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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우리는 애달픈 생명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간 외피의 성장

에만 집중하느라 도덕과 원칙, 주인의식과 같은 기본을 소홀히 해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외상후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에 대한 희

망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올 봄의 사건을 통해 전보다 더 큰 정신적 

성숙을 이뤄낼 만한 힘, 바로 외상후성장을 이뤄낼 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생명보험산업의 철학과 맥을 함께 하는 상호부조 정신을 발휘하여 온 국

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올해의 봄은 슬픔으로 기억될 것이나, 우

리는 다가올 또 다른 계절을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임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것

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좋은 일은 나누어 기쁨을 더

하고 슬픔에는 아낌없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도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숭고한 뜻을 함께해 주시는 생명보험회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기, 지난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 곳곳을 찾아 다니며 보듬고, 함

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사회의 벗으로 지낸 사연들을 한데 묶어 선보입니다. 이 책은 저

희 활동에 대한 공치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희망과 돌봄을 더해

야 할 생명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사, 저희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이 있

으면 지체 없이 불러 주십사 당부 드리기 위한 편지라 여기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들이 모이고 모여 행한 아름다운 활동들, 생명보험산업 종사

자들의 선한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
간
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 규 복

2014.10

지난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 곳곳을 찾아 다니며 보듬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사회의 벗으로 지낸 사연들을 한데 묶어 선보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들이 모이고 모여 행한 

아름다운 활동들, 생명보험산업 종사자들의 선한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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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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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생명존중 및 상부상조의 이념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이 기구의 설립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둘러봅니다. 많은 사회영역에서 나와 마주한 상대를 목적

으로 대하려는 노력 이전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공존공영의 숭고한 정신이 사라져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

위원회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우리 사회에 사르기를 기대합니다.  

생명보험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고객 및 국민과의 사랑 나눔의 방안으로써 생명보험사

회공헌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단기적인, 혹은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의 각 분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잡

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달려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작된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빌

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각 생

명보험회사의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자 분들의 숭고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달려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작된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간 정신적, 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온 각 생명보험회사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계약자 분들의 숭고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이 경 룡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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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들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고, 새로

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업계 이익의 일부를 사회공헌재원으로 20년 동안 

총 1조 5천억 원을 조성하여 사회에 환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재원은 2008년부터 기존에 생명보험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공

익활동과 더불어 생명보험산업의 기본정신인 생명존중, 상부상조를 실천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와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및 역할 

2007년 11월 20일 생명보험협회와 18개 생명보험회사(2012년 농협생명 협약 참여, 현재는 총 

19개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보험업계 공

동 사회공헌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

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장과 업계대표를 비롯 학계대표, 소비자 및 공익대표, 사회복지전

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업계대표를 제외

한 외부인사 중 1인과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였습니다.

위
원
회 

소
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

정법인 등 3개 운영기관을 통해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각 운영기관별 사회공헌재원의 배분 출연 등을 심의, 의결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평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산업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장기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요연혁 

2007 
4.6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표 

11.20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12.27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설립 

12.28  제1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11 
2.1   사회공헌위원회 지원조직 개편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 신설 

11.24   FY2012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62개 법인 

12.27   제3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08 

3.27   기획재정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08.3.31.~13.12.31) 

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을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8.26  FY2008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11개 법인 

2012 
3.28   농협생명 협약 가입(협약 가입사:  

총 19개사) 

12.20   FY2013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77개 법인 

2014 
6.17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개소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2010 
3.2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회계연도’ 변경

7.27   FY2010~2011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31개 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CI’ 제작 

2009 

7.27   FY2009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25개 법인 

12.28   제2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13
12.17   FY2014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지정: 61개 법인 

12.27   제4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구 분

공동위원장

위원

성 명

이경룡

김규복

김성태

곽배희

김재옥

최재성

차남규

김창수

신창재

소 속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화생명 대표이사

삼성생명 대표이사

교보생명 대표이사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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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12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인 생명

사랑, 생명존중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는 7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3월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생명보험사회공헌기

금」은 금융보험교육 및 대학/학술단체 지원 등의 학술교육 지원사업, 노후준비 문화 확산 및 공익 

캠페인 등의 공익확산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 장학사업, 복지단체 차량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원사업 등 크게 3개 분야 7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보다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들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고자,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과 함께 

매년 지정법인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비롯,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타 대국

민 복지향상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한 해에 60~80여개에 이르는 사업들을 동시

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
영
기
관 

소
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제고

생명보험의 

건전문화 확산

생명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6,334

11,975

2,003

3,940

16,317

13,373

11,797

85,739

운영기관별 재원배분 및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

1,129

14,129

21,898

5,562

10,199

12,686

7,375

72,978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파트너단체)

-

9,700

7,835

5,652

14,278

14,184

10,319

61,968

합 계

27,463

35,804

31,736

15,154

40,794

40,243

29,491

220,685

사무처

생
명

보
험

사
회

공
헌

위
원

회

의사결정 

사업집행

주요사업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등

재단 이사회

재단 사무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의사결정 

사업집행

주요사업 

• 학술교육 지원사업  

(금융보험교육 등)

•  공익확산 지원사업  

(노후준비 문화확산, 공익캠페인 등)

• 사회복지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장학사업 등)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의사결정 

사업집행

주요사업 

•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기타 대국민 복지향상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운영기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파트너단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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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각 운영기관들은 

세분화된 사업 구분을 통해 기관의 성격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 금

13,759
재 단

11,861

지정법인

14,184

29.8%
34.6%

35.6%

2007년 11월 20일 생명보험협회와 18개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

한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19개사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협약 참여회사단위: 백만 원2013 운영기관 주요사업별 집행실적 

총 집행금액(2013)

39,804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1,281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5,373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1,053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1,894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1,648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기증 등 복지사업

 838 

공익성 캠페인 등 제작 및 홍보

 1,672 

기금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4,595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3,483 

기타 대국민 복지향상 지원사업 

5,317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89

지정법인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6,935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271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446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875

자살예방 지원사업

895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2,002

재단

기타 사업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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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는 숲을 꿈꿉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자살예방 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사회적 의인 지원 사업과 같은 사회적으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숲,   
약자가 아픔을 덜 수 있는 숲, 
황혼이 편안할 수 있는 따스한 숲,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을 심고 나누는  
숲이 되겠습니다

part 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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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highlight
of the LOVE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6,935
백만 원

• 대한민국 출산율 1.25(05년 이후 

세계 최하위 출산율의 나라)

• 영유아부모의 경력단절 이유의 

70%가 보육문제

• 구로, 오산 생명숲어린이집 위탁 운영  

  - 정부평가인증 고득점 통과(구로 97.97점. 오산 97.31점)

• 전국 어린이집에 우수보육프로그램 책자 2,000부 제작 및 보급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평가인증, 컨설팅, 교육 지원,  

장남감 및 도서 대여, 육아지원(놀이체험실, 보육반장 등), 취약보육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2013년은 6대 목적사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꾸준한 노력들로 채워졌습니다.

집행금액 총  11,861백만 원

446
백만 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613만 명(전체 인구의 12.2%) 중 

치매 노인은 57만 명. 환자 가족의 

연간 평균 치료비 1,968만 원 

• 등급외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전국 12개 기관, 연간 2,124명 이용, 월평균 177명

• 치매극복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움 개최: 치매관련 종사자 및   

부양자 330여명 참여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875
백만 원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의 증가로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임산부 증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대상에게 지원

• 산전·후 건강관리 정보 195건 제공 

• 생명꿈나무돌봄센터(덕산, 화산, 파주, 동해, 하남)를 통해   

691가구, 1,116명 이용 

•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895
백만 원

OECD국가 중 대한민국 자살률 1위 

10만명당 29.1명 자살

• 자살예방 SOS생명의전화 설치 및 운영

  - 자살사고가 높은 전국 9개 교량에 SOS생명의전화 33대 설치 

  - SOS생명의전화 개통 이후 1,231건의 상담 및 구조 진행

• 취약계층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9명, 1,000만 원

• 전국 33개 마을, 농약안전 보관함 1,545개, 폐농약용기수거함 71개 보급

• 청소년 자살예방:  - 자살고위험군 청소년 연극치료캠프 130명 참여 

- 자살유가족, 일반시민 868명 연극치료공연상연 

- 미술치료 5개 학교 50명 대상, 14회기 진행 

- 생명존중통합교육 13개 학교 3,530명  대상, 15회기 진행

자살예방 지원사업

2,002
백만 원

우리나라에만 1,200여종 이상의 

희귀난치성질환과 5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의료비 660명,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77명 지원

   (의료비지원: 비급여 항목 포함 1인 최대 500만 원)

• 77명의 환자에게 케어에 필수적인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지원

• 거점지역에 3개의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운영지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호흡재활전용병실 631명 이용,  

방문간호 50건, 정기검진비 지원 43명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다중기형환아 의료진단검사비 48명 지원 

 -  전남대학교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48명 참여, 

교육 6회, 624명 참가 

•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약 22만 명에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271
백만 원

사회적의인이란? 

생명이 위험에 처한 현장에서 

이들을 구해내는 용기있는 이들 

•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일반인 부문 16명, 소방방재청 부문 20명, 

경찰청 부문 40명 

• 사회적의인 자녀 희망키움캠프: 사회적의인 자녀 53명 참가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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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5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

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의 왕성한 경제 활동과 출산율은 결코 정비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의 평생 인성

이 완성되는 영유아 시기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정성껏 돌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을 선택하곤 합니다. 영유아 부모

의 경력 단절 이유의 70%가 보육 문제라는 *조사결과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러한 고민을 입

증하고 있습니다.  *보육실태조사, 2012

결혼과 출산율 저하,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원 손실, 나아가 미래 우리 사회를 이

끌어갈 인재 풀 감소 등은 모두 상호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미

래를 내다보며 지속가능한 행복을 꿈꾸는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을 위해 ‘보육’에 대한 섬세한 시선으로 차근차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

째 행보가 바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및 

창의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애착 형성과 신뢰감 형성은 인간발달의 첫 단추이

자 건전한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이후 만 3세부터 6세 시기

의 아동은 종합적 사고와 창의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때문에 영유아가 어린

이집에서 보내는 시기는 한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63만 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0세~2세까지의 영아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런 반

면, 10년간 전국 어린이집의 증가폭은 1.8배에 그쳐 이용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

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부모에게 큰 부

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2014

생명숲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뛰어 노는   

가운데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 해소를 근간으로 
수년간의 고민과 노력 끝에 ‘생명숲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지자체의 부지제공을 토대로 재단이 건립, 위탁 운영을 시행하는 
생명숲어린이집은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체사업비 중 어린이집 건립과 보육에 있어 59.4%의 기금이 집행되었으

며,  서울 종로, 인천 연수, 경기 성남 등 3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전남 여수 등 지방권역에도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숲어린이집 건립은 지어질 곳 인근에 반드시 숲, 공원 등의 자연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뛰어 노는 가운데 자연을 느끼고, 전인적으로 자

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큰 바람입니다. 아울러 평소 아이들이 학

습하는 어린이집 내외부의 모든 교구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세로토닌(Serotonin)키즈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창

의·인성 리더십 프로그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등 타 어린이집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교사 교육 시행 및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통

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안팎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세로토닌(Serotonin)키즈 프로그램 

    아이들의 생활습관 개선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식습관

(꼭꼭 씹어 먹기), 몸습관(걷기, 체조, 몸 운동), 마음습

관(좋은 말,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명상)을 형성시키는 

프로그램

생명숲어린이집은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입니다.

1.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찾아 어린이집을 짓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수준

에 대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

명사랑,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생명숲어린이집 건립뿐 아니라 보육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18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19  

학부모 김나운 님과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녀 현규 군이 올해 4월 개소한 종로생명숲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현규 군은 어린이집에 잘 적

응하고 있나요? 

아이가 올해 우리나이로 4살, 만으로는 2살이 되었

어요.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해야 

할 나이가 되어서 보육시설을 알아보고 있던 중 종

로생명숲어린이집 개소 소식을 접했죠. 아빠가 발 

빠르게 입소 지원 신청을 한 덕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신히 정원에 들 수 있었어요.(웃음) 현규는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에 다닌 이후로 호기심 왕이 돼버렸어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생각의 범위가 넓

어진 게 눈으로도 보여요. 생각이 넓어지니 신체활

동도 커지고, 옷을 스스로 입으려 한다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 보려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아, 배려

심도 더 많아졌어요. 집에서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 

있는 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사귄 친구들 생각이 

나나 봐요. ‘누구누구도 이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함께 못해 아쉽다는 말투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참 

예뻐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가장 좋

아요. 서투르고 오래 걸려도 아이 스스로 가능한 만

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다려주시거든요. 올바

른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세로토닌 프로그램도 인성 

교육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자연히 익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좋은 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딱 하나만 더 꼽자면 선생님들의 전문

성과 열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

른 학부모님들도 아이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면 사

소한 점도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자주 상담

을 드리곤 해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

죠. 지금은 각자 자기 것만 하는 시대잖아요. 전문성

을 갖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게 늘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

님이 상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이 체온 체크 등 

건강을 살펴주시는 것도 안심되고요. 

생명숲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생

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어린이집을 건립한 후 지자

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 민과 관의 아름다운 

협력 모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거주하시

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간접

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미래

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은 엄마 품에

만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곳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

는 안전한 시설,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아이에 대

한 사랑이 검증된 선생님들, 인성을 길러주는 프로

그램들, 그리고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든든한 지

원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육아사업의 본보기

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제가 살고 있는 평창

동만 해도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가정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는데 어린이집이 젊은 인구의 유

입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거

라는 주위의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더 널리 퍼져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님들

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생명

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바람

직한 사업을 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

서 운영상 개선되길 바라는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점은 없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셔틀버스 운행

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종

로구 지역이 워낙 넓은데다 안정상의 문제를 고려

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했어요. 그 

외에는 더 바라는 점은 없고요. 지금처럼 차근차근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할 뿐이

죠. 개원 초기의 열정과 재단의 관심이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실 때까지 쭉 종로

생명숲어린이집에 현규를 보낼 거예요(웃음). 

앞으로 현규 군이 어떤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시는

지요? 

저는 현규에게 바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지

금처럼 행복한 아이로 자라줬으면 해요. 아이 스스

로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길 원하는 일이 있다면 조

력할 수 있는 엄마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생명숲어

린이집의 교육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칭얼

거리거나,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을 때 만 2살짜리

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아내어 공감

해주려면 어른에게는 인내심과 관찰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서두르지 않고, 현규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인 성장에 함께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interview

육아에 전념하느라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탤런트 김나운 씨를 

종로생명숲어린이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자신의 교육관과 꼭 맞는 보육시설에 아들을 

보내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는 

탤런트보다 더 아름다운 엄마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만 2세반 

조현규 군 어머니 

김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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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인인구 중 57만 명은 대표적 퇴행성 노인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

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에 지장

을 겪는 상태를 ‘치매’라 합니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적 돌봄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 둔 장기요양보험급여가 3등급까지만 인정되고 있어, 현재까지 

15~16만 명의 치매환자가 등급 외 치매노인으로 분류되어 보험급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탈락된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과 치료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 환자 1명당 

연간 1,968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게 있어 품위 

있는 황혼은 사치에 불과하며, 가족들은 24시간 돌봄의 손길을 놓을 수 없습니다. 빛나던 청춘

도, 삶의 과업도 모두 잊혀진 채 그저 가족들의 현재 삶에 짐이 될 뿐입니다.

이에 노인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령화의 심화로 더욱 

커지고 있는 ‘치매’ 문제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환자 본인의 치료는 물론, 가족

들의 부담을 덜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

안 저소득 치매노인지원사업에 4억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등급외 판정 치매노인을 낮 시

간 동안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 12곳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124명, 월 평균 177명의 치매환자가 이 기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스트레스 해소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부양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슬픔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25

일에는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치매 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부양자 

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 제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

으로도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꾸준한 노력으로 빛나는 황혼이 슬픔으로 물들지 않도

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그는 오래 전 생명을 얻었고, 빛나는 청춘을 누렸으며, 어른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세상이 그를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이 듦은 개인의 지독한 불운

도, 발버둥쳐 이겨낼 수 있는 난관도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현재이자, 나와 내 자녀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약속된 삶의 지점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각합니다. 노인이 소외 받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차분히 정리해 다음 세대에 지혜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존중과 생애보장 정신의 구현이라고 말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무려 613만 

명에 달합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비례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2017년에 이르면 7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터놓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 그 길에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치매노인과 가정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더욱 커지고 있는 

치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등급외 판정 치매노인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9월 25일에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 심포

지엄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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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이 용어 속에는 연애도, 결

혼도, 출산도 포기한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현상과 젊은이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져 출

산 시기 또한 늦춰지는 원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 35세 이상의 여성은 고령 임산부로 인지되어, 건강상의 문

제로 출산에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로 분리됩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

령 임산부는 전체 임산부 중 19%(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임

신성당뇨(35세 미만 4.3%, 35세 이상 7.6%)를 비롯 전치태반, 산후출혈, 자궁 내 태아사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젊은 임산부 대비 약 *2배 가까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병원 주산기센터 연구팀 2012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은 2011년 기준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

배 높고, 고위험 임신 증가에 따라 미숙아 출산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해에 

2만 5,000여명 가까이 태어나고 있는 미숙아는 호흡기와 면역력이 약하고 장기가 제대로 발달

되지 않아 만 3세까지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세상에 일깨우기 위해 출산 장려와 미숙아 지원에 대한 다방면

의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재단은 YWCA와의 협력을 통해 보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와 해당 아동의 형제를 위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미숙아 지원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장기적, 근본적 대

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

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를 찾아 격려하고 미숙아를 돌보며, 

취약계층의 보육을 거드는 것에서부터 뿌리 깊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2013년 

한 해 동안 고위험 임산부 250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신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해당 기관과 산

모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산전·후 건강관리 정보 195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YWCA와의 협력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3세 ~ 7세)와 해당아동의 
형제(10세 이하)를 위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  
2013년 한 해 동안 저소득가정 42.2%, 다문화가정 29.4%, 
한부모가정 12.3%에 전문적 돌봄의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장려될 수 있

는 사회를 만들고자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재단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신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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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생명존중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 마을에도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해 충동적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3년, 전국에서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9개 교량에 총 33대의 

SOS생명의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생명존중통합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담 

외에도 연극 및 미술치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4. 자살예방       
 지원사업

‘소중한 생명을 왜 스스로 져버릴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왜 막지 못했나.’ 

우리 사회는 끈질기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 반드시 답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 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

니다. 한 사람의 자살은 주변 사람 6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 전염성이 높습니다. 또래 

집단과의 동일시로 안정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유독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무서운 

전염성에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 주변에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 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무관심은 결국 비극을 초래합니

다.  적극적인 대화와 상황 공유,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비극을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방법을 찾고, 세상에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활동이 
SOS생명의전화입니다. 

2013년, 각 4대의 생명의전화가 설치된 동작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9개 교량에 총 33대의 SOS생명의전화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살

을 결심한 이가 전화 수화기를 들면 자살예방 상담원, 119, 경찰 등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확보

되며 보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매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개통한 이래로 2013년 12월까지 총 1,231건의 상담 및 구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체 인구의 약 7%, 단일 직종으로는 상당 수를 차지하는 농업인 약 310만 명이 음독

자살 위험에 놓여 있는 점을 살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전국 33개의 농촌 마을에 농약안

전보관함 1,545개, 폐농약용기수거함 7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예방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연극 및 미술치료, 생명존중 통합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관련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 등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

회와 MBC가 주최한 ‘2013정신건강박람회’에 참여하여 9,442명의 관람객들에게 자살예방 캠

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

한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자살 기도자를 보듬어 안고, 유가족을 보살피며,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다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자살예방 및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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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지원, 

특수식이 지원, 각종 의료보조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타인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수하는 

분들을 위해 ‘생명보험의인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순직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진로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5.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6.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래 의학은 놀라운 속도

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인류의 평균 수명도 어느덧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세상 한편이 분주한 현재, 이런 이야기들에 더욱 

더 움츠러들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내내 함께하는 가족들입니다.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없고, 적절한 치료법도 의약품도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전 세계에 

5,000~6,000여 종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만도 1,200여 종 이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

내 환자 수는 무려 50만 명. 우리나라 한 가족의 구성원을 평균 4명이라고 가정해 볼 때 무려 

200만 명 가까운 이들이 밝혀지지 않은 병과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

한 병명과 치료법이라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종류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

은 가계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전국 63개 협력병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 
250%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660명의 의료비를 일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또 치료법은 없으나 병의 원인이 확인되어 진행을 늦추고 고통을 경감케 하는 조치는 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로렌조오일 등의 특수식이를 지원하고,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수

포성 표피 박리증 등을 앓고 있는 환우 등에게는 각종 의료보조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2013년 한 해간 총 77명의 환자가 이러한 질환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재단은 거점지역에 희귀난치성질환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서울대학

교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전남대학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를 운영해 환자와 가족

의 다양한 의료 및 복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에서는 호흡재활 전용병실 운영,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질환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달래주

는 인문학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열린 제4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에서는 부스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알

림으로써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호소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매일이 고통으로 느껴질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아픔을 덜어낼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딱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을 갖고 있

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과연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일까’하며 고개를 갸웃하

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느라, 바빠서, 용기가 없어서’와 같은 이유로 타인을 돌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불행에 빠뜨리는 비인간적인 사건들을 매

일 목도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절에도 간혹, 따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전 국민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줄기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힘을 모아 아이를 먼저 탈출시키거나,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승객의 탈출을 도운 선

원 등. 가슴 저린 많은 의로운 생명들이 수많은 다른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여성을 구조한 시민의 사례와 같은 평범한 이들의 용감한 소식으로부터 우리

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소방

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은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만

으로는 부족한 숭고한 희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 낸 이들의 순직 사례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소방관 1만 명당 순직자수는 1.85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35~40%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의로운 마음과 행동이 곧 우리나라를 
지탱케 하는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생명보험의인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76분(일반인 부문 
16명, 소방방재청 부문 20명, 경찰청 부문 40명)께 상금과 
장학금을 전달 드렸습니다. 또 순직한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53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행보는 사회적 의인들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과 삶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순직한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

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그 분들을 통해 보게 된 희망에 대한 현실적 보답이

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측은지심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 수 있는 관심과 실질적 지원으로, 오랜 시간 겪어온 그들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

들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게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

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웃 및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는 일반의인 부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자 부문

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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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희망이 싹트는 미래를 그립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공익성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미래,
새로움을 발견하는 가능성의 미래,
희망의 싹이 곳곳에서 자라나는 
밝은 미래를 그립니다

part 2.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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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기증 등 복지사업

1,053
백만 원

1,281
백만 원

5,373
백만 원

1,894
백만 원

838
백만 원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보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및 교사 

대상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추진

일반국민에 대한 노후대비 인식제고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향 

제시 및 인식전환 계기 마련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금리 

부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저금리 

부채상환대출 및 신규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의 장학사업 시행

미래 주역들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 

생명보험의 상부상조 정신 실천을 

위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 

• 금융보험뮤지컬 순회공연: 초등학생 대상 전국 60회(19,245명 관람), 

중·고생 대상 전국 60회(24,188명 관람)

•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금융보험 방문교실 운영  

- 시범학교: 수도권 10개 학교, 4,459명 대상. 138회  

- 학교신청 금융보험교실: 2,774명 대상. 87회  

-  학교·지역아동센터 금융보험교실: YMCA강사 활용, 전국 20개 지역 

19,451명 대상   

• 교사대상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 

- 동계연수 38명 이수, 하계연수 39명 이수

• 인식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무료강연’ 실시: 전국 47개 기업체 방문, 65회 

6,887명 대상 강연 

• 인식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KBS2 다큐3일 ‘다시 길 위에 서다’, 

KBS파노라마(KBS1) ‘은퇴 그 후, 아버지, 길을 묻다’ 외 1편 

• 2013 서울시니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지원

• ’13년 대출실적: 전환대출 888명, 5,973백만 원, 학자금대출 729명, 

2,351백만 원  

• ’12년~’13년 누계: 2,493명, 총 12,582백만 원.  

• 전국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426명에 총 12억원 장학금 지급

• 금융보험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199명에 총 4.6억원 장학금 지급

•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지원 

-  총 22대(휠체어리프트 3대, 이동목욕차 1대, 이동세탁차 1대, 

노약자이동차 17대)  

공익성 캠페인 등 제작 및 홍보

1,672
백만 원

생명존중의 정신 구현을 위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보험사기 

방지 활동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

• 공익성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KBS 공동 공익캠페인 실시  

(200회 공익광고 송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실시: 라디오, 영화관,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1,648
백만 원

금융보험학문의 발전을 위한 

대학 및 각종 학술단체 연구지원 

• 보험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지원: 한국보험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등의 학술세미나, 신진학자, 선도연구 등

• 대학 보험교육 및 연구활성화 지원: 서울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교수), 

숭실대(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 한양대(보험계리발전기금) 등 지원 

2013
 highlight
of the HOPE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2013년은 기존 사업들을 보다 확대하여 그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집행금액 총  13,75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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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보험지식을 전파하고자 뮤지컬 공연과 

보드게임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개발, 활발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1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올바른 금융지식, 나아가 생

활 속 위험과 보험 등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교육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 교육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용어와 개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보험 내용을 뮤지

컬 형식 도입을 통해 흥미롭게 전달했으며,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원리

와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보드 게임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의 금

융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등 교사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교

사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국 초등학생 대상 
뮤지컬 <롤러코스터 미러> 60회 공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키다리 아저씨> 60회 공연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공연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뮤지컬 공연은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더불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별 금융보험교육교재(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침서), 부교재(보드게임, 카

드게임 등 8종)등 을 활용한 교육은 수도권 10개 학교를 금융보험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전문강사 풀을 활용해 직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교육 전문기관인  YMCA와 위탁교

육을 병행해 전국 단위의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다 체계적인 금융보험지식 전파를 위해 2014년 6월 오픈을 목표로 생명보험교육문

화센터 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www.lifeinsedu.

or.kr)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첨단 IT기기를 활용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보

험 내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보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방문교육, 금융보험캠프, 어린이 및 청소년 뮤지컬 순회 공연, 금융보험교재 

제작 무료배포,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금융보험교육 양성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학술교육 분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교사, 광주 봉선중학교 진로상담 담당 

최미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로상담교사인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직접 ‘찾

아가는 금융보험 방문교육’을 신청하셨다고 들었

습니다. 신청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 컴퓨터 등 흥미거리가 워낙 많

은 탓에 책을 멀리하는데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베풀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

제 개념도 약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필요한 철학

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아요. 미래의 경제 주

역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보험에 대한 올

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어른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이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수분야 교

사 직무연수를  신청했더니 고맙게도 기회를 주시

더군요 이 때 ‘찾아가는 금융보험 방문교육’사업을 

알았어요. 우선 제가 서울에서 5일간 연수를 받았

어요. 국내외 금융경제 시장 최신 동향, 생명보험 기

초 이론 등 아이들에게 금융보험 관련 교육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

회였어요. 

방문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2013년 4월, 학교로 8명의 전문 강사가 방문해 1

학년을 대상으로 금융보험 교육을 진행해 주셨어

요. 이전에도 타 기관을 통해 종종 금융경제 교육 

기회가 있었는데, 대개 강사 1명이 전교생을 강당

에 모아 이론 위주의 딱딱한 강의를 진행하는 식이

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듣는 아이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실시해주신 

이번 교육은 한 반에 한 명씩 총 8분의 전문 강사가 

투입되어 집중도도 높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금융보험 보드게임, 카드게

임, <노빈손의 시간여행기>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

질 만한 부교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노는 듯이, 재

미있게 수업을 듣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도 교육 일선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

거든요. 

두 달 뒤에는 학교에서 뮤지컬 공연도 진행했는데, 

아이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6월 달에는 금융보험을 주제로 한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공연팀이 내려와서 1학년을 대상으로 공

연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이미 한 차례 금융보험 

교육을 받은 후라 이해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거나 유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흥미

롭고 좋았다. 금융보험이나 왕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한 

아이의 소감이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이 공감할 만

한 스토리에 금융보험을 적절히 녹여내서 춤, 음악

과 함께 풀어내니 아이들이 집중해서, 즐겁게 보더

군요.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해야 하

는 거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는 담당자 분들께 존

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사 연수에서 다른 

교사들을 만나면 어서 이 교육을 신청하라고 이야

기 해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아주 

잘 구성된 교육이니까요. 

청소년 금융보험교육사업(학교방문교육)  

광주 봉선중학교 진로상담 교사 

최미옥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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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험계리사 양성, 국내 보험관련 학문 연

구수준 향상 지원, 관련 학회의 연구활동 지원 

등 보험산업의 학문적 저변 확대를 위해 다방

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간존엄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위원회는 보험범죄 예방캠페인을 비롯, 도

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

기 위한 다양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1.-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2.-1 공익성 캠페인 등 
 제작 및 홍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보험교육 활성화 및 보험계리 등 전문분야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한양대, 숭실대와 약정을 체결하고 총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 보험(학문 관

련)연구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기금교수를 채용해 보험강의를 개

설하고, 보험경제학 관련 연구지원을 실시해 2회의 학술대회 및 1편의 해당 분야 논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보험계리이론과정을 마련해 Financial Math, IFRS세미나 등 7차례

의 보험계리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숭실대에서는 아시아보험계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

가에서 선발한 12명 해외장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전문보험계리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보험 관련 학회의 연구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회운영기간, 교수 등 회원 수, 
과거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보험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계리학회, 
한국연금학회에 총 23억 3,4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각 학회는 성격에 맞는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 학회지 발간, 

선진학문 및 제도 도입 등의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부터 연금제도 개선방안, 지속가능지수 연구 등에 이르

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보험선진국가 학자와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보다 선진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세미

나와 총회에서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보험산업의 학문적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보험범죄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보험범죄의 가장 큰 잔혹함

은 바로 단어 자체에 내포된 계획성에 있습니다. 익히 알고 믿어온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오직 

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죄를 ‘실천’한 사건 소식들을 접할 때면 도대체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는 듯 합니다. 

보험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

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

험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고객 누구나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간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온 정부의 보험범죄 예방운동 확산에 발맞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가 전개해오고 있는 보험범죄 방지 캠페인은 이처럼 안타까운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고객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돈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호소하기 위한 시

대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활동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13년, 금감원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총 3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고 
친근한 영상물에 담아 영화관, 옥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표 슬로건과 엠블럼을 제작해 통합적이며 장기적인 홍보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

을 환기하기 위해 KBS와 함께 TV공익캠페인 6편을 기획·제작하여 6개월간 총 200회 송출하

였습니다. ‘행복제안-감사합니다’ 에서는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전해 훈훈

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 없는 사회’ 캠페인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

는 폭력 및 치유 과정을 화면분할 방식으로 전개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내 이웃을 믿고, 내 이웃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평범하고 선한 사

람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중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사

회가 인간존엄을 회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금융보험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학 및 각종 학술단체 연구지원하는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공익적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

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성과 도출에도 노력하고 있습

니다.

생명존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보험사기 방지 활동,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우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 발굴하고 지원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

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공익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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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후준비 확산사업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 급증, 국민연금 보장 수준 미흡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제고 및 노후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함께 ‘2013 서울 시니어 페스티벌’ 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2013년 10월 24일, 25일, 28일 총 3일에 걸쳐 서울광장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

다. 서울광장에서는 5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 부스가 꾸려졌으며 추억의 영화 상영, 천개 일자리

공모전, 일자리공모전 시상식, 콜라보밴드 공연과 디스코 타임 등 세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흥겨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미국,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청한 비즈니스 

컨퍼런스, 새로운 ‘천개의 일자리’ NPO, 협동조합, 현장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 및 해외사

례 소개 등 보다 심도 있는 노후준비 확산사업에 도움이 되는 순서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송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여 
국가사회적 문제해소 및 생명보험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BS파노라마(KBS1)와 공동으로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3편을 제작하여, 2013년 10월 방송

했습니다. 은퇴 2부작 <아버지, 길을 묻다>, <노후난민! 일본 50가 흔들린다>는 현대사의 질곡

을 온 몸으로 겪어온 50대 가장이 은퇴와 권고사직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내몰리고 있는 현재

를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또한 다큐3일(KBS2)에 편성 방송된 <동부기술교육원 편>은 국민 

개개인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은퇴문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직장인들을 위해 한국능률협회

와 함께 노후설계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신노년

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슈를 사회적인 공동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국민들에

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노후준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는 데 더 많

이 기여하겠습니다.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노후 

설계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향 제시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통해 은퇴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 노후준

비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계

취미
여가

재무
준비

역량
개발

건강

•가족 관계

•일과 여가의 조화

•자원봉사

•자녀교육비

•노후 준비 

•연금저축

•평생 교육

•인생 2막 준비

•40대 건강 관리

5대 준비 영역

재무적 준비+ 비재무적 준비

퇴직을 앞둔 선배들을 위해 양질의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오늘도 고군분투 하고 계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전략팀의

이광희님을 만났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후설계 특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

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두차례씩이나 특강 교

육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들려주세요.

대부분의 일터가 그렇듯 저희 공사에서도 ‘채용’ 시

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지만 ‘퇴직’ 시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다 새롭게 인생의 2막을 걸어가야 할 퇴직자들

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자

성의 목소리가 있던 차였죠. 처음에는 외부 위탁교

육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봤지만 퇴직 예정

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생명보험사

회공헌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직접 방문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주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퇴직을 5년 정도 앞둔 퇴직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후 내부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했는데 85% 이상이 교육에 만족을 표하셨어요. 좋

았다는 입소문이 퍼져 교육을 듣지 못한 분들의 요

청이 계속 이어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말씀 

드렸더니 흔쾌히 2차 교육을 수락해주셨어요. 2차 

교육에서는 대상을 확대해 100여 분이 교육을 들

으셨어요. 슈퍼 100세 시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

라’는 주제 아래 현재와 나와 10년 후의 나, 5대 준

비영역(관계, 재무, 취미, 건강, 역량개발) 등에 대

한 교육이 이뤄졌죠.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같

고,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교육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다면 들

려주세요. 

장수 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난 생애 중간쯤의 시기

를 서드에이지(The Third Age, 제3연령기)라고 하

고, 이때 진정한 자아실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

이 와 닿았어요. 나이에 따라 교육, 경제, 여가가 정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 경

제, 여가가 순환되어야 100세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

간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안개가 훤히 걷히

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올해 마흔 살인데요, 언제나 

눈 앞에 닥친 일들, 예를 들면 회사 일, 결혼과 육아 

등에만 신경을 쓸 뿐 ‘서드에이지’가 언젠가 내게 닥

칠 현실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거

든요. 직장인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

만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삶이란 언제나 준비가 필

요한 것이고, 서드에이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삶에 대한 큰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교육 이후 5

가지 목표들을 정해두고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어

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실천하게 하는, 정말 좋

은 교육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 담당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전략팀 

이광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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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학자금 등 

빚의 부담에 허덕이는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착한 대학생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보험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위한 차량,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용 차량 등을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3.-1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2%로(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진학률에 이어 대학등록금 또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

은 우리나라 교육구조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학진학과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회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각 가정, 개인이 교육비를 전액 조달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등록금 전액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등록금 마련을 위한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즉 우리나라

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가계 부채라는 그늘 속에서 탄생한 씁쓸한 기록인 셈입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율이 결코 낮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와도 같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높

은 국민적 열망과 제도적 미비는 해마다 수많은 대학생과 ‘대학생 빚쟁이’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

다. 2013년 현재,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상아탑의 꿈이 빚의 그늘에 가려지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 2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해 2012년부터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학자금부채상환
지원사업(착한 대학생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7분위(월 소득 약 450만 원) 이내 가정의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를 2013년도부터 1~2%로 낮춰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자납부 총액의 50%를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학생들

의 실제 이용 부담은 연이율 1%에 불과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기존의 고금리 대출로 어려

움을 겪거나,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착한 대학생 대출’의 도움을 받아 전환대

출로 이자 부담을 덜고, 학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학생

들이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빚의 부담에 허덕이는 현실을 개선시키고, 더 많은 인재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증가 및 상환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금리 부채부

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및 신규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신

용불량자 전락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소중한 미래재원인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3.-3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차량 등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우리나라 보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원)의 보험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보험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2013년 한 해 동안 199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의 장학

금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에서 보험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 
우수한 보험학자 및 글로벌 보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5명의 해외박사과정 장학생에게 
보험관련 학문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초·중·고생 
2,426명에게 8억 65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아울러 국내 보험 교육의 인식과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들이 경제적 어려움

을 극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

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큰 나눔을 전하고자 총 16개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

원이 절실한 사회복지단체 16곳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선발된 
사회복지단체에 노약자 이동 차량,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이동목욕세탁차량 등 
반드시 필요한 차량을 기증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운영비를 함께 
제공하여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민관협력 나눔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며 2013년 6월 14일 업무협약을 맺

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의 복지시설(경남 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 정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긴

급지원센터 등)에 총 6대의 활동용 차량과 가출청소년 거리 구호 활동

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민관협력 나눔활동사업을 펼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고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

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위한 차량,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용 차량 등을 사

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 사회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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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나눔의 온기를 한데 잇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청소년 복지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로 상부상조의 생명보험 가치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이들의 마음을 모은 온기, 
세심하게 살피고 채워주는 온기, 
따뜻함이 더 오래 번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온기를 잇습니다

part 3.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42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43  

     

기타 대국민 복지향상 지원

5,317
백만 원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G-mind 정신건강연극제 「외톨이들」 32개 지역 총 34회 공연 진행

• 청소년 건강증진 토크콘서트 「Go!함」 서울, 대전 2회 진행

• 대학생 봉사동아리 「사람·사랑 봉사단」 동아리 70팀, 개인 60명 운영

• 사회복지사 및 가족 250명 쉼 지원

• 재해발생 대비 긴급구호 키트 2,200개 제작 및 배포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789
백만 원

사회적 문제(취업난, 차별, 환경 등) 

해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금융소외계층, 청년, 

은퇴자 등을 위한 창업 지원

• 여성가장 총 14개소 창업, 각 2,000만 원 지원

• 사회적 혁신 기업 발굴을 위한 청년 혁신가 40명 선정 및 교육진행,  

국내외 사회혁신기업 사례 탐방 기회 제공

• 시니어단체 인큐베이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하반기 220명 진행 

• 시니어 사회공헌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Senior Dream Festival」 개최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4,595
백만 원

노약자 및 장애인의 어려움 해소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들의 시설 개선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32명 양성 및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 발달장애인 성교육인형극 「소중한 나의 몸」 총 55회 공연 진행 등

• 노인 지원

   - 낙상예방 보조기구 195명 지원

   - 독거노인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별별마을」 운영 및 자조모임 진행 등

• 다문화가정 지원

   - 다문화가정 무료 진료 총 21,352건 

   - 수술비·입원비·정밀 검사비 등 총 1,332명 지원

   - 베트남 다문화가정 외가방문 24가정(92명) 진행 등 

• 시설 지원 

   - 초등학교 분교 4곳 방과 후 교실 및 도서관 리모델링 

   - 대전, 부산 12개 지역아동센터 취사시설 개보수 진행 

   - 복지시설(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41개소 지원 등

어린이/청소년 복지지원

3,483
백만 원

우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 

• 환아 지원 

    - 소아암환자 9명 치료비 지원 및 1,383명 항균키트 지원

    - 저소득층 환아 236명 치료비 지원 등 

• 저소득·결손청소년 지원 

    - 전국 중·고교생 총 235명 교복 지원

    -  저소득 고등학생(멘토), 대학생(멘티) 20팀  「Do Dream 멘토링 교실」 진행

• 위기청소년 지원

    - 소년원 출원 청소년 33명 장학금 지원

    - 비행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 「그린나래 캠프」 진행

    - 비행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진행 등

• 기타 교육·인성함양 지원

    - 전국 초·중학생 숲체험교실 총 695명 체험

    - 청소년 인문학 교실 「옴니버스」 16회 진행 등

2013
 highlight
of the SHARE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의 2013년은 77개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채웠습니다.

지원금액 총  14,18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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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엄마나라를 소개하고  

친정식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돌아온 이수안(이Xuan)씨를 만났습니다.  

다문화아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대

상자로 선정되어 2013년 9월 베트남

에 다녀오셨는데요, 베트남에서 아이

들과 남편은 어떻게 지냈나요?

남편이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을 참 살갑게 대했어요. 무엇보

다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많이 깊어졌어요. 제 또래

인 사촌들과도 부쩍 친해졌고요. 전화 

통화만으로는 쌓을 수 없던 정을 얼굴

을 보면서 쌓고 온 것 같아요. 저는요, 

아이들이 ‘외가’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외가 식구들에 대한 정이 

생기면서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함께 늘어난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기쁘고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엄마 나

라를 책이나 말로 알려주는 것은 한계

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은 흡

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문화를 흡

수하고 엄마 나라를 부쩍 가깝게 느낀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별다르지 않고, 단지 외가 식구들이 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살아가면서 ‘남과 다르다’는 생

각을 갖고 혹시라도 주눅이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

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

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해주시는 다문화아

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이 정말 고마워요. 

모처럼 고향에서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고향에 다녀온 뒤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친정 식구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인

지 남편도 제 외로움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신경 써 

주고 있어요.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가, 막상 친정 식구들을 만나서 반갑게 얼싸안고 헤

어질 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이

해가 되나 봐요. 아, 일정 중 모국을 방문한 가족들

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았어

요. 가족 갈등 치유, 부부 간 이해 높이기, 아이들에 

대한 교육 등 모두 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함

께 했던 가족 중 제천에 사는 가족과는 지금도 연락

하고 지내요. 가족 친지, 친구 하나 없는 한국 땅에 

사는 같은 입장이어서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죠. 

외갓집에 다녀온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지 않았

나요?   

아이들보다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

이 베트남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

든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1년 동안은 시부모

님과 함께 살았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베트남어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곧잘 하기 때문

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한

국인으로 살아갈 텐데 베트남어를 굳이 알 필요 없

다는 완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에게 베트남 말도,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

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을 통

해서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아이들은 베트

남 사람인 엄마와, 베트남에 외가를 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말을 익히면서 베트남의 고

유한 문화나 정신도 함께 배우게 될 테고, 그럼 엄마

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또 아이들을 절절히 사랑하는 

외조부모님, 이모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말이 안 통

해서 사랑을 전할 수 없다면 모두에게 다 슬픈 일이

잖아요. 아이들은 물론 한국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 받으며 잘 자라고 있지만, 또 다른 큰 사랑의 

기회를 저 때문에 차단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에 깨닫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 베트남 방문 사업

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전 여전히 아

이들에게 엄마 나라를 알려줄 생각을 못 하고 있었

을 거예요. 정말 깊이 감사 드려요. 지금은 온 가족

이 모여 있을 때는 한국어를 쓰지만 아이들과 저만 

있을 때는 베트남어를 써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

요하지는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언어는 듣는데서부터 배워

지는 거잖아요. 듣는 건 꽤 잘 하고, 간단한 말은 제

법 잘 하는 편이에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자라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

니다. 

다문화아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대상자 

이수안(이Xuan)씨 & 
이창연씨 가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1.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 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 지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다문화가정 인구는 어느덧 80만 명을 넘어섰으

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다문화가정 대다수는 중

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결혼 이주 여성을 주축으로 꾸려집니다. 

 * 통계청, 2013

그리고 이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이중잣대와 편견 속

에서 상처받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

니다. 대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비뚤어진 한국 문화의 우월성 아래 

베트남 등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 문화의 

뿌리와 깊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2개 국

어 사용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면, 우리 사회는 미래의 든든한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여성재단’과 손잡고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interview

2013년에는 총 7박 8일(2013.9.7~9.15)의 일정으로 24개 가정(92명 가

족)에 베트남 하노이 외가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현지에

서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단순한 모국 방문을 넘어,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화 갈등, 소통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의 기

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

었고, 자녀들은 꼭 알아야 했던 외가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

에도 팽배해 있는 한국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

짐으로써 양국간 우호 관계 확립에도 기여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타 문화에서 나고 자란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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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고, 노인 스스로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홀몸노인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깊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문화예술캠프를 개최해 해체 위기에 처

한 가족들에게 화합의 가능성, 그리고 가족

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돌봄

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시설 개보수를 

진행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2. 천사랑 분교 지원사업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노령 인구 대비 젊은 인구 비율이 턱없이 낮습니

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농촌지역의 교육시

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학원은커녕, 국립초등학교조차 전교생이 몇 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할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

운 형편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단 한 명뿐이어도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생명사회공헌위

원회는 전국 농촌지역 중 가장 작고, 시설이 열악한 분교를 찾아내어 환

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경상북도 칠곡면에 위치한 ‘지천초등학교’를 제8호 천사

랑 분교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천사

랑 분교사업’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골 분교 어린이들의 교육

적·문화적 혜택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교실의 인테리어 및 교육시설

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천초등학교에서는 낙후된 교실을 친환경

적이고 쾌적한 현대식 다목적 교실로 증·개축하는 ‘글마루 도서관’ 리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조명시설 확충, 책걸상 및 소파 지원, 그림동화 

등 다양한 종류의 신간 도서 지원 등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

는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 이후에도 아

이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분교 어린이 서울초청 문화행사’를 통해 지

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천초등학교

교육 소외지역인 농촌지역 분교를 대상으

로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등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지역아동센터     
취사시설 개보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대전, 부산 

등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소외계층 자녀들이 학교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올바

른 인격성장과 건강한 신체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나홀로 아동의 경우, 집에서는 균형 잡

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의 건강한 식

사 제공은 성장기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생명

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내의 돌봄 체계

를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함은 물론, 취사시설 개보

수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아동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4.  홀몸노인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별별마을

5.  주말 가족     
문화예술캠프 ‘동행’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서울시

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홀몸노인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별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상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중

심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주요한 활동 골자입니

다. 노인 스스로 돌봄의 수혜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소외 노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매년 활동의 규모도, 보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노인 100명이 10개 마을을 구성하여 마을 리더 양성 프로

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연합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

을 모임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단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조

모임 장소를 복지관에서 참여 어르신 댁으로 옮겨 지역사회 내에서 참

여 어르신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봉

사자로 구성된 별별마을 서포터즈를 선발해 운영하여 실천과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대상자 98%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사회적지지 향상, 우울 완화, 자기효능감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차후에는 고립된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역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더욱 탄탄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운영할 계

획입니다. 또한 마을 조직 단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참여 어

르신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수

혜자가 아닌, 기여자로서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주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흉악 범죄의 중심에는 ‘붕괴된 가족’과 ‘고

립된 외톨이’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

므로 가정(가족)을 먼저 회복시켜야 더욱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말 가족문화예술 힐링 캠프 ‘동행 캠프’를 

시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캠프의 형식이 아닌, 정서를 치유하고 순화할 

수 있는 힐링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간의 소통을 끌어내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틈새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가족 320여 명을 대상

으로 1박2일의 일정 동안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몸소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영상드로잉 체험 퍼포먼스를 통해 참가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게 하는 도입 프로그램, 역할극을 통한 가족의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탐색, 휴양림에서 무용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가족 중심 세우기 댄스, 가

족 티셔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고, 소통의 의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한국메세나협의회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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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복지지원

8.  저소득 계층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       

우리나라 소득 별 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소득 상

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40만 7,000원으로 하위 소득 

2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인 5만7,000원보다 무려 *7.1배나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통계청 가계수지, 2013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별 고교수업료 미납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총 

182만 7,023명 가운데 3.41%에 달하는 6만 2,420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곤아동 5명 중 1명이 경

험했다고 하는 ‘왕따’ 문제입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마저도 가난은 괴롭

힐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교복은 학교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현재 그마저 장만하기 어려워 선배의 옷을 물려 입거나, 학기가 한참을 

지나도록 사복과 체육복을 입으며 또래집단에서 위축되고, 속상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초록우산어

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계층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했습

니다. 2013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계층 자녀 235명을 선정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교복 지원 대상자였던 한 남학생은 감사 편지를 통해 “중학교를 졸업

하고 한층 더 성숙해질 모습으로 고등학생이 될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

어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새로운 교

복은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복을 제

공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한숨 놓았다 하시며 환하

게 웃는 부모님 얼굴을 본 그날의 그 ‘교복’은 저에게는 부모님의 작은 

행복이자 가정의 화목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옷 한 벌을 십 년 후 열 

벌 스무 벌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또 2013년에 중학생이 된 김고은 학생은 

“저희 엄마가 혼자 4형제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교복비가 없어서 조마

조마해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

을 만나 이 세상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등의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

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처럼 작은 지원이지만 아이들에게

는 큰 안도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고자 합니다. 

6.  저체중 출생아와 가족을 위한  
‘도담도담 지원센터’ 지원   

저체중 출생으로 인해 작게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퇴원한 후에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다른 아이와 차이 나는 성장

과 발달로 인해 생애주기에 필요한 재활의료서비스는 물론 인지, 의사소

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등 통합적인 ‘발달 

재활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욕구가 상존함에도 불구,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 체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

께 저체중 출생아와 가족을 위한 ‘도담도담 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했

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체중 출생아와 그 가족에게 성장 및 양육

과정에 필요한 통합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자원집중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안정망을 구

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도담도담 지원센터사업은 통합재활치료센터, 가족지원교실 두 가지 사

업을 주요 골자로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통합재활치료센터에

서는 미숙아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동 발달과 기능 

보강에 필요한 통합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

엇보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특수목적형 재활치료 전문기관의 개설을 유도하고 바우처 제도로 사

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지원교실 사업에서는 1,000~1,500g 미만으로 태어난 극소저체중 출

생아와 그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

사 및 아동전문 간호사와 전문 치료사, 사례전담 관리자, 의료 사회복지

사 등이 팀을 이뤄 미숙아 양육과 부모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

록 지원했습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생명공헌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숲의 너른 품을 접하게 하기 

위해 사단법인 ‘숲사랑소년단’과 함께 ‘숲체험학습 및 숲환경 개선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5회에 걸쳐 전국 초·중학

생 총 695명에게 숲체험교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박3일의 일

정으로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숲을 탐험하고 배우며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그린페스티벌에는 20개 초·중학교에서 3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싱그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숲사랑소년단이 함께하는 문화재 지킴활동, 땔감나누기 활

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활동은 삼성생

명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흰개미 탐지견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보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

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땔감 나누기 활동은 5개 지역, 총 15~20가정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

는 봉사활동으로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이 활동에 참여

한 학생들은 고유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홀몸 노인 가구에 숲 가꾸

기 활동으로 수집한 땔감을 나누어 드리는 과정을 통해, 숲에 대한 감사

와 이웃에 대한 돌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7.  숲 체험 학습 및    
숲 환경 개선활동 지원사업      

숲사랑소년단

자연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자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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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숲생태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와숲’은 어려운 경제사

정과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자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

에게 아름다운 숲에서의 체험, 치유경험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

한 발달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숲생태 교육 활성화

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교육센터가 생명보험사회공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

원을 받아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환경복지영역의 사업입니다.   

9.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숲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와숲’      

녹색교육센터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숲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젝

트 ‘와숲!’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릴

게요. 

소외계층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어딜 한번 나가보

는 게 소원이라고들 해요. 그런 아이들을 숲에서 뛰

어 놀게 하자는 취지를 갖고 2012년도부터 프로젝

트를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교사와 아이

들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군요. 처

음 본 외부인에게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기는 커녕, 

함께 숲에서 뛰어 놀리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생

태교육 이전에,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마련

해주고 싶었어요. 교사와 아이들 간에 정서적인 유

대감을 갖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정비해 진행했어요. 아

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자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아이들이 직접 걸어서 10분 이

내에 갈 수 있는 동네 숲의 아름다움부터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센터장님의 마인드와 더불

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8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선

정했고, 총 16명의 강사가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진

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숲에서 뛰어 놀게 하면서 어떤 변화를 체

감하셨나요?  

‘와숲!’ 프로젝트는 총 8회 차를 진행했는데 단발적

인 프로그램에서는 끌어낼 수 없었던 아이들의 변화

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처음 숲에 나

가자고 했을 때는 ‘숲에 왜 가요?’라는 반응 일색이었

어요. 또 요즘 아이들은 ‘프로그램’에만 익숙해 있어

서 ‘놀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원래 놀면서 저절로 규

칙도 배우고, 몸의 균형감각도 익히고, 친구나 자연

에 대한 존중감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

럽게 배우고 익히는 게 자라는 과정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소

외계층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외부 환경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발견하는 기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의 안정감, 넉넉함을 일

깨워주고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통해 사

람과의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자

연 그 자체이니까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자연의 변

화 속에서 많은 성장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프로젝

트 초반에 아이다운 흥미나 호기심을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를 대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랬던 아이

들이지만 교사들과 매주 꾸준히 만나고, 또 교사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 자유

롭게 뛰어 놀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어요. 표정,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 하나가 다 예쁘게 변해가는

데 참 가슴이 벅차면서도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

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어요.

녹색교육센터의 향후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와숲!’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데 그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저희 단체 입장에서도 역

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의미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지난 2년간의 프로젝트 경험을 동

력 삼아서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지속해야겠지요. 

교사 관리를 1년 내내 해야 하고, 사업 평가도 해야 

하고, 지역어린이센터 관리도 해야 해서 적잖이 힘들

었지만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들을 위

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

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 속에

서 마음 편하게 뛰어 놀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 사

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 사이 좋게 교감하고 나누면

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

들에게 저희의 활동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자연의 4

계절을 모두 겪어보도록 해야 해요. 하지만 센터의 

아이들은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계절감각

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요. 저희는 소외계층 아동들에

게 1년 동안 4계절 우리 자연의 변화, 아름다움을 모

두 체험케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도 응원과 관심의 눈길, 부탁 드릴게요.  

interview 환경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녹색교육센터의 육경숙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녹색교육센터 센터장 

육경숙 

어린이 청소년 복지지원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아이들을 숲에서 뛰

어 놀도록 하는 내용의 숲생태감수성 향상 프로젝트는 정

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연과 친구에 대한 배려심도 

훌쩍 자라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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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폭력 자살예방 프로젝트  
‘솔루션 지원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학교폭력 자

살예방 프로젝트, 솔루션 지원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가족 950명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조사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

면 최근 6년간 학교폭력 피해율과 가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31.4%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해 그 심각성

을 확인케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때, 혹

은 아이들에게서 어떤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때 즉각적이며 전문적인 개

입을 통해 청소년이 혼자가 아님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후 자살충동을 느꼈거나 자살시도를 실제로 한

적이 있었던 고위험군 청소년은 심리상담 등의 일차적인 돌봄만으로는 

위기상황 극복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위기진단 후 심

리, 의료, 법률, 장학 등 다각적 전문 지원이 뒤따르는 사회적 시스템 구

축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예방 → 위기대처 → 문제해결 → 사후안정 등 

원스탑(One-Stop)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과 적극적인 개입, 꾸준한 관심 등으로 

우리 학생들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하겠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힘겨운 치료를 이겨낸 소아암 치료 종결자들

에게 학업지속의 의지를 독려하고자 장학금

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 소아암 환자들에게 꼭 필

요한 항균 소모품들을 한데 묶은 항균키트를 

제작해 형편이 어려운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

들에게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해 다각적인 전문 지

원이 따르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

순한 위기 진단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상담과 

꾸준한 사후 관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책

을 읽고, 함께 모여 답사하고 체험하는 등 책 

속의 길을 나눌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 소아암 환자 항균키트 지원       

소아암 세포는 매우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어 병의 시작에서 진단까지 걸

리는 시간이 보통 약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 잘 되고, 꾸준히 치료할 경우 약 70% 이상이 완치될 만큼 예후도 좋습

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아암은 일반 질환의 증상과 구별이 잘 되지 않

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모의 돌

봄이 적은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소아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들은 가계부담으로 인해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

암 환자 항균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간접 치료비 부담도 덜

어주고자 제작된 소아암 환자 항균키트는 2013년 한 해 동안 소아암 환

자 총 1,38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에 따뜻한 숨결을 불

어넣고, 나아가 하루빨리 건강한 웃음을 찾아 호호 웃을 수 있기를 기원

하는 마음을 담은 ‘호호상자(소아암 향균키드 애칭)’에는 마스크, 항균

장갑, 항균물티슈, 소독제, 손소독제 등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소모품들

이 한데 담겨 있습니다. 2013년 항균키트를 지원 받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을 기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1. 청소년 인문학 버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 요즘 아이들에게는 참 낯선 말입니다. 생명보

험사회공헌위원회는 책의 무한한 가능성과 재미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요즘 아이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적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처지이더

라도 책 한 권만 손에 쥐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배우고 즐

겁고 부쩍 자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

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와 함께 ‘청소년 인문학 버스’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40명, 다문화·탈북자 청소년 30명, 농어촌 중고생 30명 

등 각자 다양한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 책을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소외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해진 주제와 관련한 책을 읽도록 하고, 

특정 장소에 가서 전문가의 강의, 답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한, 그야말로 살아 있는 인문학 학습입니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행동 등 모든 것에서 확연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은 그간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던 청소년들이 

책과 강의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데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13.  소아암 환자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 환

자 치료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소아암 환아 5명(누적 9명)의 조혈모세포 이식비 등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힘겨운 소아암 치료를 이겨내고 다시 학교로 돌

아가는 소아암 치료 종결자의 학업을 응원하기 위해 총 10명에게 대학

(원) 장학금 지원 및 캠프 교육 자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이들이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장을 누

리고 학업을 이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암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종합선물상자’와도 
같은 호호상자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에 오늘도 
‘파이팅’했네요. 우리 가족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함께 이겨내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이제 곧 이식하러 들어가는데, 호호상자 덕분에 
이식준비물품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호호상자를 받은 후 

보호자들의 감사편지

어린이 청소년 복지지원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54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55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청년이 주축이 된 혁신기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성 높은 지역경제 

구축 등의 성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14. SEEKER:S 청년, 혁신의 길을 걷다 

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성 높은 지역경

제 구축과 빈부격차 완화 등의 성과로 연결되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용노동부 등 정부 그

리고 지자체, 기업, 민간 차원에서 혁신일자리와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소셜벤처 공모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대부분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사업모델과 아이템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지

속적으로 수행할 청년혁신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 프로그램은 소

수에 불과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지원한 ‘SEEKER:S 청년, 혁신의 길을 걷다’ 

사업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혁신하는 청년 혁신가 육성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목적 실현과 비즈니

스 모델이 통합된 혁신적 기업 운영 모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액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혁신가를 발굴하고, 나아가 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혁신 아이

디어를 더욱 구체화 시키고 전국의 청년들에게 사회를 혁신하는 건강

한 청년 취창업 도전 사례를 확산하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본인 세대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거나, 그 외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를 제

시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39세 청년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했

습니다. 

총 3차에 걸친 공정한 선발을 통해 40명의 청년 혁신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사회를 혁신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

원하고, 국내 및 해외의 사회혁신기업 사례 탐방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20개의 청년 취업 및 창업 도전 사례 발굴로, 자신이 개발한 ‘사

회를 혁신하는 방법’을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지원

했으며, 총 5회의 포럼 개최로 500여 명에게 취창업 도전 사례를 전파

했습니다. 또한 활동 우수 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실행비를 지원함으

로써 후속 모임 조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공

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일컫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가 확산될 경우, 일자리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은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전문적이며 체계

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효과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 일자리를 찾는 이들과 돌

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연결시켜 자생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 소외계층들이 복지의 대상자에서, 지역 공

익 노동자로 변화해 기여함으로써 인간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주요 사회문제 중 한 가지인 

청년 실직문제를 글로벌 청년 혁신가 육성을 통해 해결하는 사단법인 

‘seed;s(씨즈)’와 함께하는 ‘SEEKER:S 청년, 혁신의길을 걷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

년체감실업률은 *22.1%에 달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1

고용 현황을 중심으로 보면, 20대 청년 고용률은 IMF(57.4%) 때와 비슷

한 수준(*58%)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통계청, 2012

특히 삶의 주기에서 사회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년 시기의 실업

은 저임금 청년 근로자, ‘NEET족’, ‘캥거루족’의 증가와 장기고용불안으

로 이어져 청년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인

턴제, 창업 지원에 이어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등 청년 고용 확대를 위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많고, 뚜렷한 대안 제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명보

험사회공헌위원회와 씨즈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청년이 주축이 된 혁신일자리 혹은 혁신기업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혁신일자리 및 혁신기업의 육성 정책과 생태계 형성이 잘된 것으

로 꼽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13.5%), 이탈리아의 볼로냐(6.2%), 캐나다

의 퀘벡(8.2%) 지역은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

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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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명의 소중함

을 일깨우기 위해 질병예방 및 자살예방 사

업을 전개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여성 스스로 꾸준

히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재진입이 어려운 실질

적 여성가장을 위해 창업자금과 경영 등 사

후관리까지 지원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

고 있습니다. 

15. 여성가장 창업지원 

생명보험사공헌위원회는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자

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인 ‘사회연대은행’과 함

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세계적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 이외의 창업을 통한 자립 모델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과 사회경험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재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사리 창업을 한다 해도 성공 가능성

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배우자의 불의의 

사고나 이혼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 가장역할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까지 지속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

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창업 적합자 14명을 발굴하였으며, 약 

35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여성가장들

에게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 3인 이하 공동체 창업의 경우 최대 6,000

만 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은 물론 적성 개발 및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창

업 준비에서부터 점포 세팅 전반의 과정을 도왔으며 창업 후에도 경영 컨

설팅과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위한 경영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후관리 종료 이후에도 창업 멘토링을 지

속해 취약한 여성가장의 성공적인 자립 정착 지원과 생계 안정을 지속

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연대은행

17. 자살예방 및 질병예방사업  

우리 사회 곳곳, 관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보살피고, 스

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립을 응원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

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13년 한 해에도 많은 대국민복

지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구.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함께 진행한 ‘자살예방 및 질병예방사업’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인적 자본의 질을 결정짓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수준 향상 선도를 통한 건강사회 실현

을 목표로 존재하는 전문기관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설립 취

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질병예방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두 가지

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

깨웠습니다. 질병예방사업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주된 대상으로 정기검

진, 예방백신접종 등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서는 한강대교에 제2의 생명의 다리를 

설치해 생명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청소

년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질병예방 노력

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10월에는 뮤지컬 <힐링하트> 시즌 3 제작을 

지원, 대학로에서 상연해 보다 많은 청소년, 대중들과 자살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EBS-TV와 연계해 제작한 자살예방 다큐멘터리 <EBS 다

큐프라임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을 방송했으며, 그간 청소년들로부

터 많은 호응을 받으며 연재해 왔던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썬데이 상

담소>를 책자로 묶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6.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서는,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세컨드 라이프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

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Happy Senior Project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사업은 40~60대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3 섹터

(NPO; Non-Profit Organization,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이전을 지원

하며, 교육 수료생의 NPO 창업이나 사회적 경제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한 곳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들의 삶의 노하우와 전문적 지

식을 이어감과 동시에 인적자원의 한계를 안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

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서는 시니어들이 비영리단체 혹은 사회적 기업,협동조

합,자원봉사 조직 등을 설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스스로 고

령사회의 문제 해결법을 제안, 해결하는 통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세대로서의 시니어가 아닌, 변

화와 혁신을 이끌고 참여하는 세대로서의 시니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

를 마련해 시니어, 퇴직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퇴직과 인생이모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를 포괄했

습니다.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세대에 속하는 50~60대뿐 아니라, 직장

을 다니고 있는 30~40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평생직장에 대한 불

안감을 덜고 다양한 인생이모작 경로 모색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18. 질병예방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재단법인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저소

득층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했습니

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보험업의 특성에 맞춰 질병예방사업

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청소년 대상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층

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병행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여성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표 여성질환인 자

궁경부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 시 완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기검진 등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발병하지 않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병

원을 내방하는 것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

아동시설 등에 추천을 의뢰해 만 12세~18세 사이의 의료 취약계층 여

자 청소년 4,500여 명을 선정, 각각 3차에 걸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성이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되어 꾸준히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는 인식 제고를 위해 자궁 등 여성 신체의 특성을 

소개하고,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각종 질병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전달

했습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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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완치 의지를 독려하고 심신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10개 병원에 

도서관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웰다잉 

지도자를 양성하고, 노인 자살 예방 활동 및 건

강한 노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

해 문화 향유권을 나누는 동시에 일할 곳 없

는 음악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 복지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19.  병원도서관 조성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와 함께 병원

도서관(징검다리 도서관) 조성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10개의 병원에 도서관 시설을 제공했으며 2012년도

에 지어져 운영되어오던 10개의 징검다리 도서관에도 추가 설비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혹자는 병원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 왜 중요한가 라며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병원생활을 해 본 일이 있다면, 참 좋

은 생각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본연의 삶에서 뚝 떨어져 24시간 

기거해야 하는 병원은 참 외롭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환자뿐입니다. 긴 

시간, 몸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지쳐가고 위축

됩니다. 혹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되는 병을 지닌 환자와 가족이라

면 세상과의 다리가 되어줄 무언가가 더욱 절실한 곳이 바로 병원입니

다. 그래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건강 관

련 도서를 위주로 배치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

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일부 도서는 병원관계자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눔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책 공연, 글쓰기 등 정기 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쳐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서적인 치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20.  웰다잉으로 생명살리기 및  
웰다잉 교육 확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각당복지재단’과 함께 전국 웰다잉지도자 

양성과 웰다잉교육 확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티켓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

은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나 국가 복지에만 의존하기에는 노년이 참으로 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죽음은 그저 개인이 상황에 맞게 순연해야 하는 것이라는 수동적인 사

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한 노년의 주체가 되어 삶을 성숙하게 수용

하고, 정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시켜 나갈 때 노인의 삶의 질 

또한 최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확산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지

고 있는 지금, 표준화된 웰다잉지도자 과정을 수립해 웰다잉지도자과

정의 기반을 세우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웰다잉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서울, 동해, 당진, 문경, 제주 5개 지역에서 노인 157명을 선정해 이들을 

웰다잉지도자로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사회 노인문제 특히 자살을 

주제로 한 웰다잉연극을 지역 곳곳에서 상연해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

한 노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

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

권 특별법 제정하도록 권고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각당복지재단

21. 하모니네이션오케스트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전문교육 시스템인 

‘하모니네이션’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교육은 아동들을 전인적으로 키우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

다. 음악을 통해 공감능력 등의 감성을 키우고 효과적인 감정 표현 방법

을 배우며, 조화로운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인식

과 정체성을 찾는 데도 음악은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음악은 분단, 가난

과 고통, 편견을 이기는 힘이 있으며 언어와 국경, 인종을 초월해 오직 

소리 하나로 세상을 소통케 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 음악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 소외계층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전 국민에게 문화 향유권을 넉넉히 나누어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한국형 ‘하모니네이션’, 오케스트라 전문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효

율적 교재 및 방식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룹지도가 필수

인 오케스트라 교육에서는 전문 교재와 강사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

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주자 양성 중심의 국내 음악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그룹지도가 가능한 교육수행자는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에 그룹지도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교사 인증제를 시범적으

로 실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교육평가개발원에 민간자격증을 신청

했습니다.  

이러한 교수법 개발 및 그룹지도 소양을 갖춘 강사 육성을 바탕으로 실

질적인 음악 환원을 넓혀나갔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주로 한 수강

생 47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저비용의 오케스트라 수업을 제공해 

문화 향유권을 증대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일할 

곳이 부족해 실직률이 매우 높은 음악 전공자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6여 명의 음악인이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었으며,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회적 소외계층에

게 재능을 나누는 기여의 기쁨을 함께 키워갔습니다. 

아울러 하모니네이션 강사, 일반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봉사연주팀이 

국내외 하모니네이션 센터 및 기관에서 봉사연주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예술문화 및 교육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나를위한음악재단

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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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기념해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뒤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무료 공

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정신건강을 소재로 

삼아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에 대

해 공감하고,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성장통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10대들

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극 <외톨이들>을 4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31개 지역에서 순회 상연했습니다. 소위 삐뚤어진 듯 보이는 청

소년들도 저마다 아픈 사연이 있으며, 소통의 희망을 안고 있음을, 매우 

현실적인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가감 없이 담아내 청소년 및 지

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G-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소통하고, 서로의 아픔을 

진지하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함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

니다. 

22. G-mind 정신건강연극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다문화가

정 등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절실한 약자들을 찾아 오늘의 가치를 나누

고, 내일의 희망을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

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자립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보

다 성숙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의 발생 원인은 많은 부분,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정신장애자 본인의 의지, 가족 등 개인의 문제에 국한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치유해 나가

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정신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

률이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트라

우마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높은 편견의 벽을 깨야 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마음도 몸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함께 ‘G-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영문 이니셜 G와 

영단어 Mind를 합쳐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 정신건강연극제는 매년 4월 초, 정신건강의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으로 

경기도립극단과 경기도정신건강증진

센터가 개최해오고 있는 ‘G-마인드 정

신건강연극제’를 이끌어오고 계신데

요, 이 연극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경기도립극단이 매년 도민들에게 무

료로 선보이는 ‘G-마인드 정신건강

연극제’는 경기도가 오래 전부터 해오

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중의 하나예요. 

관객들은 작품을 즐기는 가운데 자연

스레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

고, 위로 받고 공감하게 되죠. 가족 중 

누군가가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가족의 삶은 다 같이 황폐해지는 경우

가 많은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보호

자들의 체감 강도는 아주 달라요. 어

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속상해만 하던 

보호자가 공연을 본 후 ‘아 그래서 그

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하며 다시금 가족의 상태

를 객관화해 바라봄으로써 점진적 치유가 시작된 

케이스를 종종 듣곤 하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

게 희망이 되고, 인식을 바꿔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

이 저희 연극제의 역할입니다.  

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한 해 한 작품씩 제작해서 매년 정신건강의 날(4월

4일) 첫 공연을 올린 후 31개 시군을 찾아 다니며 

순회공연을 해요. 매번 다른 환경에 무대를 지어야 

해서 스태프와 배우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아주 어

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단원들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헌

신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작품이 환자들

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매해 느끼고 있

기 때문에 단원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사명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들 해요.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

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당장의 결실이 

크지 않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회의 철

학과 의지를 접하며, 우리 사회에 타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배려가 남아있음을 확인한 것 같아요. 공연

을 계속해 나갈 힘도 나고요. 

정신건강이 주제인 만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여느 작품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전, 광역정신보건센터

의 정신과 의사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리허설을 진행

하며 언어 선택이나 표현 등에 필터링을 거쳐요.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이라고 바꿔 표현하는 등 

대사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하며 극을 다듬죠. 

2013년도 G-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 작품인 <외

톨이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연극제에 참여하면서 인간은 저마다 크고 

작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문제의 

출발점과 해법은 모두 소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어요. 때문에 작품의 주제는 보통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선정하죠. 2013년도 작

품인 ‘외톨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마음을 열고 소통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작되었어요. 전 연령층

을 고려한 음악극 형태에 리얼리티를 높이고자 청

소년들의 은어를 고스란히 사용했지요. 거칠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

히 적시한 덕분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고, 덕분에 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관람 후 자녀들을 보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학부모들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생각

의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대화의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 작품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립극단 단장 

고선웅 

interview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

은 편견을 없애고자 ‘G-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를 진행해오고 있

습니다. 2013년에는 10대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극 

<외톨이들>을 무대에 올려 청소년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G-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경기도립극단의 고선웅 단장님을 만나 

뜻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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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제주도 여행을 제공 및 청소년 대상의 

생명사랑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100명에게 안식

월과 휴가비를 지원해 그간의 희생정신과 노고

에 감사를 표했으며 각 기관에는 안식 기관 동

안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

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 차세대 주역들의 올바른 인성 교

육에 보탬이 되고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NPO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

한 NPO 실무자 역량강화 활동을 실시

했습니다. 

23. 사람,사랑 봉사단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의 각 부분에서 주역으로 활동

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한국대학사회봉

사협의회’와 함께 ‘대학생 봉사동아리(사람사랑 봉사단)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63개 대학 70개 팀을 후원하

였고, 봉사 키트 배포, 리더십 캠프, 멘토데이, 포럼 및 시상식 개최, 우

수 개인봉사자 해외봉사 활동 후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으로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양성과 차세

대 리더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복지

자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을 수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

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 간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수혜기관에는 우수 인적자원(대학생 봉사

자)을 지원받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 자아성찰

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대학생 봉사단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4.   사회복지사 위상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안식월 및 안식휴가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업무 강도로 고생하

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인 감사를 표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과 함께 안식월, 안식휴가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100명에게는 안식월과 휴가비를 지

원하였고, 각 기관에는 안식 기관 동안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달 간의 휴가 지원을 통해 심신이 지쳐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재충

전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로 인한 퇴직을 막고, 전문 인력

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복지

사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 및 업무 몰입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동료애 

등도 함께 키워주어,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항상 헌신

의 자세로 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소외계

층에도 좋은 영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부재단

25. 생명사랑나눔운동  26.  NPO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신부전 환자는 약 2만 7,000명에 이릅니다. 이토록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1회에 4~5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으

며 삶을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환우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

으며 때로 이러한 이유는 가정 파탄 등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만성신

부전 환자와 가족들의 소망은 돈 걱정 없이, 혈액투석 염려 없이 여행을 

하며 투병생활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신

부전 환우들에게 여행을 선물해 삶의 희망을 전하고, 나아가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도모하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재단법

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생명사랑나눔운동’을 실시했습니

다. 이 사업은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교육과 만성신부

전 환우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사랑교육에서는 194개 학교 11만 6,126명의 학생들에게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장기를 기증한 수많은 영웅들의 사례를 소개한 생명존중 

특강을 진행했으며, 8만 1,288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사랑선

서를 진행했습니다. 또 38회의 홍보대사 교육진행을 통해 일반인 장기

기증 홍보대사 ‘SoulMate’에 304명을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제

주 라파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장기기증 홍보를 진행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생명존중 사상이 전파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힐링캠프에서는 혈액투석 환우 및 가족 

116명이 제주도로 희망 나들이를 떠났으며, 혈액투석 등이 용이하도록 

승합차를 구매해 보다 편안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에

서 소외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우들에게 휴식과 위로, 나

아가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NPO 실무

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

업’을 실시했습니다. 기관 특성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NPO실무자의 니

즈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실무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NPO역량을 강화하고 NPO-기업과의 협력적, 상생적 네

트워킹 구축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50개 NPO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NPO기관 특성, 사업내용, 실무자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커리큘럼 개

발을 위한 NPO 실무자 교육 요구도를 조사했으며 그 밖에 전화 및 팩스

설문, 기관별, 직급별 NPO 실무자 그룹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대학교수, NPO실무자, 관련 교육전문가

가 한데 모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13년 2월부터 12월

까지 약 800명의 NPO/NGO 종사자(신입,경력) 및  NPO CEO,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 빈곤, 인권, 

여성, 환경, 국제개발 등 NPO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 습

득과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NPO의 역량강

화에 기여했으며,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NPO간 네트워킹, 정보교류를 

통한 NPO간의 상생 및 소통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NPO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NPO사업의 전문성 제고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NPO공동회의

기타 대국민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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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79,741
사회공헌 집행 총액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62,243,629
33.34%

글로벌 사회공헌

524,318
0.28%

학술·교육

7,737,027
4.14%

문화·예술·스포츠

9,536,153
5.1%

환경보호

637,289
0.34%

지역사회·공익

39,811,166
21.3%

서민금융

1,828,314
0.98%

휴면보험금 출연

62,509,766
33.49%

기타

1,852,079
0.99%

2013년 생명보험업계는 1,866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나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원과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학술・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문별로는 지역사회・공익부문 398억 원(21.3%), 문화・예술・스포츠부문 953억 원(5.1%), 

학술・교육 77억 원(4.1%) 등으로 지역사회 및 공익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622억 원(33.3%)을 출연하고, 

금융권 공동사회공헌  취지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625억 원(33.5%)을, 서민금융을 위한 

펀드에 18억 원(0.9%)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보험회사별

2013년 사회공헌활동소개

비가 그치면 영롱한 무지개가 떠오르듯 

어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 가꾸면 

아름드리 숲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나눔과 헌신은 

당장은 더디고 미약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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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황에 맞춘 진정한 봉사, 한화생명 봉사단   전국 153개 봉사팀으로 구성된 한화생명 봉사단은 지역 복지관과 1:1 매칭을 맺고 매월 1회 이상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전국적인 영업망으로 구성된 한화생명 봉사단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체계화된 

긴급구호 시스템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교육봉사단   한화생명은 업의 특성을 살려 임직원으로 구성된 경제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 중심의 참

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된 별도의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지방 분교의 아이들을 대상으

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둑 영재발굴과 후원, 세계 어린이 국수전   한화생명이 주최하고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어린이 국수전은 전국의 초등학생 및 세계 각국의 어린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둑대회입니다. 2001년을 시작으로 올해 14회째 진행해 오고 있으며 바둑 영재발굴과 후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세

계의 바둑 영재들을 위한 국제대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인식 바꾸기   한화생명은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조손가정, 기초수급대상자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환

경인식 바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서함양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본사 및 지역본부 총 8개 봉사단 임직원이 1:1로 매칭된 8개 복지관 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모든 생명이 존중 받는 건강한 세상’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명존중, 신뢰와 나눔의 진정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 및 FP의 자원봉사활동 공동체인 ‘한화생명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단 별로 적극적이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기본정신을 모든 

임직원들과 FP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통해 

사회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자  차남규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설립연도  1946년 • 임직원수 4,746명 

1.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국수전

2. 긴급구호활동

3. 임직원 경제교육 봉사단 

4. 한화예술더하기 봉사활동

5. 해피프렌즈 해외봉사활동

4

5

1

2

3

대표자  차남규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설립연도  1946년 • 임직원수  4,746명 

2013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기타

• 한화생명 봉사단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사명변경 1주년 기념 사회공헌 

캠페인, 2013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8기 운영, 2013년 농촌체험마을 

캠프 운영, 아산리 자매결연마을 힐링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한화생명 팝&클래식 여행 후원, 2013년 ‘11시 콘서트’ 협찬, 

2013년 교향악축제 후원 

• 청소년 진로체험캠프 운영, 임직원 경제교육 봉사단 운영

•  사할린동포・새터민 초청 위문공연 후원, 2013외국인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기금・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저소득층 아동지원 <문화예술교육> 사업후원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 2013 서울세계불꽃축제 후원

4,111,705

2,609,985

2,774,031

9,300

11,340,278

198,900

5,191,221

1,815,000

총 지원금액   28,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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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리더십 캠프

2. 임직원 봉사활동

3. 글로벌 사회공헌협약식

4. Make a Donation

1
3

42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그 중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내 기부 프로그램인 ‘Make a Donation(메이크 어 도네이션)’, 빈곤아동 질병 치료기금 

전달, 어린이들을 위한 리더십 캠프 개최, 전국에서 펼쳐지는 임직원과 어드바이저들의 

봉사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과 어드바이저 모두는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상부상조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온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내 기부 프로그램 ‘Make a Donation’   알리안츠생명은 사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프로그램인 ‘Make a Don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국내 유력 사회복지기관인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파트너십을 맺고 각각 방임 어린이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 인재양성, 빈곤아동 치

료비 지원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인 사내 봉사활동 기금 ‘러브펀드’를 포함해 총 4가지 기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임직원과 어드바이저들은 이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회사도 임직원 및 어드바이저들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모두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빈곤아동 질병 치료기금 전달   알리안츠생명은 1995년부터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기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습니다. 그간 이 기금의 도움

으로 국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지의 해외 어린이 400여 명이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치료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임직원 및 어드바이저들의 기부금과 회사의 기부금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어드바이저 봉사활동 전개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팀을 결성해 사랑의 집 짓기,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영업점에서도 어드바이저들이 중심이 되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나눔 및 김

장나눔 봉사활동을 매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리더십 캠프 개최   알리안츠생명은 1년에 두 번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200여 명을 회사 연수원으로 초청해 리더십을 길러주는 자리를 마련하

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는 지난 1992년 처음 시작,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어린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아름다운 리더십 캠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응급지원 서비스 무상 제공

알리안츠생명은 해외 낙후지역에서 구호 작업을 벌이는 굿네이버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의료 지원, 의료 기관 긴급 후송 및 본국 송환, 항공 및 숙소 예약, 

긴급 연락 대행, 법률 지원 등’ 현지 체류에 필요한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와 응급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명재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설립연도  1954년 • 임직원수  1,330명

2013 알리안츠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기타

• 사내 기부프로그램 ‘Make a donation’ 론칭 및 임직원 기부금・회사 매칭 

기부금 전달, 빈곤아동 치료기금 전달(세이브더칠드런), 알리안츠의 

아름다운 약속(차상위계층 어린이 지원), 임직원 및 설계사 봉사활동 전개, 

유럽 상공회의소 주관 봉사활동 후원 및 참여(경복궁 환경정리)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 한국 공연에 자사 후원 어린이 초청

•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아름다운 리더십 캠프 개최(차상위 

계층 어린이 대상)

• 굿네이버스에 해외응급지원서비스 기부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금액

241,984

5,172.6

90,349 

9,766.3

2,774,487.7

500 

총 지원금액   3,1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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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마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0~3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세살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3,617명의 

임산부 및 조부모에게  체계적인 양육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백일을 맞은 2,327가정을 방문하여 탄생축하선물과 육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람,사랑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육아문제 해결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와 아이가 함께 놀고, 공부하고, 또래를 만나게 하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는 2013년 1호점(관악구)을 시작으로 전국 총 10호점이 개소되었습니다. 

사람,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청소년 정서순화 프로그램인 ‘사람,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일탈 등 청소년 문제해결

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드럼클럽 전국 합동창단식(30개교/총160개), 지도교사워크숍, 멘토데이(진로탐색 프로그램, 183명), 캠

프(800명), 제2회 드럼페스티벌(전국 경연대회, 11팀 참가)을 실시했습니다. 

흰개미 탐지견 사업   2007년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흰개미 탐지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흰개미 피해지역 3,049개소 발견, 탐

지 성공률 100%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79개 문화재 유적지에서 1,758건의 흰개미 흔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국 맹그로브 식목활동    2005년 태국의 심각한 해일 피해 이후 지구환경과 지구촌 인명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펫차부리 갯벌에 4,500그루를 식목(임직원 102명 참가)하였으며, 2010년 시작 이래 총 22,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삼성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 사랑’ 나눔경영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활동,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나눔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와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컨설턴트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적 덕목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회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대표자  김창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빌딩 • 설립연도  1957년 • 임직원수   6,628명

1.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2. 흰개미 탐지견

3. 태국 맹그로브 식목활동 

4. 공동육아나눔터
4

2

1

3

2013 삼성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세살마을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소외계층 장애 청소년 지원, 

자매결연 농촌마을 봉사활동(전국 116개 마을), 임직원・FC 봉사팀 지속봉사활동

•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한 세로토닌 드럼클럽 사업, 비인기 종목 스포츠단 운영(레슬링・탁구), 

국가대표 장애인체육팀 지원 사업, 플라토 미술관 등 운영 지원, 청소년 미술대회 운영

• JA코리아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활동, 소년소녀가정 학습보조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활동 지원

•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흰개미 탐지견 운영, 임직원 그린봉사대 운영

•태국 망그로브 식목 봉사활동, 태국 보험계리 장학금 운영

• 질병・자살예방 사업,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청주의료원 지원 사업, 복지시설 지원 사업, 효행상 지원 사업, 

숲사랑 환경교실・가족캠프 지원 사업, 중국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 태국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베트남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사업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20,611,000

3,974,000

435,000

119,000

60,000

31,133,000

304,000

16,000,000

총 지원금액   72,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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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흥국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지진・홍수・태풍・폭설・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지원, 

복지시설・의료시설・NGO・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생명존중・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불우이웃・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결식아동・다문화가정・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기금・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84,368

218,376

293,750

4,344,915

흥국생명은 ‘숲과 함께 자라는 나무’ 라는 기업 이념 아래, 알차고 충실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고자 합니다. 흥국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고객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와 나누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의 불씨가 되어, 따뜻한 열정을 

갖고 사회공헌에 나서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흥국생명 임직원 50여 명은 2013년 11월 30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해 

연탄과 쌀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몇 안 되는 달동네 중 한 곳인 이곳에 연탄과 쌀을 배달하기 위해 흥국생명 임직원들은 직접 수레를 

끌고 지게를 지며 한 집 한 집, 따뜻한 정을 전달했습니다. 

여성소망센터 후원 기금 모금 활동   흥국생명은 2013년 12월 말,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1층 로비에 모금함을 마련해 포항에 위치한 임신여성들의 의탁처 ‘여

성소망센터’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기부자들에게는 나눔의 정을 상징하는 풍선을 선물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자  김주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 설립연도  1958년 • 임직원수  846명

1,2. 사랑의 연탄나눔

3,4. 여성소망센터 후원기금 모금

42

1

3

총 지원금액   4,9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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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보호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다솜이가족사랑캠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랑의띠잇기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교보다솜이봉사단 지원(자원봉사)

• 한국문학지원, 교보생명컵꿈나무체육대회, 메세나지원, 스포츠대회 지원

• 청소년자원봉사캠프, 교보-JA경제교육봉사단, 교보다솜이희망장학금,  

대학생 동북아대장정, 농업연구지원교육연구지원

• 교보다솜이숲해설봉사단, 환경교육지원 등

• 해외자원봉사, 희망나무 프로젝트(베트남 종묘지원), 해외기후난민 구호키트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재단/기금/지정법인]

• 새희망힐링펀드

•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액보험사업 등

3,415,511

2,422,100

4,131,709

361,500

124,290

16,250,448

349,254

13,308,376

교보생명은 인간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1958년 창립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펼쳐오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2년 12월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으며,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건강, 

재무,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사회공헌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교보생명은 취업이 어려운 실직 여성가장 1,3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환자 868,824명에게 유 ·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솜이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은 2013년 대통령 표창을 통

해 일자리 창출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 했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는 ‘지적장애인 동반 고용 모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이 간병봉사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솜이 가족사랑캠프   다솜이 가족사랑캠프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장일 뿐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1박 2일간 부부 강의, 

가족 레크리에이션, 가족 케이크 만들기, 새생명체험 등으로 이루어지는 캠프는 가족과 나를 되돌아보고 가족 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지혜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캠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45가족이 참가, 가족 간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한국 스포츠의 기틀 마련에 기여해온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1985년 시작돼 2013

년 29회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육상, 수영, 탁구, 유도, 테니스, 체조, 빙상 등 7개 기초 체육 종목의 종합대회로 개최되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재정이 어려운 학생

과 학교의 참여를 위해 선수단 체재비와 참가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만 여명의 초등학생 체육꿈나무가 이 대회에 참가, 그 동안 갈고 닦

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교보-Ja경제교육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임직원과 컨설턴트로 구성된 교

보-JA경제교육 봉사단을 발족해 경제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아 10,000여명과 초등학생 28,373명을 대상으로 아동 및 학년별 

수준에 따른 경제개념, 자원, 무역, 기업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구를 활용해 경제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무프로젝트   희망나무프로젝트는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코이카, 글로벌비전과 함께 2013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베트남 번째성 빈곤 

농가 1,200가구에 야자수, 자몽 등 개량 작물을 배포하여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종묘재배 교육을 통해 번째성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신창재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설립연도  1958년 • 임직원수  4,178명

1,2. 꿈나무 체육대회

3.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4. 경제교육 봉사단

5. 희망나무 프로젝트

4

5

2

1
3

총 지원금액   40,3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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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아비바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1사1촌 탄동마을 일손 돕기 및 농산물 공동구매, 굿윌스토어와 함께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 ‘생명 나눔・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탈북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한 임직원 제안마일리지 기부, 서울역 노숙인을 위한 추석맞이 송편 나눔 

및 급식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봉사활동,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PC/모니터 기부, 탈북 아동을 위한 연말 김장 나눔 행사, 네팔 희망학교 짓기 

프로젝트 후원, 제12회 전국 장애인 요리경연대회 후원

• 우리은행과 구로구가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 후원, 서대문 사회복지관 주관 

시니어열정 페스티벌 봉사

• 경남 거제시 창호초등학교 소년한국일보 구독 후원, 탈북 아동 목동야구장 

스포츠관람 행사 지원

• 제 4기 우리금융그룹 글로벌 자원봉사단 참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영국군) 

한국방문행사 지원

• 생명보험 공동사회공헌 재원 출연(재단・기금)

•우리미소금융재단 기부금 출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55,063

7,041

1,111

1,000

10,664

50,000

1,407,819

1. 서울역 노숙인을 위한 송편 나눔

2. 시니어 페스티벌 [열정]

3. 임직원 물품 기증 캠페인

4. 1사1촌 탄동마을 교류활동

5. [생명 나눔, 사랑의 헌혈] 캠페인

4

5

1

2

3

우리아비바생명은 지역사회·공익 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체인 ‘우리사랑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탄동마을

(충북 충주)과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나눔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아비바생명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역 노숙인을 위한 추석맞이 송편 나눔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추석을 맞아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찾아 무의탁 노인 

및 노숙자 대상의 송편 나눔과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정화와 더불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1사1촌 탄동마을 교류활동   우리아비바생명은 2009년 충북 충주시 탄동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 마을 체육대회 후원, 맥타가트 도

서관 도서 기증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과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반기별로 진행

되는 일손 돕기 활동에는 매번 30여 명 이상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일손이 절실하게 필요한 농번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니어 페스티벌 ‘열정’ 자원봉사   우리아비바생명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新노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주최된 2013 시니어

페스티벌 ‘열정’ 행사를 후원하고,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벨리댄스, 상상 밴드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공연 참

여자 및 복지관 이용자, 지역 주민, 독거노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우리아비바생명은 보험 본연의 가치인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FC를 비롯

한 100여 명의 임직원이 동참하여 모은 혈액과 헌혈증은 소아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자  김용복 • 주소  서울 본사_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부산 본사_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지 • 설립연도  1988년 • 임직원수  341명

총 지원금액   1,53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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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미래에셋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연말 연탄릴레이 나눔, 사랑의 헌혈・헌혈증 모으기, 

저소득 아동을 위한 희망듬뿍(Book) 지원, 아름다운 기증 캠페인,  

추석맞이 다과박스 제작・전달

•장학 기부금 지원(호국장학재단)

•해외아동 후원,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봉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417,850

 

5,310

20,350

348,342

280,683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출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봉사단 활동과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하는 매칭그랜트 기부운동 ‘사랑합니다’를 

중심으로 진심이 전해지는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연탄릴레이 나눔   미래에셋생명은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한 연탄릴레이 나눔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

여한 연탄나눔을 시작으로 릴레이 연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가정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돼지저금통도 3년째 진행했습니다.

it참사랑봉사단의 행복한경로당만들기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참사랑봉사단

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꽃과 같은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다과박스 전달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 추석,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영등포구 및 동작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550여 명

에게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제작한 다과박스를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 드렸습니다. 

대표자  최현만, 하만덕, 이상걸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설립연도  1988년 • 임직원수  1,366명

1,2. IT참사랑봉사단

3. 독거어르신 다과박스 전달

4,5. 연탄릴레이 나눔

1

4

2

3

5

총 지원금액   1,0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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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든든한 Pioneer보험사로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밝은 사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장애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든든한 희망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KDB생명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서울 및 각 지역본부별 

‘든든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와 나눔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증 장애아동센터 

한사랑마을 봉사와 조손가정을 위한 연탄나르기 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나누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kDB든든장학금   KDB생명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하기 위해 여름 및 겨울방학에 각종 문화체험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1년간 정기적으로 KDB든든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원 업사이클링, 굿윌캠페인   KDB생명은 일시적 자선이 아닌 일자리의 기회를 주고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굿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개 지점과 5,000여 명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로부터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장애인들의 재판매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건강보험 지원   KDB생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신생아 출산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45개 지역의 출산가정에 대해 질병 및 안전사고를 대비해 주는 미래형 지원사업입니다.

2013 KDB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저소득층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장애우: 한사랑마을 후원, (지역사회: 

서울 및 광주 사랑의 김장김치 후원) 

•청소년 뮤지컬 후원, 놀이동산 체험

• KDB경제캠프, 크리스마스캠프, KDB든든장학금 후원, 장학재단 후원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78,317

6,100

86,496

4,521,305 

대표자  조재홍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 설립연도  1973년 • 임직원수  874명

1. 남산원 크리스마스 봉사 

2. 크리스마스 캠프 

3, 4. 청소년경제캠프

3

4

1

2

총 지원금액   4,6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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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부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성인심장병 환자 수술지원(한국 심장재단과 연계, 

수술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 시행), ‘천사랑 방과후교실’ 지원사업 

(분교 ‘방과후교실’시설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결손아동 보호단체 지원(Special Day 행사지원, 정기방문 등) 

• 심장병예방을 위한 ‘천사랑마라톤’대회(어린이심장병 수술지원 및  

심장병 예방홍보), 심장병예방을 위한 ‘줄넘기대회’ 후원  

(어린이심장병 수술지원 및 심장병 예방홍보),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회 지원(우수선수 및 실업팀 지원을 통한 강원체육 발전 기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미소금융재단(휴먼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637,341

35,780

180,868

3,900

2,092,174

동부생명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천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보험사’가 되고자 언제나 

이웃과 사회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천사랑봉사단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장의 심장병수술 지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분교의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는 결손아동 지원 프로그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부생명은 고객을 위해 약속과 의무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과 환경,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사랑 분교 및 방과 후 교실 지원   동부생명은 교육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교 재학생들의 교육, 문화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방과 후 교실의 인테리어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강원도 홍천 향곡분교에 제1호 천사랑 방과후 교실을 오픈한 이후 2013년까지 총 8개의 방과 후 교실을 오픈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커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 지원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 대회   동부생명은 한국심장재단과 연계하여 매년 가을, 심장병예방 및 어린이수술지원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대회’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마라토너들과 함께 심장병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특히 동부생명 임직원과 참여

자들이 함께 하는 바자회 등을 통해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한 줄넘기 축제 후원   동부생명은 한국심장재단이 주최하는 ‘심장병 예방을 위한 줄넘기 축제’를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생 

및 가족들 천여 명이 참여하는 본 축제를 통해 심장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원금을 통해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성택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대치동)7층  • 설립연도  1989년 • 임직원수  516명

1. 천사랑 분교 지원

2. 천사랑 마라톤대회

3. 줄넘기 축제

4. 헌혈행사

1

4

3

2

총 지원금액   2,9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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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양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수호천사 봉사단 활동, 지역 복지시설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불이웃돕기성금 기부

•국제구호단체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휴면보험금 출연

266,896

986

1,749,754

3,319,177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정신에 기반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호천사’란 질병, 

죽음, 사고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며 고객을 보호하고 행복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동양생명은 이 브랜드 의미를 발전시켜 실천, 지원, 교육의

세 가지 주제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소외이웃을 사랑하고,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 곳곳의 아픔을 함께 나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호천사 봉사단   1999년 발족한 수호천사 봉사단은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2013년 재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수호천사봉사단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아동 보살피기, 고아원・양로원방문, 무의탁노인보살펴드리기, 노숙자를 위한 식사제공, 기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 재테크 환경마을캠프   동양생명은 200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비롯해 다양한 투자수단

을 직접 체험하는 경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재테크와 환경을 결합하여 국내 최초, 유일의 재테크 환경 캠프로 미래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구한서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 • 설립연도  1989년 • 임직원수  932명

1,3. 수호천사 봉사단

2,4. 환경마을캠프

1
3

42

총 지원금액   5,3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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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서민금융

•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영유아・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헌혈캠페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출연금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고 지원

•다문화 사회적기업 소액대출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

120,000

1,330

3,100

메트라이프생명은 2005년 설립된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독립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FSR(설계사), 가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공감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소명에 

부응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및 다문화 사회적기업 후원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장애아동, 청소년들

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다문화 인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교가 되기 위해 Micro-Credit 사업과 경영환경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및 은퇴를 위한 활동   메트라이프생명은 행복한 노후와 은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와 함께 베이비부머 및 예비어르신에 대한 2차 심포지움을 진행, 고령화가 가속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은퇴 

후 인생에서의 ‘Thought Leader’와 ‘Action Leader’로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고통 나눔 지원   메트라이프생명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벌어진 의류공장 붕괴사고

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처럼 사랑의 온기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해 지구촌 한 가족이 함께 행복을 가꿔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종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설립연도  1989년 • 임직원수  656명

1,2,3,4. 임직원, 설계사 자원봉사

5. 방글라데시 고통 나눔 지원
1

4

5

3

2

총 지원금액   1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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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푸르덴셜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운영, 사회공헌재단・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운영지원, 난치병어린이 돕기, Global・Korea Volunteer Day,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탈북 가정 아동 멘토링 , 푸르덴셜 어린이경제교실, 

푸르덴셜 장학금 지급, Pru CARES 자원봉사・유가족 자녀 해외봉사단 

운영, 라이프플래너 재능기부 프로그램 ‘나눔 아카데미’, 임직원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회공헌커미티), 기요사카구치 어워드

•지역문화재단후원

•경제관련 학술지원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1,925,000

10,000

30,000

261,580

푸르덴셜생명은 설립이념인 ‘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에 설립된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션이며,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개선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푸르덴셜생명은 중고생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

해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를 개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중고생들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푸르덴셜생명은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및 홍보, 수술비용 마련 등

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푸르조혈모나눔센터를 설립하여 헌혈증을 기부 받아 난치병 환우

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르케어즈 유가족 자녀 해외봉사단 운영   푸르덴셜생명은 고객의 유자녀 대학생들이 봉사와 나눔을 통해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연 1회 해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활동은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가 공개 세션을 통해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의료 대

신 기부를 유치하여 해외봉사단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표자  손병옥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 설립연도  1989년 • 임직원수  502명

1.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2. 글로벌 벌룬티어 데이

3. 푸르덴셜 어린이경제교실

4.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5. 조혈모세포 기증 희망등록 캠페인 

1

4

5

3

2

총 지원금액   2,22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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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한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치료비 후원(어린이보험 1% 매칭그랜트 어린이 치료비 후원, 임직원・설계사 

끝전모으기 소아암 어린이 후원), 생활 지원(크리스찬 보험 1% 어린이・청소년 후원, 

어린이, 독거어르신 등 생활물품 후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아동성학대 예방 

인형극, 실종유괴예방 체험존 제작,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사회적의인 

즉시연금 가입 후원(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의인 장기적 후원), 일사일촌 

자매결연(직거래장터 및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수해・폭설 피해 복구 후원

• 사회적기업 신라문화원 문화・복지사업 후원, 청소년 평화휴머니즘 영상공모제 후원

• 노년층 금융교육(해피실버금융교실・60세이상 어르신 대상 복지관 방문 교육 운영),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장학금 후원, 크리스찬보험 1%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후원

•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후원, 대학생 해외봉사단 베트남 파견 및 학교설립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재원 출연(재단, 기금, 지정법인 -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 그룹 미소금융재단 출연금・새힐링펀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미소금융중앙재단 휴면보험금 출연

1,191,585

30,000

30,594

253,561 

729,021

902,960

2,646,834

총 지원금액   5,784,555

신한생명은 고객과 사회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본연의 업(業)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존중, 상부상조라는 보험업 본질에 입각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고자 합니다. 

Big DreaM 봉사단   Big Dream 봉사단은 봉사단장부터 운영위원회까지 모두 설계사로만 구성된 생보업계 최초의 순수 설계사 봉사단체로, 2013년 9월 발

족되었습니다. 발대식 후 CEO 및 임직원 포함 200개 지점의 설계사들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강원,영남,호남,제주 등) 50개 노인

복지관에서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만들기, 무료 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원금 8,800만 원을 전달하

였으며, 월 1회 각 지역별 복지시설과 매칭한 정기 방문을 통해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한해피실버금융교실   신한생명은 보험업(業)을 통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써 60세 이상 노년층 대상 전국 240여 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금융경제교

육 기회를 제공하는 ‘신한해피실버금융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금융지식 및 실무경험과 뛰어난 강의능력을 갖춘 신한금융그룹 은퇴자 중 강사진을 선발

하여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신한생명은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과 ‘문화예술로 마음을 여는 학교폭력 치

유 공동 캠페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보험 판매 1건당 1,000원을 적립한 기부금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유령

친구> 순회공연을 후원했습니다.

Big DreaM 청년 해외 봉사단   신한생명은 NGO 코피온과 연계하여 당사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자녀 중 사회공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 40명을 선발

하여 베트남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Big Dream 청년 해외봉사단’은 베트남 초등학교 2곳에서 낙후된 외벽 벽화 그리기 및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지원 활동

을 전개했습니다. 

1. BIG DREM 해외 봉사단

2. 신한해피실버금융교실

3. BIG DREaM 봉사단 발족

4. 일손돕기 봉사

1

2 3

4

대표자  이성락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광교빌딩  • 설립연도  1990년 • 임직원수  1,4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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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CA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기타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터 봄맞이 대청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캠페인 및 무더위 용품 전달, 지역 소외 아동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 지역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승진자 봉사활동 과정), 경로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과 가을운동회 개최, 은평구 내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김장 및 겨울나기 용품지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연말송년회 개최

• 쉐브닝 장학금(영국대사관과 함께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일년 동안 영국 석사과정을 위한 유학자금을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기금・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금융소비자 연맹 활동 후원 기부

48,700

12,000

83,129

500

PCA생명은 ‘가장 신뢰받는 은퇴설계전문가’라는 비전 아래, 사회공헌사업에서도 시니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헬프에이지와 저소득 노인 

자치공동체인 ‘노인참여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니어의 나눔 활동을 적극 후원하는 등 노인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영국 PCA그룹 본사에서 전 

세계 그룹 사업장과 함께 시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체어맨스 챌린지(The Chairman’s 

Challenge)’를 한국에서도 시행하여 나눔의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참여 나눔터 후원 및 시니어 지원 활동   PCA생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2010년부

터 노인공동체 지역개발사업 후원 기관인 한국 헬프에이지와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노인 참여 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

다. 2013년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PCA생명 임직원들이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을 드리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가을에는 ‘실버운동

회’를, 연말에는 송년회를 준비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계절을 두루두루 알뜰하게 살피고 보듬었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활동   PCA생명은 2013년 4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자립할 때까지 생활하는 ‘서울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축

구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직원 봉사단과 아동들은 축구경기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며 건강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PCA생명은 은

평구청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및 겨울나기 용품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리더 양성 위한 시브닝 장학금 후원   PCA생명은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영국 외무성이 주체하는 장학사업인 시브닝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

다. 본 장학금은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PCA의 후원금은 일년간 영국 석사과정을 위한 학

비 및 생활비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영진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피씨에이라이프타워 • 설립연도  2002년 • 임직원수  382명

1. 어버이날 맞이 캠페인

2. SOS어린이마을 방문

3. 무더위 극복 프로젝트

4. 실버운동회

5. 은평구청 저소득층 겨울나기 

1

4 5

3

2

총 지원금액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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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이스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글로벌 사회공헌

• 아동보육시설 소속 농구단 ‘드림팀’ 후원(사랑의 열매로 ‘드림팀’ 지정기탁),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리모델링 비용 지원, 도서관외벽 채색 

봉사활동, ‘작은 도서관’연계 컴퓨터지원 Facebook 이벤트),  

Regional day of service(사랑의 김장담기 지원), 성가정 입양원 시설복구

•세계 예술 치유축제 후원

•필리핀 태풍(하이옌) 구호성금 모금

95,423

1,180

2,895

에이스생명은 사회봉사 이념 및 정신을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대 사회공헌 실천항목을 만들어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에이스생명은 사회공헌을 연간 경영ㆍ인사정책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의 날(ACE’s CSR Day)을 제정해 실천하고,

생명보험 업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정하며,

그룹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현지법인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생명은 주변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 우리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한다는 믿음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소속 농구단 ‘드림팀’ 후원   에이스생명은 서울 시내 보육시설 학생들로 구성된 농구단 ‘드림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

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쳐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로 ‘드림팀’을 지원해 왔으며, 이 금액은 ‘드림팀’의 상시 연습 및 전지훈련 지원과 유니폼 및 농구용품 

마련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에이스생명의 ‘드림팀’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아동들의 농구 특기생 발굴에 일조하며,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사례

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에이스생명은 2013년, 수원시 무봉사회복지관을 ‘작은 도서관’ 1호점으로 선정,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후건물

을 리모델링하는 비용 지원은 물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건물외벽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그림들로 꾸며 건물을 탈바꿈시키고, FC들의 동참으로 기증도

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 월동준비 지원   에이스생명은 2013년 대한적십자사의 중재로 에이스손보와 연합하여 독거노인 가구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

달하는 월동준비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에이스생명 및 에이스손보 임직원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 노원지회에 모여 직접 김

장김치를 담그고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대표자  이영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11-12층 • 설립연도  2011년 • 임직원수  259명

1,2. 드림팀 후원

3. 작은 도서관 리모델링

4. 저소득가정 월동준비

2

1

3

4

총 지원금액   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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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G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오렌지데이 캠페인,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 임직원 급여 끝전 기부 캠페인, 

저소득층 어린이 스포츠・문화체험 초청, 겨울철 난방비 후원

• 저소득층 축구 꿈나무 후원, 자선축구대회 후원

•어린이경제교실 개최,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토탈네트워크 참여

•나무심기 활동, 재생연필 사용을 독려하는 환경캠페인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구호 활동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518,128

145,000

77,539

136,200

11,160

4,397,679

ING생명은 어린이 교육 여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ING Chances for Children’, 

환경개선을 위한 ‘ING Goes Green’ 이라는 두 가지 테마 아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임직원 및 재무컨설턴트(FC)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후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의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축구 꿈나무 후원 캠페인   ING생명은 제2의 홍명보를 꿈꾸는 5명의 축구 꿈나무들에게 3만 681개의 온라인 응원 메시지를 통해 조성된 총 1억 1,000만 원

의 꿈나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ing생명 어린이경제교실   ING생명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경제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

모와 자녀가 함께 연극놀이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을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무심기 활동   ING생명은 매년 식목주간에 환경을 생각하는 나무심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고객가족을 초청하여 상암 노을공원에 5,800

그루의 나무를 심어 ‘ING생명 어린이 숲 3호’를 조성했습니다. 

대표자  정문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아이엔지센터) • 설립연도  1987년 • 임직원수  1,020여 명 

1. 나무심기 활동

2, 5. 어린이경제교실

3. 결식아동을 위한 푸드 박스 만들기

4. 어린이 문화체험

1

2

3

5

4

총 지원금액   5,2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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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나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행복나눔Mini 마라톤 기부금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지원, 모두하나데이 

김장나눔, 다시서기센터 겨울 내의 지원, 조손가정 방문 및 생필품 지원 외

•대한롤러경기연맹 후원, 한마음걷기축제 후원, 국립박물관 문화사업 후원

•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협찬, 티치포코리아 후원, 세계계량경제학회 

후원, 지속가능 기업윤리 연구센터 후원 

•그린크로스코리아 후원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모자뜨기 외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0,500

6,218

1,338

1,089

2,824

629,424

하나생명은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자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이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그 중심에 

사회공헌 활동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7년 회사 내 자원봉사단체인 ‘더하기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주축으로 사회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복나눔 마라톤   하나생명은 2013년 4월, 무배당 건강한종신보험(1.1) 출시를 기념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행사 ‘행복 

나눔 Mini 마라톤’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거리만큼 하나생명이 금액으로 환산해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털모자 만들기   하나생명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털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모자 뜨기 강좌를 개설하고, 완성된 털모자는 심한 일교차로 소중한 목숨을 잃곤 하는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을 위해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 칠

드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바자회 등 지역 소외계층 온정 나눔 활동   하나생명은 사내 봉사 동호회 ‘더하기 하나’를 중심으로, 다시서기센터에서의 노숙인 무료배식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조손가정 방문 및 생필품 지원, 나눔바자회 개최를 통한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한국 실명예방재단의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인환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하나생명 • 설립연도  1991년 • 임직원수  148명

1. 사랑의 털모자 뜨기 캠페인

2. 조손가정 방문 지원

3. 행복 나눔 MINI 마라톤

4,5. 나눔 바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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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액   6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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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은 고객의 건강(Health)과 웰빙(Well-being) 그리고 제정적 안정(Sense of 

security)을 돕는다는 미션 아래 믿음과 혁신의 보험·헬스 서비스 선두기업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 아래 시니어들의 

활발한 삶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회공헌문화 확산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라이나생명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총 4,145명의 환자가 무료 치과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   글로벌 생명보험 그룹 Cigna는 각 국가별 사회기여활동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매년 Habitat for Humanity의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igna의 한국 법인인 라이나생명은 2013년 1월, 10명의 봉사자가 태국 라용(Rayong)지역에 방문하여 네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

자리를 선사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라이나생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사랑잇는전화 봉사를 시행하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행복한 나눔 걷기 캠

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자  Hong Benjamin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 설립연도  1987년 • 임직원수  725명

1, 3. 찾아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소

2.행복한 나눔 걷기 캠페인

4. HaBITaT FOR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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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라이나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독거노인 지원사업(사랑 잇는 전화 봉사, 어버이날 손 편지 & 카네이션 

전달, 어르신 세상나들이, 사랑의식품Kit 나눔행사, 크리스마스 

내복 지원, 어르신 도시락 배달봉사, 행복한 나눔 걷기 캠페인), 

다문화가정 무료 치과진료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 야간보호사업, 

서울시니어페스티벌 후원 및 봉사,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중고PC 

기부, 시니어 일자리 지원(치매 예방 학습도구 개발 및 시니어 학습교사 

지원, 금융사기방지 시니어 강사 보수교육, Art & Talk 시니어 교사 지원, 

청소년 ‘꿈 만들기’ 시니어 멘토 지원), 시그나사회공헌재단 기부

• USO 42nd Six Star Salute Gala 후원, Avec Concert 후원 전개, 

UN참전용사기념 음악회 후원, ISR Index(개인의 사회책임지수) 확산 캠페인

• 좋은부모되기운동 후원, Homeless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인도네시아 홍수 피해 구호금, 해비타트 태국 자원봉사 및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사업(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문화) 

• 휴면예금관리재단

3,575,362

13,500

 10,550  

3,356

124,375

 945,461

총 지원금액   4,6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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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IA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 AMCHAM  기부행사 참여, 저소득 여성암 환우 수술치료비 지원, 저소득 

여성암  환우 힐링여행 프로그램, 저소득 여성을 위한 무료 여성암 

검진 프로그램, 양천구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 만들기 및 겨울나기 물품 

전달 자원봉사 행사,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꿈나누기기금 전달, 

루프스환자 돕기 성금 참여, 사랑의 쿠키 만들기 자원봉사 행사 및 남산원 

소방설비 공사 후원

•힐링펀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303,585

5,000

여성암 환우 지원   AIA생명은 2013년부터 여성암 극복 및 저소득층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이대목동병원과 손잡고 유방암 등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우의 치료비 지원금 2억 3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꿈나누기기금   AIA생명은 임직원 및 설계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기금에 회사의 매칭펀드를 더한  ‘꿈나누기기금(Share Your Dream Fund)’을 매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장거리 치료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운영, 학습지도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후원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AIA 그룹은 ‘Healthy Living’을 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로 

추구해오고 있으며 교육, 건강, 환경을 3대 중점 지원 분야로 삼고 저소득 

유소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영양지원사업 및 환경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A생명 한국지점 또한 그룹과 발맞춰 ‘Healthy Living’을 모토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와 

장애우, 환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AIA생명은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다니엘 코스텔로 •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 설립연도  1987년 • 임직원수  690명

1,3. 이대목동병원 나눔 행사

2. 여성암 환우 지원금 전달

4. 꿈나누기기금

1

2 3

4

총 지원금액   3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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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밥퍼이벤트, 시각강애인 초청 클래식 공연 감상, 소외아동 정서지원 

자선바자회, 소외아동 대상 미술관 견학

• 국제현대무용제(모다페) 후원, 무용 전공 학생을 위한 원포인트 무용레슨,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주최(어린이를 위한 무료 테니스 교실, 테니스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전달) 

• 소외아동 경제 교육, ‘드림하이,’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 소외아동 숲탐방 프로그램, 설악산 정화 봉사

•금융피해자 자금 지원(새희망힐링펀드)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5,200

49,700

5,000

12,000

11,200

388,630

1. 그린에코데이 바자회

2,5. 어린이 그린리더 양성

3. 드림하이 진로 멘토링

4. 소외아동 대상 미술관 견학

1

2

3

4

5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모그룹인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 BNP파리바의 4가지 

사회공헌 활동지침(윤리적 경영 실천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책임 있고 평등한 인재상 

추구, 차별 방지 및 교육과 문화 장려, 기후 변화 방지)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을 사회공헌 원년으로 삼고, ‘소외아동 

정서지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행복한 나눔의 

숲’, ‘드림 하이’ 등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유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며 

소외 아동들의 정서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대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테니스 대회를 주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문화·예술과 스포츠 부문으로까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에코데이 자선바자회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BNP파리바은행,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아름다운가게 서울역점에서 ‘BNP

파리바 그린 에코 데이’ 일일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식목일 주간을 맞아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중고품 재활용과 땅에 꽂으면 새싹이 자라나는 씨드스틱

(Seed Stick)을 참가자들에게 증정하여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드림하이 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아동복지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경제교육을 제공해, 아동들이 시설에서 독립해 나왔

을 때 필요한 경제적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드림하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과 

함께 진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사)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나눔의 숲’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그린리더 양

성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숲과 텃밭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생태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제10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5,000여 개 초

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했습니다.  

대표자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 주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3층, 4층(남대문로5가)• 설립연도  2002년 • 임직원수  163명

총 지원금액   4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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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현대라이프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 서울지적장애인 복지관 행사 지원(년 10회 임직원봉사활동 지원 및 후원금 기부) 

    - 2월: 명절 떡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 3월: 문화어울림(영화관람, 케익만들기)

    - 4월: 봄 나들이(서울대공원)

    - 5월: 가족운동회

    - 6월: 시원한 여름나기(안양유원지)

    - 8월: 상상체험 연극

    - 9월: 전통놀이 체험

    - 10월: 가을나들이(하늘공원, 남산공원, 청계산) 

    - 11월: 더 큰 나눔 바자회

    - 12월: 한마음 송년회

• 매칭그랜트 기부금 기부(한국혈액암협회 외 10개 기부처 후원) 

33,884

현대라이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이자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금융가족의 

한 회사로서 지난 2012년 5월 1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출범 이후 현대라이프는 

고객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라이프의 

사회공헌활동도 이와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섬기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대라이프는 고객사랑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현대라이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1:1로 매칭(Matching)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공헌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 경영활동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 받고, 

더 행복해지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대라이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후원   현대라이프는 2006년부터 꾸준히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고궁체험, 미술관 및 전시관 관람, 

영화관람, 가을운동회, 송년모임지원 등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봉사단 매월 정기 봉사 활동   현대라이프는 전 임직원이 ‘현대라이프봉사단’에 소속되어 매월 사회 곳곳을 찾아 다양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실천

해오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봉사단은 향후에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대표자  최진환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설립연도  2003년 • 임직원수  660명

1,2,3,4. 

서울시립지적 

장애인복지관 후원

1

2

3

4

총 지원금액   3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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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B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 어르신 팔구순잔치 후원 및 봉사활동,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행사 

후원 및 봉사활동, 용산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중증장애인 시설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환경미화 봉사활동, 서울역 주변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활동, 

사랑의 헌혈행사, 사랑의 김장나눔(KB금융그룹공동), 사랑의 연탄나눔 

(KB금융그룹공동), 꿈나무마을 사랑만들기(KB금융그룹공동), 

어르신 시원한 여름나기(KB금융그룹공동), 어르신 겨울 생활용품 

지원사업(KB금융그룹공동), KB금융공익재단 출연(KB금융그룹공동)

•서울노인영화제 사업 후원(KB금융그룹공동) 

• KB금융공익재단 출연(KB금융그룹공동), 

KB청소년음악대학(KB금융그룹공동), KB스타경제・금융교육 

• 식목주간 나무심기, 서울숲공원 가꾸기, 한강주변 정화활동,  

북한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탄소중립의숲 조성(KB금융그룹공동) 

• 필리핀 태풍피해 성금 전달(KB금융그룹공동),  

지구촌 사랑나눔(KB금융그룹공동) 

•금연&다이어트 프로젝트 관련 기부금 전달, 임직원 개별 봉사활동

469,100

2,000

14,000

7,500

11,000

2,500

KB생명의 임직원은 모두 사내 ‘사랑 나누미’ 봉사단 소속으로 남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 매월 1~2회 정기활동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사 봉사활동 및 본부단위 소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일회적으로 펼치는 활동이 아닌, 전 

임직원의 습관과도 같은 봉사활동, 진심이 담긴 생활 속 실천, 이것이 바로 

KB생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철학입니다.  

지역 어르신 팔구순 잔치 및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KB생명은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과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어르신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어르신 팔구순 잔치, 실버 스포츠페스티벌 등 매년 노인 대상 행사를 후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2013년 용산구 어

르신 팔구순 잔치”행사를, 2013년 10월에는 “용산구 실버 스포츠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식목주간 나무심기 행사   KB생명은 다음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식목일 주간에 (사)생명의숲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임직원 가족들도 동참한 가운데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세계 평화의숲에서 해송 1,00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이 

밖에도 KB생명은 서울숲공원 가꾸기, 탄소중립의숲 조성 등 녹색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진홍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3층 • 설립연도  2004년 • 임직원수  297명

1. 서울숲공원 가꾸기

2. 식목주간 나무심기 

3. 실버 스포츠 페스티벌 후원

4. 서울역 노숙인 배식

5. 용산 노인복지관 배식

1

2

3

4

5

총 지원금액   5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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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NH농협생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 농촌의료지원 사업(농촌순회진료), 농촌일손돕기, 노인종합복지관 

식료품・건강기능식품・방한용품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배식 봉사 실시, 행복한 김장나눔, U-119 안전ID사업 

후원, 장기기증운동본부 의료시설 봉사활동, 사랑의 빵 만들기(서울 

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달), 울릉경비대 및 독도 주민 위문품 전달

•영어도서관 운영기금 지원

•다문화가정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지원

1,550,108

20,000

10,000

NH농협생명은 2013년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사랑 실천과 국민건강 증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 농업인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활동의 지향점으로 삼고 농촌,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인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 실현을 목표로,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착한 보험사’ 나아가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NH농협생명은 

2013년 10월, 나동민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농촌 의료 지원사업   NH농협생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농촌의료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2007

년부터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NH농협생명은 본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총 15회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해 농촌 인구 1만 8,560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배식봉사, 물품 지원   NH농협생명은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 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년층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NH농협생명의 전문 강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이호

영 부사장 및 임직원과 FC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중식 배식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지원   NH농협생명은 서울 서대문구 다문화가정센터, 농업박물관과 협조하여 ‘NH농협생명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을 개최했습

니다.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자채방아마을에서 대한민국 농촌의 삶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관할지역 유적지, 관

광지, 거리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자  나동민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 설립연도  2012년 • 임직원수  902명

1. 노인종합복지관 배식

2. 농촌순회진료

3. 환경정화활동

4. 다문화가정 농촌체험 

5.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1

2

3

총 지원금액   1,580,108

5

4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112  

20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차보고서

113  

2013 IBK연금보험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천 원)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 독거어르신 생활편의 지원(방한용품 지원), 1사1촌 장학금 후원(태백 

구문소마을), 1사1촌 일손돕기(태백 구문소마을), 1사1촌 마을회관 

TV기증,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 제기동 프란치스꼬회 무료급식 봉사,  

KBS 사랑의열매 후원

• 한국교통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사노인복지관 한글교실 후원

•(재)행복세상 다문화가정 어린이 후원

• 행복나눔N캠페인 기부, 국군재정관리단 발전기금 후원, 대한한의사협회 

발전기금 후원

24,556

12,000

2,500

33,579

IBK연금보험은 국내 최초 연금 전문 보험사로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사회적 소명 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BK연금보험은 CEO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 

즉 생활형 테마봉사 참여를 통해 나눔, 봉사, 공헌의 가치가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한글교실 후원   IBK연금보험은 2013년 12월 2일, 서울 은평구 신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 ‘노인 한글교실’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빔프로젝트, 오디오 등 교육 기자재를 후원했습니다.  

태백 구문소마을 1사1촌 후원   IBK연금보험은 태백 구문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회관 TV 기증, 장학금 지원, 마을 문화시설 

체험 등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IBK연금보험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2013년 11월 26일, 서울 상계동 일대에 독거노인과 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한 분

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 5,000장을 전달하는 등 추운 겨울날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대표자  조희철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8,19층 • 설립연도  2010년 • 임직원수  122명

1. 사랑의 연탄나눔

2. 노인복지관 한글교실 후원

3. 독거어르신과 노래자랑

4. 태백 구문소마을 후원

5. 무료급식 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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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액   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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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정성이,

한 해 한 해 쌓여가는 마음이,  

메마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희망의 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강이 

되기를 소망합니다

 

더 너른 품을 갖추기 위해

더 진실된 뜻을 모으기 위해

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노력하고 

성찰하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에

관심과 조언으로 힘이 되어주십시오

참된 사회의 벗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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