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생명보험사회공헌연차보고서

당신을 살게 하는 소중한 생명, 

그 생명에 힘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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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사회의 소외된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벅찬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은 어둡고 힘들지라도 머지않아 환하고 따사로운 불빛

이 함께하리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웠던 순간들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많

은 분야에서 나눔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왔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

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빛만큼 희망 또한 그 푸르름을 더해갔

지만 아직 불빛이 닿지 않는 곳들은 더욱 많고 어둡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을 처음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한 번 만들어진 길을 넓히고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의 징검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생명보험회사별로 펼친 사회공헌활동을 위주로 수록한 지난 해와 달리 이번 2011

년 생명보험사회공헌활동연차보고서는 지면을 확장해 공동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분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사회의 소외된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다 자세히 수

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가 생명보험회사의 나눔활동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길 기대합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출연 생명보험회사들과 묵묵

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희망을 일구어 온 이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인 생명존중과 상부상조를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

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공동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등을 

설치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나눔의 대열에 동참해왔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의 메신저가 되길…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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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노약자·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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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숲자라미사업을 통해

은퇴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청년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씨즈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방문 모습

PART 2 Together 생명에            을 더하다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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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새싹아동돌봄센터를 설립·지원하고 있습니다.

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유아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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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 운영기관에 대한 사회공헌재원의 배

분 및 출연 결정, 사회공헌활동 총괄 운영관리, 사회공헌

활동평가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후 만 4년이 경과하면서 3

개 운영기관은 모두 양적·질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각 운

영기관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최종 수혜

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 책자 발간 등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재단, 기금, 지정법

인, 그리고 생명보험업계와 협력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

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보다 성숙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소개Introduction

사회공헌활동의 양적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해가 갈

수록 주목받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20일 생명

보험협회와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손잡고 ‘생명보험사회

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개별회사가 아닌 업계 차원에서, 그것도 경쟁상대인 생

명보험회사들이 사회공헌재원을 출연해 지속적인 사회공

헌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

험업계는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공익기관 대표 및 학계인사 등

이 참여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운영기관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

기금(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파트너 

단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상대인 생명보험회사들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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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20,000

30,000

FY2011 운영기관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집행률: 

92.7%

7,009 6,498

집행률: 

84.3%

7,180
6,056

집행률: 

100%

13,194 13,194

집행률: 

94%

27,383
25,748

재원으로 조성한 총 407억 9,400만원을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에 163억 1,7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에 101억 9,9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였

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 

62개 법인을 사회공헌사업 파트너인 지정법인으로 선정

하여 142억 7,8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공동 사회공헌활동 운영관리 총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각 운영기관의 사업현장 방문

확인, 분기별 회의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한 정기

재단 기금 *지정법인 합계

예산

집행

 *지정법인: FY08~FY11 승인 지정법인 중 FY11에 사업이 종료된 36개 법인 기준

적인 관리와 운영기관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전

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지원, 그리고 평가를 

통해 각 운영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

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동 사회공헌활동 홍보

또한 각 운영기관 및 생명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효과 제고를 위한 공익 캠페인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

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적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생명보험 사

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가입 생명보험회사들로부

터 출연된 사회공헌재원을 3개 사회공헌사업 운영기관에 

배분하여 각 운영기관의 설립·운영 목적에 맞게 사회공

헌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운영기관별 사회공헌재원 배분

201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각 운영기관의 원활

한 사업추진을 위해 11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사회공헌

공동 사회공헌재원 배분 및 출연 현황

FY2011 출연현황 FY2007~2011 총 출연금

163억원
재단
40%

606억원
재단
40%

143억원

지정법인
35%

375억원
지정법인

25%

기금
25%

102억원 529억원 기금
35%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소비자 신뢰제고와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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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안전관리 사업 매뉴얼 개

발과 함께 우리나라 정서를 반영한 한국형 자살예방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기관 간의 전

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④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

을 위해 ‘등급 외 치매노인 전용 주간보호센터’ 4곳을 공

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

였습니다.

치매노인 가족 및 노인시설 종사자를 위해서는 한국치매

가족협회와 함께 치매환자 문제행동 유형별 케어방법을 

담은 DVD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⑤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투철한 사명감과 생명존중 정신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순직·공상 소방관과 경찰관 34명(2억원), 석해

균 선장 등 일반 개인 14명(1억원)에게 생명보험 의인상

과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명존중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

였습니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자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회적 의인 지원

기타사업 및 운영관리

합  계

예산

집행

2,027
집행률: 90.1%

1,826

집행률: 97.1%
1,592

1,640

730

725
집행률: 98.5%

439

433
집행률: 98.5%

350

296
집행률: 84.6%

1,823

1,626
집행률: 89.2%

7,009

6,498
집행률: 92.7%

(단위 : 백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1년 70억 900만원의 예산

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

원, 자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회적 의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6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재단은 루게릭, 근이영양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국 57개의 전문병원과 협

약을 맺고 329명에게 수술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

원(8억 1,500만원)하였으며, 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

해 필수적인 비급여 특수치료제 및 특수식이를 48명에게 

지원(1억원)하였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향상을 위해서는 강남세브란

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의 희귀난

치성질환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희귀난치성질

환자의 날 기념  ‘청계천 걷기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캠

페인과 희귀질환 유전상담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

습니다.

②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재단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1,354

가구의 아동 1,807명에게 1:1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였

습니다. 보육시설이용이 어려운 336가구의 신생아 및 영

아 349명에게 보육사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였습니다.

또한 임신합병증 등 고위험임산부 270명을 선정하여 의

료비(1억 6,000만원)를 지원하였으며, 조부모에게 올바

른 육아지식 교육을 위해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출

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③ 자살예방 지원사업

재단은 자살예방을 위해 한국생명의전화 및 119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자살 다발지역인 서울 한남대교와 

마포대교에 자살예방상담 및 구조를 위한 ‘생명의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자살시도자 1명의 소중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 

5대 목적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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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초·중·고등학생 1,833명(9억 9,000만원)과 금

융보험 관련 대학(원)생 109명(4억 4,700만원)을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차량, 독거노

인 이불빨래 및 재해재난시 구호활동용 이동세탁차량 등 

총 10대의 차량과 운영경비를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하

였습니다. 

이외에도 극빈 암환자 50여 명의 진료비 지원, 용인지역 

5개 중·고교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등을 통해 우

리 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③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과 금융보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 가입안내 동영상을 2010년 하반

기부터 제작을 추진, 2011년 상반기 제작을 완료하여 시

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을 통하여 보험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사회

의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금융보험교육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사회공익 및 복지활동

소비자 권익증진

위원회 지원 및 운영관리

합  계

예산

집행

2,341

2,084
집행률: 89.0%

집행률: 75.2%
2,544

1,913

1,031
집행률: 97.9%

1,005

1,264
집행률: 83.4%

1,054

집행률: 84.3%
6,056

7,180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보험

협회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2011년 7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융보험교육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사회공익 및 복지활동,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며 60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① 금융보험교육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보험 지식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

해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232회의 금융보험교육을 실시하

여 8,889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24회의 금융보험캠프를 개최하

여 93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9개 지역 청소년 동아

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보험관련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5개의 금융보험관

련 학술연구단체를 지원(1억 8,500만원)하였으며, 대학

의 보험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대학을 지원(6억 

5,00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생명보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11편, 학위논문 8편 등 총 19편의 

논문에 대한 시상을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학술연

구 활동을 장려하였으며, 향후 더욱 권위 있는 공모전으

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② 사회공익 및 복지활동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금융보험교육, 사회공익 및 복지사업 등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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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아동총회

를 개회하여 아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③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난 등 사회 문제 해소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09년부터 청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운영하

여 2011년까지 ‘공부의 신’ 등 11개 청년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교육 및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씨즈와 함께 대학생들로 구성된 10개팀

의 조사단을 13개 국가에 파견하여 54개의 우수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도록 하여 청년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④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대한암협회와 함께 암 예

방과 치료를 위한 식생활지침 연구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지원금(=집행액)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9,734

·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쉼터요양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한국여성의

전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청소년희망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여성재단, 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해비타트, 생명의숲국민

운동, 한국보육원, 청천재활원,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살로메나눔터, 경동원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 2,423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한국소아암재단,   

청소년희망재단, JA 코리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887 ·함께일하는재단, 숲생태지도자협회, 씨즈, 한국청소년연맹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 150 ·대한암협회

합계 13,194

* 일부 지정법인은 사업분야별 중복됨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파트너 단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

지법인, 공익법인 등을 파트너 단체인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으로 매년 선정하여 생명보험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개의 지정법인을 선정하여 374억 6,500만원을 지

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6개 법인을 통해 131억 

9,400만원에 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①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맞벌이 가정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YMCA전국연맹 및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8개 지역(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

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및 6개 광역시(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소재 468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조리실과 화장실)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 

459명, 아동 2,216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

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우리 사회의 주체적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돕기 위해 인천여성의전화와 함께 한 결혼 이주여

성의 자주성 고취와 언어교육, 직업교육 등을 위한 자치

마을인 ‘아이다마을(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마을)

의 설립·운영 지원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다문화 지원사

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자활과 일상생활의 어

려움 해소를 위해 재활공학연구소와 함께 119명에게 스

탠드업 휠체어, 의족·의수, 차량용·실내이동용 리프트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으며, 마포노인종합복지

관과 함께 독거노인과 가족단위 봉사단을 연결한 홀몸노

인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회적 기둥으

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8개 법인과 함께 의료비 

지원, 문화예술 체험 및 유아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였습

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한국청소년단

체협의회와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0개 학교 

및 청소년기관을 방문하여 쿠킹버스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2만 9,455명의 학생에게 식생활 개선교육을 실시

지정법인 사업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2011년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적Introduction



Love in

참 힘든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이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

통이, 위로가,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위안이 되며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는 보다 더 따뜻

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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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 

2만명 이하, 인구 10만명 당 43명 이하로 발

생하며 발병원인 및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

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WHO의 보고에 의하

면 전 세계에 5,000~6,000여 종 이상의 희

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는 현재 457종의 질환이 질병관리본

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질환의 종류 및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 4개 질환(만성신부전증, 혈

우병, 근육병, 고셔병)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38종 질환자의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질

환군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에

게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정부에서 지원

하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 외에도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에 대해 외래, 입원, 희귀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께 어울릴 수 있는 희망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희망놀

이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자원봉사

자가 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탈인형과 사진찍기, 핸드

페인팅, 풍선만들기 등의 체험코너를 운영했습니다. ‘키

다리 아저씨와의 동행’ 코너에는 환아와 10개 생명보험사 

CEO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

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신이 난 진성선 양은 “TV로만 보던 

청계천에 직접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습니

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마음 졸이던 세

월이 오늘 하루에 다 날아간 것 같아요. 희귀난치성질환

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주은분 씨의 얘기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해 질환자 및 가족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계천 걷기대회’는 2011년 5월 21일 ‘희귀난치성질환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희귀난치성질

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여

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한 캠페인으로 희귀난치성환우 

및 가족 665명, 일반시민 738명, 출연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무엇이고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해보는 외출이야? 엄마, 아직 멀

었어요?”

성선, 은선 쌍둥이 자매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쁜 어머니를 재촉합니다. 가끔씩 

봄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그것마저도 두 자매의 특

별한 나들이를 위해 하늘이 준비한 이벤트처럼 느껴집니

다. 진성선, 진은선 쌍둥이 자매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인

간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유

전성 질환으로, 손과 발이 샴페인병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은 모습의 기형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누군가 도와

주지 않으면 외출은 커녕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 두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

계천으로 말입니다.

2011년 5월 21일, 이날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청계천 

걷기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유

도하고 소외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뜻으로 개최

한 캠페인입니다.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사람들이 청

계광장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걷기대회는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 환우와 일반인

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풀코스와, 전 구간을 걷기 힘든 환

우들을 위해 광교갤러리까지 왕복하는 하프코스로 나누

어서 진행됐습니다. 청계광장에는 환우와 일반인들이 함

I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I

희망이라는

이름의 우산을 쓰고

함께 걷다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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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군이 부신백질이영양증(ALD) 진단을 받은 게 2007년 무렵으로 들었습

니다.

최미정님 : 아마 그 때쯤 될 거예요. 작은 아이 백호가 먼저 발병했고, 큰 아이 

백산이도 바로 검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ALD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호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백산이는 그나마 발병 초기부터 로렌조오

일을 먹어서 그런지 진행 상태가 더딘 편입니다. 골수이식을 준비하기도 했었

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치료는?

최미정님 : 백산이 아빠는 잠시 실업 상태에 있다가 마트에 취직이 돼서 나가고 있고, 저는 전선 찍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

다. 일이 좀 힘들고 사는 것도 힘이 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나마 일이라도 해야 하늘나라로 떠난 둘

째 아이 생각도 덜 할 것 같고, 큰 아이 약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할 것 같아서요. 먹는 것도 지방을 먹으면 안 되니까 과자

나 빵도 안 먹고 무지방으로 식단을 짜다보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치료는 증상의 진행을 조금이나마 막아준다는 로렌조

오일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렌조오일은 가격이 아주 비싸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정님 : 예,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한 병이 500㎖인데 아침과 저녁에 50㎖씩 하루에 100㎖를 복용해야 하니 

한 병으로 일주일도 못 먹는 셈인데, 한 병 값이 20만원 정도 돼서 우리 형편으로는 버거워요.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에 지원을 받았지만 평생 먹어야 되는 거라 . . .  로렌조오일을 지원해 주신(1병 19만 8,000원/약 300만원 지원) 생명보험사

회공헌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꾸준히 살펴주시고 지속적인 사랑

을 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초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교생활은 어때요? 꿈은?

백산 군 : 중학교 때는 학교가 가까웠는데 지금 다니는 안산강서고등학교(1학년)는 걸어서 가기는 아프고 힘들어서 아빠가 

차로 태워다 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병원에 약(근육이완제 등)을 타러 가느라 결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얘기해서 반 친구들도 제가 아픈 걸 알아요. 그리고 제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관(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진반 프로그램인 포토노이아에서 희귀난치병을 앓는 아이들과 올해 2월에 사진전시회도 했어요.

로렌조오일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정님사진작가를 꿈꾸는 백산 군과 어머니

Interview인터뷰
‘의료비 및 특수의약품 지원사업’은 총 57곳의 전국 전문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의료비지원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해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재단 및 생명

보험사 사회공헌의 인지도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대상(138종)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579종)의 치료비(입원, 외래) 및 희귀의약품까지 지원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

여했습니다.

‘학습용 보조기기 대여 및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

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한벗재단 재활공학센터와 

함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학습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초·중·고·대학생 및 구직자)에게 안

구마우스, 페이지 터너 등의 학습용 보조기기를 대여·지

원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사업’으로 강남세브란스병

원의 호흡재활센터 운영, 전남대학교병원의 희귀난치성

질환통합케어센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유전상

담 교육강좌 및 교육세미나 지원사업’으로 한국희귀질환

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의료관계자들에게 의

학적·유전학적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유전상담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해 질환자 및 가족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특수치료제 전달식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운영 희귀난치질환자 학습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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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어머니가 가슴에 빨간약을 잔뜩 바르고 있습니

다. 바람 잘 날 없이 속 썩이는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평

생을 마음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입니

다. 멍한 표정으로 앞섶을 온통 붉게 물들인 채 약을 바

르고 있는 어머니에게 큰 딸이 “뭐하세요?”라고 묻자 어

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

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딸은 “우리 엄마 어떡해”라

며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2004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의 한 장면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령 층에서는 인구 11명당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경증치매는 

적극적으로 치료관리만 잘한다면 치매진행을 상당히 지

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까지 중증치매환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치매노인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저

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한국치매협회와 함

께 ‘치매인식주간’에 전국 병원 및 보건소에서 치매관련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 케어교육 지원사업’으로 한국치매가족협

회와 함께 치매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를 치매요양기관 및 개별 가정, 출연사 등에 

배포했습니다.

이외에 ‘등급 외 저소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

도 있습니다. 등급 외 치매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

지 못하는 경증치매노인을 말합니다. 국가의 장기요양보

험 제도상 소외되어 사각지대화 되어있는 등급 외 치매노

인을 위해 전용 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를 설

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치매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치매노인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지원사업 협약식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DVD

I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I

치매 어르신의

아픈 삶에 희망의

약을 바르다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저소득층 치매노인 지원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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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I

장학사업,

희망이 쌓이는

저축통장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금융보험관련 대학(원)생, 해외 유학생 등

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

공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고급인재 양성에도 일

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장학생 선발방법의 개선을 통해 장학

생 선발인원이 2010년 977명에서 2011년 1,83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보험전공 해외 박사과정의 장학생을 처음 선발함으

로써 신진 금융보험 학자 및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추진은 국내 타 금융권 

및 대기업의 대학생 학자금문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액의 학자금 조달을 

위한 대학생의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대출상환을 위해 불

법 다단계업체, 유흥업소 등의 불건전한 아르바이트에 대학생들

이 몰리는 등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

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 및 신규학자금 대

출을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게 될 이 사업

을 통해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3,500명 내외의 대학생이 고

금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숭실대학교와 약정을 

체결한 ‘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추진이 그것입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의 주요대

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숭실대학교의 정보

통계·보험수리학과의 보험계리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매년 5명씩 2년간 입학생을 

선발하여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보

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장학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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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무료지원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I

일상생활조차

힘든 이들을 위한

나눔 실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영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활공학연구소와 

함께 2011년 1월 19일 영세 노인과 장애인에게 스탠드

업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증식에서 재활공학연구소는 자체개발한 첨단 재활

보조기구인 마비환자의 기립 및 이동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스탠드업 휠체어 15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마

비장애인을 이동시켜 주는 홈리프트 31대, 차량탑승을 

도와주는 차량용 리프트 10대, 절단장애인의 보행을 가

능하게 하는 하지의지 6족, 사지마비 장애인의 욕창을 

예방하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20개, 욕창예방방석 7개 등 

총 89점을 기증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

용하기 힘든 국내 재활보조기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재활공학연구소를 지정법인으로 선정,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무료 지원사업을 펼쳐왔

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노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620여 점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 해소 및 복지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장애인, 노약자,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

고 있습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대안가족을 통한 홀

몸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사

회복지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대한암협회의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 연구 및 홍보’, 한국여성재단의 ‘여성공

익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PART 1 생명에            을 더하다사랑Love in 2011년 7월 9일, 인천의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아이다마을(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마을)에서 독립영화 감독과 스태프로부터 미디어

교육을 받은 중국이주여성 2명, 필리핀이주여성 1명, 한국인 

4명이 기획·촬영·편집 등 제작 전 과정을 맡아 만든 영화들

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영화는 ‘명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10년째 살고 있는 필리핀인 레이젤린이 초등학교 6학년

생인 딸 김명하의 일상생활을 직접 영상에 담아 10분짜리 단편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명하 양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싫어한 적도 있었

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레이젤린에게 단편영화 제작의 꿈을 

이루게 해준 아이다마을은 탁아소 겸 어린이 공부방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어, 홈패션, 컴퓨터, 나라문화체험, 영상제작 등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다마을이 탄생한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인천여성

의전화’ 김성미경 회장은 이주여성을 위한 피난처이자 탁아소, 

학교, 에너지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여성의전화’ 후원자 200여 명에게 전세금을 빌려달라는 편

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해 온 사람은 단 세 명뿐이

었습니다. 결국 모자란 전세금과 시설비를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원회에서 지원해 아이다마을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생명보험사

회공헌위원회는 4년 이상 아이다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시작부터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아이다마을 이외에도 한국여성재단

의 ‘다문화가정 직업·창업 및 출산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코리

아의 ‘다문화가정 유아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라파엘

클리닉인터내셔널의 ‘다문화가정 의료나눔 실크로드’, 청소년희

망재단의 ‘도서벽지 아동 문화·예술체험’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의 학교부적응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대안교육’ 등의 사

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  다문화가정 지원  I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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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작은 나눔의 새싹이 거대한 

숲이 되길 바라며…

자연의 맑은 공기와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숲. 그 시작은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 자

연의 아픈 시련을 겪고 성장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은 새

싹들처럼 처음엔 미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 맑은 생명의 공기를 불

어 넣을 거대한 숲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생명에            을 더하다나눔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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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김소영 팀장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Interview인터뷰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노인

돌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던데요?

저희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 1991년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때 함께 건립됐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 본 복지관이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현판수여와 인센티브도 받았답

니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요. 더욱 잘하라는 의

미로 받아들여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양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 세 개 부문에서 모두 A등급 최고점을 받았어요. 

최우수평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목욕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어 장애인 목욕사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서 받은 목욕차량 덕분이라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잊지 못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한 조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서 주신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며 아프고 병들고 장애가 심한 분들을 씻겨주는 

목욕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밝고 씩씩한 모습에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독

거 남자 어르신께서(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목욕을 부탁해 차를 끌고 갔는데 너무 좁고 낡은 주거환경 때문에 욕조가 들어

가지 않아 할 수 없이 큰 고무대야를 이용해 씻겨드린 적도 있답니다. 힘들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목욕하고 난 어르

신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훈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눔이 펼쳐지는 현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장기요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소외계층을 위해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각

지대는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요양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목욕하기가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

층의 어르신들이 있을 때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욕차량을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귀한 차량을 

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

개되길 바랍니다.

2011년 12월 27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차량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

금이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4,000만원 상당의 저상차량을 기증한 것입니다. 이

날 복지관에 지원된 저상차량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으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슬로프가 장착

돼 있어 휠체어를 탄 채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기증사업’은 생명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명

보험사회공헌기금 설치 이후에는 연간 차량기증 대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차량은 휠체어차량, 

이동세탁차량, 이동목욕차량, 일반이동용차량 등 수요자

의 니즈에 맞게 제작해서 기증하며, 2000년부터 2011

년까지 누적 기증차량은 61대에 이릅니다.

I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 기증  I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PART 2 나눔Together 생명에            을 더하다

이동세탁차량 기증식 이동세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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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보험교육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13개 지

역을 중심으로 학교 방문교육, 캠프 개최, 동아리활동 지

원 등 올바른 보험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금융보

험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학생용 만화책자인 ‘리스크 가디언 영웅어

로’를 추가로 인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한 

데 이어, 초등학생 및 대학생용 교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

다. 초등학생용으로는 인기 캐릭터인 ‘노빈손’을 주인공

으로 한 금융보험만화를 2012년 6월에, 대학생용 금융

교육교재는 2012년 8월에 각각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보험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2012년부터는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기

금의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 위탁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보험관련 학문의 발전

과 후진 양성을 위해 보험교육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시작한 한양대학교

의 ‘보험계리발전기금’과 2009년 4월부터 시작한 서울대

학교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교수’ 지원을 계속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서울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교수(계약직)가 전임교수(일반직)로 전환되어 서울대에서 

보험강의가 상시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생명보험 논문 공모전’ 역시 생명보험 연구에 대한 대학

생과 대학원생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학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이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논문은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 등으로 나누어 접

수하며, 상금은 대상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대학원생 

및 석·박사 각 500만원 등 총 3,800만원에 달합니다.

2011년에 개최한 ‘제2회 생명보험 논문 공모전’에서 대

학생 부문은 ‘생명보험회사의 광고모델 이미지와 계약자 

신뢰에 관한 실증연구’를 쓴 최하나 씨(서원대학교 영어

영문학과)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 부문

은 박형관 씨(한양대 일반대학원 전략경영학과), 박사학

위 부문은 김동배 씨(목포대 일반대학원 금융보험학과)가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금융보험 교육 활동

PART 2 나눔Together 생명에            을 더하다

2011년 12월 17일, 안산 대부도 백악관펜션에서 

‘2011 청소년 금융보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박 2

일의 일정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서 후원하고 시

흥시YMCA가 주관하는 캠프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육으로 39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장에 모여들

었습니다.

첫날 경제와 보험, 금융에 대해서 배워보는 ‘내가 생각하

는 경제란?’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는 ‘보험상품 만들기’와 

‘나의 생애주기와 행복방정식 만들기’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나의 생애주기’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해

야 할 일을 적는 것으로 10대에 해야 할 일, 20대에 해

야 할 일, 결혼할 시기, 직장에 들어갈 때, 노후를 준비

할 시기 등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지

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의 보험상품 설명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캠프에 들어와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에 답하는 골든벨 시간과 시장

놀이를 마치고 학생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OX퀴즈’에 

이어 수입, 소비, 보험, 지출, 생로병사 등으로 미래설계

를 하는 보드게임을 마지막으로 1박 2일의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청소년교육 경험

이 풍부한 YMCA와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I  금융보험교육 지원  I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배울수록 커지는 꿈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지침서

금융보험교육용 보드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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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덟, 적지 않은 나이에 쌍둥이를 낳은 김현정 씨(가

명)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네 명

의 아이를 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낳아볼까 하

던 차에 임신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나서 쌍둥이인 것을 알

게 되었고 막상 낳으니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

다.

두 아기는 크나큰 축복이었지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현정 씨는 어느 날 보건소를 찾았다가 희망의 

빛 한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소개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신생아·영아 케어서비스! 즉시 전화로 

신청상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오신 선생님은 쌍둥이를 힘

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마치 친정엄마처럼 잘 돌봐주었

습니다. 여섯 아이의 육아에 지칠 대로 지친 김현정 씨에

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낳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공립 양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

가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히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저

I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I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PART 2 생명에            을 더하다나눔Togethe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보육서비스

2011년 12월 서울성모병원 소아암 병동에서는 마음이 

훈훈해지는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

위원회는 환아들의 치료는 물론 치료 후 건강한 정서함양 

증진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환아들을 대상으로 매달 생일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든 병마와 싸우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고 딱딱한 병실에서 긴 하루를 보내

야 하는 아이들은 이날 생일잔치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한 한국소아암재단의 ‘백

혈병 소아암 환아 정서지원 및 학습지원’은 백혈병 소아

암 환아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서함양을 위

한 뮤지컬 및 연극 관람, 여름캠프 개최, 일일찻집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은 소아암 

환아의 보호자는 “감당하기 힘들어 사실 절망에 빠진 적

도 많았지만 후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나눔에 대해 생각

해보게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백혈병 소아암 환아 정서지원 및 학습지원  I

용기와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되길…

서울성모병원 환아들을 위한 생일잔치 사랑나눔회 가족 여름캠프

PART 2 나눔Together 생명에            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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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소득층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조손가정이 많은 

농촌의 경우 돌봐주는 보호자도 없이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시급한 가운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미숙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육 사각

지대 해소 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운영 사

업’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당

뇨,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

공했습니다. 또한 조부모 육아교육 지원사업으로 10만

부의 육아가이드북과 만화 리플렛을 제작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배포하였으며, 미취학아동을 대상

으로 출산장려 인식 개선을 위한 교보재를 제작하여 보급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보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보육 사각지대에 있

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집단생활에의 적응이 힘든 아동

에게는 가정에서의 1대 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 여성을 보육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하

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가

정 내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외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운영’사업을 대표사

업으로 선정하여 2012년부터 10년간 약 30개 내외의 

생명보험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

원이 보건복지부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과 함께 개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새로

운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심포지엄이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

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 정치·경제, 교육홍보 및 도시환경분야 

대응방안’(1부)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문화 및 

노동분야 대응방안’(2부) 두 가지 주제를 놓

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용현 사무총장은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

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를 비교해 육아정책이나 양성평등, 다문화

가족 등 제도적 변화로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우리나

라는 50년 만에 극과극의 인구정책을 펼치

고 있다. 2010년 평균수명은 79.6세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1%의 고령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

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이대로라

면 한국은 300년 뒤 역사에서 사라지는 국

가 1호가 될 것”이라며 “2050년에는 노인이 

노인을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출

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저출산 지속되면 300년 

뒤 한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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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YWCA및 한국

YMCA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조리실 바닥을 교체하고 싱크대를 바꾸고, 안전을 

위해 전기공사와 안전문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양변기와 세면기를 교체하고 조명을 바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은 위원회에 손으

로 그린 그림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유아경제교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2011년 6월 초,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

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예뻐진 화장실과 주방

의 모습에 신이 났습니다. 약 109㎡(33평) 크기의 이 학

교는 지역 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아이들 29명의 방과 

후 활동, 교육지도, 정서지도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

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화장실은 단 한 개, 그마저도 낡은 수세

식 변기가 전부였고, 온수가 나오지 않아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처럼 찬 물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후 9시까지 머무는 아이들의 경우

에는 세 끼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음식을 만

드는 주방도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발코니를 개조

해서 만든 주방은 습기가 많아 천정 페인트가 벗겨지는가

하면 곰팡이까지 생겨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안타까웠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만

으로도 부족한 예산으로 화장실, 주방시설을 개선할 엄

두를 낼 수 없던 차에 그 짐을 덜어주고자 나선 곳은 한

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지역아동

센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첫 해

인 2010년에 총 314개 시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데 이어 2011년에는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광역시 소

재 154개 지역아동센터의 화장실과 조리실 총 206개를 

개·보수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3,690여 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

고 있지만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열악한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낡은 시설과 비위

생적인 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아

이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 서비

스를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속 후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은 동일 사

업분야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이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회

공헌활동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코

리아의 ‘전북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한국해비타트

의 ‘사랑의 집짓기’, 한국보육원의 ‘보일러실 배선, 변압

기, 바닥 등 시설개·보수’, 청천재활원의 ‘식당, 비상로 

등 시설 개·보수’,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다목적

실, 정보교육센터 등 시설 개·보수’, 살로메나눔터의 ‘옥

상방수, 건물증축과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

였습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저소득 가정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분교 방과후교실 지원사업’, 한국아동단체협

의회의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한국청소년연맹

의 ‘소외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창업교육’, JA 코리아의 

‘유아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어린이와 청소년

을 위한 특화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I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I

사회의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어...

PART 2 나눔Together 생명에            을 더하다



Dream

더불어 꿈꾸는 희망찬 미래,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방황하는 이들 누군가에게 생의 한 때는 한없이 외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삶이 향기로운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

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희망찬 미래! 더불어 꿈꾸며 항상 동행하

겠습니다.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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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성취감도 대단합니다

이찬우님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 / 숲자라미 참여자 대표

Interview인터뷰

숲 해설가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07년 봄, 퇴직을 앞두고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찾던 중 숲 해설가를 알게 됐

습니다. 이후 숲생태지도자협회와 인연을 맺게 됐고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요.

인생의 2막을 숲 해설가로 연 셈인데 근무해보니 어떠신지요?

숲 해설가의 근무 여건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고 넉넉한 상

황은 아니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봉사 후에는 대단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

낍니다. 해설을 들은 참여자가 자연이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태적 구

성원임을 깨닫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며 보이는 반응은 늘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는 큰 힘이며 자산입니다.

‘숲생태지도자협회’와 ‘숲자라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4년 7월에 설립된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부설 숲자라미 사

업단을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요.

‘숲자라미’의 활동은 고령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생태 산림 문화를 확산하며, 관

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 교육의 전형을 창출해 미래 세대의 생태적 감수성 성장을 지원하

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표인 수익사업과 사회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나 

시각장애우들과의 활동은 저희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재충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숲자라미’를 후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정법인 사업을 통해 ‘숲자라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이끌어 주는 등대와도 같습니

다. 이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2011년 4월 20일 봄이 찾아온 산림욕장에 유치원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숲 해설가 할아버지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대한 설명에도 마냥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연둣빛 이파리들보다 더 

싱그럽습니다.

40여 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한 이희재 씨(가명)는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숲생태지도자협회를 알게 됐습니다. 한평생 교실에

서 선생님으로 지냈으니 남은 세월을 숲의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

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숲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무, 풀, 곤충에 대해 하

나하나 가르쳐 주는 동안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느꼈던 보람과 함께 자신

의 삶과 자연,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 숲 해설을 하는 것은 물론 예비 숲 해설가 양성교육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캠프도 열고 지

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

끼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

다. 더구나 취업이 너무나도 힘든 나이의 은퇴자들에게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준고령 은퇴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및 청소년 생태 

감수성 향상 지원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숲자라미’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숲생태지도자협회의 ‘숲자리미’는 55세 이상의 

은퇴노인을 전문 숲 해설가로 육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환경과 생태

를 교육하도록 하고 급여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숲자라미’는 은퇴노인

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청소년

들에게는 환경·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적절

히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을 더하다

I  생태체험교육사업단 ‘숲자라미’ 운영  I

숲자라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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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

강 다리에서는 2012년 들어 5월 말까지 사흘에 두 명 꼴로 투

신자살을 시도할 정도입니다. 간혹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조대원의 설득에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할 틈도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자살사고를 막기 위한 ‘생명의전화’가 한남대교와 마포대

교에 등장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

단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마포대교

와 한남대교에 각 4대씩 총 8대의 ‘생명의전화’를 설치한 것입

니다. ‘생명의전화’는 투신하려는 사람이나 목격자가 이용할 

I  자살예방 지원  I

생명의 끈을

놓으려는 이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2011년 12월 21일 저녁, 서울 홍익대학교 홍문관 스

카이라운지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함

께일하는재단’이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들

의 경영실적과 제품 및 서비스 발표를 위한 ‘2011 소셜

벤처 프레젠테이션 파티, ALL THAT STORY’를 연 

것입니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가 탄생한 이후 입주 기업들이 

이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대외적으로 마련

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기주도학

습법으로 2만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멘토링하고, 인도

네시아에도 마하멘토라는 단체를 설립한 ‘공부의신’, 생

산과 유통의 거품을 빼고 34만원 단가의 보청기를 공급

하여 저소득층의 보청기 구입을 현실화한 ‘딜라이트’, 6

만명이 다운로드한 나무심기 기부 어플을 개발한 ‘트리플

래닛’, 이주여성의 감수성을 살린 미술작품·춤 및 음악

공연·아트소품을 공급하는 ‘에코팜므’, 착한 댓글 서비

스 <라이브리>로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진출한 ‘시지온’, 

폐현수막 등 재활용 소재로 패션소품을 개발한 ‘터치포굿’ 

등이 소개됐습니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는 ‘함께일하는재단’이 200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청년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꾸리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

업 중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 경영기초 교육, 컨설턴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비즈

니스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소셜벤처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원에 나섰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에

힘을 보태다

I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지원  I

2011 소셜벤처 프리젠테이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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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존재 목적을 이윤의 추구에 두던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공헌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

반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부’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구

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

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 제일주의의 경영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

서 이제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부수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

적 성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어려울 때 힘이 된다’는 보험 본

연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더 없이 유용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

문에 사회공헌활동에 일반 기업보다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

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희망

한강교량 자살예방 긴급상담 생명의전화 개통식

수 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 자살예

방 전문가의 상담과 119구조팀의 출동이 이뤄집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사랑 밤길 걷기, 생명존중 

캠페인,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외에도 자살예방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하는 ‘Hot-line을 통한 

자살예방 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생명의전화’ 설치와 

함께 한국생명의전화에 자살예방 통합 상담시스템을 구

축하여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생명존중 방문

교육 및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둘째는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자

살예방 종사자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한국형 자살예방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셋째는 ‘자살예방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생명의전화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

로 자살예방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

최하고, 병원·정신보건센터 및 복지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넷째는 ‘자살예방 강연회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자

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밝은청소년과 함께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KAIST 학생 및 중·고교생

을 대상으로 삶의 역경을 극복한 정신의학 전문가, 기업

CEO, 연예인 등 사회명사가 참여하는 토크쇼를 개최했

습니다.

다섯째는 ‘농약관리 지원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농약안전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

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농촌형 노인자살예방 네트워크

를 구축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마포대교와

한남대교에 각 4대씩 총 8대 

‘생명의전화’ 설치

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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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활동  I

공동체 윤리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도모 

2011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방지 홍

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보험사기의 

폐해 및 근절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

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 개최한 이 공모전에는 일

반인 60개 팀, 청소년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시

상식에서 홍보포스터 부문에서는 함영균·오종문 팀의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돈을 받고 계십니까?’, 만화스토

리 부문에서는 정용주·김예란 팀이 개그콘서트 ‘애정남’

을 패러디한 작품 ‘보정녀(보험사기 정확히 짚어주는 여

자)’로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업계의 단골 뉴스 중 하나입니다. 2011

년 한 해 동안 7만 2,333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4,237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경시와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공동

체 윤리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생명

보험사회공헌기금은 KBS-TV 생생정보통의 ‘보험 범죄 

뛰어봐야 손바닥 안!’이라는 프로그램 방영 협찬, 라디오 

공익캠페인 전개, 인쇄매체 지면광고 및 기획보도, 시내

버스 광고, 보험사기 방지 만화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

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명보험사회공

헌기금은 우리 사회에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기 위해, 

또는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

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행하는 인위적

인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는 위험률차익의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보

험사기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의 지출이 증

가해 재정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공영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

으로 이어집니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해쳐 사

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사기란 무엇이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요?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09 ‘10 ‘11 증감률

적발
금액

생보 54,551 60,109 64,958 8.1

손보 282,169 314,541 358,696 14.0

계 336,720 374,650 423,654 13.1

적발 
인원

생보 3,219 3,290 4,266 29.7

손보 60,141 65,923 68,067 3.3

계 63,360 69,213 72,333 4.5

‘생명보험 의인상’ 시상식이 2011년 10월 27일 서울 소

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이 상은 자신의 몸을 

바쳐 다른 이를 구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명존중 정

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포함해 

모두 48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

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서 청해부

대가 구출작전을 펼치는 데 공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의인 37명에 대한 시

상은 유가족이 대신 받아 하늘에 부쳤습니다. 경기 안양

시 연현초등학교 야구감독이었던 전인택 씨는 2011년 5

월 15일 야구부원들이 내린 뒤 학교 언덕에 세워놓았던 

버스가 갑자기 굴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과 학부

모 등 5명이 비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하다”

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뛰어올라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

만 가속도 때문에 차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핸들을 다

른 방향으로 돌리려다 버스가 10여 미터 아래 옹벽을 들

이받는 바람에 머리와 허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순찰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순직

한 한정덕 경사 등 경찰 16명, 화재진압 중 무너진 주택

에 깔려 순직한 서정국 소방위, 이상용 소방관 등 소방

관 18명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용 소방관은 1998년 3

월, 화재를 진압하고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

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 공장의 화재현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불을 끄던 중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창고 외벽과 지붕이 무너져 이상용 소방관

을 비롯해 2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3명의 소방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두 아이의 아

버지였던 이상용 소방관은 당시 현장 진압업무가 아니라 

소방서 내 사무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웃의 목숨을 구하려 자신을 헌신한 분들의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 이 상을 

만들고 지원해 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마음입니다.

I  사회적 의인 지원  I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PART 3 Dream 생명에            을 더하다희망

생명보험 의인상 시상식



2011년 생명보험업계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1,510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의 자원봉사, 재

능기부 등에 투입한 봉사활동시간은 총 186,310시간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재원과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

원을 비롯해 문화·예술, 학술·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하

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지역사회·공익부문 364억 1,600만원(24.1%), 문화·예술·스

포츠부문 167억 200만원(11.1%), 학술·교육부문 68억 7,100만원(4.6%), 글로

벌 사회공헌부문 10억 2,600만원(0.7%), 환경부문 4억 9,600만원(0.3%)이 지

원되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설치한 생명

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407억 9,400만원(27%)을 출연하였고, 금융권 공동사

회공헌취지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487억 500만원(32.3%)을 출연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 금액(백만원) 비율(％)

지역사회·공익  36,416  24.1 

문화·예술·스포츠  16,702  11.1 

학술·교육  6,871  4.6 

글로벌 사회공헌  1,026  0.7 

환경  496  0.3 

서민금융(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48,705  32.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40,794  27.0 

합계  151,010  100 

 2011년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 부문별 지출규모

 2011년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 부문별 지출규모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24.1
%

32.3
%

27.0
%

0.3
%

11.1
%

4.6
%

0.7
%

총 자원봉사시간

시간

억원

사회공헌 집행액

186,310

1,510

생명보험회사별 사회공헌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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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연탄나르기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한생명은 공익 실현에도

최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벽화그리기

보스니아지역 해외봉사활동

청소년 음악회

대한생명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생명보험회사답

게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실현에도 최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금 전달이나 형식적

인 활동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이

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

한 분야에서 맞춤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화그리기

대한생명은 노후한 학교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벽화그리기는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피프렌즈

대한생명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

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봉사팀에게는 해외봉사활동 기

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봉사단

대한생명봉사단은 전국 총 151개 봉사팀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집수리사업, 놀이치료, 직업체험활동, 원예교실, 요

리봉사, 여가프로그램, 급식지원, 과학체험, 문화예술활동 

등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신 은 철,  차 남 규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설립연도 : 1946년 

임직원수 : 4,341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대한생명봉사단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사랑의 김치나눔 연합행사

·해피프렌즈 6기 청소년봉사단 운영 ·2011년 도농교류활성화사업 후원

·2011년 불우이웃돕기성금 후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희망아 놀자’ 후원

·사랑모아컬쳐클럽 운영 등

4,049,003 51,283

문화·예술·

스포츠

·제11회 세계어린이국수전 시행  ·지역문화예술공연 후원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청소년음악회 ·대한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2011년 찾아가는 음악회 후원  ·2011 서울세계불꽃축제 후원

·정신건강연극제 ‘4번출구’ 후원  ·사랑더하기 자전거 국토대장정 행사 후원

·가족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후원 등

3,371,050 500

학술·교육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교육」 사업 후원 ·한국금융학회 후원

·제15차 청소년포럼 후원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국제 컨퍼런스 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후원 ·전남대학교 국제학술회의 후원 등 

362,000 800

환경 ·2011 소외학교 도서관 지원  ·대구지역 나무심기 봉사활동 20,000 50

글로벌 
사회공헌

·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 해외봉사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자니아데이 후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ACC Dream 2011” 행사 후원 등

53,750 2,400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994,861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3,640,505 -

총 계 12,491,169 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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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봉사활동

알리안츠생명은

소외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우리 사회 온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누기 활동

초등학생 리더십 수련회

알리안츠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역점을 두어 소년소녀가장 결연

캠페인 ‘알리안츠의 아름다운 약속’, 심장병 어린

이 수술기금 후원,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단 리더십 수련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과 설계사 모두는 소외된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우리 

사회의 온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지난 1995년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를 위한 

수술기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총 11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의 도움

으로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조선족 어린이 400여

명이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알리안츠의 아름다운 약속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50여 명과 인연을 맺고 매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멘토

로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리더십 수련회

1년에 2회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250여 명을 회사 

연수원으로 초청해 리더십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 수련

회는 지난 1992년 처음 개최돼 20여 년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대 표 자 : 정 문 국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

설립연도 : 1954년

임직원수 : 1,624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알리안츠생명 ‘사랑의 봉사단’ 운영

·임직원 사회봉사활동(장애우 직업재활 지원,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 집짓기 등)

·설계사 중심의 겨울철 연탄 및 김장나눔 봉사활동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결연캠페인 ‘알리안츠의 아름다운 약속’ 전개

·사회봉사활동기금 ‘알리안츠 러브펀드’ 운영

163,791 8,504

문화·예술·스포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후원 5,000 -

학술·교육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리더십 수련회 개최 72,000 -

글로벌 사회공헌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 지원(조선족, 동남아시아 어린이) 20,000 -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166,854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865,139 -

총 계 2,292,784 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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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마을 사업

이주여성 모국방문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녹색경영활동

삼성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더 넓게

발전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더 넓게 발전해 왔습니다. 1982부터 1994

까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삼성어린

이집을 지원하는 등 재단 중심의 공익사업 활동

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까지는 봉사활

동체계 구축시기로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자원

봉사대축제를 벌였고, 2010년까지는 여성사업에 

집중하면서 사회공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는 전략적 CSR 추진 단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위

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박 근 희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설립연도 : 1957년

임직원수 : 6,197명

세살마을 사업

삼성생명은 최근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세살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전 임산부 교

육과 출생시 탄생축하이벤트, 출생 후 조부모 교육과 영

유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클럽

삼성생명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드럼클럽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00개 중학교

를 대상으로 창단을 완료했고, 각 분야 저명인사를 멘토

로 위촉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데이 

운영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

는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삼성생명은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흐름을 반영해 

이주여성들의 모국방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농어촌 자매결연 사업  ·지속봉사처 활동 지원

·연말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수해복구 ·여성가장 창업지원

·엄마의 소망램프

21,844,864 31,227

문화·예술·스포츠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사업  ·장애인체육팀

·대한육상경기 연맹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체육회 ·청소년 미술대회

11,279,739 2,838

학술·교육 
·삼성생명 세살마을 사업  ·삼성JFL장학금

·대학발전기금  ·JA Korea
1,724,992 1,728

환경 ·태국 맹그로브 식목활동 ·녹색경영활동(그린봉사대 등) 131,120 1,115

글로벌 사회공헌
·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가정(취업 지원, 문화체험 지원 등)
200,000 1,075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29,468,30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및 삼성미소금융재단 기부금) 14,003,481 -

총 계 78,652,502 3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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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어린이 환우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나눔의 둥지 급식 봉사활동

보육원 문화기부활동

강익중 작가와 함께하는 희망의 벽그리기

흥국금융가족은

사회공헌활동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국금융가족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흥국사랑 나

눔이’를 발족,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 기부한 후원금

으로 8개 장애우 아동시설을 지원하고 병원 내 

도서관 설립 기증, 보험사고 유자녀 돕기 등 다

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흥국금융가족은 이웃간, 동료간 나눔문화를 확산

시키고 공생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정문고

흥국생명은 2011년 8월 중앙대학병원 내 소아병동 어린

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이 되겠다는 의미로 ‘다정문고’라고 이름을 지었

고, 입원환자의 여가와 복지·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도서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는 책 나누기 등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청계천 환경지킴이

서울시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청계천을 보호하

기 위해 흥국생명 임직원은 환경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

습니다. 매월 청계천 시작점에서 수표교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문화재단

흥국생명은 일주문화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

습니다.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 문화예술발전사업 등 

총 28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주문화재단은 태광

그룹의 창립자인 일주 이임용 회장이 출연, 설립한 재단

입니다.

대 표 자 : 변 종 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설립연도 : 1958년 

임직원수 : 49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무료급식(청량리 밥퍼, 나눔의 둥지, 빵만드는 사람들)

·김장나눔·연탄 배달

·중앙대병원 다정문고 설치

·보험가족 기부 ·보육원 지원

80,000 2,250

환경 ·청계천 환경지킴이 - 500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159,95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2,348,574 -

총 계 2,588,530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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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2년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 환경교육지원사업

교보생명은 인간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존

중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추구하

는 올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기

업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보생명은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슬로

건으로 건강ㆍ돈ㆍ지식의 결핍으로 어려움에 처

한 이웃들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교보생명 FP 6천여 명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른둥이와 이른둥

이 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의 입원치료비와 재활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가족캠프, 희망산타, 양육가이드북 등을 통

해 정서적 지원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교보생명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국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5년 시작돼 2011년 27회째

를 맞았으며, 재정이 어려운 학교와 학생의 참여를 위해 대회 

개최비뿐만 아니라 선수단 체제비와 참가비, 장학금 등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

2011년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이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직

원과 재무설계사로 구성된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은 저개발국

가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

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신 창 재

주  소 : 서울시 종로1가 1번지

설립연도 : 1958년

임직원수 : 4,529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다솜이 가족사랑캠프

·이른둥이 지원사업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다솜이 가족자원봉사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랑의 띠잇기’ ·가족사랑 농촌체험

·교보다솜이 자원봉사팀(200여 개 팀)

3,766,581 51,071

문화·예술·스포츠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한국메세나협의회 지원

·한국문학지원(대산문학상, 대산청소년문학상)
1,292,400 -

학술·교육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청소년 경제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아동청소년 독서지도 프로그램

1,621,883 2,065

환경
·교보생명 환경대상 ·환경교육 지원

·기후변화방지 캠페인 지원 ·도시환경교육 지원
232,000 -

글로벌 사회공헌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506,614 -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7,663,81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7,053,097 -

총 계 22,136,391 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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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날

김장나누기 활동 새터민 어린이들과 사랑의 컵케이크 만들기 추석맞이 봉사활동

우리아비바생명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역사회·공익 분야를 비롯

한 4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2008년부터 승가원과 결

연을 맺고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김장나

눔 봉사’, 한가위 ‘행복한 나눔’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생활

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

리시스템(VMS)을 도입해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비바생

명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봉사활

동의 저변 확대에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우리아비바생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은 자발적 

봉사활동 단체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

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업현장의 FC, TMR 전 직

원으로 ‘사랑나눔봉사단’의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우리아비바생

명은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

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사 1촌 탄동마을

탄동마을과의 첫 만남은 직거래 장터의 사과와 복숭아, 고추, 감

자와 같은 농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탄동마을과 우리아

비바생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고, 이제는 임직원 

자녀들이 농촌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장

으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꿈이 있는 곳, ‘삼흥학교’

2011년 12월 새터민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삼흥학교 학생

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사랑의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금융그룹의 기업혁신 

캠페인 ‘원두(One Do)’활동을 통해 적립한 원두 마일리지를 기

부했습니다. 

대 표 자 : 김 희 태

주  소 :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번지

    부산본사    

부산시 동구 수정동 3번지

설립연도 : 1988년

임직원수 : 349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전직원 월급여 끝전(천원 미만) 기부 ·1사 1촌(탄동마을) 일손돕기활동

·1사 1촌 탄동마을농산물(사과) 공동구매

·탄동마을 맥타가트미술관 도서기증캠페인

·우리금융그룹 한가위 ‘행복한나눔’ 봉사 ·우리금융그룹 ‘김장나눔’ 봉사

·전주원심원(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44,016 1,068

문화·예술·스포츠
·영등포복지관 방과후교실 아동뮤지컬 ‘웰컴맘’관람 지원

·한가위맞이 어르신초청 희망나눔 문화행사 봉사활동
12,300 80

학술·교육

·승가원 일일찻집 후원

·글로벌투게더 행복만들기 가족사생대회 후원

·삼흥학교 사랑의 컵케이크 만들기 나눔

196,054 40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및 우리미소금융재단 기부금) 757,803 -

총 계 1,010,173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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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돼지저금통 모으기

장애인 동반산행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누기

폐휴대폰 모으기

미래에셋생명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과 함께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출발했습니다. 창출된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

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따뜻

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걸어가

겠습니다.

사랑의 돼지저금통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사

랑의 돼지저금통 캠페인’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후원하고자 임직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12월 21일 1,000개의 돼

지저금통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었습니다. 2012년에

는 저소득가정의 겨울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동반산행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 정기적으로 장애인 동반산행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임직원들이 1:1로 짝을 이뤄 

진행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산행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미래에셋생명은 9월 대한노인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

고 독거어르신들에게 쌀을 후원하기 위해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 한달동안 1,000대를 목표로 시

작됐으나 임직원과 FC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량의 2배인 약 

2,000대가 수거되었습니다. 수거된 폐휴대폰을 대한노인회에 

기부하여 독거어르신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대 표 자 : 최 현 만,  하 만 덕,  이 상 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생명빌딩

설립연도 : 1988년 

임직원수 : 1,40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봉사단 자원봉사활동(16개 봉사단)  ·사랑의 연탄/김장나눔 봉사활동 

·추석맞이 경로당/독거어르신 쌀 지원 ·당산역 사랑의 쌀독 지원

·1사 1촌 자매결연사업 ·장애인 동반산행

·사랑의 돼지저금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랑의 헌혈/헌혈증 모으기

100,036 9,882

학술·교육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사랑합니다’ 지원 154,478 -

환경 ·폐휴대폰 모으기 - -

글로벌 사회공헌 ·해외아동결연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50,330 -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158,13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3,812,612 -

총 계 4,275,592 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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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마을 봉사활동

KDB키즈 해피크리스마스 캠프

KDB생명은

‘긴 약속, 큰 희망’을

사회공헌활동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KDB생명은 보험업의 본질인 ‘긴 약속, 큰 희망’

을 모토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후

원,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내 봉사단체인 ‘든든

봉사단’을 구성하여 임직원의 도덕적 가치관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활동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든든장학금

KDB생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KDB든든장학금’을 지원

하여 현재까지 70여 명에게 약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했습니다. 또 연말에는 장학금 수혜 어린이들을 초청해 

‘해피크리스마스 캠프’를 개최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들의 문화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KDB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KDB생명은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생아 건

강보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출산가정

에 대한 질병 및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을 돕는 미래형 지원입니다. 현재 이 사

업으로 보험에 가입된 어린이 3만 5천명이 혜택을 누리

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조 재 홍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번지 올리브타워

설립연도 : 1973년

임직원수 : 684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수재의연금 모금 및 수해지역(동두천 일대) 돕기

·사랑의 연탄·쌀 나눔

·KDB키즈 해피크리스마스 캠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한사랑마을 자원봉사 및 의료기 지원

·임직원 기부활동 - 끝전모으기운동, 사랑나눔펀드 운영

38,200 1,510

문화·예술·스포츠 ·제8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지원 10,000 -

학술·교육 ·KDB키즈 든든장학금 지원(저소득층 자녀) 27,000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2,760,745 -

총 계 2,835,94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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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예방 줄넘기축제

천사랑 마라톤 대회

동부생명은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환경,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생명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천사랑

나눔회를 통해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따뜻한 세

상’을 목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동부생명은 고객을 위한 약속과 

의무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과 환경,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천사랑 마라톤 대회

동부생명은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매년 가을 심장병예방 

및 어린이수술 지원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생명 임직원과 참여자들

이 함께 하는 바자회 등을 통해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매년 개

최하는 ‘줄넘기축제’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 1,000명 이상

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랑 기금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모아 매칭그랜트를 통한 천

사랑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경제적 형편

이 어려운 가장의 심장병 수술과 결손아동 보호단체의 

정기적 방문, 물품지원과 문화지원이벤트, Special Day 

행사, 분교아이들의 서울 초청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이 성 택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번지 동부금융센터 7층

설립연도 : 1989년

임직원수 : 60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성인심장병 환자 수술지원(한국심장재단과 연계) 

·‘천사랑 방과후교실’ 지원

·결손아동 보호단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74,000 434

문화·예술·스포츠

·심장병예방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 대회’ 후원

·심장병예방을 위한 ‘줄넘기축제’ 후원

·강원도체육회 지원

35,780 130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41,314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488,584 -

총 계 1,639,678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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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재테크 환경마을

그린리더, 재테크 캠프 청소년희망재단 기부 지구에 보험을 들자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정신을 살려

‘실천, 지원, 교육’의 세 가지 주제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합니다.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봉사단’으로 대변되는 ‘실

천’과 국립암센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과 

진행한 ‘지원’, 수호천사 꿈나무 재테크 환경캠프

로 이뤄지는 ‘교육’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생명

보험 최초 상장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암 정복

동양생명은 암퇴치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암 정복 캠페

인’을 전개했습니다. 5년 전 국립암센터와 협약식을 체결

하고 임직원들이 ‘암 퇴치 백만인 클럽’에 가입해 암 퇴치 

발전기금을 암 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동양생명은 1년에 두 차례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직접 체험하는 재테크 캠프를 

운영합니다. 매년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

으며, 2010년부터는 재테크와 환경을 결합해 미래 그린리

더를 양성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캠프 수료시 환경부장관 명의의 ‘그린리더 

임명장’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TBS 행복콘서트

‘TBS 행복콘서트’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로 동양생명이 2008년부터 단독 협찬사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구 한 서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설립연도 : 1989년

임직원수 : 76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어린이재단 기부금

·2011 불우이웃돕기 성금 

·노후PC 기증

398,935 30

문화·예술·스포츠
·TBS 행복콘서트 후원 

·수호천사 꿈나무 재테크 환경마을 운영
665,756 100

학술·교육 ·한국펄벅재단 기부금  ·세계경제연구원 후원금 7,000 10

환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환경기금 기부금 납부 37,400 10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1,249,137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2,027,326 -

총 계 4,385,55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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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활동

장애아동 지원 프로젝트 사회복지사 문화지원활동 행복한 노후 및 은퇴 연구사업

메트라이프생명은 건강한

소통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기부금으로 2005년 설립된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은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인 지원뿐 아니라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사회구

성원으로서 당당히 독립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과 설계사, 가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기부활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권리 향상

메트라이프생명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향상

을 위한 장애아동 관련 연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05년부터 매년 3억원 규모로 2011년까지 160여 

개 기관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뮤지컬 초청

메트라이프생명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

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재충전을 위해 매

년 뮤지컬 공연에 초청해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

습니다.

베이비부머

메트라이프생명은 행복한 노후와 은퇴를 위한 Thought 

Lea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MI(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

소와 함께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관련 공동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의 베이

비부머’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대 표 자 : 김 종 운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5 

메트라이프타워

설립연도 : 1989년

임직원수 : 62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장애아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임직원, 설계사들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대상 자원봉사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운동

 ·사회복지사 뮤지컬 초청사업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지원

 ·메트라이프-한국경제 골프대회 장애아동 골프선수 초청 레슨 진행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피크닉 장애아동 20가족 초청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지원

501,708 4,516

학술·교육 

 ·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및 MMI(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와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관련 공동연구 2차년도 조사 실시

 ·한국의 베이비부머 심포지움

 ·한국의 베이비부머 책자 발간 및 배포

390,014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835,322 -

총 계 1,727,044 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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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olunteer Day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어린이 경제교실

푸르덴셜생명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생명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창업이

념 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7년 설립된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를 개선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조혈모세포 기증캠

페인과 사회공헌상품개발로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

다.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모범적인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시상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

으로 매년 푸르덴셜인들이 전국의 약 4천여 개 학교를 직접 방

문해 대회를 소개하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왔습니

다. 푸르덴셜생명은 13년간 약 2만 5천명의 중·고생 자원봉사

자를 시상하고 격려하여 자원봉사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

래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의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난치병 아동

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2007년부터 캠페인 활동

을 진행해 총 1,140명의 임직원들이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으

며, 총 11명이 실제 기증으로 이어져 기적의 생명 나눔에 동참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경제교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의 개념과 원리는 물론 경

제와 꿈을 연계하여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

습니다. 푸르덴셜 어린이 경제교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7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임직원들의 재능봉사로 진행돼 왔

으며, 2009년 경향금융교육대상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기

도 했습니다.

대 표 자 : 손 병 옥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설립연도 : 1989년 

임직원수 : 50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푸르덴셜체육대회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134명, 누계 1,140명)

·조혈모세포기증 11호 탄생

·백혈병 환아를 위한 희망의 모자만들기(181명 참석)

·건국대 조혈모세포기증캠페인(79명 등록)

·어린이 경제교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Global Volunteer Day ·Korea Volunteer Day

·푸르케어즈 봉사단의 정기활동

·제2회 푸르덴셜사회공헌위원회 나눔세션(유자녀 선발,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파견)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기부 프로그램 운영(52개 기관, $48,000 기부)

·메이크어위시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메이크어위시 자선골프대회(246백만원 조성)

·한국메이크어위시 재단 등 NGO 정기후원

·위시플러스 71억 예상 기부금액 조성 ·위시플러스 10회 기부

1,384,419 16,458

학술·교육 ·제13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사랑으로 성장하는 푸르덴셜 장학금 675,029 6,955

글로벌 사회공헌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27,541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95,776 -

총 계 2,282,765 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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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치행사

상자텃밭 나눔활동 수화문화제 우수상 수상 사랑의 집짓기 활동

신한생명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과 설계사들은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 설립

과 ON(溫)사랑 봉사리더 선정 등 봉사활동 참여

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급

여 끝전 모으기와 어린이보험 판매수익 1% 기부

를 통해 조성된 어린이보험 매칭그랜트 기금은 

백혈병, 소아암, 심장병 등 저소득층 환아 치료비

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6.5 Love, 365 Forever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의 슬로건은 ‘36.5 Love, 365 

Forever’입니다. 지부별 ON(溫)사랑 봉사리더를 선정해 

봉사활동에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1% 매칭그랜트

신한아이사랑보험 월초보험료의 1%를 적립해 백혈병, 소

아암,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아에게 치료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보험 계속보험료 

1%는 월드비전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기부하고 있

으며, 2011년 말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지원과 저소득

층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쿨비즈 기부

신한생명 임직원들은 2011년 7월 캄보디아, 수단 등 어려

운 나라 주민들에게 사랑의 쿨비즈(하계 간편복) 1,045벌

을 깨끗이 재포장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대 표 자 : 권 점 주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번지 

광교빌딩

설립연도 : 1990년

임직원수 : 1,249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어린이보험 1% 매칭그랜트 기부(저소득층 환아 치료비 지원)

·무배당 크리스찬보험 1% 기부(월드비전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지원)

·수해피해복구 지원금 기부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제주지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도배, 대청소 등)

·독거노인 추석 송편나눔 봉사활동

·독거노인 사랑의 선풍기 지원 

·독거노인 사랑잇기 전화사업 지원(매주 2회 안부전화 드리기)

3,080,104 1,698

문화·예술·스포츠 ·사회적기업 신라문화원 국가연표 등 지원 20,000 48

학술·교육
· 무배당 크리스찬보험 1% 기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1,470,955 -

환경 ·남산위해식물제거 봉사활동 9,438 617

글로벌 사회공헌 ·임직원 쿨비즈 해외기부(캄보디아, 수단 등) 83,665 -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554,684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937,012 -

총 계 7,155,858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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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운동회

어버이날 독거노인 방문

PCA생명은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PCA생명은 ‘가장 신뢰받는 은퇴설계전문가’라는 

비전으로 2010년 3월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후

원기관인 한국헬프에이지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지역사회 시니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

다. 이외에도 임직원 및 에이전트는 어려움에 처

한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 지역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헬프에이지 후원

2010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후원 기관인 한국헬프에이

지와 사회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노인 참여 

나눔터’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PCA생명 임직원

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건강을 위해 준

비한 홍삼세트를 2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

으며, ‘실버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쳤습니다.

시브닝 장학금

시브닝 장학금은 영국 대사관이 주최하고 PCA생명이 후

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매년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잠재

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국내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

여 1년 동안 영국 석사과정을 위한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김 영 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피씨에이라이프타워

설립연도 : 2002년

임직원수 : 387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 한국헬프에이지 소속 독거어르신 지원    

(어버이날 캠페인, 실버운동회)

·SOS어린이 3개 마을 후원 및 예술심리치료 비용 지원

71,032 435

학술·교육 ·시브닝 장학금(매년 2명에게 영국 유학자금 후원) 20,000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98,504 -

총 계 189,53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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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그린 거리 환경 캠페인드림팀 농구단 기부금 전달 우리아이 ACE만들기 프로젝트

보육원 초등학생 농구단 드림팀 후원

ACE생명은 존중을

핵심가치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ACE생명은 53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

벌보험사 ACE그룹의 한국가족으로서, 설립 이

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ACE생명은 ‘존중’을 핵심 가치로 보육원 농구팀 

‘드림팀’ 지원을 통해 농구 꿈나무를 키워왔습니

다. 또한 임직원과 에이전트로 구성된 ‘그린봉사

단’을 출범시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

습니다. 한편 ‘ACE 그린’은 ACE그룹이 전 세계 

1만 6,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

에서 전개하고 있는 ACE그룹만의 글로벌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DREAM TEAM

드림팀은 은평천사원, 꿈나무마을, 삼동소년촌 등 서울시

내 3개 아동보육시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아동보육시설 

최초 농구단입니다. ACE생명의 기부금은 드림팀의 연습

과 전지훈련, 선수 유니폼 지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ACE

생명의 임직원들은 드림팀의 출전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응원하며, 아이들의 사기를 돋우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

고 있습니다. 

ACE GREEN

ACE생명은 201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ACE 그

린’ 캠페인을 한 달간 서울, 부산, 대구, 창원, 광주에서 진

행했습니다. 저탄소 배출과 자연환경 보호를 독려하는 내

용을 담은 부채를 배포하여, 임직원과 에이전트들이 한 

마음으로 환경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봉사하

였습니다.

대 표 자 : 브라이언 안소니 그린버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11층

설립연도 : 1990년 

임직원수 : 265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드림팀 기부금 후원식/봉사단 발대식 및 응원(92명)

·김장 담그기 및 배달봉사(65명)

·대구 경북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어울마당 큰잔치(50명)

40,000 1,141

문화·예술·스포츠 ·ACE생명 가족건강 걷기대회(330명) - 990

학술·교육 ·우리아이 ACE만들기 교육세미나 및 구세군 기부(22명) 2,000 84

환경 ·ACE 그린 환경사랑 길거리 캠페인(600명) - 1,800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70,975 -

총 계 112,975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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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데이 바자회 글로벌첼린지데이 바자회 아동폭력예방 협약식

오렌지데이 기부활동

ING생명의 사회공헌활동 속에는

항상 ‘어린이’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ING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린이를 위한 ‘ING 

Chances for Children’과 환경을 지키는 ‘ING 

Goes Green’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단순하게 금

액이나 물품 전달이 아닌 임직원과 재정컨설턴

트(FC)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ING생명은 사회공헌의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

회와 지구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렌지데이

오렌지데이 캠페인은 매년 진행되는 ING생명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매월 자선바자,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내 동호회(농구·축구·골프·등산·

사진·무선조종·밴드 등)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사회·문화적

으로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교육과 문화, 스포

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무심기 활동

ING생명은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어 후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ING Goes Green’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구청 

및 굿네이버스 어린이들과 함께 중구 응봉공원에 1,350여 그루

의 나무를 심고,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ING Global Challenge Day

전 세계 ING그룹 임직원이 함께하는 ING Global Challenge 

Day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자선바자회와 겨울용품세트 제작 등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

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대 표 자 : 존 와일리

주  소 : 서울시 중구 순화동 53번지 ING Center

설립연도 : 1989년 조지아 생명보험 한국지사로 설립

임직원수 : 1,038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오렌지데이 캠페인

·임직원 기부 캠페인

·사랑의 보험금

·금융감독원과 금융기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동참

183,100 6,900

문화·예술·스포츠 ·홍명보장학재단 후원 10,000 -

학술·교육 ·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아동폭력예방(CAP; Child Assault Prevention) 50,000 -

환경 ·나무심기 활동 18,680 252

글로벌 사회공헌

·ING Global Challenge Day

·기아대책의 해외 구호활동 후원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및 일본 유니세프 후원

63,367 1,400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2,573,400 -

총 계 2,898,547 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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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자뜨기(세이브더칠드런)

도서관꾸미기 봉사(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하나HSBC생명은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HSBC생명은 이름처럼 임직원 모두가 ‘하나’

가 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HSBC생명은 ‘기업은 주요 경제주체이면서 

사회의 일원’이며,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하기 하나’라는 회사 내 자원봉사단체를 주축

으로 사회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

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서기센터 지원

하나HSBC생명은 서울시립 상담보호센터인 다시서기센

터의 주방 노후기기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회사 내 자원

봉사단체인 ‘더하기 하나’에서 정기적으로 배식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모자뜨기

하나HSBC생명은 회사 내 자원봉사단체인 ‘더하기 하나’

가 중심이 되어 사내 홍보를 통해 아프리카의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운동을 펼쳐, 임직원들이 손수 짠 털모자 

150개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

습니다.

직접 손으로 짠 털모자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해 저체온

증으로 사망하는 아프리카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대 표 자 : 김 태 오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9-10번지 

하나은행 별관빌딩 5층

설립연도 : 1991년

임직원수 : 245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전국 재해구호협회 수해피해 복구지원 성금

·서울시립 상담보호센터인 다시서기센터 주방노후기기 교체사업 지원

·서울시립 상담보호센터인 다시서기센터 배식 봉사

·대전 중구 소재 조손가정 방문&생필품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후원

·도서관꾸미기 봉사(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32,055 200

글로벌 사회공헌 ·신생아 모자뜨기(세이브더칠드런) - 495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65,198 -

총 계 197,253 695



94

홀몸어르신 사랑잇는 전화·어버이날 카네이션 보내기 이주여성 취업능력 향상교육 지원사업 CIGNA DAY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라이나생명은 고객의 

건강·웰빙·안정을 돕는다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합니다.

라이나생명은 고객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안정

을 돕고자 하는 회사의 미션을 사회공헌활동의 

기본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다 가치있는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

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공헌문화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다

양한 NPO와 협력하며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넓

혀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라이나생명은 여성가족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다문

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해 2010년부터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총 2,000여 명의 환자가 무료 치

과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홀몸어르신 사랑잇는 전화

‘홀몸어르신 사랑잇는 전화’는 지난 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

하 독거노인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나

생명 텔레마케터 약 700여 명이 1 : 1로 맺어진 홀몸어르신과 일

주일에 2~3번 전화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제공

하는 등 말벗이 되어 드리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이주여성 취업능력 향상교육 지원사업

라이나생명은 대구시 및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다

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적

응과 경제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 

3기 프로그램은 운전면허취득반,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반 등 

다양한 과정에 총 295명의 이주여성이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

습니다.

대 표 자 : 홍 봉 성

주  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4층

설립연도 : 1987년

임직원수 : 641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CIGNA Day

·정광수 어린이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이가은 어린이 치료비 지원

·한국백별병소아암협회 지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원

·홀몸어르신 사랑잇는 전화 ·1사 1촌 프로그램

198,460 3,566

학술·교육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취업능력 향상교육 지원사업(대구)

·숭실대학교 세미나 지원 ·여성리더 발전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 콘서트 관람 지원 ·라이나생명 장학금

92,000 -

글로벌 사회공헌 ·CSR Trip ·태국 및 터키 구호기금 10,000 120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313,84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200,199 -

총 계 1,814,505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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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AIA생명 꿈나누기기금 전달식

AIA생명은 유소년 스포츠

활동과 영양지원 사업, 환경교육 등에 

역점을 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전역에 진출해 있는 AIA

생명은 ‘Healthy Living’을 사회공헌활동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여 저소득층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건강·환

경을 3대 중점 분야로 영양지원 사업 및 환경교

육,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킹

AIA생명은 해외구호개발 봉사단인 기아대책과 함께 자

전거 후원 프로그램인 ‘거침없이 하이킹’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킹’은 2011년부터 문화혜택이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진행되

고 있고, 지금까지 총 300대의 자전거를 후원했습니다.

행복한 홈스쿨

‘행복한 홈스쿨’은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결손

가정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IA생명 임직원들은 행복한 홈스쿨 아동들과 함께 다양

한 행사를 개최해 희망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꿈나누기기금

지난 2004년 발족한 꿈나누기기금은 임직원과 설계사들

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매칭펀드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

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 장거리 치료환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사랑의 보금자리 운영 등 다양한 후

원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 다니엘 리 코스텔로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7층

설립연도 : 1987년

임직원수 : 635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상암동 인근 재가 장애인 가구와 시설 대상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저소득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후원 프로그램 ‘거침없이 하이킹’ 실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꿈나누기기금’ 전달

107,000 500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326,511 -

총 계 1,433,51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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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교육 ‘드림하이’ 친화경 숲 조성사업 ‘행복한 나눔의 숲’

카디프생명은

공존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화이트데이’ 나눔행사

어린이 경제교육 ‘드림하이’

카디프생명은 사회와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해 오

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사회공헌은 그룹

의 핵심과업으로서, 각국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매월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디프생명은 2011년을 사회공헌 원년으로 삼고 

‘소외아동 정서지원’, ‘환경’, ‘지역사회 참여’ 등의 

주제 아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시

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화이트데이

카디프생명은 2011년 3월 아름다운가게 서울역점에서 ‘카디프

생명과 함께하는 착한 화이트데이’ 나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나눔행사에서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건들을 깨끗이 손

질해 임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판매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소

외아동 정서지원 사업에 쓰여졌으며, 카디프생명의 주주회사

인 BNP 파리바 카디프도 판매수익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해(매칭펀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드림하이(Dream High)

카디프생명은 2011년 12월 동명아동복지센터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제교육은 아

동복지센터 아동들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카디프생명 임직원들이 멘토링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행복한 나눔의 숲

카디프생명의 ‘행복한 나눔의 숲’ 활동은 2007년부터 ‘도심녹

지 이용 양극화’의 대안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오던 도심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카디프생명은 아동복지시

설에 친환경적 생활공간인 숲을 조성하고 환경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대 표 자 :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주  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4층

설립연도 : 2002년

임직원수 : 127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착한 화이트데이’ 나눔행사 12,761 60

학술·교육 
·어린이 경제교육 ‘드림하이’

·외부대학생 자원봉사자 멘토링 제공
5,300 102 

환경
·‘행복한 나눔의 숲’ 조성사업 및 환경교육

·생명의 숲 후원금 전달
26,000 611

글로벌 사회공헌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1,140 -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23,076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280,145 -

총 계 348,422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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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현대라이프는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현대라이프는 전 임직원이 가입돼 매월 활동하

는 현대라이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섬기기를 실천

하고자 하는 현대라이프는 고객사랑의 일환으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대라이프 봉사단

현대라이프 봉사단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지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일문화어울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여 명의 임직원 및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

으며 고궁체험, 미술관 및 전시관 관람, 영화관람, 가을운

동회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기부금 적립제도 운영

매칭그랜트 제도는 현대라이프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

으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회사가 1 : 1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공헌 기

금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

부금은 개별 기부처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

니다.

대 표 자 : 최 진 환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설립연도 : 2003년

임직원수 : 440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지원

·매칭그랜트 기부금 적립제도 운영
38,212 2,500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20,794 -

총 계 159,006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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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마을의 사랑만들기 행사

KB탄소중립 숲 조성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생명을 나누는 헌혈행사

KB생명 임직원은 끊임 없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KB생명을 키우는 힘입니다.

KB생명의 임직원은 모두 ‘KB드림봉사단’ 소

속입니다. 남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

니다. 임직원 모두 매월 1~2회 정기활동과 

분기 1회 특별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끊임

없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목표로 외부기관과

도 협력해 수시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몸에 밴 봉사활동, 이것이 KB생명을 

키우는 힘입니다.

꿈나무 마을 사랑만들기

KB금융그룹과 ‘꿈나무 마을 사랑만들기’는 부모가 없어 놀이공

원에서의 작은 추억조차 갖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소중한 추억

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11년 5월에는 28명의 아

동과 임직원들이 1 : 1로 매칭해 에버랜드 공연을 관람하고 놀이

기구를 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누기

KB생명의 임직원은 지난 겨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모여 사

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연

말을 맞은 이웃에게 약 1만장의 연탄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 

2,100장은 직접 임직원들이 배달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

였습니다. 

탄소중립의 숲 조성

녹색 숲 가꾸기 사업은 KB생명이 애착을 갖는 사업입니다. 환

경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KB탄

소중립의 숲 조성’, ‘서울 숲 공원 가꾸기’ 사업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4월에 KB금융그룹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의 숲 조

성’ 행사에는 KB금융그룹과 안산시에서 총 120명이 참여해 1.3

핵타아르에 1만 60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대 표 자 : 김 석 남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설립연도 : 2004년

임직원수 : 288명

2011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천원, 시간)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자원봉사

지역사회·공익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배식, 청소활동 ·대한적십자사 주최 헌혈행사 참여

·KB생명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꿈나무 마을 사랑만들기 행사

·KB금융공익재단 출연 ·수해지역 복구지원금 기탁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건립기금 기탁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기부금 기탁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8,000 1,381

환경

·KB꿈나무캠핑숲 조성사업 관련 기부금 기탁 ·다음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KB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

·서울 숲 공원 가꾸기 행사 참여

21,030 764

글로벌 사회공헌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성금 10,000 -

서민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보험금) 143,410 -

총 계 382,44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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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의사결정 : 재단 이사회

•사업집행 : 재단 사무국

•주요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지원

·자살예방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저출산 해소/미숙아 지원

   (어린이집 건립/운영 포함)

·사회적 의인 지원 등

 → 소비자 신뢰제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의사결정 : 사회공헌위원회

•사업집행 :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

•주요사업

·교육문화/학술연구 활동 지원

·사회공익/복지활동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등

→ 생명보험의 건전문화 확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

•법인지정 : 사회공헌위원회

•사업집행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주요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청소년 복지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등

→ 생명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파트너 단체)

사무처

생명을 의미하는 작은 씨앗이 만들어가는 큰 희망과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린색상은 성장의 의미를, 레드색상은 열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CI

구       분 성       명 소       속

공동위원장

양 승 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규 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위       원

신 수 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 재 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최 재 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 은 철 대한생명 대표이사

박 근 희 삼성생명 대표이사

신 창 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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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명

보
험

사
회

공
헌

위
원

회

공동 사회공헌활동 주요연혁

2007.4.26 생명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표

2007.11.20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2007.12.27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

2007.12.28 제1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08. 3.27 기획재정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지정기한 : 2008.3.31~2013.12.31

2008. 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을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2008. 8.26 FY2008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 11개 법인

2009. 7.27 FY2009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 25개 법인

2009.12.28 제2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10. 3.23 생명보험 사회공헌활동 ‘회계연도’ 변경      

 ·7.1~익년 6.30 ⇒ 1.1~12.31       

 ·다만 2010 회계연도는 2010.7.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

2010. 7.27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CI’ 제작     

FY2010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 31개 법인

2011. 2. 1 사회공헌위원회 지원조직 개편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 신설

2011.11.24 FY2011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 62개 법인

2011.12.27 제3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Appendix

사회공헌협약 참여 회사 (2011년 12월 말 현재 1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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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교육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사회공익 및 복지활동

소비자 권익증진

(단위 : 백만원)

생
명
보
험
사
회
공
헌
기
금

Appendix

주) 운영관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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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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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
헌
위
원
회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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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 연도별 지원금 기준

연도별 공동 사회공헌사업 운영기관 사업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단 % 기    금 % 지정법인 % 합   계

FY2007 26,334 95.9 1,129 4.1 - - 27,463

FY2008 11,975 33.4 14,129 39.5 9,700 27.1 35,804

FY2009 2,003 6.3 21,898 69.0 7,835 24.7 31,736

FY2010 3,940 26.0 5,562 36.7 5,652 37.3 15,154

FY2011 16,317 40.0 10,199 25.0 14,278 35.0 40,794

합   계 60,569 40.1 52,917 35.1 37,465 24.8 150,951

연도별 공동 사회공헌재원 출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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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자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

사회적의인 지원

기타사업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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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주) 운영관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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