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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범위 및 기간

<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는 은행연합회의 15번째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로 공익 제고를 위한 테마별 은행 사회공헌 주요 활동과 은행별 사회

공헌활동, 사회책임금융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딧),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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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실적은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

였습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및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정량적 성과는 2020

년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 집계시 포함하지 않았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

요 사회책임경영 정량 성과 중 당기순이익 부분은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

이익을 수록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은행권 사회 

공헌활동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일자 및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로 표시하였습니다. 

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의 특징

2020 보고서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테마별 

은행 사회공헌활동과 성과를 담았으며, 각 테마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들이 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하나의 사회공헌 

활동은 복수의 SDGs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각 은행이  

응답한 SDGs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테마 

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로 집계된 데이터의 범위도 각 은행이 응답한 활동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별 금융교육 주요 실적과 그 외에 은행 사회공헌재단 현황 등을  

부록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가 2030년 

까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UN이 채택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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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사회의 패러다임과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충격을 겪으면서 그 복원력을 입증했지만,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총체적 위기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37만건, 125.7

조원의 만기연장과, 약 9천건, 1천억원의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하였으

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65만건, 15.3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1조 929억원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

균 1조원을 상회하는 사회공헌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에  

국민께 약속드린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 또한  

3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

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은행이 역량을 집중해 온 사회공헌  

분야입니다. 혁신창업 지원은 곧 ‘은행의 미래고객인 기업을 육성하는 

장기투자와 같다’라는 사명감으로 총 8,450억원을 출연하여 2012년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설립하였고, 국내 최초의 복합 창업 허브인 ‘디캠

프(D.CAMP)’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투자 및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3년간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디캠프가 투입한 

1,887억원의 예산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문에서 2조 

4,033억원의 후속투자를 유발하였으며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3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총 6조 7,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

어 내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디캠프와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인 마포 프론트원(Front1)도 운영함으로써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창업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에도 친환경, 사회적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핵심가치

로 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 성장전략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 및 은행에 요구되는 사회적책임과 그 이행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고,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입체적

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금번 「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

서」에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은행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분

류하여, 사회 문제(Problem) 해결을 위한 은행의 노력(Input)을 확인하

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변화(Impact)를 가져왔는지 보고서에 담아내

었습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은행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과 향후 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을 파악하였고, 이는 사회공헌의  

현 주소와 향후 지향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 은행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

고 이를 토대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은행연합회 회장 김광수

“  은행권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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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회공헌 발자취

국내 은행들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강화해왔습니다. 먼저 은행 사회공헌 추진 규모는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던 시기에도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은 10%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분야별 발자취를 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와 서민금융 분야가 매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술• 

교육 및 메세나•체육 분야는 과거 대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 및 글로벌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환경 분야는 그 폭이 매우 작지만 기후변화 대응 등의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의 역할과 가치 창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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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행 사회공헌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은행의 역할을 확인하고, 

은행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1,000명 중 503명(50.3%)이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497명(49.7%)이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36.7%)에서 은행의 사회공헌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은행의 사회 

공헌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20대(29%)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그룹은 40~50대 직장인이었으며, 20대 대학(원) 

생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및 소통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은행의 사회공헌을 접하는 채널을 총 13개 채널로 세분화하여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채널’ 1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TV, 방송을 통한 광고/홍보(23.1%)’에서 은행의 사회공헌

을 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사를 통한 뉴스보도(20.9%)’와 ‘은행에서 실시한 캠페인 및 이벤

트(16.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

국민이 은행의 사회공헌을  
접하는 채널

채널별 은행 사회공헌 접근성

● 전혀 모르겠음   ● 들어본 적 있음   ● 잘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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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사회공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497명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물음에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52.1%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답변은 13.3%로 보통 이상의 평가가 66.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그렇지 않다는 인식도도 30% 이상으로 낮지 않게 나타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은행 사회문제 해결  
인지도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7.5

그렇지 않다 25.6

보통이다 52.1

그렇다 13.3

매우 그렇다 1.5

23.1

5.6

16.5

5.2

8.2

5.0

0.6

20.9

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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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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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은행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 3가지를 선정해달라

는 문항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45.6%), ‘빈곤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44.0%),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 예방’ (23.1%),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20.7%), ‘기후변화 대응’ (19.9%)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한편, 은행 사회공헌의 특성상 ‘굶주림, 영양부족 등 식량위기 예방(8.9%)’과 ‘산림, 습지, 

산 등 육지생태계 보호(8.2%)’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가장 낮게 도출되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

야 할 17가지 목표입니다. 17개 목표는 위의 목표1~목표17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SDGs를 경영 전략 및 활동에 

연계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S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UN Global Compact Korea(unglobalcompact.kr)

SDGs* 기반의 기대 역할

(단위 : %)

[목표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45.6

 [목표1] 모든 형태의 가난과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44

[목표10]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 예방 23.1

 [목표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20.7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19.9

 [목표9]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화 촉진 18.1

 [목표16] 포용적 제도 구축 및 부정부패 예방 15.1

 [목표3] 건강 및 웰빙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 14.9

 [목표11] 안전한 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보장 13.8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3.3

 [목표17]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3.2

 [목표14]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 11.2

 [목표6] 물 접근성과 안정성, 공공위생 보장 10.4

 [목표5] 양성평등 달성, 여성·여아 역량 강화 10

 [목표7] 에너지 접근성 보장 9.6

[목표2] 굶주림, 영양부족 등 식량위기 예방 8.9

[목표15] 산림, 습지, 산 등 육지생태계 보호 8.2

은행의 사회공헌은 지역사회/공익, 사회책임금융/서민금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등

의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공익’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메세나/체육’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도출되었습니다. 

금감원 사회공헌 6대 영역 
중요성 인식도

(단위 : 점, 5점 만점)

4.12

지역사회/ 

공익

4.06

사회책임금융/ 

서민금융

3.99

학술/ 

교육

3.61

메세나/ 

체육

3.96

환경

3.68

글로벌

은행의 사회공헌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노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각 분야와 은행/금융산업 특성의 연계 강화’라는 응답이 28.2%(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가 22.5%(225명), ‘사회공헌 각 분야의 활동 범위, 대상,  

내용 등의 확대’가 20.2%(20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선방향 인식도

(단위 : %)

사회공헌 분야의 확대 및  

신규 테마 발굴

사회공헌 각 분야와 은행 / 

금융산업 특성의 연계 강화

사회공헌 각 분야의 활동 범위, 

대상, 내용 등의 확대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나 파트너십 강화

15.7

28.2

20.2

22.5

12.8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행 사회공헌 포커스
‘은행 사회공헌 포커스’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상위 5가지 SDGs를 테마로 구성하여 각 테마별 은행 사회공헌활동을 

분석합니다.

12

20

28

34

40

테마1.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구축

테마2. 금융소외계층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테마3. 기회 제공 및 문화적 불평등 해소

테마4. 포용적인 금융 교육

테마5.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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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_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구축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

YOUTH(청소년 및 대학생) 성장 지원 창업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매칭 지원

일자리 펀드 출연

1,000억 원

일자리 협약 보증재원 출연

400억 원

취업 준비생과 학생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및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강화시켰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확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및 수익 

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난-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
& 사회 경험 기회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1인당 국민총소득 감소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 상승

교육참여자수 1만 600여명, 취업자수 1,900여명(7개 은행 집계)

투융자금액 약 2,000억원, 비재무지원(교육 등) 4,000여건(8개 은행 집계)

취업자수 2만 7천여명, 참여기업수 700여개(8개 은행 집계)

취업자수 433명, 참여기업수 28개(6개 은행 집계) 지원기업수 1,000여개, 컨설팅 5,400여건(12개 은행 집계)

학생들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강화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지역 스타트업 
사무공간 무상제공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영제반 능력 향상정보공유 
커뮤니티 형성

초기 창업팀의 
생존율 증대  

창업가 지원으로 
경제회복

취약계층 취업 및 자립

토픽 2: 창업 생태계 조성 토픽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Problems

약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지원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지원금 약 3,500억원, 지원기업수 1,800여개(14개 은행 집계)

사회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 효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자립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창업 지원

- 프론트원 개관 및 은행 출연

- 24,971명 고용(2018~2020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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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굿잡 프로그램 (2011년~현재)

청년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KB굿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KB굿잡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년 우수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KB굿잡 취업박람회(누적 18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굿잡 취업

박람회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서, 개최 이래 3,61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하고 56만

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취업박람

회로 전환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기업 수를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였고, 홈페이

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취업컨설팅, 화상면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여 전국의 구직자/

구인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 기간 중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시에는 해당 기업에게 채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채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누적 기준으로 1,860여개 업체와 8,590여명에게  

약 5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굿잡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말 누적 기준으로 18,650명의 일자리를 연결하였

고, 이 중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는 15,058명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일자리 매칭 지원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 및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지원

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디지털라이프스쿨)부터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인큐베이션센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즈니스 고도화 컨설팅과 전문 코칭을 통해 42개가 넘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

였고, 직간접적으로 39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대기업

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들을 다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청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스윗(Café S with)’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페스윗은 청각장애직원에게 카페 오픈부터 고객응대 등의 전 과정을 교육 

하여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한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스윗 1호점 운영

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는데에 재투자됩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스윗 2호점을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에 개점하

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실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Theme 1 _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구축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프로젝트 및 비대면 일자리박람회 (2018년~현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해소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만명 이상의 취업자를 매칭하는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한 2020년 취업자 수는 20,334명이며, 2020년 말  

누적 기준 62,405명 구직자가 매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 최초로 채용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일자리박람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25만 2천명이었으며, 

250개사가 참가하여 연 1,113명 채용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하나 파워온: 임팩트, 챌린지 (2017년~현재)

발달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창

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워 온 임팩트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질 좋은 일자리’ 문제를 사회혁신기업 및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교육과 고용 확대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하나파워온 챌린지는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들

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진행한 ‘행복한 리더십’에서는 33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인턴 41명이 채용된 바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6명, 경력보유여성 13명,  

청년디자이너는 12명이 선발되어 사회혁신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을 모티브로 제작한 ‘엄마의 졸업식’ 영상은 1,49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CSR 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지원 사업’ 동참

우리은행은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150여개의 영업점과 전국 671개

의 노인일자리 기관을 매칭하여 상품권 조달은 물론 해당 기관에 영업점 직원들을 파견하여 상품

권 지급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디지털포스터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한 점 등을 인정  

받아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유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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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창업지원 

NH디지털Challenge+ (2019년~현재)

NH농협은행은 『NH디지털챌린지+』를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뿐 아니라  

농업,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및 우수한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단일공간 최대규모인 

「NH핀테크 혁신센터」에 입주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 데모데이, 전문교육 등 기업 맞춤형  

전문 육성·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성장, 범농협 협업, 투자유치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시작하여 총 5기 159개 기업을 선발 육성하여 민관협력 ICT 육성 

사업 등의 정부혁신 선도과제를 공동 수행하여 기업의 멘토링을 수행하는 혁신과제 협업참여 3건

과 범농협 계열사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약을 통한 상생 시너지 협업 12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간담회 및 진단평가를 통해 범농협 협업모델 도출, 계열사 연계, 투자유치단계 등  

전문적인 기업육성 진단 툴을 통해 기업들의 협업과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KDB 청년창업지원사업

KDB산업은행은 KDB나눔재단을 통해 2013년부터 청년창업문화 확산과 예비 창업가 양성을 위해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과 제휴를 맺고 대학교수와 전문창업 교육자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 內 ‘창업

교육 정규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일반 고객과의 현장 인터뷰와 시장조사 등  

구체화된 사업모델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창업 경험을 가질 수 있는 Field-work 중심의 대학생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팀 선정 및 시상을 하고 있으며 우수팀

에게는 부트캠프 프로그램과 차년도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총 16개 대학의 대학생 1,088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예비·초기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체계화

된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선정팀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156개 우수 스타

트업팀을 선발하였고,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103개팀, 고용창출 1,490명, 투자유치 790

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BNK부산은행 영업점 객장 로비매니저-시니어 서포터즈 운영 (2019년~현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인턴

십 협약을 체결하고 만 60세이상 20명을 채용하여 시니어특화영업점 20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은행권 최초 영업점 시니어 로비매니저 업무를 개발한 것으로 2019년 9월 20명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시니어매니저가 시니어고객을 응대함으로써 더욱 친숙하고 편리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 씨티-JA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Shining Future) (2015년~현재)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에 대해 직장인 강사진의 학교 

방문교육과 취업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모의면접 등의 취업교육이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는 여대생을 위한 IT 진로 취업 교육과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IT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889백만원을 후원하여 전국 14개 지역에 위치한 98

개교로부터 총 7,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은 멘토로서 강의, 직무 

멘토링 및 모의면접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멘티로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

여 멘토로 다시 참여하는 성공적인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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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006년~현재)

2006년 3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IBK

행복나눔재단’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

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각지의 피해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와 소상공인 가족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IBK 자회사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에 동참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지역 

학생들의 장학금과 소외계층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2017년~현재)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 

하였습니다.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1)신한 SOHO사관학교, 2)신한 SOHO성공지원 

센터, 3)성공 두드림 세미나, 4)성공 두드림 맞춤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2020년 8월 은행권 최초 도입된 유튜브 비대면 커리큘럼으로 2개 기수,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

였습니다.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는 태블릿PC를 활용한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020년 총 

379명에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에서는 자영업자 대상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3개(자영업자 지원제도, 대응전략 등)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2018년~현재)

우리은행은 2018년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경영자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 토대  

구축 지원 및 협업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We-Star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과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제일프로젝트 시즌 1 (2020년~현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12개 청년 소셜벤처를 선발해 코로나19 상황

을 극복하고 소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상당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셜벤처 별 맞춤형 온라인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시즌2에서는 예비 

소셜-스타트업 창업가를 모집하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셜-스타트업 창업가를 육성합니다.

“ 스타트업을 위한 베이스캠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창업지원사업, 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19개 금융기관(출연 당시 20개)이 총 5,000

억원을 출연하여 2012년 5월 24일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인 ‘디캠프

(D.CAMP)’를 출범하였고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투자, 입주기업 선발 및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에는 서울시 마포구에 프론트원을 개소하면서 국내 최대 창업지원센터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총 8,45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디캠프는 ‘투자-미래를 향한 투자’, ‘공간-성장을 돕는 공간’, ‘네트워크-세계와 지역의 연결’이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창업 생태계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pecial Story

연결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이끌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MISSION

[스타트업 데뷔]

월간 데모데이 D.Day
(2020년 누적)

[스케일업]

입주・성장 프로그램
(2020년 누적)

[네트워크 확장]

대외 협력 프로그램
(2020년 누적)

[대중과의 만남]

IF 페스티벌
(2020년 누적)

• 4,331개사 지원

• 11,729명 투자사 및 청중 참여

• 전문가 멘토링 378명 참가

• 교육·세미나 2,062명 참가

• 커뮤니티 2,855명 참가

• 해외기관 방문 120건

• 방문인원 679명

• 방문객 463,409명

• 온라인 노출횟수 1,937만 회

80회 개최
전문가 멘토링 364회 개최

패밀리 커뮤니티 195개사

네트워크 보유국가 45개국

글로벌 협력기관 수 139개

4회 개최

422개 기업 참여

청년세대 창업
• 기업가치 상승 +2,273억 원

• 매출액 증가 +693억 원

  * 투자시점 대비 2020년 기준, 총 28개 기업

일자리 창출
• 24,971명 고용

• 32,523명 취업

  * 2018~2020년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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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_금융소외계층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실업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위기 극복 지원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실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원

글로벌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 

다양한 대출상품 및 특화 대출로 금융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의 금융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각종 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나눔 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소회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방역 물품 

및 예방 활동 등의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단장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폐업 증가 및 
고용 위기

불안감 확산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취약계층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

지원대상: 저소득자/저신용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시니어 등 

*사회책임금융 → 49p

지원분야: 임차료 면제/감면, 수수료 면제, 상품 구입 등

지원건수 450여건(명/기업)(14개 은행 집계)

지원국가 18개국, 지원금 약 9억원(6개 은행 집계)

봉사자수 1만 9천여명, 수혜건수 35만여건(20개 은행 집계) 지원물품 160만여개

금융채무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성장 발판

긴급 경영자금으로 
폐업 위기 극복

의료진들에게 감사,  
응원의 메시지 전달

고객의 불편 및 
불안감 저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

소상공인 및 고객의 
안전 확보

사회책임금융 실현  자영업자 대상 
무료 광고 게시 

예방물품 공급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 부담 경감

토픽 2: 코로나19 대응 지원활동 토픽 1: 금융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Problems

대한민국 방역시스템 
홍보 효과

개도국 안전보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빈곤아동 교육지원, 
한국문화 교실제작 

기초생활 및 결식 
예방 등 빈곤 극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통한 선순환

소외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확보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만기 연장 370,464건

126조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

200억 원

이자납입 유예 8,892건

1,016억 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0억 원

신규 대출 1,166,128건

125조 5천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15조 3천억 원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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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상품 확대 및 금융 접근성 향상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원하여 

금융 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한부모 및  

글로벌 가정 등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여•수신 금융상품(KB국민행복적금/KB국민

희망지킴이통장/장애인자립자금대출 등) 지원은 물론, 2020년에는 청년층/외국인 주거, 출산율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신상품(KB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서비스 환경에 금융 취약계층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화면 확대, 점자 표시, 음성안내 기능, 휠체

어 접근 가능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ATM기를 5,733대(2020년말 기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인 ‘Liiv M’을 출시한 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나눔

할인’을 통해 기본 통신요금의 최대 35%를 할인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265명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4개월 무상제공 및 신형 단말기 기종을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NH농협은행은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인 서민금융 지원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 여·수신 금융상품 지원을 비롯하여 2020년에는 농지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NH농지연금지킴이 통장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신상품(NH대한민국 영웅 

대출/ NH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NH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은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점 점포 20개소, 전담 창구 80개소 등 총 100개소의 원스톱 서민금융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의 생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감독원 금융사랑방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행복센터 내 NH희망채움상

담창구 운영을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햇살론17 서비스 

저소득 및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 ‘햇살론17’을 출시하였습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특례보증포함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신용자라는 특성상 대면 대출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나, 비대면 은행이라는 카카

오뱅크만의 특성과 편리한 UX로 비교적 쉬운 한도 조회 및 대출 실행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

년에는 총 172.38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Theme 2 _금융소외계층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IBK기업은행은 전국 21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의 추천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월 최대 1백만원 이내로 후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사회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250여개 후원시설에 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내 홈페이지

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KDB 따뜻한 동행 

KDB산업은행은 사회공헌활동 “이웃사랑” 사업 중 특화 후원 프로그램 「KDB 따뜻한 동행」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내고,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발굴하여 작지만 힘이  

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자 매년 후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들을 선정하여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결연부대 모범 장병들을 후원하였으며,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의 빠른 시설 복귀를 위한 신속한 지

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호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 42호까지 총 6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실천 

DGB대구은행 DGB 이웃사랑 희망드림 댓글 기부 사업

DGB대구은행은 IM뱅크 앱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매주 소개하고 댓글 참여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댓글 1개당 1000원, 최대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20년

에는 총 51회 사연이 소개되어 기부금을 적립하였으며, 총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Sh수협은행 사랑海 이웃찾기

명절(설, 추석)을 맞아 어촌지역 소외 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어촌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 22개 어촌지역 2,200가구의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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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북은행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마케팅으로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점 내 설치된 디지털 포스터/ 

창구/전광판(이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영업점 인근 자영업자의 광고를 무료로 게시하는 프로그램

으로 2020년 4월 디지털 채널이 설치된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범운영 후, 10월 93개 영업점으

로 확대하여 정식 실행하였습니다. 신청 희망 자영업자는 매 분기말 인근 영업점과 협의 후 신한 쏠

(SOL)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영업점내 디지털 채널에서 3개월간 광고를 게시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0년 총 59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방역물품 지원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신규대출,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등 총 13,825건,  

1조 1,194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나눔 행사를  

통해 2,500만원 상당을 기부하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영업활동 제한과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5백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

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5,500만원 상당의 KF94 마스

크 11만장을 자치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위기 극복 지원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위기 극복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긴급대출을 비롯하여 일자리 플러스 대출 및 맞춤형 정부 정책 

자금 등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 또는 영업점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3% 금리 감면과 함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6월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드론 수출금융Ⅱ」를 출시하

여 수출중소기업의 금융 비용을 분담하고 외국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착한 소비 캠페인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착한 소비 캠페 

인을 펼쳤습니다. 본점 인근 100여개 식당의 음식값 선결제 후 재방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  

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본점 인근 식당 살리기’ 캠페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활용한 100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배부를 통한 내수 활성화 기여, 우리은행 영업 

본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추천 받은 농어촌 및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임직원 대상으로

은행 내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바자회 ‘힘내자! 대한민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Theme 2 _금융소외계층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제주은행 코로나19 결손 가정 학생 지원

저소득층 아이들의 기초교육 저하 및 생활고 악화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정부재난 

지원금 5천 9백만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했으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히여 제주도내 초등학생 225명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 활동

한국수출입은행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

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긴급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코로

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구호의 적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드림하우스 (2012년~현재)

2012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는 「HF 드림하우스」 사회공헌활동은 2020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20 가구에 대해 도배•장판•조명•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누적 1,210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습

니다. 특히, 올해는 미숙련기능공 140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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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

글로벌 나눔 ‘라온아띠’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시아 4개국을 찾아가 빈곤아동 교육지원,  

한국문화 교실, 보육센터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즐거운 친구들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에서 총 75명의 청소년을 모집 

하여 코로나19 긴급구호키트 제작,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 코로나19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개 개도국 앞 한국산 방역물품 지원 사업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개도국(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탄자니아, 에디오피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

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및 방역시스템의 홍보에도 기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3.5억원의  

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Theme 2 _금융소외계층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부산지역 216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방역과 지역 긴급돌봄학교 583곳  

대상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원하였으며 임직원 600여명이 수제 방역 마스크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 부산은행 연수원 71개 객실을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격리시설

로 제공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성금 및 예방물품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집단 발생 지역에 특별성금, 긴급구호세트, 구호물품 등의 후원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원 

기술보증기금 

광주은행

노사공동 코로나19 위기아동 및 특별위기지역 긴급구호품 전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집단 시설 휴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단으로 급식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질병예방 키트와 즉석 밥, 라면 등 결식예방  

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 모회사•자회사 공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위기극복 활동을 추진하

여 노사의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모회사•자회사간 상생협력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국 최초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을 조기 해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응원꾸러미(우리의 영웅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직접 응원꾸러미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약 3천상자의 응원꾸러미를 직접 제작하여 광주 전남지역 선별진료소와 감염전담병원, 보건

소 등에 전달했으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

다. 광주은행 임직원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통찰하여 행복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구호 성금으로 6억원 상당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Sh수협은행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피해극복 지원 성금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민을 위해 포항의료원  

등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및 자가격리자 지원등에 사용하도록 성금 1억원을  

경북도청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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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_기회 제공 및 문화적 불평등 해소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무관심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  성평등  메세나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예체능 분야 청소년 코칭 및 지원 프로그램 정보소외 및 지역불균형 지원 

국가스포츠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지원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대폭력예방 교육 실시 및 여성 리더십 향상으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예술인 및 소규모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후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선수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연극,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환경의 예체능 분야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 폭넓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지역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및 
문화 양극화

사회간 불평등 
심화

문화적인 
소외계층 양산

여성리더십 지원 수혜자수 20여명(2개 은행 집계)

수혜자/기관수 8개 학교 외 30여명(3개 은행 집계)
지원분야: 다문화, 시니어, 농촌 등

참여자수 2,350여명, 참여기관 1,040개(9개 은행 집계)

참여자수 4,700여명, 수혜자수 350여명(12개 은행 집계)

여성리더십 향상과 
동등한 지위 확보

폭력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토픽 2: 사회적 불평등 해소 토픽 1: 문화적 불평등 해소  

Problems

지원종목: 육상, 사격, 여자배구, 여자농구, 동계스포츠 등

수혜자수 70여명(9개 은행 집계)

비인기 스포츠팀의 
발전 및 활성화 기여

수혜단체 300여개, 수혜자수 7,000여명(11개 은행 집계)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지역예술인들에게 
공간 제공

연령별 예체능 교육 
및 역량 강화 

또래 간 유대감 및 
사회성 향상

건강한 정서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성취도 향상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전문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익금/후원금으로 
소외계층•복지시설 지원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 기회 확대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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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  

IBK기업은행 

메세나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하나은행 비인기 스포츠 후원 및 스포츠 관람의 불평등 해소

비인기 스포츠의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그룹 공동사업으로 비인기 스포츠 2종(루지, 롤러) 및 

장애인 동계스포츠 4종(아이스하키, 스키, 노르딕, 컬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 동계 스포츠를 후원하여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K리그를 관람하는 이동 약자를 배려하고  

스포츠 관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K리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 파워온 임팩트 출신의 

사회적 기업과 다자간 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도 국내 프로축구 경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동 약자를 위한 ‘K리그 경기장 모바일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 하였 

습니다. 현재 K리그 8개 경기장의 주변 교통시설부터 이동 약자가 이용 가능한 경기장 입구까지  

경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단 운영 

IBK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비인기 스포츠 지원 활동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단’ 창단 및 운영

으로 2011년 8월 창단 이후 2시즌 만에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사상 최단기 기록인 2012~2013

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한 이래 다년간 다수의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승리경기 득점에 따라 기부

금을 적립하는 ‘사랑의 스파이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9년간 160여개 단체에 약 6 

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다양한 비대면 스포츠 이벤트 등을 시행하며 배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출정식, 온라인 팬미팅, 줌라이브를 이용한 응원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무관중 경기 속에서 

팬들이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NK경남은행 2020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남은행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한 후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를 꽃 피우는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

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숭례문 오디오 가이드

신한은행은 문화재청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서울 숭례문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20년에는 ‘숭례문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여 숭례문을 찾는 관광객들에

게 숭례문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단순 설명  

방식이 아닌 드라마 형식으로 시대적 상황을 재연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숭례문을 보다 생동감 있게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도 제작돼 숭례문

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기기가 필요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

나 개인 휴대폰으로 숭례문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한은행 사회공헌활동 홈페

이지 ‘아름다운 은행’에 연동돼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서울 숭례문 문

화재 지킴이로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문화재 보존 활동, 2008년 화재 복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문화재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도서관 지원 

인문학에 관심있는 취약계층, 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달리 청년 연구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하여 인문학적 지식을  

증대하였습니다. 

예체능 분야 청소년 코칭 및 지원 

Theme 3 _기회 제공 및 문화적 불평등 해소  

우리은행 제23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Dream! 집에서 그림!’

1995년부터 시작하여 23회를 맞이한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행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약 75만여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미술

을 이끌어갈 재능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Dream! 집에서 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권 최초 온라인으로 예선과 본선대회를 개최하였고 예선에는 미국, 멕시코, 중국, 콜롬비아 등 

글로벌 12개국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1만 3천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 선발된 700명이 본선대회에 참여하였고 화상회의 기술을 전면 도입해 감독관들의 실시간  

감독 하에 공정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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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외 및 지역불균형 지원

NH농협은행 디지털 포용을 위한 포디예금 

NH농협은행은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H포디예금을 출시하였습니다. NH포디예금은 오픈뱅킹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며, NH농협은행이 기금을 출연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4대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 중 하나인 농민을 위해 농촌봉사활동 의사를 표시한 고객에게도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디지털 포용 기금 2.5억원 상당을 적립 및  

전달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기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디지 

털 사회로의 대전환기에 신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농협 

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Theme 3 _기회 제공 및 문화적 불평등 해소  

장애인 인식 개선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스윗(Café S with)

카페스윗(Café S with)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카페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해 청각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카페스윗은 청각장애인에게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카페스윗 직원으로의 고용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카페 공간 무상 제공 및 매월 원두를 기부하여 카페스윗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료 주문 시 수어로 인사하면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 이해도 퀴즈’ 등을 진행하며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본점과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에 카페스윗 1호점 및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간지원을 통해 바리스타와 베이커를 꿈꾸는 청각장애인들

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캠프』는 농촌지역의 교육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성장을 도모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NH농협은행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읍•면•리 농촌지역의 초등학생(멘티)을 선정하고 대학생 멘토가 직접 초등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 지원, 진로 상담, 재능 기부 등 활동을 벌이고, 교외 합숙을 통해 진로 체험,  

대학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프 종료 후, 조사 결과 참여만족에 긍정 

답변 97%를 달성하였으며, 재참여의사 95%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하여, 언택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천

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학습꾸러미와 우리 농산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비대면 금융업무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소외•취약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 친

숙도와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을 향상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넌 은행가니? 난 스마트폰으로 한다!’라는 디지털 금융 

교육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휴대폰 앱 사용법부터 당행 모바일 뱅킹 

활용법,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노인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

에서 총 39회에 걸쳐 342명에게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비

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음 콘서트」 후원 

KDB산업은행은 문화사랑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의 비인기 문화공연 대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사)서울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회 후원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음악과 함께 공감하며 치유할 수 있는 문화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힐링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 후원

기술보증기금, 부산시, 경성대가 협업하여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

니다.

성평등

SC제일은행 미래 여성 리더를 위한 경제•자립심 향상 프로그램 ‘골앳홈(Goal@Home)’

스포츠를 통해 여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자립심을 갖춘 미래의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홈트레이닝으로 배우는 건강•경제•리더십을 테마로 Be Brave(자신에 대한 이해), Be Healthy 

(건강한 신체), Be Empowered(경제적 자립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활용해 여학생 대상 ‘골앳홈

(Goal@Home)’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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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4 _포용적인 금융 교육  

노년층 ‘금융지식’, 
청년층 ‘금융태도’ 취약1) 

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   장학사업 운영 및 지원 아동 돌봄 공백 해결 및 지원서비스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돌봄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유치원 등을 설립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 돌봄 수요 증가

교육 불평등 심화
개인투자 
위험도 증가 

봉사자수 3,000여명, 수혜자수 67만여명(16개 은행 집계) 수혜자수 약 14,000여명, 지원금 약 27억원(14개 은행 집계) 설립기관수 900여개, 지원예산 1,800억원(2개 은행 집계)

진로선택의 기회제공 

지역인재 및 특성화 
인재 육성

학습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업성취도 향상

토픽 2: 교육기회 확대 토픽 1: 금융교육 지원   

Problems

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 축적

소외계층 및 시니어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시니어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보호종료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니어, 장애인, 보호종료청년, 은퇴예정자 등

참여자수 약 3만명, 교육횟수 500여건 (9개 은행 집계)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디지털 친숙도와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 향상 

금융교육 전용 앱 등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아동 돌봄 공백 해결 양육 부담 분배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예방 교육

금융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예방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수혜자수 약 100명(2개 은행 집계)

금융 피해 대응 및 
피해사례 감소

사기예방 방법 전파 

1)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20)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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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2006년~현재)

‘씽크머니(Think Money)’는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금융교육프로그램입니

다. 지금까지 총 5,865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568,0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4차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접목한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에서 더 나아가 주거하는 도시의 금융시스템

들을 직접 상상하고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프로그램을 파일

럿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함양하여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하

는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금융교육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DGB독도사랑 골든벨 실시

DGB독도사랑 골든벨 사업은 지역 고교생들의 국토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인재 육성 등에 중점

을 두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도 전반에 관한 문제와 지역 역사, 문화, 예술을 비롯해 금융상

식 등과 관련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경쟁합니다. 2020년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초로  

비대면 원격화상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금융•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2015년부터 SC제일은행과 청소년 금융교육 전문기관, 맹학교 교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개발한 초•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오디오 콘텐츠 및 화폐의 기능과 발달사 촉각교재, 점자

처리가 된 금융교육 보드게임 등 청각과 촉각을 고루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전국의 초•중

학교 학생들과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경제•금융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교육 

우리은행은 생애주기에 알맞은 금융지식 전달을 위해 세대별 다양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영업점과 초•중•고등학교가 결연을 맺고 1사1교 금융교육

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연령대에 맞는 재무설계와 청약저축, 기금 

상품 등 청년세대에 유용한 금융상품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무 및 은퇴설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르신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금융거래방법, 정보보호인식교육, 금융보안 및 사고예

방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국민의 금융 이해도 향상 

및 올바른 금융 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비대면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 관련으로 급변한 사회 환경 속에서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비

대면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체험교육의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든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랜선은행탐험’에서는 교육 전에 금융교육키트를 제공하고 온라인 접속

을 통해 화폐의 개념과 발달 과정, 금융의 의미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였습니다. 더불

어 실시간으로 강사와 어린이가 상호 소통하며 신한은행 캐릭터 쏠(SOL)과 함께하는 체험형 학습, 

OX퀴즈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을 접하기 힘

든 도서산간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한 ‘찾아가는 금융체

험교실 Live’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교육 받는 환경을 지원하는 등 금융교육을 통한 적극

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사기에 관련한 

내용을 뮤지컬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초년생, 금융소외계

층 등 대상자별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니즈에 맞춘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Theme 4 _포용적인 금융 교육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행복채움금융교실

같이의 가치, 다함께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우리아이 미래설계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차별화된 고객 

실익 및 가치창조 실현으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능

나눔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의 체험관으로 운영중인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는 은행직업체험, 핀테크체험, VR콘텐츠를 활용한 NH시네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금융교육,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하는 청소년금융동아리, 금융소

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금융교육센터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

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교육(금융특강)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방속국을 활용한 교육지원 및 

ZOOM을 통한 금융특강 등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금융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행복한 실버시대 & mini 이용가이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고령층 금융교육이 어려워져, 2020년에는 온라인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mini 이용가이드를 통해 금융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만 14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상품(mini)을 출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뱅킹 앱으로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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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북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업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 우수한 청소년을 대학 

진학전까지 후원하여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호 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호 학생은 오리건 주립대 국제스터디학과에 입학, 2호 학생은 장애인 육상선수

로 각종 대회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두었고, 3호 학생은 2021년 수능 표준점수 전국 1등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4호 학생은 현재 고3 수험생으로 학습지원금과 멘토링을 통해 후원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인재에 날개를 달아주는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한부모가정 등의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은 2015년 1호를 시작으로 현재 

63호까지 선정하여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KDB산업은행 KDB 장학사업

KDB산업은행은 KDB나눔재단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외

계층 중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직교사와 사회복지사의 

1:1 온•오프라인 진로 멘토링 활동을 비롯하여 진로 캠프, 문화활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대학생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원활

한 취업활동을 위해 생활형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JB희망의 공부방 (2012년~현재)

전북은행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JB희망의 공

부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상

생을 통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큰 비전을 담아 ‘JB희망의 공부방’ 제100호를 오픈

하였습니다. 전북은행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배, 장판,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지원하였고, 430여명의 아동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을 선물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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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운영하여 9,000여명의 청소년들

에게 학령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글로벌가정  

청소년들에게 1:2학습멘토링 및 장학금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진로 멘토링’은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꾸는대로 시즌8/진로 

동아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멘토링’은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코딩교육 및  

소프트웨어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부방•학습공간•작은도서관 조성 등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공부방 100호(누적 900호), 

학습공간 25호(누적 85호), 작은도서관 8호(누적 92호)를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 장학금 지원사업

NH농협은행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1960년대에 첫 발을 뗐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1967년  

당시 농협공제에 가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장학금

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공제복지기금(1986년)이 조성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02년

부터 2020년까지 농협은행의 장학금 지원 규모는 약 2만명, 143억원으로 농촌•도시 지역 취약계

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 장학금 지원은 

농촌•도시 지역 학생들의 사회 진출 발판이 되는 한편 농업•농촌 우군 육성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습 

니다. 농협재단도 같은 기간 농촌지역 학생 2만 1천여명에게 모두 46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재단은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과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나눠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은 앞으로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계 고등학생•대학생을  

지원하며, ‘인재육성 장학생’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 출신 인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Theme 4 _포용적인 금융 교육  

하나은행 

아동 돌봄 공백 해결 및 지원서비스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2018년~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90개소, 직장 어린

이집 10개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주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장

애를 가진 아이들이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 등 보

육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보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부산, 광주에 이어 인천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

린이집 건립 중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여 상생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인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포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주은행 

케이벵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교육) 지원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면 교육 대신 제주은행-금융감독원 제주지원 

-KCTV방송이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총285회의 방송

을 송출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 지식 교육 

케이뱅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인터넷은행 가입 기준 및 방법 등 금융 지식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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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5 _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활동   

친환경 금융상품    친환경 캠페인 

기후변화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친환경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나무심기, 플라스틱 제로, 

줍깅 및 다양한 캠페인을 후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증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생물다양성 및 
자원 감소 

유출, 화재 등 
환경 사고

상품종류: 그린카드, 리워드, 예적금, 펀드, 채권, 대출 등

기금/지원금 약 11조 3천억원(10개 은행 집계)

봉사자수 6만여명, 지원금 약 2,300만원(18개 은행 집계)

해양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저감

줍깅으로 시민들 
건강 향상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생물다양성 보존

토픽 2: 환경보전 노력 토픽 1: 기후변화 대응    

Problems

경제적 리워드 제공 탄소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재난 복구작업지원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했으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 및 호우피해지역에 신속히 재해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투자금 약 3,250억원(5개 은행 집계) 참여자수 2,200여명, 지원금 7억여원(5개 은행 집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비중을 낮춤

지역사회 
정상화에 일조

저탄소 및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비대면 성금 모금 통해 
재해구호물품 지원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대응 인식 및 경각심 
고취

기후행동 파트너십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가 기후변화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트너십: 정부, 시민단체, 학교 등(4개 은행 집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주도적 대응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확산

환경 이슈에 관심이 
높은 미래세대 확보

극심한 태풍, 가뭄 등 
재난•재해 증가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 IMPACT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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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금융상품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고객참여형 친환경 특화상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특화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

시한 ‘KB맑은하늘 금융상품(적금/공익신탁)’에 이은 후속상품으로 2020년 6월 ‘KB맑은바다 금융상

품(적금/공익신탁)’을 출시하였습니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는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맑은바다 만들기에 고객과 함께 동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KB맑은바다적금은 해양 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의하고 종이통장 미발행 등 친환경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가

입한 적금 한 좌당 5,000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습니다. KB맑은바다공익신탁은 고객

이 신탁상품 가입 시 부담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명의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은행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최대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습니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은 출시 이후 고객의 큰 호

응을 받아 출시 6개월만에 기부금 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KB국민은행은 이를 세계자연기금(WWF)

에 기부하였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해양 환경 정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특

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린카드 

‘그린카드’는 환경부와 제휴협약하여 15개 금융사가 참여한 친환경 금융상품으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그린카드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부  

제도 예산과 에코머니 적립액으로 사용하여 소비를 통한 환경개선효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이용

액에 따른 부산은행 그린카드 기금 지급액은 총 274,647,347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녹색금융 상품 개발 

2020년 기준 녹색산업 및 녹색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2.2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만들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보호 실천 동참’을 유도하는 사회 공익

형 금융상품인 IBK늘푸른하늘통장을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농식품기업지원 여신상품 출시 

NH농협은행은 농업•농식품분야 그린생태계 조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0년 10월 ‘NH농식품 

그린성장론’을 출시하였습니다. 농식품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NH농식품그린성장론은 기업의 친환경•사회적 책임•성장성을 평가하는 ‘NH그린 

성장지수’를 자체 개발해 상품에 적용했습니다. 친환경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도입 현황이 확인되

면 NH그린성장지수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를 추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출시 2개월만에 1,657억원을 넘어선 NH농식품그린성장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금융상품

을 개발하여 친환경•나눔사회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Theme 5 _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활동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기후행동 내일을 위한 변화 (2018년~현재)

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씨티

는 WWF(세계자연기금)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책임 있는 기업시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기후행동 컨퍼런스 2018(기후변화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모두의 전략)  

개최 및 서포터즈 홍보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대응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IE에너지 일기 공모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쇄한 일기장에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에너지 관련 일기를 쓰는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통합적인 사고능력과 환경 일기를 통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인식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그린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 4월, 자금의 용도를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친환경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7억유로 유로화 그린본드)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발행대금은 신재

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산업 프로젝트 지원에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 설치 

직원 숙소 지붕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대여하여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발전을 실천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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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5 _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활동   

친환경 캠페인 

재난 복구 지원 

하나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BNK경남은행 

Sh수협은행 

친환경 기업문화 캠페인 

사내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새해 첫 캠페인으로 진행 예정인 「하나그린스텝 5: 절전 

모드 전환, 개인컵 사용, 계단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통해  

생활 속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기간에는 조깅하면

서 쓰레기를 줍고 이를 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는 줍깅 챌린지를 진행 했습니다. 임직원 봉사단체

인 하나사랑봉사단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 있으며 재생 플라스틱 목도리  

만들기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 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자연사랑 어린

이 미술대회를 통해 손님과 직원, 자녀들이 자연 사랑과 나눔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일깨웠으며 응모  

작품 1점당 1,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자연환경 단체에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성금 전달 및 수해복구 봉사활동 

전북은행은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빠른 피해복구를 돕고자, 전  

임직원 급여 1% 성금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특별성금 총 5,000만원을 전주, 남원, 순창  

지역에 전달하였습니다. 특별성금은 수해지역 자치단체를 통해 생수, 생필품 등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토사 제거 및 주변 정돈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

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몸소 지역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ESG 경영실천,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 전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조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ESG 경영(환

경부문)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1기관 단체 1청결구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부점이 매달 클린데이를 정하

여 점주권 생활쓰레기 청소 및 화단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고, 1회용품 줄이기와 잔반줄이기 캠페인

과 더불어 올해는 광주천 푸른 산책길 만들기 릴레이 봉사활동과 비대면 참여형 환경캠페인 클린온 

실천을 역시 전부점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은행 전 임직원이 소속된 지역사랑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재난, 재해 긴급구호 봉사활동과 환경봉사를 통한 지역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봉사하는 기업 문화 확산과 지역대표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ESG경영 강화 및 친환경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에너지 절약 등 임직원들이 친환경 활동 실천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캠페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을 『Woori Green-day』로 지정하여 일회용컵 본점 건물 반입을 제한하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을 장려하는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고 장난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3개의 장난감을 임직원들에게 기부받아 취약

계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에 기부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경영 실천을 통한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언택트 플로깅•비치코밍 봉사활동 

경남은행은 지역 주요 둘레길 및 해안가에서 매주 주말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로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생활 속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어촌지역 환경정화 활동 및 Sh해양플라스틱Zero!

수협은행은 주기적으로 전국 어촌지역·해안가를 찾아 환경정화활동과 어촌계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25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촌계를 찾아가 환경정화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

며, 약 158톤 수준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협은행은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여 해양관련단체에 당행 단독 부담으로 지정기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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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단위 : 억 원)

3,345

지역사회/ 
공익

5,849 

사회적책임금융/ 
서민금융

968 

학술/ 
교육

661 

메세나/ 
체육

47

환경

59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 

2020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금액 

2015년 4,651억원

2016년 4,002억원

2017년 7,417억원

2018년 9,905억원

2019년 1조 1,359억원

2020년 1조 929억원

0.4 0.5

비율

(%)

53.5

30.6
8.9

6.1

2020년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

3개년 누적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 

1조 929억원1)

총 3조 2,193억원

 1,092,900,000,000

3,219,300,000,000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1)(2020년 실적)

1)  서민금융 집계기준: 2020년의 사회책임금융 지원실적은 5조 4,215억원으로,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상품의 실적을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1)  일부 은행의 사회공헌실적 수정사항을 반영(당초 금액 1조 919억원) 

5조 4,215억원 5,421,500,000,000

새희망홀씨는 평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출시한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고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0년 공급 

목표(3.4조원) 대비 108%를 상회하는 3조 7천억원(약 21만 2천명)을 대출하였습니다. 2020년말 현재

까지 서민·취약계층 205만명에게 총 25조 8천억원을 지원 중으로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약 21만 명, 3조 6,794억원 

새희망홀씨 지원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에 출시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은 2020년 중 약 1조원(약 14만 7천 건) 

을 공급하여 출시 이후 약 20만건에 대해 13,797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021년 중에는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여 햇살론17에서 금리를 2% 낮춘 햇살론15를 출시할 예정으로 서민층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5만 건, 9,900억원

햇살론17 지원

햇살론youth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에 출시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은 출시 이후 ’20년 공급목표인 1,000억 원을 초과한 총 

2,234억원(약 5만 7천건)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학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약 5만 7천 건, 2,234억원

햇살론youth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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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 ‘신한오픈이노베이션’

기술역량을 보유산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 수요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소비시장 및 수요처 발굴을 돕고, 기술 수요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BM고도화를 지원하며 상호 간 사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해외 진출 등 협업 포인트를 다각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코칭 및 퍼실리 

레이팅을 제공합니다. 2020년에는 스타트업 26개사 및 수요기업 5개사가 참여하였고 124회의 비즈니스 코칭

을 실시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 『Café S with』

청각장애인 일자리카페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해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바리스타 및 베이커 전문직업 교육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카페 직원으로의 고용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

다. 신한은행은 카페 공간 무상제공 및 매월 원두를 기부하여 카페스윗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어교

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추가적인 공간지원을 통해 청각장애

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조정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대출  

상품 운용으로 2020년 총 17만 건, 지원액 약 26조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1년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턴트,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이 기업 경영의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전국 9곳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위기관리, 창업, 금융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2020년  

중소기업 125건, 소상공인 596건의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포용적 금융 활동의 범위

를 더욱 확대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사랑나눔터 지원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우리은행은 2007년 ‘우리은행 자원봉사단’ 출범 이후 전국 영업점 직원들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랑나눔터’는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로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사회공헌 제도입니다. 현재 235개의 ‘우리사랑나눔터’를 운영 중으로 2020년 한해 동안  

758회에 걸쳐 총 7,004명의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약 518백만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분류항목 항목2020년 2020년진옥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886개

1897년

14,006명 

약 2,712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97

17,456

5,315

19

1,727

11,808

358

13,362

3,360

10

1,410

7,288

신한은행은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중장기적 가치제고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신한금융그룹의 “2020 CSR 전략”에 따라 은행의 CSR전략

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책임 있는 성장(Responsible Growth)과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Social Part-

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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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1899년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대한천일은행에 뿌리를 둔 122년 역사의 정통은행으로 긴 시간 

동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이란 슬로건 아래 인간 

사랑(Humanity), 행복추구(Happiness), 희망실현(Hopefulness)이라는 3대 사회공헌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나눔과 녹색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 관련 금융정책 수립 및 

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권광석

서울시 중구 소공로51

855개

1899년

14,829명

약 2,436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신한 스퀘어브릿지(창업·취업·창직 솔루션 제공,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지원)

·  희망사회 프로젝트(저신용자 재기지원, 청년부채  
토탈케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맞벌이가정 초등자녀 돌봄 지원 등)

·  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 대축제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은행권일자리펀드, 마포혁신타운 운영자금 출연

·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랜선은행탐험)
·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 신한음악상 
· 신한갤러리
· 숭례문 오디오가이드
·  한국금융사박물관 운영

· 신한환경사진공모전
· 종이절약 지구살리기 캠페인

· 임직원 해외 기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Hope Together 
with(대구/경북지역 의료진 및 어린이 생필품 
지원,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

·  동네 나눔 밥집
·  카페두드림
·  신한 THE Dream사랑방

·  새희망힐링펀드 기부
·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

·  금융교육 뮤지컬

·  비인기 스포츠 종목 투자(여자프로농구단 
운영)

·  충북/강원 체육회 후원

·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및 단열재  
설치 사업

· 해외장학사업

52,279

101,218

12,764

5,984

73

400

총 계 172,718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우리사랑나눔터지원(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임팩트 투자 펀드 참여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연체자 재기 지원

·  소외계층 아동 장학사업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자산관리 교육

· 은행사박물관 운영
·  위비여자프로농구단 및 위비여자사격단 운영

· 환경보호 캠페인‘지구는 WOORI가 지킨다’시즌2
· 환경보호 인식개선사업 지원

·  해외 개발도상국 아동 위한 교육용 팝업북 제작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지원

·  사랑의 헌혈캠페인
·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  은행권일자리펀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운영자금 출연

·  금융취약계층 대상 정보보호 교육

·  제23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  e스포츠 행사 지원

· 해외재난구호 지원
· 해외 취약계층 지원

17,503

89,301

16,640

15,289

374

1,846

총 계 140,953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 『Café S with』 우리사랑 나눔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신한오픈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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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Women in FinTech 아카데미’는 핀테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리더로 성장하며,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C제일은행의 전 세계 59여 개국에 걸친 글로벌 핀테크 역량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여성과

학기술인 교육/훈련 노하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스페이스 살림)의 여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를 활용하여 잠재력이 높은 여성 인재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

어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플랫폼 구축 지원 

2019년부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임직원들의 참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제작봉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기존의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한 온라인 플랫폼 ‘마이픽(myPick)’으로 전환하여 

기존보다 4배 이상 많은 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전자 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 점자 

또는 음성으로 변환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83

2,123

976

2

17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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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및 직원 다양

성에 있어 높은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참여형 사회

공헌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박종복

서울시 종로구 종로47  

200개

1929년

4,183명

약 519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코로나19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기부금  
및 마스크 기부

·  코로나19 피해 청년 소셜벤처 경영자금  
지원 프로젝트 ‘청년제일프로젝트’ 운영 

·  결식아동을 위한 행복 도시락 기부
·  은행사랑네트워크 출연

·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일반초등/중학교, 및 맹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Youth to Work’ 운영

·  대학생 대상 임직원 버추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플랫폼 ‘마이픽’ 구축 지원 
·  농어촌 지원사업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  취약계층지원사업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출연
·  업무 거점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발굴 및  

봉사활동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카드소멸포인트 기부

·  여성 청년 핀테크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운영

·  여학생 대상 홈트레이닝을 통한 자립심 향상  
프로그램 ‘Goal@Home’ 운영

1,664

15,065

273
(1,096명)

72

11

총 계 17,083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휴면예금, 휴면자기앞수표 등)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은행권일자리펀드, 프론트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특별출연(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위한 기부

·  해외 빈민국 청년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 

하나은행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과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라

는 그룹 비전,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라는 2020년 경영 슬로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금융 실천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손님, 주주, 사회공동체와 상생하며 모두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2020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2011년부터 시작된 사회 가치 캠페인으로 매년 11월 11일부터 2달 동안의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에는 임직원과 손님이 쓰레기 줍기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줍깅 챌린지,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10개를 선정해 펀딩을 지원한 착한소비 챌린지, 재생 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목도리를 쪽방촌 독거 노인에게 전달한 사랑나눔 언택트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차별 해소

하나은행은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함께 자폐인 인식 개선을 위한 버추얼 레이스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주거 안정과 육아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미혼모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배움이 집이 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박성호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846개

1967년

12,064명

약 1,980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79

17,868

2,375

17

1,168

6,196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원
·  지역행복나눔 봉사활동(지역사회 기부금)
·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휴면 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  일자리기업협약보증

·  1사1교 금융교육 진행
·  다문화가정 통합 문화 예술 교육 지원
·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사업 지원

· 전통문화 보존 사업 지원
· 비인기 스포츠 지원
· 장애인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지원단체 후원

· 세계가스총회 후원 
·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 UN청소년 환경 총회 지원
· 친환경제품 생산 기업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후원

· 은행권공동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사업
· 지역아동센터 PC지원        
· 2020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음악회 지원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지원
· 문화예술단체 후원

38,400

66,394

3,633
(240회/9,786명)

7,526

676

136

총 계 116,765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도서 제작 플랫
폼 구축 지원

 ‘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글로벌 웹 세미나

자폐성장애인 _인식개선 캠페인

2020 모두하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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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미래세대 육성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청소년/글로벌/지역사회/문화•예술/환경 등을 중점 

영역으로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 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

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청소년의 멘토 KB!」를 중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

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청소년의 멘토 KB!」 학습·디지털 멘토링
·  청소년 학습공간 및 공부방 조성 지원
·  전통시장 사랑나눔

· KB미소금융사업 지원
·  휴면예금 및 휴면자기앞수표 출연
·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 「청소년의 멘토 KB!」 진로멘토링/장학금 등 지원
·  1사1교 경제금융교육 운영
·  KB금융공익재단 출연

· 박물관 노닐기
· KB창작동화제

· 미세먼지 저감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조성 사업
· 환경폐기물 저감 사업

· 코로나19 관련 중국/미얀마 등 지원
· 캄보디아 훈센장학재단 지원
· 캄보디아 낙후지역 의료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성금 지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  사회투자펀드 출연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일자리펀드 출연 등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출연

·  초등돌봄교실/병설유치원 신·증설 지원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치료 지원

·  비인기 스포츠 지원 
(여자프로농구단/사격단 운영)

·  맑은바다 조성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 지원
·  必환경 캠페인 「KB Green Wave」

·  미얀마 한국어 CBT 시험장 신축 사업
·  미얀마 양곤 KB한국어학당 지원 

42,821

124,472

21,724

10,827

460

2,151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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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에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운영하여 9,000여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글로벌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 멘토링’은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

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멘토링’은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부방•학습공간•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必환경 캠페인 「KB Green Wave」 

KB국민은행은 2020년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必환경 캠페인 「KB Green Wave」를 실시하여 환경•사회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ESG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캠페인은 Less Paper, Save Energy, No Plastic 세 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종이통장/복사용지 줄이기, 에너지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마인드 확산, 일회용품 줄이기 및 친환

경 특화상품 출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해양 쓰레

기 클린업 활동을 위한 환경단체 및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202,455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허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987개(해외법인 및 지점 포함)

2001년(합병 기준)

16,414명

3,206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422

22,373

8,234

14

2,025

6,703

임팩트 커리어 Y(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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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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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커리어 포럼 및 잡페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총 662백만원을 지원하여 약 120개 기업 및 1천명에게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

자들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실질적 교육은 물론 비슷한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참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씨티-경희대학교 NGO인턴십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발전과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시작한 한국씨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비영리NGO 단체에서 8주 동안 실무교육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

다. 실습기간 중에는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GO와 우수한 젊은 인재를 연결시켜주는 성공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을 지향합니다. 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에 첫 번째 지점을 개설하

였으며,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하여 (주)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160여 개국의 2억명 고객 등 세계적인 영업기반을 가진 씨티의 다양한 상품과 노하우를 바탕으

로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투자금융에서 소매금융,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씨티 

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다

양성, 지역사회,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환경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임팩트 커리어 Y
·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 코로나19극복 후원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금융교육
· *씨티-JA 특성화고역량강화 프로그램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공헌의 날

*씨티 재단 후원금 USD900,000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여성지도자상
· 내고장사랑재단 후원

· 한국사회적기업상

·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 Voice of Youth 프로그램 후원 

· *WWF “내일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후원

1,532

10,284

504
(19,934명)

282

총 계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12,602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유명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0

43개

1981년

3,500명

245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45.2

2,329

680

3

126

572

必환경 캠페인 「KB Green Wave」

청소년의 멘토 KB!

씨티-경희 NGO 인턴십 프로그램_나눔의 날

임팩트커리어Y 후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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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금융박물관 운영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경험

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경제지식

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1,565명이 금융박물관 체험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DGB대구은행 그린카드 발급, 운영

대구은행 그린카드는 친환경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녹색제품(친환경제

품) 사용 시 에코머니 적립으로 포인트 이용 및 전기차 충전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할인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DGB대구은행은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가지고 지역사회 환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지원하며 지역 상생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환경, 공익분야의 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DGB동행봉사단을 행정구역별로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찾아가는 금융’, ‘신뢰받는 금융’, ‘함께하

는 금융’의 지역사회공헌 경영이념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선도

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59

2,636

724

4

337

1,012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임성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237개

1967년

3,232명

435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후원 및 기부금 지원
·  사랑의 도시락 후원
·  DGB 행복이 꽃피는 공부방 만들기
·  사랑의 헌혈버스 구입 후원
·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분담금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분담 수수료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 DGB 독도사랑 골든벨 
·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운영

· 코로나19 의료진 초청 프로야구 ‘덕분에 존’ 운영
· 지역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지원

· 반려식물 나눔
·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 후원

· 다문화가정 힐링캠프 활동 후원
· 다문화가정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지원

· DGB 이웃사랑 희망드림 기부 사업 
·  지역아동 사랑의 케익 나눔
·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물품 전달
·  농촌 봉사활동 실시
·  사랑의 연탄나눔, 김장나눔 행사

·  창업기업공동협약
· 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익기부금 출연

· DGB 금융체험파크 운영
·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운영

· 대구은행 정구부 운영
· 마라톤 대회 후원

10,724

10,009

6,719
(19,934명)

6,274

9

11

총 계 33,746

창업투자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 사업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썸 인큐베이터

BNK부산은행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창업기업 투자 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성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상금을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

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투자대회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창업기업 부산유입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 최초로 개소한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썸 인큐베이터’도 운영하여 공고에 선발된 혁신기업을 대상으

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봉사대 ‘보호 종료 청년자립 지원 사업’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을 떠나 자립을 지원하기위해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및 1:1재무설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안감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232개

1967년

3,934명

389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60

3,608

1,009

5

481

1,100

BNK부산은행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라는 경영이념아래 항상 지역에 힘이 되는 은행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내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부산은행만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은행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지역 전통시장 방역 및 물품 지원
· 코로나19 위기극복 전통시장 상품 구매 촉진사업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 의료진지원
· 자가격리자 긴급구호세트 제작 지원
· 유초등 긴급돌봄 참여학교 예방물품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핸드인핸드’사업

· 부산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협약 출연
· 코로나19 신속지원반 신설 운영
· 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

· 2020 원북원부산운동 후원 
· BNK행복장학금 지원사업
· 1사1교 금융교육
· 진로체험프로그램(꿈 담기)

· 워라밸 컬처 in 부산(시민개방형 공연)
· 부산문화관광축조위 후원
· 부산국제영화제, 단편영화제, 연극제 등 지원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후원

· 푸르게, 그린 부산! 미세먼지 저감사업
· 녹색도시 부산 가꾸기 어린이 미술대회 사업
· 민락수변공원 환경개선 사업

· 베트남 선교단 지원 사업

·  출산장려(HAPPY MOM BOX)지원
· 공감기부 프로젝트
· 명절맞이 나눔 사업
· (재)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지원
· 학교폭력예방 영상제 후원
· 2020 부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썸인큐베이터(창업기업지원) 운영
·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 경영지원 컨설팅팀 운영

· 취약계층대상 금융교육
·  청소년 금융교육프로그램  

(슬기로운 경제생활) 
· 어린이 안전 옐로카드 지원 사업

·  BNK 실내악단 운영
· BNK 갤러리 및 아트시네마 운영
· 부산시육상연맹 대회 지원
· 부산바다마라톤 후원

·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 특별체험존 설치 
후원

· 바다사랑 어린이 글짓기 후원

· 한중우호친선협회 기금 출연

16,200

26,380

1,510

3,758

231

10

총 계 48,089농촌 봉사활동 보호 종료 청년자립 지원 사업

창업투자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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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1969년 창립 이래 제주도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제주경제를 견인해온 제주 대표 금융기관으

로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하에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업을 통한 ‘따뜻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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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6.53

152

53

1

22

84

코로나19 극복 ‘사랑 나눔 릴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화훼농가와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장미꽃과 마카롱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였고, 직원들이 직접 감사의 손편지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주도내 600여명 

의료진들(제주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등)에게 꽃과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상생 추구, 제주 필수 여행앱 ‘제주지니’  

제주은행의 제주기반 특화 여행 플랫폼 ‘제주지니’는 제주 여행 플랫폼 중 최다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관광객

은 물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명실상부한 제주 필수 여행앱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주지니는 지역 영세 

사업자들에게 무료 플랫폼 제공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골목 상권 알리기에 일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홍보해주는 ‘지니Live’ 서비스를 오픈하여 광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 추구, 소상공인들이 진정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메뉴, 영업시간, 고객 리뷰 관리는 물론 프로모션까지 자체 기획 및 홍보할 수 있는 ‘제주지니 파트

너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서현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90

33개

1969년

429명

78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코로나19 극복지원
· 사랑의 송편 만들기             
· 씨네하트데이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 청년창업재단 출연
· 신한금융희망재단 출연 

· 1사 1교 청소년 금융교육 
· 취약계층 경제교육(보이스피싱)

· 제주육상연맹 꿈나무 지원 
· 제주도내 마라톤대회 후원

· 1단체 1오름 가꾸기
· 제은 푸르미 운동

· 재일 제주인 1세대 모금 지원 

· 연말연시 지역사회 기부활동     
·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 설, 추석 제수용품 장보고 가세   
· 복지시설 지원 

· 장학금 지원 
· 멘토링 봉사활동

· 지역 문화행사 지원활동

· 올레길 환경정화활동
· 바다환경정화활동

· 재일 한국인 지원 사업

943

825

362
(224명)

67

5

4

총 계 2,206

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53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과 봉사활동은 물론 매년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비롯한 지역맞춤형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기순이익의 10%이상을 지역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체가 지역사랑봉사단에 소속되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을 목적으로 항상 따뜻한 손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SG경영실천,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 전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조직으로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 1기관·단체 1청결 

구역 봉사활동, 1회용품 줄이기·잔반줄이기 캠페인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환경봉사활동과 환경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난, 재해상황에 긴급봉사단을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꾸러미

‘우리의 영웅!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직접 응원꾸러미를 만들고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

다. 한편,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구호성금으로 6억 원 상당을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송종욱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143개

1968년

1664명 

397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26.7

1,526

471

3

175

357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출연 
·  코로나19 구호 성금 지원 
·  집주호우 피해복구 긴급지원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선정
·  명절 소외계층 전통시장 장보기
·  전직원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참여

·  은행권일자리펀드 3차 출연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프론트원 운영자금 출연

·  (재)광은장학회 운영
·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광주화루 공모전 개최
·  아마추어 골프대회, 스포츠 대회 후원

·  녹색환경대상 주최
·  지역사랑봉사단 클린데이 봉사활동 진행 등

·  중국인민공화국 광주총영사관 구호물품 지원 등

·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대한적십자사·사랑의 열매 캠페인 후원
·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여성 후원
· 임직원 성금 나눔 사업
· 지역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후원
· 지역 사회공헌행사 후원 등

·  미소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등

· 금융박물관 금융·체험교육 실시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등

·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  성악콩쿠르, 임방울국악제, 지역문화행사 

후원 등

9,561

2,937

3,326
(527명)

1,634

76

10

총 계 17,544코로나19 응원꾸러미 탈석탄금융 선언 ESG친환경 전략 추진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 및 환경캠페인 코로나 위기극복 사회취약계층 긴급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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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북은행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

는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은 여성청소년들

에게 필요한 4가지 용품으로 구성된 선물 박스를 직접 포장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여성청소년

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밝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전북은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꿈, 소망, 희망,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12

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림 부문 66명, 글 부문 17

명 등 총 83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북은행은 참가자들이 공모전을 통해 고민했던 시간과 노력이  

쌓여, 우리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19

1,436

155

3

127

3,547

전북은행은 내일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진 누구에게나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확대, 서민금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10%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행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사랑은 더하고 어려움은 나누는 따뜻한 이웃 같은 은행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서한국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97개

1969년

1,223명

약25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전직원 지역사랑봉사단 봉사활동
· JB희망의 공부방, JB어르신 문화쉼터
·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 나눔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등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 은행권 일자리펀드 3차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운영
· JB인문학강좌
· JB청소년 유튜버 공모전
·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 JB문화공간 운영
· 희망나눔 신년음악회

· 지역사랑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 후원
· 시민의숲 1963 프로젝트 후원

· 캄보디아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캄보디아 개안수술 임직원 정기후원
· 해외 긴급구호 임직원 정기후원

·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 급여 1% 나눔(코로나19, 수해복구, 취약계층돕기 등)
·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 딸에게 보내는 선물(여성청소년지원)
·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역행사 등 후원

· 휴면예금·휴면수표 출연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프론트원 운영자금 출연
· 새희망힐링펀드 지원

· 희망의 장학금 지원
· 3D프린터 지원
· JB어린이 스포츠클럽
· 1사1교 금융경제교육

· 배드민턴 여자실업팀 운영
·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문화행사 후원

5,816

3,089

2,316
(12,954명)

1,385

105

26

총 계 12,737

BNK경남은행은 「고객•지역•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은행」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지역 

사회에 행복과 희망이라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는 사회공헌사업에 양적•질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한 공익재단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단 등 사회공헌 

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지역 사회 각계각층과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존경과 사랑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남은행은 2020년 문화예술계를 꽃 피우는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한  

후원을 하였으며,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 

경남은행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트랜드인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역 해수욕장과 해변 등지의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하는 ‘언택트 비치코밍’과  

산책로와 둘레길을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언택트 플로깅’, 미혼모 등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

을 직접 제작해 완성품을 기탁하는 ‘언택트 키트(KIT)제작봉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은행은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고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최홍영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146개

1970년

2,845명

289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42.1

1,894

433

4

252

562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후원
·  지역소외계층 지원 나눔 활동 

(쿨(Cool)BOX, 여름이불, 김치나눔)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출산용품지원'
·  명절 및 연말 전통시장상품권 나눔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출연

·  청소년드림스타ㆍ희망나눔프로젝트 등 
·  경은장학회 장학금 지급

·  참여형지역공헌사업(연극, 오페라 등)
·  시·군 체육회 및 선수단 후원
·  BNK경남은행갤러리 운영

·  플로깅·비치코밍 등 언택트봉사활동 실시
·  울산광역시 백리대숲 조성

·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후원

· 경남은행봉사단 활동(긴급수해복구)
· 무더위쉼터 운영(은행권 전국 최초)
·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
·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 헌혈캠페인(31일간의 사랑 나눔)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 휴면예금ㆍ자기앞수표 출연 등

·  지역별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  지역별 학술단체 후원 등

·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사

11,720

8,388

2,007
(1,415명)

1,602

1,442

3

총 계 25,162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딸에게 보내는 선물

플로깅 봉사활동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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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랑 나눔을 이어가는 “이웃사랑”    

KDB산업은행은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웃사랑, 교육사랑, 문화사랑, 나라사랑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임직원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매년 ‘1인 1봉사’를 모토로 당행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복지시설(10곳)에 정기적인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부점이 함께하는  

연말 사랑 나누기 성금 모금과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성금 모금을 통해 각 부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소외계

층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취약)계층을 위해 명절(설•추석)맞이 후원

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떡국과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물품 및 생필품 등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의 완쾌를 위해 매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이 기부해준 헌혈증서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복지 

시설 및 서울지역 소외계층 1,200가구에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임직원은 따뜻

한 사랑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252

11,506

1,242

3

212

-

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를 창출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교육•문화•사랑나눔 활동 등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사회공헌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나누는 손길,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이동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87개

1954년

3,784명

63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결연 복지시설(보육·장애인 등) 정기 후원 활동
·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명절(떡국·송편) 사랑  

나눔 후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기탁
·  1사1병영 결연부대(7사단) 방문 및 위문금 전달
·  1사1촌 결연마을(철원 양지리 마을) 특산물  

구매 캠페인
·  연말 사랑 나누기 임직원 성금모금 매칭 후원 
·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사랑 나누기 후원

·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은행 일자리 펀드 등) 출연
·  휴면예금·휴면수표 등 출연

·  청소년 경제교육 및 금융· 경제 관련 학술대회 등 후원

·  비인기 문화공연 및 창작 공연 등 지원

·  국립공원 생태 나누리 후원

· 중국지역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

·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위한 지원 활동 
(결연복지시설, 지역사회 소외계층 앞  
마스크 등 예방물품 지원) 
(영등포구 보건소 등 선별 진료소  
의료진 응원 키트 전달) 
(영등포, 하남시 무료 급식소 도시락 나눔 
후원 등)

·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7,006

13,197

176

430

20

330

총 계 21,159

NH농협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100% 순수 민족자본 은행으로서, 진정한 농심(農心)의 가치를  

전하며 농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소외 

계층,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며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학술・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메세나・체육, 환경보호 및 서민금융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희망을 전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그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금융지원을 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 2개를 운용하고 있습

니다. 2020년 12월 말 잔액기준 약 1,343억원을 투입하여 총 911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는 농촌지역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성장 도모 및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우수 대학생 멘토 

88명이 읍·면·리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습지원, 진로상담을 하는 한편, 1주 동안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합숙하면서 진로체험, 대학 탐방 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33

12,691

5,314

4

1,648

6,650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권준학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1,128개

1961년

13,669명

약 3,20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캠프
·  산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  농업·농촌 소외계층 지원
· 구호차량 기부 등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자기앞수표) 출연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연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  행복채움금융교실
·  학교시설 개선 및 연구 자금 지원

·  지역 스포츠 대회 및 공연·전시회 후원
·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지원
·  테니스 원포인트레슨 재능기부

·  환경 관련 행사 및 캠페인
·  영농폐비닐 수거
·  서울환경영화제 후원

·  캄보디아 주민 대상 농업기술 교육 지원
·  미얀마 코로나19 극복 물품 지원
·  현지 서민학교에 학용품 및 발전기금 지원

· 각종 지역 공익행사 및 캠페인
·  코로나19 피해 지원(예방·구호물품, 생필품 

지원 및 일손돕기, 농축산물 소비촉진 활동)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  교육 소외계층 장학금
·  학술, 교육 단체 교육사업 후원

·  베트남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방문 행사 실시
·  해외 한인 어린이 대상 서적 및 한글교실 지원

91,680

54,573

12,203
(24,058명)

5,724

412

170

총 계 164,762초록사다리 캠프"이웃사랑" 명절맞이 후원

사회적기업 금융지원화훼농가 돕기 「플라워 버킷 챌린지」 



64 은행별 사회공헌활동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65

이윤 창출과 효율이 중시되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시대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사회공헌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이행은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006년 3월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IBK행복나눔재단’

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ㆍ경북지역 등 전국 각지의 피해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IBK 자회사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

원을 위한 자원 마련에 동참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지역 학생들의 장학금과 소외계층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IBK희망디자인사업

IBK기업은행은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게 간판을 디자인부터 제작, 설치까지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전적 지원에서 나아가 디자인 및 시각적 마케팅 분야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35

11,412

3,188

6

850

7,471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윤종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694개

1961년

13,746명 

1,600만 명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  행내 봉사동호회 후원 
·  재난재해구호사업 후원
·  기타 소외계층 후원

·  IBK미소금융재단 후원
·  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 출연 
·  신용회복위원회 기부 
·  기타 서민금융 후원

·  장학금 지원 
·  IBK컨설팅 지원 
·  비영리교육재단 후원 등

·  여자배구단 및 사격단 운영 
·  비인기스포츠 후원

·  환경 보전사업 후원

·  해외 빈곤국가 후원

18,114

49,501

11,713
(8,231명)

5,518

10

159

총 계 85,015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

서 신시장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남북협력기금

(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등 차별화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특성을 살려 2012년 사회공헌을 브랜드화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은 물론  

탈북민・다문화가정, 저개발국가 교육,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 개도국 앞 한국산 방역물품 지원 사업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개도국(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탄자니아, 에디오피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산 방역물품은  

총 3.5억원어치를 지원하였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의 협력을 통해 진단장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및 방역시스템의 홍보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 4월, 자금의 용도를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친환경산업 지원에 한정시

키는 특수목적채권(7억유로 유로화 그린본드)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발행대금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

경산업 프로젝트 지원에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98

2,918

92

2

70

-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방문규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본점, 국내지점 및 출장소 13개,  

국외사무소 24개

1976년

1,178명

5,302개사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사회적기업 ‘희망씨앗 전파사업’ 및 ‘희망일터 지원사업’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차량 지원
·  지적장애인합창대회 등 소외계층 참여 문화행사 후원
·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나눔 지원
·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 지원
·  장애인 일자리 및 생계 지원
·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8기 운영

·  은행권 일자리펀드 출연 
·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지원 등 

·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지원
·  탈북 청소년 장학사업 지원 등 

·  개도국 앞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  인도 빈곤아동 교육 지원 등

2,933

3,456

99

530

총 계 7,018IBK 희망디자인 코로나19 K-방역물품 지원

IBK 장학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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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토요일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명예 

점원으로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판매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25,191점을 기증하였으며, 판매수익으로  

조성된 기금 4백만원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 추진

전국 영업점 임직원들이 점주권내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연4회(분기별1회)씩 실천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김진균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5개(해외법인 및 지점 포함)

1962년

1,937명

383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43.4

1,553

516

2

60

180

수협은행은「어촌사랑, 바다사랑」을 신조로 어업인 및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부터 어촌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촌지역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우리바다 깨끗이’를 실천함은 물론,  

어민들의 어업활동 지원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과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海 이웃 찾기’와  ‘사랑海 헌혈’, ‘지역사회 공헌활동’,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실시하고, 어촌지역 청소년의 현명한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한 ‘1사 1교 금융교육’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환경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사랑海 이웃찾기
· 지역사회 공헌활동
· ‘코로나19’대응 사랑海 헌혈
·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피해극복 지원 성금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지원 ‘사랑海 PC나눔’
·  취약계층 의료사업 등 후원(어촌지역 무료한방진료)
·  아름다운 토요일(아름다운가게 물품기증 포함) 
·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  은행공동 사회공헌사업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어촌지원’

·  신용·기술보증기금(일자리기업 협약보증 3차 출연금)
· 은행공동 사회공헌사업(일자리 창출 목적펀드)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연
·  휴면예금 출연
·  휴면 자기앞수표 출연
·  서민금융 피해예방 연구 후원

· (재)부경대학교 발전기금
· 부경대학교 장학금 지원
· (재)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
·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 어촌지역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959

4,851

221

29

총 계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6,060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 설치

신용보증기금은 본점 직원 기숙사(청림재) 지붕을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인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를 통해 창출된 발전수익(연 24백만원 예상)을 사회적

경제조직(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햇빛발전소 설치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 환경의식 제고 및 유휴공간을  

활용을 통하여 일회성 행사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역사회와의 공생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20년 기획재정부 주관 21대 우선과제 중 협업부문 과제에서 모범사례

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햇빛발전소 설치가 타 기관에도 전파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기여되길 기대합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윤대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109개

1976년

2,768명

20만여 업체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11

-

-

3

5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으

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창업지원, 컨설팅 등 기관 고유 사업과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상생도약, 사회적책임 나눔실천,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창립기념 지역 결식예방을 위한 도시락 배달  
및 후원

·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위한 수해복구 지원
·  명절맞이 사랑나눔키트 및 온누리상품권 기부

·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신보 대학생봉사단 지역아동 용돈관리교육  
및 멘토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감사편지쓰기 공모  
대구전역 후원

·  하트-하트재단 서양악기 소개 점자책 만들기 
·  지역 아동 연합발표회 후원

·  지역 아동 대상 자원순환 환경교육
·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 설치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및 해양인형 만들기
·  고려인 청소년 모국체험 프로그램 후원

·  지역 독거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
·  각 영업본부 별 지역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찾아가는 인권청렴 및 진로탐색 교육
·  대학생 독도아카데미 후원 
·  대구경찰청-한국경찰학회 언택트  

학술세미나 지원

189

263

14

7

4

9

총 계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486사랑海 이웃찾기 하트하트재단 악기소개 점자책 만들기

아름다운 토요일 햇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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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입니다. 기보

는 일자리 창출, 안전과 환경, 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한 나눔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실보육원 ‘꿈키움 책도시락’ 후원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소외계층인 매실보육원 거주 학생들에게 ‘꿈키움 책도시락’ 도서와 건강식품인 과일청을 

전달한 한편, 방역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보육원 학생들에게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PC 기증

기술보증기금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통해 사용연한이 지났지만 성능이 양호한 PC 50대와 모니터 100

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기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PC와 모니터 등을 기증함으로써 기금 본연의  

업무를 통한 공공성 실현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실천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정윤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75개

1989년

1,491명

8만여 업체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6

-

-

2

5

-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도시락배달 등 봉사
·  홀몸노인 결연 후원
·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후원
· 동남권 CAM 기술경진대회 후원
· 코로나19 특별위기지역 후원
· 사회복지단체 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 부산금융박물관로드 운영
·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보벤처창업교실 등

370

70

15
(3,274명)

총 계 45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 가치 창출’이란 공사의 사회공헌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으

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국회부의장 표창 수상)’, ‘취약노인 

보호 유공단체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상생, 나눔, 참여,  

일자리 창출 이라는 공사의 사회공헌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퇴금융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퇴(준비)자의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 은퇴금융아카데미’를 실시했으며, 2020년에는 총 3,2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지원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의 재가방문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차 지원사업을 전개하

였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특성을 고려해 약 106백만원을 기부하여 작지만 활용도가  

높은 소형차량 17대를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최준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개

2004년

952명

약 645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153

1,664

381

4

38

0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드림하우스
· 청년하우스
· HF 사랑의 집짓기
· HF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 HF BOX 제작

· 신용회복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온라인 은퇴금융아카데미(어르신)
· 온라인 주택금융강좌 재밌지예(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

· 부산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 해외 재난 구호 지원

· 사랑의 김장나눔 사회공헌활동
·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지원
·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 폭염 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지원
·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지원사업

3,105

460

60

207

7

총 계 3,839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HF 드림하우스

꿈키움 책도시락 후원 희망천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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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 지식 교육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매년 디지 

털 소외계층에 대해 금융지식과 사기 예방 팁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시설 운영 제약으로 비대면 금융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 후 현장 인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외이웃 연탄 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탄 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 케이뱅크는 연탄 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1만 2,500장을 후원하였습니다. 케이뱅크가 후원한 연탄은  

서울 종로구, 용산구 일대 쪽방촌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4.3

-1,053

-

1

51

-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금융 ICT 융합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서 중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지속  

출시해 고객 혜택을 제고해 나가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기부(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소외 이웃 연탄 기부(밥상공동체복지재단)

· 신용복지위원회 예산 분담금 지원

·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 지식 교육
· 고령 금융소비자 대상 비대면 금융거래 소개

17

34

0

총 계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51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서호성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1개

2017년

327명

219만 명

햇살론17 서비스

저소득 및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 ‘햇살론17’을 출시하였습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특례보증포함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신용

자라는 특성상 대면 대출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나, 비대면 은행이라는 카카오뱅크만의 특성과 편리한 UX로 

비교적 쉬운 한도 조회 및 대출 실행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172.38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동물권 보호 및 유기 동물 구조 활동

카카오뱅크는 유기 동물 구조 및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동물 구조 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물 구조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센터 2개소에 총 17,055,600원을 기탁하여 동물 구조 및 의료 장비를 마련하였으며, 

1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윤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

2017년

913명

1,370만 명

자산 총계(조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백만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27

607

87

3

34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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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며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영업 개시 후 2년여 만에 1천만 명 고객을 달성하며, 꾸준한 사랑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는 여전

히 성장중입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역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금융 소외

층을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환경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  홀몸 어르신 언택트 생필품 지원
· 거동 불편 어르신 간편식 지원
· 장애 가정 도시락 지원

· 청소년 선불전자지급수단(mini) 서비스 제공
·  ATM에서 이용 수수료(입금/출금/이체) 무료 정책 유지
·  내 신용정보 서비스 및 내 신용점수 올리기
·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 중고거래 사기 방지 서비스
· 햇살론17 대출 서비스

·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유턴]
· 고령층 온라인 금융교육
· mini 이용가이드(청소년 금융교육)

· 플라스틱 제로 활동
· 유기 동물 구조 활동

178

136

-
(535,787명)

34

총 계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348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교육 햇살론17 서비스

유기 동물 구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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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928년에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 

하여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1년 6월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2개의 정사원과 

36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018년부터 3년간 5,000억원의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원의 친구들 프로젝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등 은행권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은행권에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빅게임 ‘더 로스트 시티’

은행연합회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태블릿 PC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IT기반 체험형 금융교육

게임 ‘더 로스트 시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무역과 금융거래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중 1.2억원의 예산

을 들여 총 16회 개최하였으며, 47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  빅게임 : 특정 공간이나 특정한 현실의 경험을 가상요소(스토리텔링, 가치체험, VR체험 등)와 융합하여 콘텐츠를 새롭고 보다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찾아가는 금융교육 멘토단

은행연합회는 금융 교육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에  

금융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

교육은 총 123회 운영되었으며, 총 3,300명의 청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경제

사회공헌

사회책임금융

분류 항목 2020년

자산 총계(억원)

당기순이익(억원)

납세액(억원, 법인세 기준)

전담직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억원)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억원)

316

-

-

2

16

-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수

설립연도

임직원 수

고객 수

김광수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

1928년

114명

-

분야별 주요활동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학술·교육
(교육 수혜자 수)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  독거노인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익캠페인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  수해복구 지원 성금 기탁
·  자문부대 위문금
·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지원(꽃소비 진작 캠페인)

·  새희망힐링펀드 조성

·  청소년금융교육단체 지원
·  청소년 경제 교육사업 후원
·  학술 교육 단체 지원

·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연극단체 후원

·  공원의 친구들 후원

·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초청 연수

750

2

557

50

206

85

총 계 1,650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권이 총 8,450억원을 출연 

하여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투자’, ‘공간’, ‘네트워크’라는 창업 생태계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속가

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데모데이 D.DAY 

디데이(D.DAY)는 2013년부터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온 국내 최장수 데모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업종, 

연차, 분야, 성별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본선

에 진출하면 최대 3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디캠프 및 프론트원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디데이

는 2013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80회를 진행했으며, 총 4,331개 기업이 신청했고 418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타트업 거리 축제 IF 페스티벌

IF(Imagine Future) 페스티벌은 국내 초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와 체험존, 홍보 부스 운영으로 스타트업과 대중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총 422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누적 46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국내 대표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이사장

재단 소재지

설립연도

재단기금

임직원 수

참여기관 수

김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1

2012년

8,450억원

28명

19개 기관

사업 분야별 주요활동주요활동

초기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스타트업 보육

공식 프로그램 및  
글로벌 교류·협력

사업분야 사업/프로그램 소개
정량적 성과  

(사업비 등 투입자원)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직·간접 투자

·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간과  
인프라 제공

·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국내 창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식 프로그램 운영

126개
146억원

2,070억원

26개
7,492억원
4,528억원

10조 6,013억원

* 디캠프,프론트원 합산 수치

121개(892명)
118건 개최, 327사 참여
61건 개최, 1,380명 참여

47개 국내외 기관
167회, 100개 스타트업 참여 

9건 후원, 740명 참여
5개 대학, 285명 참여

·  직접 투자 
투자 진행 기업 
투자금액 
후속 투자 유치

·  간접 투자 
펀드 수 
펀드 약정 금액 
누적 납입 금액 
전체 펀드 규모

·  업무공간 제공(입주)* 
입주 기업수(임직원수) 
교육, 멘토링 등 
입주사 교류활동

·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장 
협력네트워크 구축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 
창업계 행사 
대학 내 창업교육 정규과정 개설찾아가는 금융교육 멘토단 IF 페스티벌 2020

금융교육 빅게임 ‘더 로스트 시티’ 월간 데모데이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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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재단 현황

2020 분야별 공익연계 금융 상품

기관별 사회공헌 및 금융교육 인터넷 사이트

2020 금융교육 주요 실적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산업 노사합의를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금융산업 발전, 노사관계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기기 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6개소를 대상으로 총 13.5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기기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신소독기, 열화상카메라, 온도측정 자동 손소독기 등 방역기기 4종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수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한 환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영역 지원기금 출연

서울시,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동행(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코로

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긴급생활자금, 고용안정금, 단체운영

비 등 융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마음건강 꾸러미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와 

협력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코로나19 극복 꾸러미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247개

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마음건강 꾸러미세트(마스크, 마스크용 스트랩, 색연필, 컬러링북, 마음건강 안내

서 등)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일반현황

CEO

재단 소재지

설립연도

주무관청

신상훈(대표이사장-사측), 조대엽(공동이사장-노측)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

2018년

금융위원회

재단기금

임직원 수

참여기관 수

635억원(2020.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임원 : 이사 10인, 감사 2인 모두 비상근)

33개기관  금융노사

사업 분야별 주요활동주요활동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사업

사업분야 사업/프로그램 소개
정량적 성과  

(사업비 등 투입자원)

(단위 : 억원)

· 취약지역·계층 방역물품 지원 

· 비영리영역 지원기금 출연

·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기기 지원 

· 민간의료기관 방역기기 지원

· 취약계층 마음건강 꾸러미 지원

2

2

13.5

1

1.5

지출사업비 20취약계층 마음건강 꾸러미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기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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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은행권  

금융기관

금융노사 공동기금  

출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설립기관명 설립기관명2020년 주요사업 2020년 주요사업

·  창업교육, 훈련, 업무공간 제공 등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  직간접투자 강화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지원

·  은행권 일자리펀드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사업 

-  취약지역·계층 (장애인 거주 시설 등), 민간의료 기관 대상  

방역물품·기기 지원 

·  비영리영역 지원기금 출연

·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

·  일자리 창출사업

·  CSR Synergy사업

·  장학사업

·  장학사업

·  사회공헌사업

·  학술연구지원

·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사업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취약계층자립자금

· 창업•운영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지원 소액대출

· 채무불이행자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등

· 다문화 학생 장학금 및 교육 지원 사업

·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

· 불우이웃 및 아동복지시설후원

·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 장학사업

·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사업 

· 미소/희망기금 대출사업

· 저신용,저소득자 창업, 운영자금 지원

· 직장인,대학생, 청년,장애인으로 자격조건 확대 대출

· 노인요양시설 운영

· 보육시설 운영사업

· 사회복지 지원 사업

·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 저소득, 저신용계층 대상 자활자금 지원

  - 건설기계 구입자금

  - 자활형 차량자금

  - 용달사업자 지원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청소년금융교육

· 특성화고청소년 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 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재 양성 지원

·  DGB독도사랑 골든벨

·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 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 경상북도 다둥이 장학금 전달

· 장학사업

· 학술•연구•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지원사업

· 체육 지원사업

· 자선나눔 지원사업

· 지역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52명 대상 총 130백만원 장학금 지급

·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 저소득층 재기 및 일자리 지원사업

· 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

· 문화예술 지원 사업

· 희망의 장학금 지원

· JB인문학강좌

· 3D프린터 지원

· JB어린이 스포츠클럽 

· JB청소년 유튜버 공모전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사업

·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사업

· 문화예술지원

· 체육지원사업

· 환경개선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

· ‘사회책임금융’ 부문

· ‘지역사회공헌’ 부문

· ‘인재양성’ 부문

· 미래 농촌 정주(定住) 장학생 선발지원

· 농협장학관 운영

· 농가도움사업

·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 농촌학생 체험견학

· IBK장학금

· IBK치료비

· IBK멘토링

· IBK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 저신용•저소득층의 컨설팅 정보 제공 

재단명 재단명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신한 미소금융재단

우리 미소금융재단

우리 다문화장학재단

재단법인 하나금융  

나눔재단

재단법인 하나미소  

금융재단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 공익재단

KB미소금융재단

Citi Foundation

(재)대구은행장학문화 

재단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재)광주은행장학회

재단법인 신한금융  

희망재단

(재)전북은행장학문화 

재단

경남은행사랑나눔

재단

(재단)경남은행장학회

KDB나눔재단

농협재단

IBK행복 나눔재단

IBK미소금융재단

설립연도 설립연도

2012

2018

1996

1994

1988

2009

2009

2011

2005

2008

2006

2009

1994

1990

2007

1981

1996

2010

2006

1986

2007

2004

2006

2009

이사장 이사장

김광수

신상훈

조대엽

조용병 

구춘서

강영구 

진옥동

권광석 

손태승

함영주

박성호

이진국 

허인

　

임성훈

배규성 

김양균

조용병 

김영구 

최홍영

이동결

　

이성희

윤종원

출연금*(억원) 출연금*(억원)

8,450 

635 

1,425

14.8

30.7 

700 

462 

204.2 

474 

510 

862 

500

126.75 

510 

31 

11

(제주은행 

출연금)

33 

345

 

(기본재산 10)

465

(기본재산 50)

33

535

 

585

사회공헌재단 현황

* 설립 시부터 2020년 말까지의 출연금 누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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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은행 은행비고 비고분야 분야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환경 

 

 

 

글로벌

상품명 상품명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
공인지원) 

경기도 집합금지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한 햇살론 YOUTH 대출 

신한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통장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대출  

 

신한캐나다 정부지원 긴급대출 

(CEBA)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수탁보증) 

우리 햇살론17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우리 희망드림 적금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스무살우리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리드림카대출

SC행복적금 

SC행복지킴이통장 

햇살론17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e-Green 세이브 정기예금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한사랑 전세론 

 

다둥이전세론 

 

복지지킴이 전세론 

서울특별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 

 

금연성공적금 

함께하는 사랑적금  

도전 365적금 

KB생활SOC 공익신탁 

 

KB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KB코로나바이러스 특례보증  

협약대출 

 

KB스마트팩토리•규제자유특구 

우대대출

KB맑은바다적금 

 

KB맑은바다 공익신탁 

 

KB WELCOME PLUS 전세자금

대출

내용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만 19~34세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상품(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창업진흥원이 선정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수급 전용통장 

창업지원금 입금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유예를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대출상품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금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캐나다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프로그램 

캐나다 정부가 자금대여하며, EDC를 CEBA 프로그램 담당 기관 

으로 지정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수출개발공사) : 수출입관련 보험/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 지원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대출 상품

사회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 

실업급여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금융취약계층인 20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회공헌형 고금리 상품

의무복무 청년 장병들의 목돈 마련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

차량 구입 지원 대출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금리우대 혜택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 상품

대부업,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00%보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대안상품

ICT환경,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상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상품

무통장/비대면 정기예금상품으로 탄소 배출 감축형 예금 상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건복지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탈·수

급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생계수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지침의 일정 조건 충족시 정부 지원금 매칭하여 지급

하는 상품

자활근로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 창업, 탈·수급시 내일 키움 수익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시장평균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

자금대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시장평균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사회적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에게 시장평균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서울시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예금 가입후 정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하고 금연성공 판정

시 금연성공 특별금리 제공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 잔액의 

0.10%를 은행에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상품으로 걸음수에 따라 우대 금리 제공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생활SOC시설 운영재원을 지역  

주민/단체가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익신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 

금융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및 다둥이가구 전용 전세

자금대출로서 대출금리 및 보증한도, 보증료율 우대하는 상품

무주택자 자산형성 지원 및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상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

공인의 빠른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상품 

※  추가상품 : KB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등

설비투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금융  

상품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참할 경우 친환경 실천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맑은바다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환경  

특화 상품

해양쓰레기 클린업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신탁보수의 10%를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공익신탁상품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고객 대상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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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은행 은행비고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연계

국방부 연계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연계 

전주시 연계 

 

전주시 전북신용 

보증재단 연계

전라북도 전북 

신용보증재단  

연계

전주시 전북신용 

보증재단 연계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분야 분야

지역사회•공익 

 

 

 

 

 

 

메세나•체육 

환경

지역사회•공익 

 

 

 

메세나•체육 

 

환경  

지역사회•공익

 

 

 

 

메세나•체육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메세나•체육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상품명 상품명

대구행복페이카드 

 

 

 

코로나19 금융지원특별대출

경북 중소기업 행복자금  

특별대출 

경북도청 신혼부부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토닥토닥 서민 & 중금리 대출 

DGB 희망더하기 적금

대구FC사랑 카드 

그린카드

친환경녹색 예금•적금

코로나19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협약대출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각급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

안정자금

펫 적금 

부산동백전 체크카드

가을야구정기예금 

 

걷고싶은 갈맷길 적금 

5•18공익통장 넋이 통장 

전남 청년디딤돌통장

광주광역시청년일삶통장 

영암군 청년디딤돌통장 

사회적경제기업  

SUPPORT-LOAN

광주·전남愛사랑카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예적금

제주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탐나는 전 

제주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제주 군연연금 평생안심통장

제주더큰내일센터 체크카드  

제주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체크카드, 통장

제주삼다수카드(신용/체크) 

해고 없는 상생도시  

전주시 협약신용대출 

고용유지 전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금대출

코로나 금융사각지대  

특례보증대출 

전북은행 출연 전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특례보증

JB햇살론Youth 

JB최강전북 축구사랑예금 

JB최강전북 축구사랑통장

함께100년 연금  

통장•예금•적금

창원청년내일통장 

희망모아적금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해드림특례보증 

 

캠퍼스드림적금

BNK야구사랑 정기예금

내용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대구시와 업무협약 

하여 지역소비활성화 및 가맹점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 목적으로 발급 실시

·  이용자는 할인혜택, 소상공인(가맹점)은 매출증대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의 대출상품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지원 목적으로 DGB대구은행과 경상북도가 함께 

지원하는 공익성 대출상품

경상북도와 협약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상품  

중•저신용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었으며 빠르고 간편한 비대면 

상품이며 대출 수요 고객의 접근성이 강화된 포용금융 대출상품 

사회소외계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적금

지역민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구FC 축구 티켓 할인 등을  

제공하는 상품 

친환경 활동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여 환경보전 인식 제고 상품 

친환경 활동에 따라 고객들에 우대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품 

부산시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코로나 19 확산으로 부산시 내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각급 

학교 위·수탁 강사들의 생계 안정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품

반려동물 부양가족 증가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등록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상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누적금의 일부를 유소년 야구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상품

부산 대표 둘레길인 ‘갈맷길’ 걷기 확산 유도를 통해 친환경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환경보존 관련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상품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일정기간동안의 판매수익금 50%를  

5•18기념재단에 기부

전남지역 저임금 근로청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전남도청 연계상품

광주지역 저임금 근로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청  

연계 상품

전남 영암군 저임금 근로청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영암군 연계 상품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실천 상품 

고객이 선택한 광주·전남에 카드 이용금액의 0.5%를 광주은행이  

기부하고, 고객에게는 기부금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카드

KIA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성적에 따른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으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상품

전세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정책

제주지역화폐 판매 

제주도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연·월세자금 지원

군인연금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방지전용계좌 

제주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탐나는 인재 양성  

교육훈련, 팀프로젝트 수행 지원

제주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체크카드 및 통장 

청정제주 가치제고, 제주발전 기여 

전주시의 고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하여 해고 없는 상생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신용대출 형태의 상품

전주 상생협약을 통해 사업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며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협약상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대상 유흥업소를  

위한 특별지원 협약상품

전북은행 특별출연 추가를 통해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자금대출 지원대상  

규모 확대를 위한 협약상품

청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전북현대모터스FC 우승기원 이벤트 및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만 40세이상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예금·

적금상품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 청년내일통장」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이 목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

청년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총소득이 30백만원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경상남도와 협약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의 90%이내에서 최대 70만권까지 지원하는 상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대학생 전용상품으로 만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학생 특화 정기적금 상품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동안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으로 지역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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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

공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Sh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구분비고 금융교육 사이트 주소

USD 

5억불

 

 

 

 

 

 

 

 

 

 

 

 

 

 

 

 

 

 

 

 

 

 

’20.7  

출시

www.beautifulshinhan.com  

www.woorimuseum.com → 교육 

 

 

 

1사1교 금융교육 사이트 

http://www.fq.or.kr/

www.kbfoundation.or.kr

http://museum.dgb.co.kr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www.happybnk.co.kr → 금융교육 

http://museum.kjbank.com

 

youthedu.nnonghyup.com

happy.ibk.co.kr/lady.htm 

www.hf.go.kr → 국민참여 →  

온라인은퇴금융 토크콘서트 

www.hf.go.kr → 국민참여 →  

온라인재밌지예

분야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환경 

지역사회•공익

 

 

 

메세나•체육

글로벌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공익

상품명

코로나19 대응 소셜본드 

(외화채권)

NH농지연금지킴이통장

NH대한민국 영웅대출 

NH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 -

부분분할상환)

NH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

대출

강원여성경력이음카드

지역화폐 체크카드 

 

NH농식품 그린성장론 

 

I-ONE 햇살론 YOUTH 

전세지킴보증 

IBK부분분할 전세대출 

I-ONE 중기근로자우대신용

대출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사회주택 안심보증  

공동프로젝트 보증  

콘텐츠 IP 활용기업 보증

신성장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코로나19 특례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용 사회공헌 사이트 주소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친사회적• 

지속가능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용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하고,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노력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특판 대출상품

무주택자의 자산형성지원 및 가계부채감축을 위한 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상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으로, 年 1.5%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상품

강원거주 경력단절 여성 대상 구직활동 지원카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자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상품(세종,  

상주, 부산, 울산, 익산, 나주, 정읍, 군산, 제천, 영덕, 정선, 순천, 예산, 괴산, 화순, 

고령, 태안, 성주, 남원, 금산, 완주, 철원, 서천, 영천, 보성, 홍성, 칠곡)

농업인(농업인이 되려는 자 포함) 및 농식품기업(대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NH그린성장지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농식품기업 전용 대출상품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상품

임대차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2020년 7월 출시 후 연도말까지 196억원을 공급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으로 대출만기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은행권 

공동으로 2020년 10월 출시 후 10억원을 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한도대출을 지원하는 비대면 상품 

연소득 및 재직기간에 관계 없이 5분 이내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소액 한도대출을 지원하는 비대면 상품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고 동 활동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정기탁하는 수신상품

코로나19 우대•특례보증,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중신용) 초저금리 협약보증, (고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 금리보전으로 소상공인 신용도별 맞춤형 지원

서울시 청년주택 등 사회주택을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금반환계약 

채무를 보증하여 사회주택 보급 활성화 지원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기업 ‘프로젝트 단위’ 보증 제도를 구축하여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콘텐츠 분야와 연관한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 

·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기업의 경영악화 극복지원을 

위해 보증 지원

·  기존 보증과 달리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보증리스크 심사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 신속 지원 확대 

·  소공인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세 사업자의 보증지원 이용기회 확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해주는 상품

www.beautifulshinhan.com 

www.shinhanmiso.or.kr

www.woori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woorimuseum.com 

www.woorimiso.or.kr 

www.woorifoundation.or.kr

www.standardchartered.co.kr → 은행소개 → 지속가능경영 → 한국의 지역사회공헌활동  

공식 지역사회공헌활동 블로그 http://sc-good.co.kr 

www.hana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kbstar.com → 은행소개 → ESG경영 → ESG활동 → 사회공헌

www.citibank.co.kr → 은행소개/채용 → 사회공헌활동 

http://www.dgb.co.kr  

대구은행 홈페이지 내에서 사회공헌활동 등 운영중

www.happybnk.co.kr 

www.bnknanum.com 

http://www.kjbank.com → KJB서비스 → 사회공헌활동

www.e-jejubank.com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jbbank.co.kr/district/DISTRICT_MAIN.act

www.knbank.co.kr → 은행소개 → 경남은행 사회공헌

www.kdb.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KDB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foundation.kdb.co.kr

www.nhbank.com

www.ibk.co.kr → 은행소개 → 사회공헌 

www.ibkfoundation.or.kr

hope.koreaexim.go.kr

www.suhyup-bank.com

www.kodit.co.kr → 열린경영 → 신보소개 → 사회공헌활동

www.kibo.or.kr → 기금소개 → 언론•홍보 → 사회공헌

www.hf.go.kr  → 공사소개 →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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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교육 주요 실적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기관명 기관명
교육실적 교육실적

횟수(회) 횟수(회)인원(명) 인원(명)

223 

 

154 

 

　50 

 

 

　240 

 

152 

 

 

615 

 

 

 

 

 

147 

 

184 

 

21 

 

14 

 

265 

43

1 

893 

 

 

 

 

 

 

 

 

222 

 

 

 

161

5

　4 

9 

 

2 

1 

2 

1

31,226 

 

 

16,292 

 

1,096 

 

 

 

　9,786 

 

15,266 

 

 

19,934 

 

 

 

 

 

9,430 

 

8,388 

 

527 

 

724 

 

6,171 

1,231

25 

2,679 

 

 

 

 

 

 

 

 

666 

 

 

 

5,724

　90

203 

17,273 

 

97 

195 

2,831 

532,761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

1.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비대면 운영(랜선은행탐험) 

2.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비대면 운영 

3. 금융교육 뮤지컬-비대면 운영　　

1. 1사 1교 금융교육 

2. 은행사박물관 WOORI 경제스쿨 

3. 자산관리 온•오프라인 교육 등

1. 초등학생, 중학생,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 취업역량강화 금융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Youth to Work’ 

3. 여학생 대상 홈트레이닝을 통한 경제자립심 향상 교육 프로그램 ‘Goal@Home’

1. 1사1교 금융교육 

2. 글로벌 금융체험, 하나드림캠프 

3. 유튜브채널 ‘하나TV’ 내 ‘경제동화머니’ 제작

1.  방문 금융교육 : 경제금융지식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2. 초청 금융교육 : 경제금융 관련 기초이론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3. 1사1교 금융교육   

1.  씽크머니 :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

2.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 2001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여성 금융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매 학기 12명의 당행 임원 및 부서장급 강사가  

직접 강의 진행

3.  특성화고역량강화프로그램 :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요한 금융지식에 대하여 강의

1. 찾아가는 금융교육 

2. 9988금융교실 

3. 파이낸스데이

1. 1사1교 금융교육 

2. 슬기로운 경제생활 

3. 꿈담기 진로체험

1.「금융을 부탁해」금융취약계층 교육 

2.「금융박물관 금융교실」박물관 견학 및 체험활동 

3.「청소년 진로체험 멘토와의 만남」등

1. 제주은행과 함께하는 금융경제교육 

2. 제주은행과 함께하는 사회초년생 신용관리교육 

3.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1. 1사1교 금융경제교육 

2. JB Dream Up 금융투어

1. 찾아가는 금융교육 

2. 찾아오는 금융교육 

3. 무빙뱅크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1. 금융과 금융회사의 이해 

2. 산업은행 소개 

1.  행복채움금융교실: ‘같이’의 가치, 모두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금융재테크, 우리아이 

미래설계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차별화된 고객실익 및 가치창조 실현으로 고객

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능나눔 봉사 활동

•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실행(청소년(유/초/중.고등학생), 시니어(은퇴자 포함),  

다문화가정, 대학생,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인(기업 임직원 및 주부 포함),  

군인 및 군무원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금융기관 최초 3회 수상 

•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기관 최초 2년 연속 수상 

•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금융기관상 4년 연속 수상

2.  N돌핀: NH농협은행의 ‘N’자의 이니셜과 역동적인 돌고래 ‘돌핀’의 합성어로,  

농협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실어나르는 ‘엔돌핀’의 역할을 하는  

대학생 봉사단. 전국 금융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및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체험을 진행하는 ‘이동금융교육’ 진행.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금융 동아리 등 청소년에게 체험형 금융·경제교육 실시

1. 온라인 금융경제교육 

1. 1사 1교 금융교육 

1. 벤처창업교실  

2.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1. 은퇴금융아카데미(노년층 대상) 

2. 재밌지예(청년층) 

3. 오픈캠퍼스(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1.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 지식 교육(비대면) 

2. 고령 금융소비자 교육(비대면)

1.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유턴’ 진행 

(서울 성산중학교/카카오TV로 진행)

2.  보이스피싱, 불법금융 관련 고령층 금융사기예방교육 진행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기탁)

3.  청소년 서비스 mini이용가이드 내 카드서명 교육 및 타인에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공유금지 내용의 컨텐츠화를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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