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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산업은 우리의 전통 가치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친 ‘생애보장 정신’을 지향합니다.

생명에 사랑을 더해온 10년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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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도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아니 실

은 최근 들어 가장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초유의 정치적 혼돈 속에서 경제·사회적 불확

실성도 함께 높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가계  

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루가 다르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이 속에서 개인은 개인 

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자신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명

확해 보입니다. 상호부조와 나눔의 가치를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앞만 보고 뛰는 레이스에서 옆을  

살피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고  

일으켜 함께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보험산업의 본질

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한 지 2017년 12월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

로 사회의 소외계층을 찾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시간

이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그 배경

에는 많은 분의 땀과 노력, 희생, 사랑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으로 지원해주신 협약사, 활동가, 복지단체 및 공익법인, 자원봉

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의 활동을 모아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각 영역에서 열정을 다해 활동했던 기

록들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더 큰  

아픔을 예방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상처와 어둠이 깊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림픽이 가져다  

준 눈물과 환희, 감동의 스토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

다. 이번 올림픽이 낳은 수많은 영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히,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이뤄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비인기 종목이라는 무관심, 크고 작은 부상들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더욱 값진 메달이었습니다. 

어쩌면 올림픽은 우리 삶의 집약본 같아 더 큰 울림을 주는지도 모르겠

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 뒤에 오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트는 법

이니까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위태로운 그 길을 걷고 있는 분

들 곁에서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힘겨워하

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

고 싶습니다. 

2007년 12월, 생명보험산업의 기본정신인 생명존중, 상부상조를 실천

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원회는 작년 2017년 12월로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얼굴인 CI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

에 별도로 사용되고 있던 위원회의 새싹 CI와 재단의 하트 CI를 통합, 

따뜻한 마음의 하트에서 희망의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재탄생 하

였습니다. 또한, 기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슬로건이었던 ‘생명 

에 생명을 더하다’를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유지하되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조금 더 따뜻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017년 한해도 많은 분의 도움과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

었습니다. 긴 세월 변함없이 지원해주시는 소중한 물적·인적 자원을 

일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며, 생명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신 용 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이 경 룡

더 큰 아픔을  
예방하며  
함께 갑니다

고난을 기회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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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확산분야학술교육분야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복지 사업을 발굴, 실시하고자 매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공익적인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올바른 금융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미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4대 목적사업을 펼칩니다.

2007년,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매년 생명보험회사들이 

힘을 모아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기본 정신인 

‘상부상조’와 ‘생명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7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4.3% 38.4%37.3%

총 집행금액(2017)  

82.9억 원

총 집행금액(2017)  

127.2억 원

52.6억 원 74.6억 원

총 집행금액(2017)  

130.7억 원

340.8억 원

총 집행금액(2017)  

따스
한 

손길
로

생명
의 

소중함
을 

전합니다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9.1억 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보험범죄의 피해를 막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범죄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

-  보험범죄예방 언론홍보 추진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9.9억 원

대학 및 각종 학술단체의 

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유도합니다.

-  대학 보험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보험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지원 

인재양성 장학사업

9.1억 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보험학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칩니다.

-  국내 대학(원) 장학사업

-  국내외 박사과정 장학사업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31억 원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 올바른 의료 이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  공익캠페인 광고

-  건강관리 콘텐츠 제작

-  지역방송, 대학병원 연계 

건강강좌 실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20.7억 원

금융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 체험관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IT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  체험·진로학습

-  금융보험교육사업 홍보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부산) 

설립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34.5억 원

전국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의 방향과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행복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12.9억 원

금융보험교육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금융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합니다.

-  금융보험 학교 방문교육

-  금융보험 뮤지컬 순회공연

-  금융보험 가족캠프

-  금융보험 문화체험 행사

-  금융보험교육 관련  

외부기관 협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34.4억 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가꿀 수 있도록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가꾸도록 지원합니다.

-  농약보관함 보급 

-  SOS생명의 전화 운영 

-  자살위험군 지원

-  청소년 자살예방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13.4억 원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치매예방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세대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생명숲기억키움학교 운영

-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20.4억 원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부터 아이의 

양육까지 지원하고, 아이가 

건강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보육지원

-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

-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63.5억 원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사회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 지원

- 글로벌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지역 사회 복지시설 지원

- 기타 지원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31.2억 원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살 

피고 지원합니다.  

다양한 교육, 인성 프로그램 

으로 성장시킵니다.

- 환아 지원

- 저소득· 결손아동 지원

- 교육· 인성함양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36억 원

질병예방 교육,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복지종사자의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 국민생활증진 지원

-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 기타

생명존중 지원사업

14.7억 원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생명 존중의 

의미를 지켜갑니다.

-  희귀질환센터 운영

-  희귀질환자 지원

-  생명존중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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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장과 업계 대표를 비롯, 모두 9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인사 중 1인과 협회

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도록 했습니다. 

총 집행금액 340.8

재단    82.9
기금   127.2
지정법인   130.7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새로운CI는 기존 위원회의 새싹CI와 재단의 하트CI를 통합하여,  

따뜻한 마음의 하트에서 희망의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새로운 CI로 탄생 하였습니다.

새싹의 세개의 잎은 생명존중, 상부상조, 생애보장 생명보험사회공헌의 3대 가치와 재단, 기금,  

지정법인 3개 운영기관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위원회와 3개 운영기관인 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기금, 지정법인이 새로운  

통합CI와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산하에 3개의 운영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07년,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매년 생명보험회사들이 힘을 모아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기본 정신인 ‘상부상조’와 ‘생명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구성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집행현황 위원회 CI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운영기관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공익

법인을 파트너로 선정,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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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매해 60 ~ 80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보험의 기본 정신인 생명존중과 

생애보장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4대 목적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통해 

생명의 가치 확산에 힘쓰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2008년 3월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기금의 주요 활동은 

금융보험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학술교육 분야, 

노후준비, 국민 건강증진 등의 문화를 

확산하는 공익확산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경룡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위원 김성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지원사업 34.4

생명존중 지원사업 14.7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20.4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13.4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12.9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20.7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9.9

인재양성 장학사업 9.1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34.5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31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9.1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63.5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31.2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36

*순수 사업비 기준 (일반 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제외)  단위: 억 원  

심볼마크

슬로건

시그니처 조합

생
명

보
험

사
회

공
헌

재
단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생
명

보
험

사
회

공
헌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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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살만한 세상, 좀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8  2017하이라이트    |    20  자살예방 지원사업    |    22   생명존중 지원사업    |    24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    26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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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생명 존중의 의미를 지켜갑니다. 
14.7억원

자살예방 지원사업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가꿀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

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가꾸도록 지원합니다. 

34.4억원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부터 아이의 양육까

지 지원하고, 아이가 건강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합니다. 

20.4억원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치매예방 뿐 아니

라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전 세대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13.4억원

Review &  Highlights

82.9억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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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보관함 보급   농약 음독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 농약보관함을 보급하

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음독 자살감소를 위

해 노력합니다.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원사업 

- 농약보관함 및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보급 

- 농약보관함 사용현황 및 상태 모니터링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명지킴이 모니터링 

- 지역주민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생명사랑포스터, 현수막 등 인식개선 지원

SOS생명의 전화 운영   자살다발지역인 교량에 긴급 호출과 상담에 필요한 ‘SOS 

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협력을 통해  

투신자살 감소에 기여합니다. 

 SOS생명의 전화 운영 

- 20개 교량, 75대 전화 

- 24시간 전문상담 

자살위험군 지원   자살위험군 지원사업은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의료비

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합니다. 아울

러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3배에 이르는 자살유가족 

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합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 

- 치료비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사후 관리 서비스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자살(자해)시도자와 정신

과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외상 및 심리 치

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살 위험을 낮춥니다. 

 청소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   교육부와 연계하여 자살고위험 청소년 발굴,  

신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47개 시·군  

6,674개 

협약병원

42개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496명 

유가족 심리 치료비 지원

120명 

자살시도 및 자해학생 의료비 지원 

754명 

전화 상담 서비스

901건 

자살시도자 구조 

233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

고 있습니다. 대상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사업

으로 누구나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캠패인 ‘다 들어줄 개’  
	 	청소년 맞춤형 영상과 웹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입니다. 

	 * ‘다 들어줄 개’ 웹페이지(http://lifedo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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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센터 운영사업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을 높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적 대응역량을 강화합

니다. 

 호흡재활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  호흡재활 전용병실 운영

-  재가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우 및  

보호자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환자 대학 입학·졸업 축하 행사 및 심포지움 개최

 희귀질환통합케어센터: 전남대학교병원

-  질환별 통합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가족캠프  

 뮤코다당증센터: 삼성서울병원 

-  희귀질환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 

-  효소주사치료 전문 공간 운영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줍니다. 

 의료비 지원 

-  입원비(수술비 및 치료비)

-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

-  희귀의약품 

(식약청등록 의약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희귀난치성질환 인식개선 활동

-  2017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분들을 격려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생명존중대상 시상 및 지원

-  현직공무원 : 경찰관, 소방관, 해양 경찰관

- 일반인

희귀질환 종류 수 

 6,000여개 

국가 의료비지원가능질환 종류 수

 142종 

우리나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수 

100만 여명 

희귀질환센터 운영  

3,320명 

협약병원

81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445명

희귀질환센터 운영

희귀질환자 지원

생명존중대상 시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반짝이는 세상의 별이 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생명존중대상 시상사업을 통해 우리 사

회의 인간존중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생명존중 지원사업 

생명존중대상 

32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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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향

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강한 보육문화를 

정립합니다.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산모돌봄센터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

-   산후우울증 치료 및 프로그램 지원

 생명숲돌봄센터 운영 

-  농산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보육공간 리모델링 지원

-  부모의 취업 형태에 따라 요일별·시간별 보육서비스 제공

  고위험임산부에게 산전·후 건강관리 상담, 보육정보,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  검사비 

-  입원비 

-  분만비 

평균 연도별 합계 출산율(‘17년)  

1.05명

생명의숲어린이집 운영 

6개소 

72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개소 

생명숲산모돌봄센터 운영(12월)    

1개소 

20명  

928명   

생명숲돌봄센터 운영    

10개소 

212명  

보육지원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

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육사업과 보육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

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주역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

록 더 발 빠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약속합니다.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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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낮춥니다.

 주요 프로그램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  경증 치매노인 인지기능 강화 및  

일상생활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부양가족 스트레스 해소 및 치매관련 교육 지원

  만성질환의 위험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

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만성질환 고위험노인 위한 공간 리모델링 

- 건강지표측정 및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활동 지원

생명숲기억키움학교 운영 지원 전국 

23개소

 346명  

인지재활 전산시스템 도입 

12개소 

우리나라 노인 만성질환 

95.3% 

100세 힐링센터 운영 지원 서울시

2개소 

105명  

생명숲기억키움학교 운영

100세 힐링센터 운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

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경증치매노인의 증상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실버세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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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30  2017하이라이트

 32  학술교육분야 ‐ 33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  36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  38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  39  인재양성 장학사업

 40  공익확산분야 ‐ 41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  42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  43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공익적 가치와  

보험 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융보험교육 사업을 통한 청소년들의 금융능력 향상,  

노후준비, 국민건강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한  

생명존중사상 및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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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분야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금융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합니다. 금융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

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 체험관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대학 및 각종 학술단체의  

보험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유도합니

다. 또한 보험학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확산분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중장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노후준비의 방향을 제시해 행복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험범죄의 피해를 막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범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공동체 모두

의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12.9억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20.7억원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34.5억원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9.9억원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31억원

인재양성 장학사업

9.1억원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9.1억원

Review &  Highlights

127.2억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30 31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금융보험이 교육과 만나 문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금융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앞장섭니다. 온 국민이 곳곳에서 금융보험을 

알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술교육분야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금융보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보험교육과  

체험활동을 전개합니다.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금융보험 학교 방문교육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금융보험 학교 방문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학생별 눈높이에 맞는 교재와 교구 등

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2017년 188개교 방문 / 1,244회 / 35,154명 교육 

 금융보험 뮤지컬 순회공연 

  

  금융교육 뮤지컬 순회공연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융보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

가 부족한 지방지역 학생들에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 뮤지컬 <캡틴 가디언>

 전국 초등학교 60회 / 21,916명 관람 

-  청소년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전국 중·고등학교 100회 / 43,233명 관람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학술교육분야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금융보험 학교 방문교육 

1,244회 

35,1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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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 문화체험행사 

  금융보험 문화체험행사를 통해 금융보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학습, 게임교구재를 활용한 금융보험 강의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54명 교육 

 금융보험교육 관련 외부기관 협업 

- 6개 금융협회 공동 캠페인 실시 

-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지원(25개사, 1,261개교 결연) 

-  협회 1사 1교 교육실적(53개교, 16,016명) 

-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MOU 체결 

 2017 청소년 금융보험 가족캠프 

 

  중학생 및 학부모 98명이 참여한 ‘2017 청소년 금융보험 가족캠프 

마이픽’을 2박 3일 간 진행했습니다. 특강 등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 기간 : 2017.8.2~4 (2박 3일)

- 장소 : 동부생명 인재개발원

-  주요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금융보험 특강, 뮤지컬 <키다리아저씨> 관람, 

도전 금융보험 탐험대, 금융보험 네비게이션, 퀴즈쇼 ‘탈출 금.알.못’ 등  

 대외기관 수상

- 제 12회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17.12.14)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금융교육의 적절성을 인정

금융보험 가족캠프 참가인원 

98명 

생보업계 1사 1교 결연현황 

25개사 

1,261개 교 결연 

협회 1사1교 교육실적 

53개교 

16,016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학술교육분야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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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는  

어려운 금융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생명보험 체험관입니다.  

각종 장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선택을 지원합니다.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체험 · 진로학습  

  생명교육문화센터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보험직업 강의, 보험사 방문 등의 진로학습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합니다. 

- 체험학습 : 127회 / 3,383명 

-  진로학습 : 29회 / 741명 

-  시설대관 : 106회 / 4,518명 이용 

체험학습 교육인원  

3,383명 

진로학습  교육인원  

741명 

센터 시설 이용자   

4,518명 

 금융보험교육사업 홍보 

- 어린이 뮤지컬 ‘캡틴가디언’ 후원 공연 실시 

-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안내공문 및 홍보용 리플렛 발송

-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부산) 설립(’17.11.28)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부산)는 부산 경남지역 체험학습 수요 충족 

및 수도권과 지방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부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전시홍보관, 체험학습관, 강의실 등 120평 규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학술교육분야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홍보용 리플렛 발송 

(전국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12,0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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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대학 및 보험관련 학회의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인재양성은 물론,  

선진 보험이론·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대학 보험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주요 대학의 보험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금융보험교육을 활성화

하고 관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교수’

  보험전공교수 2인 운영, ‘위험과 보험관리’ 등 보험과목 운영, 보험관련 논문

작성 및 발표 

-  한양대 ‘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 

  국내외 계리석학 및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계리관련전공 장학금 지급,  

보험계리특강 및 홍보 

-  숭실대 ‘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지원 

 ‘17년도 신규선발 총 8명 (필리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보험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지원 

  보험관련 학회의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및 신진연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 보험이론·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보험

산업의 발전 및 보험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5개 학술단체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계리학회, 한국연금학회    

지원금액

3.1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대학(원)생 및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국내 금융보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장학사업

 국내 대학(원) 장학사업 

  보험학과 소속, 보험과목 수강, 보험관련 자격시험 합격 등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 실적 

 대학생 136명, 1인당 200만원 

 대학원생 52명, 1인당 300만원 

 국내외 박사과정 장학사업 

  보험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양성을 통해 보험전문인력을 키우고자 등

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박사과정 장학사업 

-   보험전공 박사과정이 개설된 주요 해외(미국, 영국 등)  

박사과정 장학생 11명 

-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국내박사과정 장학사업 

-  보험전공 국내박사과정 장학생 5명

-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4.3억원 

국내외 박사과정 장학생 지원

4.8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학술교육분야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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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가치와 목표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서 그치지 않고 대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노후준비 필요성 확산,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보험범죄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중한 삶이 풍요로워지

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공익확산분야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한국능률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은퇴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행복수명 100세 시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

 총 179회, 15,705명 교육 

-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실태 및 해외 모범사례 소개 

-   은퇴 후를 대비한 재무적 준비, 비재무적 준비사항 등 안내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광고,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과 소통 

하고 있습니다. 

- TV광고, 온라인 광고, 언론홍보, 방송홍보 등 

- 노후준비 토크콘서트 개최

- 온라인 홍보 캠페인 진행, ‘유병백세시대! 준비는 하셨나요?’ 
공익확산분야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노후준비문화 관련 특강 

179회

15,705명

캠페인 사업예산

30억원 

100세 시대를 앞둔 고령화 사회에서 

체계적인 노후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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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공익캠페인 광고 

- TV공익광고 총 471회, 신문지면광고 5개 매체 총 14회

- 옥외 전광판 광고 206, 600회

- 지하철 교통광고(9호선 행선안내기) 68,882회 등 

 

 건강관리 콘텐츠 제작  

  올바른 의료이용 실천가이드 및 유의질환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했습니다.

- 2017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및 의료이용문화 72,000부 제작 

 지역방송, 대학병원 연계 건강강좌 실시 

  지역 내 주요 방송사와 공동 주최하여 대학병원 교수가 진행 

하는 건강강좌를 실시했습니다. 

- 심혈관 질환, 유방암, 당뇨병, 척추질환, 정신건강 등 

- 부산(4회), 광주(4회) 총 3,028명 대상 교육 실시 

보험범죄 예방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

  보험사기 주요 사건 사례, 보험범죄방지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지원 했습니다. 

 보험범죄예방 언론홍보 추진 

  보험사기 심각성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

니다. 

- 신문 지면광고, 프로야구 가상광고, 보험사기방지 홍보 CF

- 지역 공중파 TV광고, 라디오 캠페인 광고, 온라인 동영상 광고 등 

공익확산분야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건강강좌교육

3,0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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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정법인들과 

손잡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지정법인       46  2017하이라이트    |    48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    58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    70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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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Highlights

130.7억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원합니다. 다양한 교육, 인성 프로그램으

로 성장시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사회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1.2억원

63.5억원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질병예방 교육,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종사자의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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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손길이 미처 미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여러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생명 

보험사회공원위원회의 지정법인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구 등의 눈과 손발이 되어 삶을 누릴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청춘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사랑의달팽이 

(사)사랑의달팽이는 사회에서 청력의 문

제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경

기 8개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

으로 보청기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청기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의 청력 회복을 돕고,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드려 소리의 단절로 인한 고립 생활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

고 가족, 이웃들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스마일재단

스마일재단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사각지

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진료실을 운영

해 구강교육, 구강검진, 치과진료 등을 

진행하고, 치과치료비를 지원해 심각한 

구강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진료치

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달장애인의 치

과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

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The ART BOOK project for the Blind & All 

우리들의 눈

(사)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인의 자존

감 향상과 창의력 개발을 돕고, 비장애

인들에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

선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

를 나누고자 오감을 활용한 ART BOOK 

project를 개발해 시각장애 학교 및 시

설에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전문가 TFT 

구성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문

화예술 콘텐츠 연구·기획하고, 촉각책 

<Touching the Icon>을 개발해 시각장

애인들이 스마트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은 <점에서 

코끼리까지>를 발간해 비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소개하며 장애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보살핌으로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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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나라에 교육, 주거, 농업 등 다양한 지

원사업을 펼칩니다. 또한 우리 국민으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도와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베트남 지원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베트남 내 보건

소 건축사업, 건강보험증 교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을 위한 보건

소 건축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2017년

에는 베트남 차상위 계층에 10,118개의 

건강보험증을 교부했습니다. 지역사회

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박

깐 성에 1개 보건소를 신축하여 해당지

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소

득층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본 사업은 베트남지역의 꾸준

한 지원을 통해 꾸준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희망진료 

라파엘클리닉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다문화와 함께하는 희망진

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성

북동, 동두천 인근에서 무료진료를 실시

하고, 치과진료(주3회)를 시작으로 목포 

이주민지원센터에서의 진료(월 1회), 이

동진료(연 4회, 대전, 춘천, 인제, 홍천), 

정밀검사, 수술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2차 진료 지원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

국어 건강교육 자료를 제작해 환자와 봉

사자를 대상 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의 향상에도 힘쓰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와 내가 가꾸는 Happy Home

글로벌비전

(사)글로벌비전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성가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엄

마와 내가 가꾸는 Happy Home’ 사

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부모가정 네트

워크 및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

지하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

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한 전문 상담을 통해 가족 간 갈

등을 해소하고, 건강검진으로 한부모

가정 가장의 건강증진 및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육기자재 지원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시민사회

의 발전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

현하고자 베트남에 교육기자재를 지원

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꿍냐우

희망 컴퓨터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환경이 열약한 베트남 하노이의 중학교 

10곳에 컴퓨터, IT기기 등 첨단교육기자

재를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미래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 기여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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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다문화 가족 간의 이해

를 증진시키고,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자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

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 42가정 

152명을 대상으로 외가방문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은 엄마가 나고 

자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외가 가족

들과 식사를 하는 등 현지 프로그램 진행

을 통해 주체적인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

로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한코리아 

한코리아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 강사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다문화 언어강사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업

연구회, 공모전, 멘토링 등을 통해 다문

화 언어강사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자긍

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펼칠 수 있

도록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언어강사 역

량강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들이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은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

는 빈곤층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가능

하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및 기

술지원을 실시하고, 심리적 빈곤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심리적 자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했

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있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이들

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태국 교육기자재 지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기아대책과 질

병퇴치에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공급 조

정하여 지역주민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

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태국 치앙마

이, 프레지역  학교 중 상대적으로 시설

이 열악한 7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 초등

학교에 컴퓨터실 및 교육 기자재를 지원

했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법률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

력피해여성, 비혼모, 다문화 가정 등 법

률 소외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률소

송 구조, 법원 출장·화해조정·소장 작성 

지원 등의 출장 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비혼모 상담, 캠프, 가족교

육, 강의 등 비혼모 권익을 위한 관련 프

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법적 구

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공하고, 법

률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역 사회 복지시설 지원
좀더 많은 인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낡

고 노후한 복지기관의 시설 개선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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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필리핀/인도네시아 청소년 교육기자재 지원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지역학교를 선정해 컴퓨터실 및 교육기자

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필리

핀 내 마닐라 지역 학교 중 상대적으로 시설

이 열악한 6개 학교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6개 학교를 각각 선정해 컴퓨터와 IT

기기 등을 지원하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동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따뜻한 집 만들기 / 따뜻한 꿈 그리기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낙후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룹홈 중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개

보수하는 ‘따뜻한 집 만들기’를 지원했습니

다. 그룹홈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

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자립과 진로문제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아동공

동생활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체치료를 

제공하는 ‘따뜻한 꿈 그리기’를 실시해 청소

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었습니다.  

베트남 번째성 소득증대사업 

글로벌 비전 

(사)글로벌비전은 베트남 남부 지역 대다수

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자립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경제작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남부 지역  

대표 농촌지역인 번째성(Ben Tre Province) 

빈곤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작물(야자수 및 

자몽)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

로 조합을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의 

자립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지원을 받은 가구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스티커 부착 

및 박스 포장을 거쳐 질 높은 상품을 판매함

으로써 소득을 증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짓기

한국해비타트 

한국해비타트는 춘천지역 저소득 무주택 

가정에 집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자립마련

의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소득대비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에 적정한 규모

를 갖춘 집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축에 소

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8세대의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하며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

주고, 각 가정의 장기적인 자립기반을 제공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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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암환자를 위한 365일 ASSIST 캠페인 

대한암협회      

(사)대한암협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분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

로그램,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

행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홀로 외롭게 짊어진 아픔이라고 생각하

지 않도록, 함께 극복하여 건강한 삶을 

찾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맞춤형 통합지지 프로

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극빈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지원사업 

마뗄암재단

마뗄암재단은 질병의 고통에 경제적 어

려움까지 가중되어있는 극빈계층 암환

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수술 및 항암 치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죽음과 고

독,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경제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2017 찾아가는 천사의 미소

서울의료봉사재단 

(사)서울의료봉사재단은 치과 치료의 사

각지대에서 힘겨워 하는 이웃에게 아름다

운 미소를 되찾아주는 ‘2017 찾아가는 천

사의 미소’를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프

놈펜 희망학교와 캄퐁치낭 리아로아학교

를 찾아가 치과진료 및 구강 보건교육, 학

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비롯한 의료봉사

와 함께 태권도 시범 및 교육 등의 프로그

램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캄보디아 주민

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스마일 수술팀은 베트남 

호치민 국립병원에서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환아 35명을 대상으로 무료 수술

을 집도하여 천사와 같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고 돌아왔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생생 싱글라이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독거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관

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생생 싱글라이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녹거노인이 청소년 봉사자와의 

결연을 통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세대 간 통합

과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독거노인의 건강한 노후 자립생활을 위

해 노력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별별마을 

서울시립마포노인 
종합복지관 

서울시립마포노인보지관은 저소득층 독

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마을 활

동,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별별마을’을 진행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리더 양성으

로 마을별 자조적인 모임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

련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하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타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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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어린이 · 청소년이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

법인은 어린이 · 청소년의 복지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

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극소저체중출생아와 가족을 위한  

‘도담도담 지원센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도담도담지원센터는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출생아에게 성장·발달 및 생애주기

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장애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행동발달과 

기능보강에 필요한 통합적인 발달재활서비

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극소저체중출생아

를 둔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과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지원교실’을 운영해 불안감

과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소아암 환자 향균키트 및 통합 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환자의 치

료과정 지원을 통해 회복 의지를 높이고, 퇴

원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아

암 환자 1,000명에게 향균키트를 지원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소아암 환자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치

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치료종결자에게 기념메

달과 선물을 지원하고, 소아암 환자 가족의 

여행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야외활동 프

로그램으로 ‘완치기원 연날리기’를 진행해 

소아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환아 지원
어린이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자 사회적 고통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투병 중인 아동의 회복을 응원

합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58 59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인도네시아 지원사업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

의 17~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

년 창업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실행했습

니다. 직업 훈련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들의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을 높여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는 자카르타 동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

했습니다.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

달을 돕는 공간을 마련해 아동의 꿈을 응

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합니다.   

숲생태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와숲’

녹색교육센터 

녹색교육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

로 숲생태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절기따

라 자연따라 숲에서 놀자’프로그램을 진

행했습니다. 경제적 환경과 어려움으로 

자연과 만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아동

에게 숲에서의 자연생태체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및 공부방과 연계, 장기적인 숲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방아기천사 위기탈출 season3’

동방사회복지회

입양대상아동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양육지원사업 ‘동방아기천사 위기탈출 

season3’를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이 새

로운 가정에 양육될 때까지 안전하고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스턴데이케

어센터(보육반/교육특강반)을 운영하

고, 2017년 가을에는 입양대기아동들과 

함께 고구마캐기, 치즈만들기 등의 야외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심리치료서비스(언어/놀이/인지치

료), 의료비(기초진단검사 및 치료비)등

을 제공하고 위탁모 양육교육과 양육코

칭을 통해 양육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

는 등, 아동의 단계별 발달과 성장에 필

요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  

‘올키즈스트라(Allkidstra)’

함께걷는아이들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

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무상으로 악기대여, 레슨·합주 등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관악오케스트라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를 진행했습

니다. 올키즈스트라를 통해 전국 10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 경남, 강원) 500

여명의 아이들이 클라리넷·트럼펫·색소

폰 등을 배웠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해 멋진 

무대 경험을 얻은 아이들의 연주 실력이 

향상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올키즈스트라를 통해 아

이들에게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가

질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미얀마 타욱쩬 지역 초등학교 건축사업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은 미얀마 타욱쩬

(Htauk Kyant)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축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초등학교에 진

학해야 하거나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약 500명의 아동이 있으나 지역 내 초등

학교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

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내 초등교육 접근성

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

를 높이기 위해, 건축 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 자치회 및 아동 중심 동아리를 조직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기획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통해 No.19 초

등학교 총 452명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개소 후 정규 교과 과정 외 여름방학 프로

그램을 신설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풍

부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소득·결손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나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린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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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랑 숲사랑 교실’

숲사랑소년단 

숲사랑소년단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숲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친밀도를 높여 환경의 소중함

을 깨닫고, 나눔과 배려의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여 그린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숲환경

교실에 1,183명, 숲체험캠프에 540명

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활동우수 청소

년 41명을 대상으로 해외 숲체험 및 환

경교육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녹색리더 

양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전국의 중학생들과 소외계

층 어린이들이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

년 금융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

년 시기부터 금융, 경제, 보험의 기본 개

념을 이해하고 용돈관리, 재무 능력을 

키워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서울, 경기, 농산어촌의 

170여개 중 학교에서 금융보험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창의인성 교육도 병

행했습니다. 

‘내일은 그린잡(Green Job)’

녹색연합 

(사)녹색연합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녹

색진로교육 교구를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녹색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건

강한 녹색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청소년 진로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잡 체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는 녹색직업인(그린잡 멘토)을 만나고, 직

접 체험해 봄으로써 녹색직업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는 기회였습니다. 

‘건강한 몸, 다양한 아름다움을 모색하는  

외모? 왜뭐!’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는 긍정적 몸 인식과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한 몸, 다

양한 아름다움을 모색하는 외모? 왜뭐!’ 프

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다다름 필

름파티’, ‘몸다양탕 파티&컨퍼런스’ 등의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시민 캠페인과 청

소년, 교사,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몸 다양

성 교육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6개 학교

에서 총 120회의 워크숍을 열어 약 3,600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외모? 왜뭐!’ 

캠페인과 몸 다양성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고쳐야 할 몸,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몸으로 마주하지 않고, 차이를 차

별없이 느끼고 존중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인성함양지원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 경제, 심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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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장기 기증센터 ‘생명사랑 나눔운동’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청소년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한 가

치를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장기기증

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생명사랑 

나눔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생명존중교육과 선서식 등을 진

행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생

명나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차칭밴드와 함께하는 매직넘버 경제교실’

JA 코리아

JA코리아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차칭밴드와 함께하

는 매직넘버 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체

험형 어린이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어린

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와 금융 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경

제교육봉사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양

질의 경제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봉사단원들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

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중국조선족 민족학교 도서관지원사업 

동북아평화연대

(사)동북아평화연대는 중국 연변자치

구 용정중학교 학생을 위한 도서관 지

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공간

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지원하여 아

이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정서발달

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말 교

육을 활성화 하고, 정체성 교육에 좋

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중간의 우

호, 민족 간의 동질성 강화, 민간 사이  

협력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행복한 아기, 역량있는 부모)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

고자 영유아 양육 지원(행복한 아기, 역

량있는 부모)을 실시했습니다. 0~3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기 뇌발달, 

아기용품 만들기, 손녀와의 놀이법, 의

사소통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 방

문을 통해 양육전문가가 월별 발달특징 

등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기회였습니다. 

‘유스보이스(YouthVoice)’ 프로젝트

다음세대재단 

(재)다음세대재단은 청소년들이 자아발

견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

는 ‘유스보이스(YouthVoice)’ 프로젝트

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

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스

스로 발견 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제

공해, 약 600여명의 청소년을 만났습니

다.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과 다양한 매체

(글쓰기, 사진, 영상, 그림, 음악 등)를 활

용한 미디어 교육, 캠프,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창의력과 협업, 소통 능력을 함양하

고, 청소년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64 65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행복한 세상’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 주도의 참여권 실천 프로그램 ‘우리

가 직접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아동 스스

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동권리(참여

권) 옹호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전국적인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국 아동 

학술·예술 컨퍼런스(CFC)를 통해 아동

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소논문과 예술 산출

물을 발표하는 등 아동 참여권을 증진시

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동권

리 옹호 동아리와 공모전에서 입상한 팀

이 모여 아동권리를 주제로 토론 및 발표

를 진행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교육봉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드림워크샵’ 

드림터치포올

(사)드림터치포올은 저소득층, 탈북학

생들에게 교육봉사를 제공하는 봉사자

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 

‘드림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봉사

자 워크샵은 교육봉사자의 수업 능력 강

화를 위한 수업 설계법, 교수법,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훈련

하는 집중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이

와 같은 교육봉사자 트레이닝을 통해 교

육소외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최상의 교육을 받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젝트 ‘생명나눔 좋은교육’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정확한 이해로 성숙

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생명나눔 

좋은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한국교총 원

격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나눔 연수

를 받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교육을 할 경우 교육자료를 담은 나눔KIT

를 제공하고, 방문교육을 신청할 경우 생

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가족과 함께 학

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313명과 4,011명의 학

생이 생명나눔 교육에 참여했고, 많은 학

생들이 생명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

는 소중한 기회로 감동적이었다는 반응

을 얻었습니다. 

망우리공원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

는 역사교육프로그램 ‘망우리공원 청소

년 근·현대 역사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

습니다. ‘도전! 러닝맨’은 참가자 3~5명

이 한 모둠으로 다수의 근·현대 역사 인

물 묘역이 조성된 망우리공원의 묘역을 

방문해 문제를 푸는 게임형 역사교육 프

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었습

니다. 역사인물의 삶을 조명하는 역사인

문학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강의’는 망

우리공원의 묘역에 대한 해설을 듣고, 묘

비명 쓰기 활동을 진행해 과거 인물의 삶

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

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근·현대사

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배우의 꿈 프로젝트

한국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배우와 전문스탭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실제 프로페셔널한 공연 제작 과정 전반

을 경험하며 진로적성을 탐구해 보는 ‘배

우의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7

년에는 뮤지컬 <렌트>를 선정해 국립극

장에서 총 6회의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진

행했으며, 설악문화제 초청공연으로 선

정돼 속초시실내체육관에서 총 2회의 공

연을 선보이는 등 무대를 전국 범위로 확

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에 참여한 참

가자들의 에세이를 엮은 <배우의꿈2-배

우를 꿈꾸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를 출간해 진정한 꿈의 의미를 되

짚어보고 저마다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보자는 꿈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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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경제적 체험 프로젝트 기반  

‘Studio 사업’ 

세상을 품은 아이들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립하기 

위한 정서적/경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Studio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교육과 관계

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대상 IT직

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뿐인 감성조명 

만들기’를 진행하고, 창업프로젝트로 요식

업장인 ‘HUGGY’를 오픈해 창업과정 준비, 

사회적응연습을 돕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무인도여행

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자

발성, 협동심 등을 느끼며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회를 마

련했습니다.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 

‘안녕! 공동체 학교’ 

복음자리(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안녕! 공동체 학

교’를 운영했습니다. 진로코칭과 개별 컨설

팅을 통한 개별 진로 설정 및 비전설계, 자

격증 취득 과정 지원, 집중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취·창업 관

련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업

체를 방문해 그룹토의 활동으로 서비스 매

너와 취업 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과

정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다솜이 GATE’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및 소외

계층 청소년들이 지식적·경제적 빈곤 상태

를 이겨내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

록 ‘다솜이 GATE’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

솜이 GATE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출원생 

사례발굴 및 상담을 통한 인큐베이팅 분야, 

출원생의 지식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분야, 재범률 감소 및 사회

정착 성공을 위한 나눔의 재생산 분야로 나

누어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매뉴얼

북을 발간하고, 사례관리 전문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폭넓게 이해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업무 역량 향상을 도

모했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맞춤형 한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 

해솔직업사관학교 

(사)해솔직업사관학교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해 한국 정착을 위한 맞춤

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프

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적응의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교육(방과 중/후)을 통해 기

본적인 사회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

고, 맞춤형 전문(기술/취업) 교육을 위한 한

국어 교육 및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

다. 또한, 2017년에는 평화통일기원 ‘한라

에서 백두까지’ 제주도 자전거일주를 진행

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 280km 완주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시간

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체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질서, 책임 등의 바람

직한 행동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위기청소년지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듬고 회복시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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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68 69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낼 때, 그 사회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삶에 자

족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

습니다.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예방 지원사업 

한국의료지원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전국의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주

요 암, 척추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해 찾아가

는 지역별 건강강좌를 지역주민 5,272명을 

대상으로 33회 실시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해, 지역주민들

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

한, 지자체와의 연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건강

한 도시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료비 

연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270여

개 중학교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실

시하고, 자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웹툰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보다 많은 이들이 생

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

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민생활증진지원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증진사업을 지원합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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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를 위한 Refresh Service 사업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7 돌봄종사자를 위한 Refresh Service

를 통하여 총 28개 시설, 131명의 생활재활

교사들에게 Refresh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돌봄종사자들이 거주장애인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고된 업무 속에서 한걸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쉼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진 예방과 더불어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솜이가족사랑캠프FOR’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부

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1박 2일 ‘다솜이가족사랑캠프FOR’을 진행

했습니다. 전국의 8~19세 자녀가 있는 가

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 문제를 개선

하고, 결속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

번 캠프는 가족 간 친밀감을 이끌어내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족 FOR’,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는 ‘부부FOR’, 

청소년 대상으로 또래 아동 들과 꿈을 공유

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자녀 FOR’ 등의 활동

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강

한 가족공동체 행사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정책개발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기업학회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

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사회공헌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7년에는 사회적기

업과 관련된 이들과 전문 단체가 함께한 정

책세미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참여 방안

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

습니다. 학회에서는 이들 내용을 토대로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정부

와 민간단체에 제시하기로 하며 사회적기업

의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의 발달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장 근접거

리에서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권익옹호인 

및 강사양성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장애인을 상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실천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2017년에는 권익옹호 부모 심화교육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며 행복한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며 권익옹호 부모 기초교육을 수료

한 참가자 중 신청자에 한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양육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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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문화 확산지원 

가천문화재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포함해 국민들이 

우리의 미풍양속인 아름다운 효 정신을 이

어갈 수 있도록 효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효행대

상을 지원합니다. 전국의 효녀, 다문화 효

부, 다문화 도우미를 선발해 시상하고, 예를 

숭상하고 도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재충천·힐링프로젝트 

 ‘휴 休, 그리고 가족愛’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가족을 대상으

로 재충전·힐링 프로젝트 ‘휴(休), 그리고 가

족愛’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휴

식과 재충전을 돕고 역량강화 일환으로 국

내외에서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

한 ‘가족공감 힐링여행’은 전국의 청소년지

도자와 그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

다. ‘재충전 휴 여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을 위해 전국의 29명의 청소년 지도자들

이 자신만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연탐방, 해외 현지 청소년기관 

방문 등의 시간을 가지며 만족을 이끌어냈

습니다. 

시니어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신나는 조합 

(사)신나는 조합은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

로 사회적기업 취·창업을 지원합니다. 사회

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이루

어진 ‘시니어 사회적경제 취업인턴십’을 운

영하고 은퇴 후에도 보람있는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로 우수 시니어 

예비 창업자의 발굴과 일자리를 통해 시니

어들에게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비영리 내일 프로젝트 

한국모금가협회

한국모금가협회는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 

내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7개 

지역의 370개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해 리더십과 실무자로 구분한 대

상자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지방 

도시 간 교육 프로그램의 편차를 줄이고 지

역 비영리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해 지방 도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비영리 기관에서 꼭 알고 챙겨야 할 모금 지

식을 정리한 ‘모금 안내서’ 책자를 배포해 모

금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전 세대가 행복한 삶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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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지킴이 학교

동물자유연대 

(사)동물자유연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

양한 동물 문제를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하고자 동물지킴이 학교 프로

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물권리 증진을 위

한 사업기획 방법 등을 교육하는 ‘동물지킴

이 전문과정’과 동물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동물이슈를 탐구하고 활동가의 역

할을 체험하는 ‘동물지킴이 시민과정’을 운

영했습니다. 2017년에는 동물단체 활동가

와 시민을 포함 689명이 참여해 동물권과 

동물복지 증진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

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 

정착,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호흡’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시민사회운동 현장

에서 땀흘리는 여성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호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

다.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휴(休)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업무로 인해 소진되는 피로도를 해소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변

화를 이끌어 나가며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

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활동을 이어나가

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하고 여성공익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

을 강화하여 여성·시민사회 운동의 지속가

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여행 

세계자연기금

세계자연기금은 철원 두루미 서식지 중요

성 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두루

미에 대한 보전을 위한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과 시민

을 대상으로 진행한 두루미 서식지 여행과 

두루미 안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탐조교육 장비를 마련

했습니다. 두루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

하고, 탐조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활

동으로 탐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

진을 이끌어 냈습니다. 

중장년층 사회공헌활동 지원 

희망제작소 

(사)희망제작소는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층

이 일과 삶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생

애주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

년층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

다.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인큐베이팅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6개 팀

이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성과를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에서 시민

들과 나누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예비퇴직자를 대상으로 3040 인생설계

교육 ‘퇴근후렛츠+’를 진행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을 확산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76 77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생명보험산업은 우리의 전통 가치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친 ‘생애보장 정신’을 지향합니다.

생명 사랑을 향한 100년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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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협약사(2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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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70년을 이어온 한화생명의 따뜻한 동행 	
한화생명은 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대표자	 차남규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설립연도	 1946년
임직원수	 3,854명

한화생명 봉사단 

한화생명 봉사단은 임직원과 FP가 참여하는 전국 14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랑모

아기금’을 조성해 2004년 시작으로 월 1회 이상 지역사회

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 당 봉

사시간은 연간 총 근무시간의 1%(약20시간)에 이릅니다. 

특히 매년 창립기념일(10월 9일) 주간에는 임직원과 FP, 

가족, 고객이 함께 참가하는 자원봉사대축제를 열고 있습

니다.  임직원과 FP봉사단은 자원봉사 48,000시간(연), 	

94억(누적)기부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성장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미래세대 청소년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

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한화생명이 월드비전과 함께 운영하는 봉

사단입니다. 공익성 캠페인은 물론이고 사랑의 연탄배

달, 지역사회에서 보육원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의 바둑 영재들을 

위한 연간 1만 명 이상 참여하는 ‘세계어린이 국수전’, 

금융사공동사업으로 낙후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

모델링하고 도서를 기증하는 ‘행복한 경제도서관’ 만들

기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실천 

한화생명은 만성신부전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제주 라파의집에 만

성신부전 환우와 가족을 초청해 ‘힐링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임직원과 FP로 구성된 ‘맘스케어 봉사단’은 아동

복지시설을 방문해 부모와 함께하기 어려운 영유아들과 정서적 교

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2013년부터 ‘도담도담지원센터’를 통해 이른둥이(극소저체중

출생아)와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

적인 사업을 펼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한화생명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SR

한화생명은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현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

대에 놓인 베트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보건소 건

축, 건강보험증을 보급하고, 인도네시아 빈곤지역 지역아동센터 

건립, 중국 조선족 학교 도서관, 도서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보험사

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28,164,421

지역사회	·	공익 
·	 한화생명 봉사단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 활동
·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 힐링캠프 사업 운영	 ·	 『희망2017 나눔캠페인』 성금 기부
·	 포항지진피해 성금 기탁 

2,820,378

문화	·	예술	·	스포츠
·	 2017 교향악 축제 협찬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부금 지원
·	 2017 11시 콘서트 공연 지원

8,938,650

학술	·	교육 ·	 2017 경제 진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2017 경제도서관 만들기 사업 운영 199,800

환경보호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사랑나눔행사 17,350

글로벌 사회공헌 ·	 제25회 아시테지 여름축제 후원 10,0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 3,069,626

서민금융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90,451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13,01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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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ABL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섭니다. 

대표자	 순레이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설립연도	 1954년
임직원수	 941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218,879

지역사회	·	공익 

·	 사내 기부 프로그램(Make a Donation) 임직원 기부금, 설계사 기부금, 회사 매칭 기부금 전달
·	 	회사결연단체 봉사활동 실시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기관 환경미화, 보육원아동 놀이봉사 등)
·	 임직원 및 설계사 자체 봉사활동 전개(해당 지역 내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등)

316,000

학술	·	교육 ·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72,000

환경보호 ·	 USB 약관 제작 -

글로벌 사회공헌 ·	 굿네이버스에 해외응급지원서비스 기부 10,356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820,523

사내 기부 프로그램 ‘Make a Donation’ 

ABL생명은 지난 2013년 5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인 

‘Make a Donation(메이크 어 도네이션)’을 론칭했습

니다. 국내 유력 사회복지기관인 굿네이버스, 어린이재

단, 세이브더칠드런과 파트너십을 맺고, 방학 때 방임 상

태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방학교실’, 저소

득층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미래와 희망’, 빈곤아동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12년째 운영 중인 사내 봉사

활동 기금 ‘러브펀드’까지 포함해 총 4가지 기부 프로그

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임직원은 이 중 원하는 프로그램

을 선택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

고 회사도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설계사들에게도 기부프

로그램이 론칭됐습니다. 기부를 신청한 설계사들은 신계

약 1건을 체결할 때마다 1,000원씩 기부하거나 월 정액

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는 동일한 금

액을 매칭해 1: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직원뿐

만 아니라 설계사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Make a 

Donation(메이크 어 도네이션)’은 ABL생명의 대표적이

고 자랑스런 나눔 문화입니다.

임직원 및 설계사 봉사활동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나눔의 날’에 열리는 ‘ABL생명 사

랑의 봉사단’ 봉사활동에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신청해 

참여하고 있으며, ‘나눔의 날’ 외에도 자발적으로 봉사

팀을 결성해 사랑의 집 짓기,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사

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

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각 지역단 및 지점에서

는 설계사들이 중심이 되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

웃을 위한 연탄나눔 및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매년 활

발히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초등학교 어린이 회

장단 200여명을 회사 연수원으로 초청해 

올바른 리더십상을 소개하는 어린이 회장

단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는 지난 1992년 처음 시작해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3,7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USB 약관 제작

2015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종이 약관 대

신 USB 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SB 

약관을 제작하면서 올해 19만 9,850권의 

종이 약관을 사용하지 않게 됐으며 이는 

나무 약 3,276그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ABL생명은 여러 권에 해당하는 무거운 종

이 약관으로 인한 고객과 설계사들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업계 

최초로 USB 메모리 형태의 약관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응급지원 서비스 무상 제공

ABL생명은 해외 낙후지역에서 구호 작업

을 벌이는 굿네이버스 직원과 자원봉사자

들에게 해외 체류 중 의료를 지원하고, 의

료 기관 긴급 후송 및 본국 송환, 항공과 숙

소 예약, 긴급 연락 대행, 법률 지원 등 현

지 체류에 필요한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 

등 해외 응급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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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3대 전략으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확충’, 	
‘올바른 보험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수립하여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자	 김창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설립연도	 1957년
임직원수	 5,264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57,014,184

지역사회	·	공익 
·	 사람,사랑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	 소년소녀가장 지원
·	 임직원, 컨설턴트 봉사활동	 ·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12,144,072

문화	·	예술	·	스포츠
·	 사람,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사업	 ·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	 평창올림픽 지원	 ·	 아마추어 스포츠단 지원(탁구, 레슬링)

3,624,093

학술	·	교육 ·	 1사1교 금융교육 활동 등	 ·	 장학금 지원 254,857

환경보호 ·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 64,991

글로벌 사회공헌 ·	 개발도상국가 핸즈온 물품 지원 등 16,085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세살마을 사업	 ·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	 질병예방사업	 ·	 자살예방사업
·	 소외계층 법률상담 지원	 ·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	 태국, 베트남 교육기자재 지원	 ·	 복지시설 지원
·	 숲사랑 환경교실, 가족캠프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출연
·	 생명보험협회기금 출연 등

22,541,248

서민금융 ·	 새희망힐링펀드(금융피해자 지원) 3,214,327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휴면보험금 출연 15,154,511

공동육아나눔터

삼성생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미취학 아동에

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사람,사랑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서울 관악구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42곳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

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장

남감과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삼성

생명 컨설턴트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정금액

을 적립해 조성한 기금인 ‘컨설턴트 하트펀드’를 통해 마

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자녀를 함

께 돌보는 양육공간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삼성생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

람,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생명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임직

원 하트펀드’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

터 2017년까지 총 230개 중학교에 드럼클럽을 창단해 

각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모둠북과 동영상 교본을 지

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중학생들의 사회성 향상과 진

로 탐색을 돕기 위해 캠프, 멘토데이 등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연습한 북 연

주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꿈과 열정을 나누는 ‘드럼 페

스티벌’을 매년 개최하여 수상 중학교에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 

삼성생명은 2016년부터 청소년들의 금

융,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임직원들이 인근 초중고교

와 결연을 맺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금융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을 통해 신청, 결연된 87개 학교에

서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득, 소

비, 저축, 보험 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

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

입니다.

환경보호 봉사활동 

삼성생명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

동의 일환으로 모종심기, 산책로 환경정리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보

호에 동참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가 핸즈온 물품 지원

삼성생명은 임직원과 컨설턴트의 정성이 

담긴 물건을 제작하여 개발도상국 아동들

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에코백 等을 제

작하면서 봉사자는 만드는 즐거움을, 수혜

자는 특별한 선물을 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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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흥국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란 	
슬로건 하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에 집중합니다. 

대표자	 조병익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연도	 1958년
임직원수	 626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501.8

지역사회	·	공익 
·	 보호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	 ·	 보호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 
·	 소외이웃을 위한 빵 나눔	 ·	 무연고 아동 필요물품 지원 등

48

문화	·	예술	·	스포츠
·	 유소년 배구물품 지원	 ·	 신인드래프트 학교 지원
·	 여고배구발전기금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546.1

학술·교육 ·	 보호시설 아동 경제교육 지원 7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900.7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흥국생명은 지속적, 체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 아동학대, 빈곤 등의 이유

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의 독

서·조형예술·동작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임직원이 보

호시설과 결연을 맺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체

험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사가 시급하고 열악한 보호

시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 아동 경제교육, 

종사자 지원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빵 나눔 

임직원, 설계사,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등 흥국

생명 가족들은 매월 정성껏 빵을 구워 혼자 사시는 어

르신들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

습니다. 시기별로 국수, 빵,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어 지

역사회에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외로움

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연고 아동, 환아 지원

흥국생명의 설계사들은 의탁할 곳 없는 무연고 아동들을 위한 필요 

물품을 매월 직접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환아의 정

서적 안정을 위한 컬러링북을 제작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운영

생명보험업계 유일의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를 운영하며 국

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훈련용품, 배구물품, 발전기금 지

원 등을 통한 유소년 배구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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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교보생명은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대표자	 신창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설립연도	 1958년 
임직원수	 3,758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20,464,670

지역사회	·	공익 

·	 지진,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지원
·	 복지시설, 의료시설,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2,589,954

문화	·	예술	·	스포츠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1,233,950

학술	·	교육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2,536,832

환경보호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30,000

글로벌 사회공헌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68,0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7,838,504

서민금융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295,712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5,871,717

이른둥이 지원사업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입원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지원과 가족캠프, 희망산타, 양육가이드북, 정서

지원수기집 배포,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현재까지 

2,283건의 이른둥이들이 혜택을 받고, 매달 5,000여만원

에 달하는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2017년

까지 80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2017년 33회째를 맞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는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한국 스포츠

의 기틀을 마련에 기여해 왔습니다. 매년 육상, 수영, 탁

구, 유도, 테니스, 체조, 빙상 등 7개 기초 체육 종목의 

종합대회로 개최되며, 교보생명은 재정이 어려운 학생

과 학교의 참여를 위해 선수단 체재비와 참가비, 장학

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만여명의 초

등학생 체육꿈나무가 대회에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등 스포츠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

회를 제한 받고 있는 보육원, 그룹홈, 소년소

녀 가정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보생명은 ‘희망다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5년간 318명

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2017년

에는 20명의 장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

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대학교 입학에

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

으며, 희망다솜캠프, 지역모임 등을 통한 정

서적 지원을 통해 장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

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린다솜이 가족봉사단 

교보생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 대상의 친환경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린다솜이 가족봉사단’을 지원합니다, 참

가 가족이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

임직원 28명으로 꾸려진 다솜이 글로벌 봉

사단이 2017년 11월, 라오스 싸나캄 쌘짤

렌 초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

들과 함께 하는 미술놀이, 요리 프로그램, 

종묘 심기, 초등학교 도서관 만들기 등 낙

후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활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로 

7회째 맞는 해외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아

닌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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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DGB생명은 지역사회와 공익분야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대표자	 김경환
주소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지
설립연도	 1988년
임직원수	 289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2,219,076

지역사회	·	공익 

·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지원
·	 해비타트와 함께하는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
·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	 자매결연 보육원 찾아 ‘따뜻한 情’ 나눔
·	 저소득층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	 추석맞이 식사나눔
·	 생명사랑밤길걷기
·	 DGB사회공헌재단 출연

85,800

문화·예술·스포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부 93,279

글로벌 사회공헌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1,25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5,549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2,033,198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지원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DGB생명 봉사 단원들의 재능기

부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촬

영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 재능기부에 동참해 나눔의 의

미를 더했습니다. 촬영된 장수사진은 전문가의 보정 작업

을 거친 후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DGB금융그룹은 해마다 복날이면 지역 내 취약계층 어

르신들이 혹서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

으로 전 자회사가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운동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DGB동행봉사단(DGB생명, DGB대구은

행, DGB캐피탈, DGB자산운용)은 중림사회복지관에

서 지역내 홀로 사시는 150여명의 어르신들께 삼계탕

과 여름 과일 등으로 차려진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작

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

시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DGB생명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앞서 서

울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서 ‘2017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

는 DGB생명 봉사단 20여명 및 서울, 대구, 

부산에 있는 3개 지역단 소속 FC 등이 총 

22,000장의 연탄을 기부하였습니다. 창고

에 가득채워진 연탄의 온기가 추운 겨울 우

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하게 전해

졌습니다.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2회) 

DGB생명은 서울 서대문구 내 취약계층 가

구를 찾아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2

회 실시하고 한국해비타트에 후원금 2,000

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

한 DGB생명 임직원 20명은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벽지도배, 장판교

체, 씽크대 수리와 보온 단열재 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두꺼운 겨

울이불 등 보온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저개발국 신생아 살리기 운동

(세이브더칠드런) 

DGB생명은 작년에 이어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국제구호단체인 ‘세

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신생아 살리

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저개발국 신생아들의 체온유지를 위해 털

모자를 직접 떠서 전달하는 참여형 기부 캠

페인입니다. DGB생명 임직원들이 참여해 

완성한 100여개의 털모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신생아들

에게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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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재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설립연도	 1988년
임직원수	 1,024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5,197,706

지역사회	·	공익 

·	  저소득아동을 위한 희망듬뿍(Book) 지원
·	  [존경받는 FC] 나눔의품격 지점봉사
·	  국립현충원 호국보훈 봉사
·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봉사
·	  임직원, FC 봉사활동
·	  FC사랑실천기부, 임직원 사랑합니다 기부

1,169,204

학술	·	교육 ·	  호국장학재단 지원 2,379

글로벌 사회공헌 ·	  해외 아동 후원 18,475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재원 출연 437,106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570,542

소아암 어린이 지원 

미래에셋생명 FC들은 보험계약 1건당 500원씩 기부하며 

회사는 1대1매칭을 통해 후원하는 FC사랑실천기부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FC사랑실천기부금을 통해 소아암 어린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

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호상자’의 의미처럼 아플 때 

‘호호~’, 나아서 ‘호호’하고 웃는 날이 오도록 희망합니다. 

존경받는 FC 지점 봉사 실시 

2016년부터 상하반기 1번씩 미래에셋생명 전국 지점

에 소속된 FC들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수

행기관에서 선정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1대1 매칭 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FC들은 매칭된 독거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식료품선물세트를 전달하고 말벗봉사로 참여

하였습니다. 보험의 본질인 사랑과 상부상조 정신을 몸

소 실천하는 나눔을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전개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다양한 봉사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소속된 봉사단에서 다

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명절 봉사, 도

시재생을 위한 벽화봉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외부활동 및 임가공포

장, 현충원 봉사, 독거어르신과 장바구니 봉사 등 우리 이웃들과 함

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능기부로 착한 장난

감 만들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 히크만주머니만들기 등을 

참여하여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실시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8월부터 월 1회씩 서울대치과병원과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치아유지를 통해 인지기

능발달 도움과 고른 영양소 섭취 및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추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거어르신의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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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KDB생명은 보험업의 본질인 ‘긴 약속, 큰 희망’을 	
모토로 소외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안양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설립연도	 1973년
임직원수	 647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672,772

지역사회	·	공익 

·	 저소득장애인 설 명절음식 나눔 봉사
·	 중증장애인시설 후원 및 봉사
·	 지역 독거노인 문화행사 후원 및 봉사
·	 보육원 환경정리 봉사
·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후원 및 봉사
·	 쪽방촌 김장김치 나눔 봉사
·	 지적장애인시설 교육프로그램 활동비 후원

32,000

학술	·	교육 
·	 KDB키즈 든든후원금 - 저소득 아동 장학금 연간 후원
·	 국군 장학재단 기부

153,179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4,487,593

KDB 사랑의 김장나눔 

KDB생명은 보험업의 본질인 ‘긴약속, 큰희망’을 모토로 

하여 소외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KDB생명 사옥

이 있는 서울역 인근에는 1,000세대의 쪽방촌 주민이 거

주하고 있습니다. 쪽방주민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60

대 독거노인입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KDB든든봉사단

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직접 방문

배달을 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눕니다. 이처럼 KDB생

명은 소외이웃과 소통하고, 따뜻한 나눔을 통해 그들과 

상생하고자 합니다. 

KDB키즈 든든후원금

KDB생명은 ‘든든한 보험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꿈

과 희망을 자라게 하는 ‘KDB키즈 든든후원금’은 학업을 위해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

다. KDB키즈 든든후원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해 모금

한 재원과 회사의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후원 

기금이 마련됩니다. 이 기금은 아동복지재단과 협약하여 대상가정 

정기 방문 등 체계적으로 후원관리가 진행됩니다. KDB생명은 금융

의 본질이 ‘신뢰’인만큼 고객과 소외계층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든

든한 금융기관으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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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DB생명은 ‘Happy End Happy And’를 모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동반자이자 나눔경영을 실천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대표자	 이태운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7층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수	 574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3,040,917

지역사회	·	공익 

·	 심장병 환자 수술지원
	 - 한국 심장재단과 연계 
	 - 수술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 시행
·	 결손아동 보호단체 자매결연 
	 - Special Day 행사지원, 정기방문 등
·	 심장병예방을 위한 ‘천사랑마라톤’ 대회 
	 - 어린이심장병 수술지원 및 심장병 예방홍보

56,242

문화·예술·스포츠 ·	 문화소외계층 후원 8,0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금 10,069

서민금융 ·	 힐링펀드 기부금 5,100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2,799,954

기타 ·	 평창올림픽 기탁 161,552

천사랑봉사단 

2001년 11월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의 모금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천사랑 봉사단은 ‘가족

사랑의 실천’이 곧 ‘참사랑의 실행’이라는 생각 아래 이웃

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이 매칭그랜드(Matching-grant)를 통해 천사랑 

기금 조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장의 심장병 수

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인 결손아동 보

호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 방문, 물품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연탄배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 지원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 대회’ 

DB생명은 한국심장재단과 연계하여 매년 가을 심장병예방 및 어린

이수술지원을 위한‘천사랑마라톤대회’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마라토너들과 함께 심장병예방

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특히 DB생명 임직원과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바자회 등을 통해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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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동양생명은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사랑을 바탕으로 ‘수호천사봉사단’을 결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대표자	 구한서, 뤄젠룽 (공동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Tower 1 동양생명보험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수	 1,002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427,037

지역사회	·	공익 

1. 지역별 복지시설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아동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	  미혼모 시설 애란원, 성로원, 서울 구세군 후생원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천사무료급식소, 암사재활원, 송죽원, 서울용산구립장애인복지관,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등

25,445

2. 2017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 ‘희망별빛’ 25,000

문화	·	예술	·	스포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422,210

학술	·	교육 ·	 지역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600

글로벌 사회공헌 ·	 개발도상국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 2,7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2017 생명보험 공동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 출연 96,529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854,553

수호천사봉사단 

수호천사동양생명은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수호천사봉

사단을 운영합니다. 임직원은 물론 설계사까지 함께하는 

수호천사봉사단은 전국 15개 복지시설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후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합니다.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 

‘희망별빛’은 소아암과 싸우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

하고, 대중들에게 소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계천 주

변에 설치된 소아암 환아의 글과 그림을 보며, 아이들

의 완치를 응원하고 소아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양생명은 지금도 소아암 어

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각막기증 홍보캠페인 ‘EYE PROMISE YOU’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각막기증서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장기기

증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EYE PROMISE YOU’ 캠페인은 ‘내 눈

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약속’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등 SNS에 ‘눈’ 셀카 사진을 올리고 간략한 약속 메시지를 

작성한 뒤 ‘#EYE PROMISE YOU’ 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캠페인입니

다. 선플엔젤스(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칭찬 댓글을 달아주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EYE PROMISE YOU’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의 SNS 계정 페이지에 칭찬 댓글을 달아 각막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캠페인  

수호천사봉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자뜨기 

캠페인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신생아를 위해 털모자를 

직접 떠서 보내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임직원이 손수 만든 털모자 

200여개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숫자

도 꾸준히 증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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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푸르덴셜생명은 ‘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커티스 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수	 535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1,861,044

지역사회	·	공익 

·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	 푸르덴셜 청소년진로지원사업 <Promise>
·	 푸르덴셜 경제교실 	 ·	 탈북청소년 성장지원사업
·	 푸르덴셜 장학제도	 ·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	 조혈모세포 기증확산사업	 ·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운영 지원
·	 인터내셔널 볼린티어 데이	 ·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861,044

문화	·	예술	·	스포츠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

학술	·	교육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환경보호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

글로벌 사회공헌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

서민금융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우수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전국중

고생자원봉사대회’는 1999년부터 13만 2천명 이상의 청

소년이 참여하여 3만 2천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

다. 매년 푸르덴셜 임직원들이 약 4천여개의 중·고등학교

를 방문하여 대회를 소개하고 훌륭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들을 발굴하며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푸르덴셜 청소년진로지원사업 ‘Promise’

푸르덴셜생명은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위해 2014년부

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지역의 7개 기관과 협력

하여 지역 기반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179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지

역 내 2,700여곳의 직업 현장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실

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재능을 탐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푸르덴셜 경제교실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

기 위해 ‘푸르덴셜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경제교육 강사가 되어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 보육원, 학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합

니다. 매년 2천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자

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하여 눈높이에 맞

는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확산사업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

선하고 기증을 확산시키고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대학생 대상 푸르덴

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9명의 푸르

덴셜 임직원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

록을 하였으며 이 중 21명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사업 ‘Make-A-Wish’

푸르델생명은 지난 2002년 난치병 어린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

단’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푸르덴셜 임직원의 급여 우수리 제도인 ‘소

원별 기금’과 재단의 ‘1:1 매칭을 통한 후원

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0여명

의 푸르덴셜 임직원이 난치병 어린이 소원

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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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신한생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고자 합니다. 

대표자	 이병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신한L타워
설립연도	 1990년
임직원수	 1,295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200,725

지역사회	·	공익 

·	 어린이보험 1%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비 후원	 ·	 사회적의인 연금보험 가입 지원
·	 임직원 끝전 매칭그랜트 소아암 환아 후원	 ·	 독거어르신 여름/겨울나기 대규모 설계사 봉사
·	 	독거어르신 지원 전국 릴레이 봉사	

 (떡국ㆍ송편ㆍ건강차ㆍ보양식 나눔, 벽화 그리기 등)
·	 일사일촌 자매결연마을 도농교류 봉사	 ·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봉사

1,219,946

학술	·	교육 ·	 신한해피금융아카데미 운영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고교진로 연계망 구축사업 5,405

환경보호
·	 문화재 보호 활동(경복궁, 정릉, 상당산성 등)	 ·	 남산야외식물원 위해식물제거 활동
·	 북서울 꿈의 숲 환경정화 활동

2,939

글로벌 사회공헌 
·	 옥수수양말인형 코니돌 만들기	 ·	 기후난민 어린이를 위한 희망티셔츠 만들기 
·	 해외 어린이 학용품 지원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 	 ·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	 희망 DREAM 학용품 나눔 캠페인

11,4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재단, 기금, 한국해비타트 96,535

서민금융 ·	 새힐링펀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19,933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보험금 출연 2,844,567

독거어르신 여름/겨울나기 지원 

신한생명 설계사 1천여명은 전국 49개 노인복지관에 방문

하여 ‘독거어르신 온기 가득 식료품 상자 나눔’ 봉사활동

에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김장김치, 쌀, 김, 각종 밑반

찬 등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료품을 

담은 1700개의 상자를 제작해,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한생명의 독거

어르신 여름/겨울나기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8200명의 어르신에게 도움

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의인 연금보험 가입 지원

신한생명은 사회적 의인을 선정하여 자사 연금보험 가

입을 지원하는 ‘따뜻한 보험 연계 후원사업’을 매년 실

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체

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인들을 추천받아 심사 후, 

자사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6년 간 총 6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누적후원금액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한해피금융아카데미 운영 

신한생명은 보험업(業)을 통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어르신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 사업 ‘신한해피금융아카

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뛰어나고 풍부한 금융지식 

및 강의능력을 갖춘 강사진을 선발해 어르신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강의 횟수는 215

회, 총 9,455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외 기후난민 어린이를 위한 ‘희망티셔츠 만들기’ 

신한생명은 희망브리지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해외 기후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티셔츠 만들

기’ 캠페인에 4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한 달간 340여

명의 임직원이 희망티셔츠 키트를 직접 구매하여 무지티셔츠에 꿈

과 희망을 담은 그림을 그려 총 680개의 티셔츠를 해외 어린이들에

게 전달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명의 직원이 참여

했으며, 2,000장이 넘는 희망티셔츠와 영양결핍에 직면한 어린이의 

보건영양사업에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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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PCA생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는 
시니어사업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육까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대표자	 하만덕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설립연도	 2002년
임직원수	 297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146,848

지역사회	·	공익 
·	 지역 소외 아동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
·	 승진자 봉사활동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외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나기 삼계탕 활동

30,000

문화	·	예술	·	스포츠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부 참여 98,683

학술	·	교육 ·	 차칭밴드와 함께 하는 매직넘버 경제교실 -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18,165

서민금융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실버세대를 위한 나눔터 활성화

PCA생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0년

부터 노인공동체 지역개발 사업 후원 기관인 한국 헬프에

이지와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노인 참여 나눔터 활성

화를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

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이 홀몸 어르신댁을 방

문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활동으로 저

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PCA생명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

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위해 서울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축구경기로 하나가 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후원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 경제교육 ‘차칭(Cha-Ching)’

PCA 아시아 지역 본사에서 도입한 ‘차칭(Cha-Ching)’ 은 경제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PCA생명은 차칭을 활용한 ‘차칭 매직넘버 경제교

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으로 경제교실을 2차에 걸쳐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경제를 쉽고 재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경

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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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하나생명은 ‘행복한 금융으로 직원, 손님,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모든 사회 구성원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권오훈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설립연도	 1991년
임직원수	 160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669,652

지역사회	·	공익 
·	 아름다운가게 ‘하나생명 특별전’ 	 ·	 홀트아동복지회 ‘아기신발 만들기’ 
·	 모두하나데이 김장나눔 행사	 ·	 모두하나데이 ‘해피쉐어링백 만들기’
·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34,760

문화	·	예술	·	스포츠
·	 대한루지연맹 지원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지원
·	 UN평화음악회 후원

10,112

학술	·	교육 ·	 서강윤리센터 지원	 ·	 한국금융학회 후원 2,824

환경보호 ·	 노을공원 내 ‘하나생명 행복숲’ 조성 2,326

글로벌 사회공헌 
·	 하나 다문화센터 ‘다린’ 후원	 ·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 후원
·	 엄홍길 휴먼스클 후원

12,714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출연금액 606,916

‘아기신발 만들기’ 참여형 기부 캠페인(홀트아동복지회)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아

기신발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신발 만들기 봉

사활동은 DIY키트로 직접 아기신발을 만드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바느질해 완성

된 신발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봉사동

호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모금한 금액에 회사가 매

칭그랜트로 조성한 금액을 전달해 아이들의 양육기금으

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계스포츠 루지 후원 

하나생명은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꾸준

히 노력하고 있는 루지 국가대표선수들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은 물론, 국

가대표의 실력 향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국제대

회 참가를 위한 후원을 진행하는 등 비인기 종목 스포

츠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강 지속가능 기업윤리 연구센터 후원

하나생명은 기업윤리의 중요성 인식 및 연

구를 통한 기업윤리 의식 확산 및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서강 지속가능 기업윤리 연구

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는 기업윤리 강좌 개설을 통한 비즈니스 윤

리의식을 전파하고, 윤리경영 이론 개발 및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내 ‘하나생명 행복 숲’ 조성

2017년 5월,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노

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생명의 봉사동호회를 

주축으로 임직원과 임직원가족이 참여하

여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생

명은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나무심기 행

사를 진행하여 노을공원 내에 조성된 ‘하나

생명 행복 숲’을 점차 넓혀 갈 계획입니다.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지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생활에 안

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다문화센

터 ‘다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

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 없이 미래 

한국의 건강한 구성원들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내외국인

의 소통과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문

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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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KB생명보험은 전임직원 모두가 ‘사랑 나누미’ 봉사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박순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9 KB금융타워
설립연도	 2004년
임직원수	 359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1,302,073

지역사회	·	공익 
·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	 사랑의헌혈
·	 KB국민건강 총명학교(KB금융그룹공동) 	 ·	 KB금융공익재단 출연(KB금융그룹공동) 
·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KB금융그룹공동)

244,375

문화	·	예술	·	스포츠 ·	 KB레인보우 사랑캠프(KB금융그룹공동) 1,970

학술	·	교육 
·	 KB희망캠프(KB금융그룹공동)	 ·	 KB청소년 음악대학(KB금융그룹공동)
·	 KB스타경제금융교실

11,172

환경보호
·	 샛강시민공원 정화활동	 ·	 한강시민공원 정화활동
·	 노을공원 식목 및 정화활동

-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업계공동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출연 
·	 생명보험업계공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부금 출연

205,782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838,774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KB생명보험은 2017년 6월, 창립 13주년을 맞아 대한적

십자사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임직원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정성

스럽게 만든 빵은 지역 내 소외 아동들에게 전달되고 있습

니다. 

사랑의 헌혈 

KB생명보험은 연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및 KB자산운용 등 

KB금융지주 타 계열사 직원도 참여가능한 행사입니

다. 헌혈을 통해 사랑 나눔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KB레인보우 사랑캠프

KB생명보험은 2017년 5월, KB금융지주 전 

계열사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아동을 대상

으로  ‘KB레인보우 사랑캠프’를 진행했습

니다. 참가 직원들과 아동이 1:1로 매칭되

어 함께 에버랜드 내 자유관람, 공연참석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본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스타경제금융교실 

2017년 5월, 11월 각각 중대초등학교 및 경

수중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하였습

니다. 학생들이 경제 및 금융 지식을 배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람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KB생명보험은 앞으로도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예정입니다. 

여의도공원 돌보미 

KB생명보험은 샛강시민공원, 한강시민공

원 등 여의도 주변의 공원 환경 가꾸기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통

해 공원 내 쓰레기 줍기 및 시설물 점검 등

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쾌적

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힘쓰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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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윤리적 경영 실천, 	
인재 육성 및 고용책임,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칩니다. 

대표자	 브누아 메슬레
주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3층, 4층
설립연도	 2002년
임직원수	 167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275,094

지역사회	·	공익 
·	 소외아동 정서지원 자선바자회	 ·	 결식자 대상 무료급식 지원
·	 소외아동 초청 뮤지컬 관람

130

문화	·	예술	·	스포츠

·	 ‘그린콘서트’
·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주최
	 - 어린이를 위한 무료 테니스 교실
	 - 테니스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전달

62,122

학술	·	교육 ·	 고등학생 대상 진로교육 10,090

환경보호

·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대상 ‘그린리더’ 환경교육 	
·	 사회복지시설 이용 아동 및 어르신 대상 ‘그린리더’ 환경교육
·	 사회복지시설 내 나무심기 등
·	 한강유역 환경정화 활동

25,190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177,562

BNP파리바 자선바자회

2017년 3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BNP파리바와 함께하

는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방문객이 직접 소외 아

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 마카롱과 함께 소

외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방문객에게

도 나눔의 동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프랑스 정통 디저

트인 마카롱을 증정했습니다. 바자회 진행을 위해 BNP파

리바 직원들은 옷, 장난감, 책, 신발 등 다양한 중고품 총 

1,100여점을 기부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34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바자

회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아동 정서지원을 위해 기부했습

니다.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BNP파리바그룹은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프

랑스 오픈(Roland-Garros)’의 공식 후원활동을 40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We are tennis’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국제 대회, 아마추어 및 프로 테니스 인재 양

성, 장애인 테니스 대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BNP파리

바 아마추어 오픈’을 개최하여 테니스의 대중화와 지역

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테니스 

인재 육성을 위한 ‘무료 어린이 테니스 교실’과 ‘테니스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진로 교육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17년 5월, 서울 등촌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임직원들

이 멘토(mentor)로 참여하여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보

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게

임을 활용하는 등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

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쌓아 온 임직원 봉사자 각자의 선험

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금융권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

명은 사회복지시설 에 거주 중인 소외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경

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을 위한 경력개발 

멘토링,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계획 멘토링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환경교육 ‘그린리더’ 프로그램

‘그린리더’ 프로그램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지난 2011년부터 

환경NGO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진행해 온 장기 프로젝

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숲과 텃밭

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생태적 지식 습득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수혜대상을 독

거노인까지 확대해 소외아동과 독거노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아이들은 자

연스럽게 예의범절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인디밴드 ‘플라스틱’과 함

께 ‘그린콘서트’를 진행해  ‘그린리더 프로그램’의 취지를 일반 대중

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2 113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7 연차보고서



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현대라이프생명은 고객 섬기기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이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설립연도	 2003년
임직원수	 311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1,293,110

지역사회	·	공익 

·	 지진,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지원
·	 복지시설, 의료시설,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458,727

문화	·	예술	·	스포츠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9,476

학술	·	교육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환경보호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

글로벌 사회공헌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8,527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재단, 기금, 지정법인)에 출연한 금액 -

서민금융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816,380

시립복지관 연계 지속적 봉사활동

현대라이프생명은 서울시립보라매복지관과 연계하여 

11년째 복지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적장

애인이 일상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봉사자와 지적 장애인이 대중교통으로 목적

지까지 함께 방문하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

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 좀 더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매칭그랜트 방식의 다양한 후원활동 

현대라이프생명은 직원이 기부하는 만큼 회사도 같은 액수를 기부

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직원이 원하는 곳에 기

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0만원 이상이 모여 백혈병, 소아암 	

환우 치료비 지원, 결식아동 돕기, 교육지원, 국내외 북한 아동 돕기, 

사랑의 집짓기 활동 등 직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율이 높은 기부 

활동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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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라이나생명은 고객의 건강, 웰빙, 안전을 돕는다는 	
기업 미션 아래 혁신과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벤자민 홍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설립연도	 1987년
임직원수	 842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133,465

지역사회	·	공익 

·	 라이나 50+어워즈 제정 
	 - HEYDAY매거진 발행, 시니어 SNS App 삼삼오오 개발
·	 심정지 환자를 위한 CPR App.하트히어로 개발 및 보급 
	 - 숨은영웅찾기공모전 개최
	 - 언론재능나눔단 운영
	 - 라이나건강한봉사단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	 텔레마케터 독거노인 봉사활동 사랑잇는전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3,889,797

문화	·	예술 ·	 50+ 아마추어 음악인 꿈 실현 프로젝트 ‘꿈의 무대’ 51,717

학술	·	교육 ·	 50+ 낭만학교 ‘전성기캠퍼스’ 운영 171,951

글로벌 사회공헌 ·	 	북한 결핵 퇴치 시설 설립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환자치료 (Christian Friends of Korea 미국단체 지원) 20,000

50+세대 지원

라이나생명은 50+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50+세대를 위한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전성기캠퍼스’

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오픈한 ‘전성기캠퍼스’는 1년 

만에 명실상부 50+세대의 고품격 커뮤니티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7,400여명이 캠퍼스를 방

문하여 다양한 교육, 취미생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

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50+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총 

상금 5억원 규모의 ‘라이나50+어워즈’를 제정하여 베이

비부머 세대를 격려하고, 50+만을 위한 SNS App.‘삼삼

오오’를 개발해 세대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HEYDAY 매거진’을 통해 시니

어 세대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문화 확산 

라이나생명은 심정지자 발생 시 인근 심폐소생술(CPR) 교육 수료자

에게 응급상황 알림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GPS 기반의 공공애플리

케이션 ‘하트히어로’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자

동심장충격기 기부와 CPR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상 속 숨

은 영웅을 발굴해 영웅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

는 ‘숨은영웅찾기공모전’을 시행했으며 은퇴 언론인들의 사회참여

를 돕는 ‘언론재능나눔단’ 운영하는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그룹인 ‘라이나건강한봉사단’

을 지원하며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 지원

라이나생명은 50+세대 외에도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사랑잇는전화’를 통해 고독사 예

방에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

한 프로젝트를 발굴, 공모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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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NH농협생명은 생명사랑·이웃사랑·농촌사랑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조력자로서 생명사랑을 실천합니다. 

대표자	 서기봉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연도	 	2012년
임직원수	 1,065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4,712,070

지역사회	·	공익 

·	 농촌순회진료	 ·	 농촌일손돕기
·	 소외계층 식료품 지원	 ·	 사랑의 빵만들기 나눔(제빵봉사)
·	 점자책 입력봉사	 ·	 장애인시설 무료급식 및 지원
·	 여름김치, 겨울 김장 담그기	 ·	 농촌 가뭄피해 지원(농업용수, 관정)
·	 포항 지진피해 복구 성금

1,252,500

문화	·	예술	·	스포츠 ·	 비인기 스포츠 행사 지원 	 ·	 소외계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25,000

학술	·	교육 ·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실	 ·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예방교육 13,695

환경보호 ·	 환경정화활동(재래시장, 농촌, 국립공원 등)	 ·	 세계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전 활동 45,240

글로벌 사회공헌 ·	 해외 기후난민 어린이 ‘희망 티셔츠’ 지원	 ·	 사할린 동포를 위한 음력 달력 제작 지원 6,250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3,269,385

기타 ·	 농산물 가격(닭, 양파) 지원 상생마케팅 100,000

농촌·농업인 지원 활동

NH농협생명은 2017년 35회의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해 

총 7,745시간의 영농지원에 참여했습니다. 도농교류를 

위해 또 하나의 마을로 총 10개 마을과 결연을 맺어 활발

히 교류하고, 마을 농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농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체험형 사회공헌 프

로그램으로 도시고객 350여명을 초청한 ‘농촌체험’ 행사

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극심했던 가뭄속에서 농업용

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살수차를, 상시 가뭄지역에는 관

정을 개발하여 가뭄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농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촌무료순회진료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촌 의료지원 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은 2006년부터 서울

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더욱 적극적인 의료지원 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30회의 진료를 통해 

약 6만명의 농업인에게 무상 의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어린이·어르신을 위한 금융 관련 교육 

대도시에 비해 금융 교육이 열악한 지역사

회, 특히 농촌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2015년부

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17년까지 총 189

회의 수업을 통해 5,533명의 어린이가 혜택

을 받았습니다. NH농협생명은 2017년 어

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400여명의 어르신이 최신 수법의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2015년부터 지구촌동포연대(KIN)가 사

할린 동포들에게 보내는 ‘세상에 하나뿐

인 달력’을 제작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철수 판화가가 재능 기부한 그림으로 완성

된 2017년 달력은 1,200부를 제작하여 러

시아 사할린 거주 한인들을 위해 배포했습

니다. 이 달력은 한민족 고유의 풍속을 지

켜온 사할린 동포를 위해 기일, 명절, 농사, 

손없는 날 등 음력 날짜를 표기한 달력입니

다.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사회공

헌활동입니다. 

상생마케팅

농·축산물 공급과잉 등의 가격하락에 도움

을 주고자  ‘상생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NH농협생명이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자

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홍보효과를, 소비자는 

저렴한 구매를, 농민은 농산물 가격보전을 

받아 농·축산물의 소비를 초진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1석 3조의 사회공헌활동

입니다. 2017년에는 AI 및 가뭄 극복을 위

해 가금류와 양파 상생마케팅을 진행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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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처브라이프생명은 가정 및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 집중한 후원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다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이영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5 - 6층
설립연도	 1990년
임직원수	 187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322,202

지역사회	·	공익 

·	 성가정 입양원 & 강남 드림빌 보육원 후원
	 - 	각 기관 월 1회 방문: 처브라이프생명 임직원들과 아이들(3세-5세)이 	

1:1로 매칭되어 외부 나들이 봉사 진행
	 - 	기관 환경 정비와 아기 돌보미 봉사 진행
	 - 	각 기관 월 후원금 전달 
·	 한사랑마을 (중증 장애인 시설) 
	 - 	처브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처브라이프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 임직원 200여명이 	

 시설 생활인 활동 보조, 한사랑 마을 환경 정비, 장애아 학교 벽화 작업
	 - 	한사랑 마을 내 산책로 조성 기금 2,000만원 후원 
·	 환아치료비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 	매월 처브라이프생명 임직원들이 기부한 기부금과 연말 바자회 경매 수익금 및 	

 회사 매칭 펀드 금액 합산 총 1,200만원을 환아 치료비로 지원

93,908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228,294

보육원 나들이 봉사 

처브라이프생명은 매월 성가정 입양원, 강남 드림빌 보

육원 아이들과 정기적인 나들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놀이공원, 농장 등 다양한 장소로의 나

들이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임직원과 아동을 1:1로 매칭하여 안전한 나들이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는 입양원과 보육

원을 방문하여 파티를 열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 ‘지역사회 공헌의 날’

2017년 11월, 처브그룹 ‘지역봉사의 날’을 맞아 에이스손해보험 임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시설인 ‘한사랑

마을’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

은 2,000만원 공동 기부로 한사랑 마을 중증 장애인분들이 안전하

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인들을 위한 

생활보조 봉사, 한사랑 마을 내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에 전문가와 

함께 벽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지역 사회 공헌의 

날’은 처브그룹의 지역사회 기여와 환원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봉사

활동의 날로,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에 있는 처브그룹 

임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감사의 날’ 자선경매 바자회 

처브라이프생명은 임직원 연말 행사를 대신해 ‘환아 지원 기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 경매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의 ‘감

사의 날’ 행사로 진행된 바자회는 사전에 임직원들이 기부한 100여

가지의 물품을 전시한 후, 행사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입찰 경매하

여 수익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과 임

직원들이 1년간 참여한 급여 공제 기부금 금액에 회사의 Matching 

Fund를 더해 1,2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환아 치료비 지

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2015년부터 매년 환아 

치료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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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7년 

사회공헌활동

메트라이프생명은 건강한 금융생활과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은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미래의 꿈을 키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자	 데미언 그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설립연도	 1989년
임직원수	 590명

대표자	 정문국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설립연도	 1987년
임직원수	 759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1,467,000

지역사회	·	공익 

·	 	Walk to Help 캠페인 및 자원봉사
	 (MetLife 걷기 day, 독거노인 물품배달 및 연탄 배달 자원봉사)
·	 	MetLife DIY (맞춤형) 자원봉사	 ·	 	MetLife LuV (점심시간활용) 자원봉사
·	 	장애인 프로젝트 지원	 ·	 	포항지진 피해 지원

1,357,000

학술	·	교육 

·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재무건강에 대한 한국적 정의, 재무건강측정 지표개발, 인식 및 실태조사)

·	 	초등학생 금융교육
·	 	특성화 고등학생 금융교육 및 잡스킬 워크샵

-

환경보호 ·	 	MetLife 가족자원봉사 (환경 관련 자원봉사 진행) -

글로벌 사회공헌 ·	 	Habitat-MetLife Build Home (해비타트 집짓기), (한 세대 전체 지원)  110,000(USD 100,000)

• Walk to Help 캠페인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즐기고’

•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MetLife FamV’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3,835,536

지역사회	·	공익 

·	 	‘임직원 끝전 기부 프로그램’ 홀트일산복지타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정서활동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및 자원봉사 ‘오렌지희망하우스’
·	 	미아방지를 위한 키트 제작 및 미아방지 캠페인 활동 ‘오렌지아이키트’
·	 	미연고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	 	스포츠 및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어린이 후원 ‘오렌지장학프로그램’
·	 	골프 꿈나무 1:1 멘토링 프로그램 ‘오렌지멘토링프로그램’
·	 	포항시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복구 지원 후원
·	 	중증장애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방한키트 지원 ‘오렌지따뜻한겨울나기’
·	 	사랑의 보험금
·	 	임직원 참여 자선바자회를 통한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 ‘오렌지희망바자회’

3,075,586

문화	·	예술	·	스포츠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 기부 350,000

학술	·	교육 
·	 	1사 1교 금융교육프로그램 ‘오렌지금융교육봉사단’	
·	 	육군부사관 학술연구 미원 및 피교육생 교육 지원
·	 	초등학교 정기 간행물 후원

150,450

환경보호

·	 	미세먼지 환경캠페인 ‘오렌지플랜트’
	 - 일반인 대상 공기정화식물 나눔 오렌지플랜트쉐어
	 - 초등학교 미세먼지 환경교육 및 공기정화식물 심기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자연생태학교 체험활동 및 공모전

200,000

기타
·	 	군 장병 사기증진 및 군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한 후원활동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활동 기부

59,500

•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오렌지장학프로그램’

•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및 자원봉사 ‘오렌지희망하우스’

• 미세먼지 환경캠페인 ‘오렌지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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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AIA생명은 ‘Healthy Living’ 을 모토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IBK연금보험은 국내 최초의 연금전문 보험사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합니다. 

대표자	 차태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22층
설립연도	 1987년
임직원수	 578명

대표자	 장주성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18,19층
설립연도	 2010년
임직원수	 152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5,961,426

지역사회	·	공익 

·	 	 손흥민 선수 방한 기념 뇌성마비 아동 대상 축구 클리닉 진행
·	 	 절단장애인 의족지원 
·	 	 저소득층 생필품 및 연탄 지원
·	 	 저소득층 아동 건강 도시락 지원
·	 	 청년창업프로그램 지원

796,000

문화	·	예술	·	스포츠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기부금 전달 198,000

글로벌 사회공헌 ·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 대상 태양광랜턴 지원 52,000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4,915,426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509,889

지역사회	·	공익 

·	 	 사회복지시설 차량 후원
·	 	 독거어르신 도시락 후원
·	 	 1사1촌 일손돕기
·	 	 독거어르신 방한용품 후원

113,240

문화	·	예술	·	스포츠 ·	 	 스포츠 후원 (평창 동계올림픽) 67,460

학술	·	교육 ·	 	 아동보육시설 후원 1,900

서민금융 ·	 	 휴면보험금 출연 274,289

기타 ·	 	 기부전용상품 통한 후원 53,000

· 저소득층 아동 대상 건강도시락 지원

·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   절단장애인 의족 지원

·   청년창업프로그램 지원

·   평창 동계올림픽 기부금 지원

·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 대상 태양광랜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차량 후원

· 아동보육시설 체육행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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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고객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모토로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표자	 이학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삼덕빌딩 8층
설립연도	 2013년
임직원수	 84명

· 입양아를 위한 편지번역 및 발송 봉사

· 위탁가정 아동 후원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

지역사회	·	공익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입양을 알선하고 소외 아동, 청소년, 비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번역봉사, 시설 청소 등의 봉사활동 진행 

-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더 밝은 내일 

더 행복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가치와 상호부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사랑, 희망,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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