1교 금융경제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한편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기초금융 상식을 교육하는 등 제주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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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연맹 육상 꿈나무 후원, 제주 메세나 후원 그리고 

제주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후원 등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6.2

당기순이익(억 원) 266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9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0.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118

서민생활안정 <제주새희망홀씨Ⅱ> 등 지원

제주은행은 서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새희망홀씨Ⅱ’ 대출을 201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약 1천9백여 명, 260억 원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제주새희망홀씨Ⅱ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이며 1인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외에도 제주 징검다리론, JJB바꿔드림론, 제주 안전망 대출, 제주 사잇돌 

중금리 대출, 햇살론17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지역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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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실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골목상권 우대카드 ‘제주 통(通)카드’를 발매해 

소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높은 포인트 적립 혜택을, 골목상권은 매출액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9만 좌를 발급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제주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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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니’ 앱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의 제주 관광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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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주고, 지역 스타트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한 상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70대 어르신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

카드를 발급해 무임교통 이용 지원 및 빅데이터 제공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임교통카드 이용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약 7만2천

여 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서현주

본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90

영업점 수 35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 수 453명

고객 수 약 51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사랑의 송편 만들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설, 추석 제수용품 장보고 가세

 씨네하트데이

 연말연시 지역사회 기부활동

 복지시설 등 기부활동 등

40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청년창업재단 등 1,37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1사 1교 청소년 금융교육

 취약계층 경제교육

 장학금 지원

 멘토링 봉사활동 등

225
(5,003명)

메세나·체육  제주육상연맹 꿈나무 지원

 제주도내 마라톤대회 후원

 지역 문화행사 지원활동 등 165

환경  1단체 1오름(다랑쉬오름) 가꾸기

 제은 푸르미 운동

 올레길 환경정화활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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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2,185

CEO와 함께하는 <신입행원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추억 선물 <산타원정대>

연말연시 사랑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전통시장 살리기 <추석맞이 제수용품 장보고 가세>

제주은행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홍보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시장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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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은 1969년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을 통해 설립되어 창립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안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이 포용적 금융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변함없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 등대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밝은 빛을 비추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로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메세나 사업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원과 도민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JB DAY ’, 노인복지관의 노후화된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JB어르신 문화쉼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강연 및 공연을 

제공하는 ‘JB문화공간’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하나 되어 끼와 재능을 발산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참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생 樂 페스티벌’, 도내 사회복지사들에 일에 대한 

보상과 힐링을 위해 토크콘서트 및 뮤지컬 공연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힐링 DAY’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장학교육사업

전북은행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JB희망의 공부방’, 임직원과 아동들을 멘티·멘토로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JB멘토링 문화체험’,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매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3D프린터 지원사업’, 소외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JB어린이 스포츠클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화합과 어울림을 위한 다문화·글로벌 사업

전북은행은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多정多감 문화교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웰컴 투 

코리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자 캄보디아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빛과 삶의 희망을 전하는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17.2

당기순이익(억 원) 1,26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47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20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1,356

서민금융진흥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소액서민금융사업 지원

전북은행은 저소득 및 저신용층, 영세사업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

회복위원회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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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였고, 따뜻한금융클리닉 

전주센터 및 수도권 지역에 소매금융센터 등 서민 밀집 지역에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전북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은행 이용수수료를 감면

하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JB새희망홀씨대출

개인 및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금융권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을 위해 전 은행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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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바꿔드림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8.5%~13.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서민

금융 제도입니다.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쌀, 누룽지, 김부각, 빵 등의 물품을 구매해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어버이날 孝 

콘서트’ 등 사회공헌 행사 개최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사회적기업에게는 활동

무대의 장을 마련해주고 도민들에게는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기타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임용택

본점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영업점 수 99개

설립연도 1969년

임직원 수 1,198명

고객 수 약 203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운영

 JB희망의 공부방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웰컴 투 코리아

 설날,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JB어르신 문화쉼터 

 다문화가정 多정多감 문화교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연탄나눔

 임직원 급여 1% 나눔

4,31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새희망힐링펀드 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휴면예금·휴면수표 출연 2,297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운영

 JB인문학 강좌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JB Dream up 금융투어

 JB청소년 유투버 공모전

 3D프린터 지원사업

 JB어린이 스포츠 클럽 

 1사1교 금융경제교육

2,393
(15,466명)

메세나·체육  JB문화공간 운영

 JB원더랜드 운영

 생생 樂 페스티발

 희망나눔 신년음악회

 사회복지사 힐링데이

 문화가 있는 날

 어버이날 孝 콘서트

2,959

환경  전부점 환경정화 봉사활동  공원의 친구 되는 날 9

글로벌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캄보디아 개안수술 돕기 임직원 정기후원 55

총 계 12,030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JB희망의 공부방

多정多감 문화교실

JB어린이 스포츠클럽

30 31



고객·지역·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은행 BNK경남은행은 「고객·지역·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은행」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행복과 희망이라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양적·질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한 공익재단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단 등 사회공헌사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존경과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BNK경남은행은 지역 내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민 건강·여가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민 참여형 문화·

예술·체육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는 무려 29년을 이어 온 지역 대표 

가족 문예행사로서 경남(창원·진주·김해)과 울산에서 동시 개최돼 2만5천여 명 참여했습니다.

창원시 둘레길 걷기대회, 울산시 태화강 십리대밭 걷기대회,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 김해시 해반천 걷기대회 등 

지역 주요 명소와 둘레길에서 열리는 걷기대회는 1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생활 체육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연중 릴레이 사랑나눔사업

BNK경남은행은 명절과 절기에 맞춘 릴레이식 사랑나눔사업으로 경남·울산 지역의 18개 시·군의 소외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기간 소외계층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전통시장상품권 

나눔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비롯해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선풍기 나눔과 겨울 한기를 극복하는 

동지팥죽 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그리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福)다드림 박스 나눔’ 사업까지 사시

사철 이어지는 사랑나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합니다.

‘지키고·살리고·꾸미는’ 환경보호 개선사업 및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BNK경남은행은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꾸미는 친환경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건강증진·여가선용의 삼박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로깅’ ‘비치코밍’ 등 

‘뉴트랜드 CSR’을 통해 지역명소와 주요 해변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벽화거리 조성’과 ‘생명숲살리기’등 환경개선 

활동은 물론이고 창원 장미공원, 울산 백리대숲 조성사업, 울산교 배달의다리, 진주 월아산 우드랜드, 김해서부

문화센터 명품시계탑 등 지역사회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명소 가꾸기도 다방면으로 실행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9.3

당기순이익(억 원) 1,864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24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2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645

서민금융·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경남은행이 함께 합니다

BNK경남은행은 2009년부터 지속해서 저소득층, 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2019년까지 약 127억 원), 신용회복위원회(2019년까지 약 9억 원)에 재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희망힐링펀드,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는 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및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019년 11월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BNK경남은행 소상

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 2019년 9월 신용보증재단과 ‘손에 손잡고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보증료율·보증한도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상』 기관 표창 수상 은행

BNK경남은행은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2019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금융사기 근절 부문 유공자 시상’에서 ‘서민금융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2019년 4월 BNK경남은행은 ‘창원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경상남도·신용보증기금과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공익형 콜라보 점포』 개소 및 경남도와 노인 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2019년 7월 BNK경남은행은 서성동지점 내에 공간나눔을 통한 ‘실버카페 아리’를 금융기관 최초로 개소하였

으며, 경상남도와 노인 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자체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제1회 대한민국 정부

혁신박람회’에서 경남도 대표혁신 사례로 선보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황윤철

본점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영업점 수 160개

설립연도 1970년

임직원 수 2,952명

고객 수 281만7천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지역소외계층 지원 나눔활동 

  (사랑의 떡국, 복다드림 BOX, 선풍기, 김장, 팥죽)

 무료급식소 사랑의 특식제공

 명절 및 연말 전통시장상품권 나눔

 장애인 목욕, 야영대회, 복지시설 지원

 경남은행봉사단 활동(농촌 봉사활동)

 무더위쉼터 운영(은행권 전국 최초)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BNK경남은행 의인상

 실버 ‘카페 아리’ 개소 등

8,86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등

6,315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드림스타·희망나눔프로젝트 등 

 경은장학회 장학금 지급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지역별 학술단체 후원 등

2,183
(14,791명)

메세나·체육  참여형 지역공헌사업(연극, 오페라 등)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및 여성 백일장

 창원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기관기업체 축구대회 

 진주 남강 걷기대회 개최

 김해 해반천 걷기대회 개최

 BNK경남은행 갤러리 운영

 울산 십리대밭길 걷기대회 개최

 경남은행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2,525

환경  비치코밍, 플로깅 봉사활동 

 창원 ‘둘레길투어 스탬프투어 유도안내판’ 설치

 창원 장미공원 ‘포토존’ 설치 등

 김해서부문화센터 ‘사랑의 시계탑’ 제막식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

 울산 ‘배달의 다리 노천카페’ 조성

 진주 월아산 우드랜드 설치

2,180

글로벌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희망의 물품 지원 및 희망 봉사활동’ 후원 3

총 계 22,073

창원시 둘레길 걷기대회

복다드림BOX 나눔

창원봉암동 벽화거리 조성 활동

BNK경남은행과 함께 하는 여성백일장 및 사생실기대회

32 33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 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

봉사·교육·문화나눔 활동 등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을 이어가는 ‘이웃사랑’ 실천

KDB산업은행은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이웃사랑, 교육사랑, 문화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대표적인 이웃사랑 활동으로 매년 6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통해 국내 혈액 부족 

해소와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지원을 위하여 헌혈증서와 치료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여의도 본점 KDB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 행사는 임직원 및 직원가족,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등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신토불이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손수 만든 

1만2천5백 포기의 김장김치를 서울지역 소외계층 1,100세대와 복지시설 20여 곳에 전달하는 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랑나눔 행사입니다.

「KDB 따뜻한 동행」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KDB 따뜻한 동행」 후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가족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과 문화·체육 소외계층 등을 발굴하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베트남 부부 자녀 심장병 치료비 후원 1호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자 및 

독립 유공자 후손 자녀 후원, 시각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첼리스트 후원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루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여자아이스하키 청소년대표팀을 선정하여 후원하는 등 총 35
호의 따뜻한 동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KDB산업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1사 1촌, 1병영」, 「국가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KDB산업은행은 나라사랑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양지리 마을과 결연을 맺고 특산물 구매캠페인, 농촌일손돕기, 

문화나눔 초청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연 부대인 육군 제7보병사단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장병에 대한 위문과 위문금 후원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돕기 기부 등 국가 재난·재해 피해복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18

당기순이익(억 원) 5,274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2,159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3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

KDB나눔재단은 출연기관인 KDB산업은행의 사회공헌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적극적인 사회책임

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초기 창업기업가 양성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정규교과과정’을 실시하여 창업문화 확산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예비·초기 창업기업가를 발굴하여 체계화된 창업교육, 전문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함께 벤처투자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103개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총 1,350여 명(누적), 투자유치 760억 원(누적)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둘째, 「KDB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26개 대학과 제휴하여 대학교수와 전문 창업교육자와의 협업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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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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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고 해외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후속 지원으로 더욱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발굴된 스타트업 청년창업기업에는 KDB산업은행의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넥스트라운드와 연계

하여 총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KDB창업기금’을 통한 소외계층 창업 지원

KDB나눔재단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창업 지원을 위한 ‘KDB창업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역량을 갖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전문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과 함께 창업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2차 기금이 조성되어 여성 가장, 저신용자, 기초수급자 등 224명에게 42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KDB산업은행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기금 마련 바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인 ㈜떡프린스 구매 캠페인 

실시로 기업과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인 (사)서울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회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DB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경영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시설비 지원,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등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8개 기업에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여 139명의 고용창출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이동걸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영업점 수 92개

설립연도 1954년

임직원 수 3,588명

고객 수 약 61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복지 사각지대 후원(KDB 따뜻한 동행)

 결연 복지시설 정기 후원

 지역사회 소외계층 떡국·송편 나눔 행사

 강원도 산불 피해돕기 후원

 복지시설 초청 봄꽃축제 행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헌혈캠페인 및 후원

 1사 1병영, 1사 1촌 후원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복지시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행사

 연말 사랑 나누기 임직원 성금 기부 및 봉사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KDB나눔재단 출연 등

6,66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일자리 펀드 등) 출연

 휴면예금·수표 출연 등

16,339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문화행사 후원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봉사활동

 금융·경제 관련 학술대회 및 포럼 등 후원

105
(398명)

메세나·체육  비인기 문화공연 및 창작공연 등 후원 530

환경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산악 정화운동 등 후원 56

총 계 23,697

2019 「사랑 나누기 헌혈 캠페인」 실시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KDB 따뜻한 동행 34호] 

비인기 종목 『여자아이스하키』 청소년대표팀 후원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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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100년 농협 NH농협은행은 100% 순수 민족자본 은행으로서,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소외계층·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며 고객과 농업인·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한 활동 및 서민금융 지원 활동도 적극 시행하여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고 있으며, 학술·교육 분야 후원,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성화, 환경보호 및 

해외 구호에 힘쓰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여’ 라는 협동조합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선도하는 따뜻한 은행

NH농협은행은 2019년 새희망홀씨대출 등 5,505억 원을 서민금융 부문에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인 서민금융 지원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를 총 100개소를 운영하여,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탑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 맞춤형 금융 지원과 일자리를 상담하는 「서민

금융 & 취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생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금융 지원과 금융교육을 

하는 「NH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원에 앞장서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농식품기업과 중소기업의 확실한 버팀목

NH농협은행은 정부를 대행하여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에 대한 농업정책자금대출을 국내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든든한 은행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 등 농업정책자금을 6조8,250억 원 신규 지원했으며,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체 대상으로 

총 320건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농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PEF를 신규 설립하여 

140억 원의 신규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종 

중소기업 전용 신상품(NH기업성공대출 등) 출시를 통한 기업자금 지원, 기술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한 기술력 

기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금융, 3년간 42조 원을 지원하는 「NH 행복채움금융 프로젝트」

NH농협은행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2조 원을 지원하는 「NH 행복채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혁신기업·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NH농협은행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며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여 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2020년

까지 42조 원 지원 목표를 달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은 2019년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총 706억 원의 금융지원을 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이용 및 제품구매 등에 

1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행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로 농촌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는 농촌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성장을 도모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NH농협은행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읍·면·리 

농촌 지역의 초등학생(멘티)을 선정하고 대학생 멘토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습 지원, 진로 상담, 재능 

기부 등 활동을 벌이고, 교외 합숙을 통해 진로 체험, 대학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NH농협은행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

NH농협은행은 농경지 및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폐비닐을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폐비닐 수거를 위하여 총 42억 원을 지원했으며, 총 8만7천 명의 임직원

이 12만6천 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향후 

폐비닐, 농약병, 농기계 등 폐자재 수거활동으로 확대하여, 농촌의 복지증대와 도시·농촌의 균형발전에 힘쓰는 

유일무이한 은행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복채움금융교실」로 행복을 채우며 더불어 나눠요

NH농협은행은 2019년 한 해 2,024회(약 1만 시간) 8만3천 명에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금융

교육 시작 이래로 2019년 12월 말까지 무려 89만6천 명에게 행복을 채워드렸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대한

민국 교육 기부대상」에서 금융기관 최초로 3회 수상하였으며,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장상」을 

2016년부터 4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킴이 「농촌·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12년째 농촌 또는 홀로 거주하고 계신 7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13,084명의 어르신께 64,036건(월평균 5,336건)을 전화를 드려 따뜻한 마음을 나눠 드렸습니다. 날씨, 

안전, 건강 관련 생활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며 3회 이상 통화 연결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직접 지역 사회복지사가 

찾아가 안전을 확인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92

당기순이익(억 원) 12,896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796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592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5,505

일반현황

CEO 손병환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영업점 수 1,141개소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 수 13,607명

고객 수 3,159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영농폐비닐 수거 

 구호차량 기부 등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산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농업·농촌 소외계층 지원 

 각종 지역 공익행사 및 캠페인

77,40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재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55,275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행복채움금융교실 

 학술, 교육 단체 교육사업 후원 

 학교시설 개선 및 연구 자금 지원 

 교육 소외계층 장학금

10,526
(83,214명)

메세나·체육  매직테니스 재능기부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지원 

 지역 스포츠 대회 및 공연·전시회 후원 9,216

환경  숲 조성 등 환경보호 사업 수행  환경관련 행사 및 캠페인 6,777

글로벌  캄보디아 주민 대상 농업교육 

 미얀마 서민학교에 학용품 및 발전기금

 해외 교포 대상 어린이동산 무상 제공 16

총 계 159,217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영농폐비닐 수거 활동

행복채움금융교실

어르신 말벗서비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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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IBK기업은행은 설립 이래 ‘고객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금융소비자 중심경영 혁신을 통한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소외계층 아동, 청년창업자, 비인기스포츠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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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동반자, IBK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난 해결, 중소기업 성장의 버팀목

-IBK기술명장멘토링, i-ONE JOB, 동반자컨설팅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IBK기술명장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직업관 확립 및 품질명장의 양질의 

멘토링제공으로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까지 10만 명의 일자리를 찾아 주는 ‘新

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인 

‘i-ONE JOB(www.ibkonejob.co.kr)’을 구축하여 2019년 1,075개의 중소기업과 21,024명의 구직자를 연결

해주었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탐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컨설팅펌 출신 경영 컨설턴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여 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및 가업승계, 세무회계, M&A, 법률, 그린, 특허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무료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1,000개 기업 

컨설팅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7,731건의 컨설팅을 지원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IBK장학금·치료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中企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IBK기업은행은 2006년 4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재단 IBK행복나눔

재단을 설립해 2019년까지 48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IBK행복나눔재단은 2019년 누적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149명에게 총 13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희귀·난치성 등 중증 질환자 2,531명에게 치료비 1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인천시 남동구에 공단지역 내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IBK남동사랑어린이집, 

2019년 3월에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IBK기업은행은 기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음악공연을 하는 ‘중소기업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추진하여 中企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95

당기순이익(억 원) 11,34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3,088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8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05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2,76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 운용 

IBK기업은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9년 IBK
새희망홀씨대출 2,611억 원(31,860건), IBK사잇돌중금리대출 262억 원(3,45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복지공단과의 단독 협약으로 실직·임금체불 근로자 및 저소득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IBK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어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2019년 한해 1,370억 원

(22,59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에게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21,602억 원(26,915건)을 지원하는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 

IBK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금융취약계층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채널의 다양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층에게 은행권 최저금리, 연 2.9%로 지원하는 IBK퍼스트원대출과 난임부부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IBK힘내라!우리가족대출을 IBK기업은행 단독상품으로 출시하였고, 청년

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IBK청년전·월세 대출과 저신용 고객이 생활자금과 고금리 채무를 대환할 수 있는 IBK 

햇살론17(세븐틴)까지 고객별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여 제도권 금융에 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민금융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전화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i-ONE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IBK사이버 서민금융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윤종원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영업점 수 647개

설립연도 1961년

임직원 수 13,498명

고객 수 약 1,589만 명

비대면채널 강화 등 서민경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바쁜 업무 및 영업환경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비대면 채널 상품인 

i-ONE소상공인대출, i-ONE소상공인보증부대출을 출시하여 751억(5395건), 112억(810건)의 대출을 지원

하였습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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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41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IBK미소금융재단

 기타 서민금융 지원

 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 출연 41,559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장학금 지원

 컨설팅 지원

 학술, 교육 10,645
(1,921명)

메세나·체육  IBK여자배구단 및 사격단 운영  비인기스포츠 지원 11,318

환경  IBK자연나누리 사업 510

글로벌  IBK글로벌봉사활동  해외 저개발국 지원 1,126

총 계 105,699

 IBK남동사랑어린이집

IBK 글로벌 봉사활동

중소기업 찾아가는 음악회

IBK 자연나누리 사업

IBK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대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IBK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에는 9개 기업에 총 1.5억 원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사회적 경제기업에 

2,46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은행권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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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INANCE GLOBAL KORE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시장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 지원,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통한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남북협력기금(IKC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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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탈북가정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후원 지속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IKCF)의 운영기관으로,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을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당행만의 독자성을 지닌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탈북 대학생 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직접적 취업 지원사업 이외에도, 다문화·탈북민 대안학교 및 탈북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다문화·탈북 가정의 개별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였습니다. 한편, 남북예술인이 함께하는 나라사랑콘서트,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유소년이 함께하는 희망

씨앗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기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운영 및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지속

2013년 5월 창단되어 7년째를 맞은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는 28개 대학 83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발적 봉사기획 및 실천을 통해 수출입은행 사회공헌의 가치를 전국으로 전파

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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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은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캄보디아 봇벵마을 중등학교(Bot Veng Friend School) 운영 지원을 비롯 

하여 케냐 취약계층 여성 앞 자활기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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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여성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임직원 참여 글로벌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당행 사회공헌 가치의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당행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92.3

당기순이익(억 원) 696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3,650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119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수출입은행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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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여전히 낮은 신용도와 영세한 기업 규모로 금융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의 수주사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우대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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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지원

수출입은행은 탈북민·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 신구성원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다방면으로 후원함으로써 

사회 신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2019년 중 사회 신구성원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희망씨앗전파’ 및 ‘희망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12곳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2억 원과 사회 신구성원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11곳에 급여 및 인력훈련비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간 자조기금 조성

수출입은행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연대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서로 돕는 자조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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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대출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약 26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억 원을 운용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에 매년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방문규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영업점 수 본점·국내지점 및 출장소 

13개, 국외사무소 24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 수 1,177명

고객 수 5,021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사회적기업 ‘희망씨앗 전파사업’ 및 ‘희망일터 지원사업’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차량 지원

 지적장애인합창대회 등 소외계층 참여 문화 행사 후원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 지원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생계 지원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7기 운영

3,283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지원 등

8,089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탈북 청소년 장학사업 지원

 시각장애 대학생 장학사업 지원 등

100

글로벌  케냐 여성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기자재 지원

 방글라데시 아시아여성대학 EDCF 인턴쉽 지원

445

총 계 11,917

연탄나눔봉사

탈북어린이 경제교육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 수료식

다문화어린이 축구대회

40 41



국민과 함께, 해양수산인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Sh수협은행 수협은행은 「어촌사랑, 바다사랑」을 모토로 지속해서 어업인 및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 어촌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Sh 사랑海 봉사단’을 발족하여 전국 해안가 대청소를 통한 ‘우리바다 깨끗이’를 실천함은 물론, 어민들의 어업 활동 지원과 어촌지역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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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찾아가는 어업인 및 어촌사랑 운동 ‘사랑海 이웃찾기’

설명절과 한가위를 맞아 어촌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海 이웃찾기’ 행사를 통해 변함없는 

어촌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도록 임직원이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1,100가구의 어촌지역 불우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어촌지역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및 어업인 지원 활동 

수협은행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어촌 현실과 해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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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쌓여 가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Sh 사랑海 봉사단’이 

매월 전국 해안가를 찾아 ‘우리바다 살리기’ 운동과 함께 어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 전달, 어촌계 사무실 집기 비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지역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어촌지역은 도심과 비교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 고령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사)날마다 좋은날과의 협업을 통해 무료 한방진료(한방상담, 침. 뜸, 부항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국 해안가 대청소를 통한 실질적 정화 활동과 함께 지속해서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피서철 해수

욕장(양양 하조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여 바다 환경실태 사진전과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통해 계몽 활동을 하였습니다.

Sh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

미래 경제주체인 대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바다와 어촌에 대한 이해, 수산업의 중요성 인식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촌 봉사활동, 다양한 어촌체험 등을 진행하는 ‘Sh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을 2007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어촌이 함께 살아가는 도어상생(都漁相生)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헌혈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헌혈 후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수술 등으로 혈액이 

필요한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랑海 헌혈’ 행사에 약 1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헌혈증을 기증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40,7

당기순이익(억 원) 1,641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66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3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77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720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수협은행은 어업인 및 서민층(저신용자, 저소득자)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살론17 등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最 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 사금융 대신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신상품 ‘햇살론17’ 

등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2019년 9월에 출시하였습니다.

Sh중금리신용대출 등 중금리대출 상품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2019년 9월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신상품인 ‘Sh중금리

신용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직접 명예 점원으로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재사용, 나눔 및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만4천 점의 물품을 기증하였으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통해 2백여만 원의 

수익금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였고.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마케팅 용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259억4천만 원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한도와 금리,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Sh사회적경제기업성공지원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통해 6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서 대출 취급시 

연 0.3%p의 보증료율 우대를 통해 사회공헌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예금 

‘사랑해나누리예금’ 등 어업인과 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Sh행복한미래

적금’ 및 의무 복무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Sh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타 사회책임금융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이동빈

본점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영업점 수 137개

(해외법인 및 지점 포함)

설립연도 1962년

임직원 수 1,920명

고객 수 약 335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자연재해(강원 산불) 피해 어업인 지원

 어촌지역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사랑海 헌혈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사랑海 이웃찾기

 대학생 어촌봉사단

 사랑海 썸머페스티발

 자연재해(태풍) 피해 어업인 지원

 금융권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등 

1,772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일자리펀드) 출연  휴면예금 출연 5,270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부경대 발전기금

 해성장학회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청소년 금융교육(바닥 보이는 금융교실)

533
(1,609명)

환경  어촌지역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98

총 계 7,673

사랑해 대학생 어촌봉사단

어촌지역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줄이기 계몽활동

42 43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창업지원, 컨설팅 등 기관 고유사업과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상생도약, 사회적 책임 나눔, 대내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유망 창업기업과 성장 유망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해당 보증을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5,400억 

원과 ‘카드매출 연계대출 협약보증’ 675억 원으로 나누어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용도별 니즈를 반영한 보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자금 350억 원을 특별출연 받아 총 4,200억 원의 보증을 지원

하였으며, 해당 보증은 자영업자 상황별로 차등화한 3개의 보증상품인 ‘영세자영업자 협약보증’, ‘데스밸리 

자영업자 협약보증’,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협약보증’으로 나누어 운용하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기 자금 공급 및 경영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1차 수출규제(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에 대응

하여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였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후 신속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보증프로그램을 신규도입하여 59개 기업에 348억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

기업으로 분류된 39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전액 만기연장 조치를 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보증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보증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보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심사체계를 신규 구축

하였으며,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향후 5년간 50개 발굴하는 

‘혁신ICON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17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자금 347억 원을 

활용하여 6,420억 원의 신규보증 여력을 확보하는 등 민간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비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보증 및 투자 상품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1,60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성장, 고용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희망 나눔 We한 명랑운동회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동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초청하여 본점 체육관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동회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보유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향후 지속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청렴교육 및 진로탐색 현장학습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동구 지역 내 9개 중학교 재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청렴교육 및 진로탐색 

현장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권·청렴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중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유명 역사교육 강사인 최태성 

선생님이 ‘도전하는 젊음, 꿈꾸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신용보증기금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체중, 저체온으로 사망위험이 큰 저개발국 조산아를 위한 털모자 뜨기 및 전달 캠페인으로, 제 3세계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이사회에게 모자 뜨기 실습교육을 지원하였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모자 뜨기 방법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및 가족들이 손수 만든 300여 

개의 털모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저개발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8.1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4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일반현황

CEO 윤대희

본점 소재지  대구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영업점 수 109개

설립연도 1976년

임직원 수 2,705명

고객 수 20만여 업체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지역 아동 희망 나눔 We한 명랑운동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가정의달 맞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후원 

 지역 아동 연합발표회

 사회취약계층 결식예방 도시락 기부

 대구 사회적경제 소셜크라우드 펀딩대회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 ‘희망옷장’ 후원

 국군장병 위문행사 

 8개 영업본부 별 1촌 사회공헌활동 등

180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270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 인권청렴교육 및 진로탐색 현장학습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탈출! 미세먼지’ 교육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역량교육

26

메세나·체육  대구시 여자실업핸드볼팀 후원 5

글로벌  국외입양인 모국방문행사 지원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2

총 계 483

지역 아동 희망 나눔 We한 명랑운동회

청소년 인권청렴교육 및 진로탐색 현장학습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탈출!미세먼지’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44 45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입니다. 기보는 일자리 창출, 안전과 환경, 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한 나눔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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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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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에 기술보증기금 광고판을 부착한 후 광고비를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광고수익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자립기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항만/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였고, 부산

광역시와 협업도 하였습니다.

기보의 업무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기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역량과 연계하여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우수기술기업 체험 및 창업

교육’을,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 CEO 대상 ‘벤처창업교실’과 ‘청년·기술창업교실’을,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재기 기업인 전문강좌’를 개설하여 성장 단계별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고객들이 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산림 복원을 위한 노사 공동 프로그램 - ‘기보 희망나무숲’ 조성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해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속초시 산불 최초 발화지점 인근에 산불에 강한 활엽수인 산벚나무 200그루를 심었습니다.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심는 산벚나무에 푸른 숲을 향한 희망을 담고 건강한 숲의 복원을 기원하였

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나눔 정신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프로그램 - ‘착한 책방’ 도서 기증

임직원이 소장 중인 헌책을 도서가 부족한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노사 공동으로 헌책 나눔 캠페인을 2회 진행하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중·고등학생용 참고서, 소설 등의 도서 2,000권을 도서관에 기증하여 지식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기보는 2018년에도 사내 도서관에 있던 책을 인근 복지관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임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무료 급식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본점 인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한글교실 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금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였고,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과 경기도 양평 양수리과수마을을 찾아 감꽃 솎기, 배 따기 등의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3.0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4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시행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우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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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보는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증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운영

제조업의 해외 이전, 고용 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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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운영

과거 사업에 실패한 경영주가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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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으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거의 실패를 발판삼아 재기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대학생 우수기술기업 체험 및 창업교육

기보 희망나무숲 조성

착한 책방 도서 기증

부산·경남지역 농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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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명

고객 수 7만여 업체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농촌 봉사활동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등 봉사

 홀몸노인 결연 후원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후원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후원 

 중고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단체 후원 등

26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68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농촌 봉사활동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등 봉사

 홀몸노인 결연 후원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후원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후원 

 중고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단체 후원 등

19
(11,658명)

환경  기보 희망나무숲 조성 8

총 계 364

46 47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 가치 창출’이란 공사의 사회공헌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노인복지 등 본업과 연계한 활동과 더불어 일자리, 사회적 경제, 환경, 안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역 친화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내·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상생, 나눔, 참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사의 사회공헌 핵심

가치 실현을 통해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주거복지’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서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대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HF 드림하우스」 사업을 통해 145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4월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의 임시주택에 악천후를 대비할 

수 있는 캐노피(처마) 283개를 설치하는 등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월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층 주거안정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노인복지’ 사업

소외된 노년층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부문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게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립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시니어 돌보미 40명을 직접 채용하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택돌봄, 이웃이음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HF 행복돌봄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돌봄

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소방안전지킴이 441명을 고용하여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 화재탐지 및 

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HF 소방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역복지’ 사업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복지관 직원들의 원활한 방문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HF 

장애인 차량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녹지공간에 안전 계단 및 난간과 같은 

등산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임직원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HF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 공사직원들이 재능기부와 

다양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희망천사 프로젝트」와 「HF 대학생 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132

당기순이익(억 원) 2,470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591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38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전환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공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을 통하여 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9월에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국민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등 총 31조5천억 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전환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청년전월세상품 출시, 협약보증 및 특례보증 확대와 개선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전·월세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성공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 

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지자체와의 협약 확대를 통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특화된 보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보증료 인하 노력을 통해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 고령층의 실질소득 증대 및 금융 소외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 강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최대 인출 한도를 90%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일반형 대비 최대 20%로 증액하여 고령층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농·축협에서의 주택연금 취급을 

개시하고,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지방 거주 어르신들의 주택연금 이용 접근성을 향상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HF소방안전지킴이」 및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HF 행복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공사는 화재위험에 노출된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HF 소방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니어 

소방안전지킴이 441명을 채용하여 화재 취약계층 8,700여 가구에 소화기, 화재탐지 및 경보기 등 소방안전

시설을 무상설치하고, 5만 가구가 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화재 예방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일자리’·‘주거복지’·‘지역상생 효과’를 동시에 견인하는 1석 4조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HF 행복돌봄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사원으로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HF 행복돌보미」 45명을 직접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독거노인을 포용하고 개인별 욕구 및 환경에 부합한 생활돌봄, 이웃이음 등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인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19년 부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이정환

본점 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영업점 수 25개

설립연도 2004년

임직원 수 909명

고객 수 약 352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HF 소방안전지킴이 사업

 청년층 주거안정 프로그램

 드림하우스 및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 사업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B.E.F)

 강원 산불피해 지역 후원금 지원

 명절 맞이 사회공헌활동

 HF 행복돌봄서비스

 커뮤니티시설 지원 사업

 지역농산물 나눔 사업

 국군장병 지원 사업

 100세 행복 어르신 경로 사업

 대학생 봉사단 운영

 유관기관 공동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

2,087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901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은퇴금융아카데미

 HF 주택금융강좌(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직장견학 및 진로체험 금융교육(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

757
(3,289명)

메세나·체육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반려동물 전시회 행사 후원 11

글로벌  HF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사업 50

총 계 3,806

HF 드림하우스 사업(주거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의 임직원 봉사활동

HF 행복돌보미(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발대식 

장애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사업(등산로 정비사업 및 임직원 

환경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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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역시,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서 ICT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

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 분야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모바일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행복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위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케이뱅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시니어 고객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 

모바일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트렌드 ▲모바일 뱅킹의 특징 및 서비스 소개 ▲금융의 

미래 진화 모습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한 금리 비교법 등 금융 실생활 꿀팁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의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금융교육

케이뱅크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지식 함양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 트렌드의 변화 ▲올바른 소비습관 

▲은행 예적금 차이점과 이자 계산법 ▲금융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및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금융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트렌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금융교육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의 친구되는 날’ 자원봉사  

금융교육 외에도 케이뱅크는 2019년 10월 1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인 ‘공원의 

친구되는 날’에 참여해 나무 심기와 화단 가꾸기, 퇴비 만들기, 꽃 심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6

당기순이익(억 원) -1,017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1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 원) 18.6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형으로 보다 저렴한 대출 상품 제공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상품 「슬림K 신용대출」을 최고금리 한 자릿수로 저렴하게 제공해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금융거래정보가 다소 부족한 고객이라도 통신사 이용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대출금리를 받을 가능성을 높였으며, 최고금리 역시 10% 미만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용 「일반가계신용대출」은 국세청 홈텍스 스크래핑을 통해 고객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비씨카드의 가맹점 경영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매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속성, 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욱 나은 

금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원격지원서비스 및 금융교육 운영

케이뱅크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ICT 기술발전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디바

이드(정보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금융거래 이용이 불편한 고객들께는 고객 동의 하에 원격 

접속, 뱅킹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트렌드 변화와 이용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지식과 사기 예방 팁 등을 포함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이용 수수료 부담 낮춰 고객 혜택 강화 

케이뱅크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중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물론 접근성이 뛰어난 전국 GS25 편의점 ATM 기기(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예·적금, 

대출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역시 무료입니다. 

기타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이문환

본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영업점 수 1개

설립연도 2016년

임직원 수 313명

고객 수 12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은행사랑 나눔네트워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5.6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 13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 금융교육 강사 대상 디지털금융 트랜드 교육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210명)

환경  공원의 친구되는 날 

총 계 18.6

2019년 2월 28일 케이뱅크 강사가 은행연합회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강사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19년 6월 19일 케이뱅크 강사가 구로노인종합 복지관

에서 약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19년 12월 16일 케이뱅크 강사가 ‘민들레꽃피우기 지

역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

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은행연합회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인 ‘공원의 친구되는 

날’에 참여해 공원을 가꾸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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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다른 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은행의 새로운 시작. 기존 금융의 관행을 거부하고 사용자를 바라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나 은행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대 이상의 기능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영업 개시 후 2년여 만에 1천만 명 고객을 달성하며, 꾸준한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금융 소외층을 위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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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함께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한국카카오은행은 2019년 8월, 사이버금융범죄와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손을 잡았

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 예방 협력 및 홍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금융사기 사례를 선별하여 비대면 소외층인 6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과 범죄 예방 경사가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교육 대상과 프로

그램을 더 강화하여 생활 속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을 안내하고 디지털 금융 가이드를 만들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 대상 금융 뮤지컬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 저변 확대 및 금융 소외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객참여형 기부 “댓글과 공유하기로 참여하세요” 

한국카카오은행은 매년 온라인으로 ‘고객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하여 기부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와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누구라도 클릭 한 번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댓글과 

공유하기 등 온라인 참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교육 독려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약 6만5천 명의 

응원을 모아 참여형 기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카카오은행은 비대면 은행의 특성에 걸맞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소외층을 살피는 나눔 기부 

한국카카오은행은 국가적 재난과 소외층에 대해서도 지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재해복구금을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또, 고객 1천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버텨야 하는 소외층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과 기운을 배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카카오은행은 주변을 두루 살피며 사회적 책임 노력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조 원) 23

당기순이익(억 원) -393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0.9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5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 원) 115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한 포용적 금융  

한국카카오은행은 2019년에 출시한 사잇돌 대출과 자체 중금리 대출로 9,800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매년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약 1조 원의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사잇돌 대출 범위를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했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강하는 등 포용적 금융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부족자(Thin Filer)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실제 적용됨에 따라 

고객들이 은행을 더욱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로 서민경제 지원

한국카카오은행은 개인의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414만 명이 신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변동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대출 금리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자가 감면된 사례는 9만2천 건에 이릅

니다. 또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전국 모든 ATM 이용 수수료를 비롯해 이체·송금 

수수료와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는 등 사회책임 금융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청년’ 이자 지원 협약으로 희망금융

한국카카오은행은 2019년 8월, 서울시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은 청년 사업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은 제도권 금융 밖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 노력입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34세 사이의 청년 사업자로, 대상이 되면 0.5%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윤호영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영업점 수 -

설립연도 2017년

임직원 수 648명

고객 수 1,118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강원도 산불 복구를 위한 재해 구호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쌀 기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입장권 현물 기탁 

 난방 소외 가구에게 따뜻한 연탄 나눔  

65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현장 교육

 어르신 및 소외층 대상 스마트금융 교육   

50
(816명)

환경  공원의 친구되는 날 

총 계 115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예방 교육

지역 결식 아동을 위한 쌀 기부

난방 소외층 위한 따뜻한 연탄 배달

청소년 대상 금융뮤지컬 공동 진행

52 53



은행산업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928년에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6월에 개편하여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0년 6월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2개의 정사원과 36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018년부터 3년간 

5,000억 원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범 금융권 사회공헌 사업 추진, 공원의 친구들 프로젝트,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등 은행권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은행권에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교육 지원 강화

은행연합회는 금육교육 빅게임(더 로스티 시티), 찾아가는 금융뮤지컬(유턴), 지방학교 초청 금융교육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멘토단을 통해 2019년 198개 학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단순한 금융지식 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흥미·체험·현장중심의 금융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뮤지컬 ‘유턴’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뮤지컬로 융합하여 청소년과 교사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과 금융을 결합한 ‘더 로스트 시티’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 우수 강사를 파견하여 금융·진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교육 저변 확대 및 포용적 금융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금융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일성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은행연합회 

금융교육 통합브랜드 ‘뱅크코치(Bank Coach)’를 BI로 도입하였습니다.

‘공원의 친구들’ 사업 실시

‘공원의 친구들’은 은행 임직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어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사회공헌활동이자 가드닝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2015년부터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은행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은행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자원봉사 이벤트와 공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1시간당 

1만원을 환산하여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은 2015년 동 사업이 시행된 

이래 전국의 공원에서 27,475명의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77,42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총 6.2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여 이를 활동 공원에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공원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2개 공원에서 20,818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총 1.4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폭염 대비 지원 사업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을 대표하여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착한바람 

캠페인’에 2019년 제1호 기부기관으로 참여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후원금으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500여 가구에 에어컨을 

제공·설치해 드렸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분류 항목 2019년

경제

자산 총계(억 원) 297

당기순이익(억 원) -

납세액(억 원, 법인세 기준) -

사회공헌
전담직원 수(명) 2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 원) 21

사회책임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 원) -

새희망홀씨 지원

새희망홀씨는 평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출시한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은 2019년 중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조8천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새희망홀씨 운용기간을 2025년 10월말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까지 약 180만명에게 총 22조1천억 원을 지원 중으로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지원

사잇돌대출은 중신용 서민(CB 4~7등급 위주)을 위해 2016년 7월(지방은행은 9월) 출시한 중금리 대출상품

입니다. 은행권은 2019년 중 전년 대비 약 7,100억 원 증가한 1조2,800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까지 약 28만 4천 건에 대해 총 2조5,100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완화 및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햇살론17 지원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에 출시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은 2019년 중 약 5만 3천 건에 대해 3,80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2020년 중에는 모바일 취급 및 대출은행 확대 등을 통해 8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은행권은 2018년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 혁신 금융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2019년에는 은행권 일자리펀드,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성장사다리펀드,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

재원 등에 총 2,79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실시

은행연합회는 해외은행협회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봉사활동 등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와 ‘연수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임직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은행산업, 핀테크 등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은 캄보디아 대학생 15명을 선발

하여 아주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캄보디아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금융 인재를 양성

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며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2019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김태영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19
영업점 수 -

설립연도 1928년

임직원 수 111명

고객 수 -

분야별 주요활동 (단위 : 백만 원)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지역사회·공익  독거노인 폭염 대비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자매부대 위문금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709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새희망힐링펀드조성 3

학술·교육

(교육수혜자 수)

 청소년금융교육단체 지원

 청소년 경제 교육사업 후원

 학술, 교육 단체 지원 667

메세나·체육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연극단체 후원 50

환경  공원의 친구들 후원 296

글로벌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임직원 초청 연수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초청연수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 과정 지원 등 355

총 계 2,080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실시

금융경제 교육

공원의 친구들

독거노인 지원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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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연도 이사장 출연금*(억 원) 2019년 주요사업

20개 은행권 

금융기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2012 김태영 7,200

• 창업교육, 훈련, 업무공간 제공 등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직간접투자 강화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지원

•은행권 일자리펀드

금융노사 

공동기금 출연
금융산업공익재단 2018 조대엽, 민병덕 603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사업

•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

 신한은행

신한금융희망재단 1996 조용병 1206

• 중소기업인력채용 지원

• 저신용자 재기 지원 및 부채 과다 청년 지원

• 해외 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

• 문화 예술 지원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1994 마호창 14.4 • 장학사업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1988 강영구 30.3
• 장학사업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 학술단체 지원사업

신한 미소금융재단 2009 진옥동 700

•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사업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청년대학생긴급자금

우리은행

우리 미소금융재단 2009

손태승 

537
(은행 462)

• 연중 찾아가는 미소금융서비스 실시

우리 다문화장학재단 2011 240
(은행 195.2)

• 다문화 학생 장학사업

• 다문화 가족 교육지원 사업

• 다문화 가족 복지지원 사업

하나은행

재단법인 하나금융 

나눔재단
2005 함영주 476

• 불우이웃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 장학 사업

•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사업

재단법인 하나미소 

금융재단
2008 지성규 510

• 미소/희망기금 대출사업

•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창업, 운영자금 지원

• 대학생, 청년, 장애인으로 자격조건 확대 대출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 

공익재단
2006 김한조 716

• 노인요양시설 운영

• 보육시설 운영사업

• 사회복지 지원사업

•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KB국민은행 KB미소금융재단 2009 허인 500

• 저소득, 저신용계층 대상 자활자금 지원

   - 건설기계 구입자금

   - 자활형 차량자금

   - 용달사업자 지원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한국씨티은행 Citi Foundation 1994

• 청소년 금융교육

• 특성화고 청소년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 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재 양성 지원

설립기관명 재단명 설립연도 이사장 출연금*(억 원) 2019년 주요사업

DGB대구은행

DGB사회공헌재단 2011

김태오

93

• 파랑새 드림지역 아동 센터, 꿈나무교육사업단, 

꿈나무진로직업체험관 운영

• DGB조손가정 Total-Care(With-U) 사업

• 파랑새시니어행복한 일터 운영

• DGB글로벌봉사원정대 2기 활동(베트남, 라오스 해외봉사)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1990 124
• 장학사업

• DGB독도사랑골든벨 

BNK부산은행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2007 배규성 465

• BNK행복장학금 지원

• 설·추석맞이 나눔사업 

•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출산장려 해피맘박스 제작 지원

• 시민행복 건강기부계단 조성사업

광주은행 (재)광주은행장학회 1981 김양균 30
• 지역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50명 대상 총 1억2천5백만 원  

장학금 지급

제주은행
재단법인 신한금융 

희망재단
1996 조용병 324

•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 저소득층 재기 및 일자리 지원사업

• 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

• 문화예술 지원 사업

전북은행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010 김영구 31

• 장학금 지원

• JB인문학 강좌

• 3D프린터 지원

• JB어린이 스포츠클럽

• JB청소년 유튜버 공모전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6
황윤철 

325

•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지원사업

• 체육 지원사업

•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경은장학회 1986 10 •장학금 지원

KDB산업은행 KDB 나눔재단 2007 이동걸 
425

(기본재산 50)

•‘사회책임금융’ 부문

•‘지역사회공헌’ 부문

•‘인재양성’ 부문

NH농협은행 농협재단 2004 이성희 7

•미래 농촌 정주(定住) 장학생 선발지원

•농협장학관 운영

•농가도움 사업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농촌학생 체험 견학

IBK기업은행

IBK행복 나눔재단 2006
윤종원

(은행장) 

485

•IBK장학금

•IBK치료비

•IBK멘토링

•IBK中企 공동직장어린이집

•국민경제교육 등

IBK미소금융재단 2009 570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저신용·저소득층의 컨설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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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야 상품명 내용 비고

 신한은행 지역사회·공익

쏠편한 사잇돌중금리대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

하고 이를 담보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신용보증 대출 상품

신한 햇살론17
최저 신용자에게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대출을 이용 가능토록 하여 

금리부담 경감 및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MY 급여클럽

직장인의 월급, 주부의 생활비, 어르신의 연금, 사장님의 카드 매출 등 

소득 있는 누구나 은행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0만 원 이상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입금할 경우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멤버십으로, 포인트 기부 선택 시 기부 포인트의 50%를 

고객님 명의로 은행이 추가 기부하는 사회공익 금융 상품

우리은행 지역사회·공익

우리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이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 권리를 보호하고 연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스무살우리 적금 금융 취약계층인 20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회공헌형 고금리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의무복무 청년 장병들의 목돈 마련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 

매직고 우리 적금 고졸 취업을 통해 사회 진출하는 직업계 고등학생 대상 고금리 상품 

우리 희망드림 적금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 

우리 햇살론17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서민 금융 상품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대출 상품

우리 소상공인120대출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대출한도 중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금액 페이백 지원 상품

해드림 특례보증서 대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대출

SC제일은행 지역사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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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 

해드림 특례보증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

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상품

하나은행 지역사회·공익

희망키움통장 I,II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탈·수급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 창업, 탈·수급 시 내일 키움 수익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생계수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지침의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상품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부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상품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은행 분야 상품명 내용 비고

하나은행 지역사회·공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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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수를 계산하여 

1계좌당 1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금 제공

한사랑 전세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평균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다둥이전세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시장 평균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복지지킴이 전세론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에게 시장 평균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지역사회·공익

KB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군인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B햇살론17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고객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KB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월세자금대출

KB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 및 정책성 특례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수수료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

KB특별출연

협약보증부대출

일자리창출기업/사회적경제기업/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는 상품

환경

KB맑은하늘적금

맑은 하늘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중

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보험서비스(최대 2억 원 보장)를 제공하는 

친환경 특화 상품

KB맑은하늘

(공익)신탁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고 상품별 세액

공제 또는 보수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공익 신탁상품

DGB대구은행

지역사회ㆍ공익 독도특판예금 독도방문과 은행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

메세나ㆍ체육

특판 홈런 예금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성적에 따라 우대

이자율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

특판 대팍 예금
대구FC 프로축구단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이자율 적용되는 정기 

예금 상품 

BNK부산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

은행권 최초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 대출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

햇살론17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출 상품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
부산시 거주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부산광역시 

주택금융공사 협약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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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야 상품명 내용 비고

BNK부산은행

지역사회ㆍ공익

청년희망적금2400
부산 지역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부산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산시 협약 상품

부산은행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 

수급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험급여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기능이 있는 압류방지통장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 수급 

권리를 보장해 주고 연금급여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기능이 있는 압류방지통장

담뱃값 적금
친환경 그린뱅크 사업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일 단위 금연다짐 출석

체크 기능을 제공하는 금연 특화 공익형 상품

메가쇼핑신용카드
대형할인점 메가마트와 제휴를 통해 지역 밀착 상생 경영 추진을 위한 

상품
친환경 매장 할인

메세나ㆍ체육
BNK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하는 스포츠 메세나 상품

누적금의 일부를 

유소년 야구 

후원금으로 기부 

광주은행

지역사회·공익

KJB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비과세 상품

전남 청년디딤돌통장 전남지역 저임금 근로청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전남도청 연계상품

사회적경제기업 

SUPPORT-LOAN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실천 상품

광주ㆍ전남愛사랑카드
고객이 선택한 광주·전남에 카드 이용금액의 0.5%를 광주은행이 

기부하고, 고객에게는 기부금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카드

메세나ㆍ체육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예적금

KIA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성적에 따른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으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상품

제주은행 지역사회·공익

제주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제주도 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자녀 출산가정,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연·월세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연계

제주 군연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방지전용계좌 국방부 연계

제주더큰내일센터 

체크카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탐나는 인재 

양성 교육훈련, 팀프로젝트 수행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연계

제주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체크카드, 통장

제주도 내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체크카드 및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연계

전북은행 지역사회·공익

JB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통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상품

JB청년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청년(만19세~만34세)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JB청년월세자금대출
무주택 청년(만19세~만34세)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 월세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월세자금대출

JB서민형 안심전환대출 

(T보금자리론 및 

U보금자리론)

당행에서 취급된 ‘대상주택 및 대출대상’에서 정한 전환대상 대출 

조건을 충족한 대출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취급하고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유동화

하는 주택담보대출

은행 분야 상품명 내용 비고

전북은행 지역사회·공익 JB햇살론17
대부업·불법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취급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

BNK경남은행

지역사회·공익

창원 청년희망적금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 청년내일통장’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희망모아적금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이 목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총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주니어Dream적금
미성년자(만19세미만) 대상으로 첫 거래 고객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경상남도와 협약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

해드림특례보증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학술ㆍ교육 캠퍼스드림적금
대학생 전용상품으로 만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학생 특화 정기적금 

상품

메세나ㆍ체육
BNK야구사랑 

정기예금·적금

프로야구 정규 시즌 기간 동안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적금으로 지역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상품

환경 건강한둘레길적금
둘레길 탐방, 금연 및 헬스라이프 실천한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

하는 상품

NH농협은행 지역사회·공익

NH기업성공대출
소재·부품산업 및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대상으로 금리, 상환조건 등을 우대하는 대출상품

NH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평가해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IP금융컨설팅 및 기업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하는 대출 상품

NH한금우대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특허권 등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우대 대출상품

334혁신성장론
일자리 창출·기술창업·혁신성장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대출상품

NH청년전월세대출
포용적 금융 확대 및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

하는 청년 대상 주거자금 지원 대출 상품

NH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각종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드리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경남청년농업인취농카드 경남 청년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카드

충북청년농업인카드 충북 청년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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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야 상품명 내용 비고

NH농협은행

지역사회·공익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카드 전북 청년 대상 보조금 지원카드

경남청년드림카드 경남 거주 청년 구직자 대상 구직활동비 지원카드

강원청년카드 강원 거주 청년 구직자 대상 구직활동비 지원카드

서민금융 NH햇살론17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대신 이용 가능

하도록 긴급 생계·대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IBK기업은행

지역사회·공익

퍼스트원 대출

생애 최초로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최저금리로 장기간(최장 10년) 지원하는 신용

대출 상품

간편중금리대출
CB 4~10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i-ONE뱅크」앱을 통해 생활안정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비대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햇살론17(세븐팀)

대부업·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전액 보증으로 생계자금 및 대환 

자금을 지원

점자카드 발급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카드사용 및 편의성 제고를 통한 포용적 금융실

천을 위해 점자카드 발급

환경 IBK늘푸른하늘통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보호 실천서약’에 동참한 기업과 대기오염 

저감조치, 친환경차 이용 등 환경개선을 실천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Sh수협은행 지역사회ㆍ공익

독도사랑예금
우리나라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 관련 연구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출연

Sh행복한미래적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사회ㆍ공익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및 카드매출 연계

대출 협약보증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영세 자영업자 협약보증, 데스밸리 자영업자 협약보증,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협약보증으로 자영업자 상황별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보증 프로그램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

메세나ㆍ체육 문화산업완성보증
제작비 부담이 큰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에 반영하여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역사회ㆍ공익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실천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17개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자영업자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지원

•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일자리창출기업 협약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보증’,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의 세 가지 상품으로 운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사회ㆍ공익
무주택 청년

전세ㆍ월세자금보증

• 소득 입증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우대

• 저렴한 대출금리, 보증료율 적용

• 청년 전월세 상품을 함께 이용 가능 (반전세 지원)

• 대환자금 허용하여 금리 부담 완화 

구분 사회공헌 사이트 주소 금융교육 사이트 주소

 신한은행
www.beautifulshinhan.com

www.shinhanmiso.or.kr

www.beautiful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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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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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사회공헌재단 www.dgbdream.kr → 꿈나무사업교육단

BNK부산은행
www.happybnk.co.kr

www.bnknanum.com 

www.happybnk.co.kr → 금융교육

광주은행 www.kjbank.com → KJB서비스 → 사회공헌활동 museum.kjbank.com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 은행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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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f.go.kr

2019 분야별 공익연계 금융 상품 기관별 사회공헌 및 금융교육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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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육실적1)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2)

횟수(회) 인원(명)

신한은행 1,389 114,936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진로직업 체험교육　

우리은행 1,049 128,513
•1사 1교 금융교육

•은행사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금융 사기 예방교육

SC제일은행 83 1,904
•초등,중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하나은행 903 106,609　

•1사 1교 금융교육

•글로벌 직업체험 및 하나드림캠프

•어린이 경제뮤지컬　

KB국민은행 635 66,327　

•방문 금융교육

    -  경제금융지식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초청 금융교육

    -  경제금융 관련 기초이론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1사1교 금융교육   　

한국씨티은행 771 29,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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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역량 강화프로그램 

   -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요한 금융

지식에 대하여 강의

DGB대구은행 410 24,510　

•뱅크데이

•9988금융교실

•금융 job go 금융캠프　

BNK부산은행 727　 31,039

•부산금융박물관로드

   -  금융역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육

•시니어 금융교육 자원봉사캠프  

   -    지역 경로당에 이동점포가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금융교육, 은행업무 실습 진행 

•1사 1교 금융교육　

광주은행 340 8,491
•‘금융을 부탁해’ 금융 취약계층 교육

•‘금융박물관 금융교실’ 박물관 견학 및 체험활동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와의 만남’ 등

제주은행 122 5,003　

•1사 1교 청소년 금융교육

•용돈 관리법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

•신용과 부채관리 　

기관명
교육실적1)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2)

횟수(회) 인원(명)

전북은행 255 9,677　

•JB Dream up 금융투어

•찾아가는 1사 1교 금융교육

•농어촌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실　

BNK경남은행 668 14,551　

•찾아가는 금융교육

•찾아오는 금융교육

•무빙뱅크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KDB산업은행 5 398　
•미래 설계, 개인예산 관리 등

•금융기관별 업무 분석 및 진로 탐구　

NH농협은행 2,024 83,214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육 및 학교 동아리 수업지원

   -   학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 진로 멘토링, 금융경제 동아리 수업 지원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운영

   -   중앙본부를 포함 전국 16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 및 은행원 직업 체험 학습 실시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

   -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하여 격오지 학교 방문,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실시　　

IBK기업은행 1,490　 204,913　

•금융경제 교육

   -   주체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별 금융습관 함양, 금융거래 및 신용관리 방법 등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체험버스

   -   금융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이동점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체험의 

기회 제공

•IBK 투어

   -   학생들을 본점으로 초청하여 참여형 금융교육 및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Sh수협은행 49 1,632　
•1사 1교 금융교육

•바다가 보이는 금융교실　

기술보증기금 6 315
•벤처창업교실

•청년·기술창업교실

•재기 기업인 전문강좌

한국주택금융공사 42 3,289　

•은퇴금융 아카데미 및 은퇴금융 토크콘서트

•HF재밋지예 주택금융강좌, 금융경제 오픈 캠퍼스(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대상)

•BIFC 금융강좌(부산지역 시민 대상)

케이뱅크 3 210
•청소년 금융교육 강사 대상 디지털금융 트렌드 교육

•시니어 대상 모바일 금융교육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카카오뱅크 4 816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현장 교육 

•어르신 및 소외층 대상 스마트금융 교육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2019 금융교육 주요 실적 1)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2019년 금융교육 실태조사 교육실적(직간접 교육 합산) 기준

2) 전체 분량을 고려해 기관당 3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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