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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기간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별로 개별 표기하였습니다.)

재단 재무현황 등의 활동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사업 중 1차년도 이상, SVMF Input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현황 및 성과,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보고서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본 보고서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표지와 내지는
친환경 재생 용지 모조지 260g, 100g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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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본 보고서를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실천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결과와 의미를 되돌아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더욱 의미 있는 202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기업•재단•CSR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금융권 대표/일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금융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인류는 현재 거대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UN은 2030년까지 이행할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는 해당 목표에 합의하였습니다.
「희망사회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단단하고 진실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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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01. 주요사업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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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역사회 단위별로
다양한 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MOU를 맺고
생필품 키트 및 식료품을 전달하고,
따듯한 희망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 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환경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

08

START-UP

스타트업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INTRODUCTION 01. 주요사업 성과 요약

FINANCIAL LITERACY

2021년 주요사업 성과 요약

231개 기업
선발 지원 17개 기업

14.3억 투자 임대료 지원 632개소
에너지 및 일회용품 절감
리사이클링 캠페인 66개소

신한 금융교육 청년부채 토탈케어
글로벌 영 챌린저

장애인 일자리 신한꿈도담터 희망학교 SW교실

신한이지(easy) 론칭 491명 지원

청각장애인 고용 10명
다회용기 사용
탄소배출 감소 6,443kg

신규 22개소, 전체 123개소

총 6,096명 교육 지원

42명 지원
35명(83%) 취업

1,489명 교육
113개 SW교실

지역사회 상생GROUP OF COMMUNITY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90명 고용
월평균 매출 880만원

순천 청수정
16명 고용 월평균 매출 1,850만원

부산 ㅌㅌㅌ센터
22명 고용 월평균 매출 350만원

세종 침산추월
52명 고용 월평균 매출 460만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4곳)
선발 중

학술 · 문화지원

문화예술지원사업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1년간

수상자 6인

1년간

230명 지원

신한금융공학상 학술상 1명

논문상 1명 장학금 3명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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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INTRODUCTION 02. 이사장 인사말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조용병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는 「희망사회프로젝트」는 2017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바람은 「Hope.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져 금융권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고객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체계를 구축하며 phase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일상은 우리 사회 어려운 곳에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의 삶에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꿈도담터」는 방과 후 자녀들을
위한 든든한 양육 울타리를 제공했고,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이지」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힘썼으며,
청년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GYC」를 바탕으로 열정있는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지원에도 힘을 더했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서울, 인천,
제주, 베트남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며 우리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처음 선보인 SVMF (Shinhan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용병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산출 기준의 공정성을 강화했고 
스타트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반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사회적가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21~2023년을 'Beyond 희망사회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 사회와의 공감을 더 넓히기 위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의 혜택이 미처 닿지 못했던 이웃을 향한 
마음을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Hope. Together. SFG.」라는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촘촘한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ESG
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이웃의 짐을 나누어 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밝혀주는 소중한 마음을 
보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역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행복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재단명칭 ‘신한희망재단’으로 변경

제10회 신한음악상 개최

목적사업 추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재단 연혁

INTRODUCTION 03.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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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시작

1997

2006
재단명칭 ‘신한은행희망재단’으로 변경

제1회 신한 음악상 개최

2009
목적사업 추가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

감독관청 변경

(서울시 교육청→고용노동부)

2012

‘으뜸기업-으뜸인재 매칭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9

으로 변경재단명칭

2020

교육부 장관상 수상

주한 베트남 대사관 감사패 수여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1996
재단설립 ‘조흥백년재단’

2017

희망사회프로젝트 선포

목적사업 추가
저소득층 재기 및 일자리 지원사업

2021

국제상공회의소 주관 CSS Awards 신한금융그룹

신한 스퀘어브릿지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저 상 수상

신한금융희망재단 희망사회 프로젝트

3개년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AVPN 동북아 써밋 개최
‘ESG :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관계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청년해외취업 지원’

신한금융그룹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이지‘ 런칭

신한 스퀘어브릿지 HERO IR Day in Jeju 개최(7월, 12월)



이사회 구성

설립 목적

INTRODUCTION 03. 재단 소개

지속가능한 CSR 활동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이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 경험 및 문화적 배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보유한 이들을 재단 이사로 구성합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 6개 분야와 경영 전략 방향을 연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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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희망재단은 기업•재단•CSR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금융권 대표/일류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조용병

성용락

조성표

Business
Administration,

Finance

Law

Accounting

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전) 신한은행 은행장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직무대행

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교수
현) KAIST 이사

전) 한국회계학회 회장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사장

감사

남

남

남

혁신성장

사회적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가치

소셜임팩트

사회가치

미래가치

2018

ESG, CSR에 대한 지속적 기여

2019

비즈니스&사회적가치 달성하는
영속적 사회공헌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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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F COMMUNITY 학술 · 문화지원

FINANCIAL LITERACY

박정규

김석동

김봉래

조상미

Law

Finance
Economy

Law
Accounting

Social Welfare
Social Economy

이사

남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

남 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 재경부 제1차관 역임

남 현) 삼정KPMG 상임고문
전) 국세청 차장

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여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
현) 행복나래 이사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원

지속가능한 희망재단

CSR Synergy

재단기타사업

금융취약계층

일자리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유의미한 사회적가치 창출

2021

ESG 연계를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및 사회적 임팩트의
베스트 프렉티스 창출

START-UP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희망사회

INTRODUCTION 03.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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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희망사회 구현

희망사회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 파트너社 연계사업 등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One Shinhan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희망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MISSION

VISION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목적

희망사회
프로젝트

CSR
파트너社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비전

스타트업 육성

금융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미션 및 비전

전략 체계

INTRODUCTION 03.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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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금융교육

청년부채 토탈케어

글로벌 영 챌린저

장애인 일자리

신한꿈도담터

희망학교 SW교실

문화예술지원사업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건강한 금융 소비자를
육성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 · 경제적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영역 주요 사업

스타트업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Start-up

Financial
literacy

학술 · 문화지원

Group
of community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SFG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

INTRODUCTION 03. 재단 소개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주요사업 중대성 평가

INTRODUCTION 04. 사업방향

F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SFG

Financial literacy

 · H.Q. : 스퀘어브릿지 총괄/평가/행사/성과측정

 · 서울(육성형) : 오픈이노베이션, 인큐베이션, 네트워킹

 · 인천(육성형) : Tech/Bio/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 제주(문제해결형) : 환경/자원/농업 이슈 해결

 · 베트남(문제해결형) : 스타트업 활용 베트남 사회문제 해결

 · Youth(문제해결형) : 스타트업 인재 육성

 · 대전(육성형) : Tech 실용화 BM 및 글로벌 진출

 · 대구(복합) : 환경/사회적가치/생태계 구축

 · 부산/광주 단계적 추진

금융취약계층
지원 성과 확대
for ever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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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성과 중요도

희망사회프로젝트 Matrix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희망사회프로젝트의 사업 pool 구축중대성 평가 신한의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 가능성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5가지의 주요 이슈 외에도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과 및 사회적가치 성과의 창출이 기대되는 2가지 이슈
(청년부채/신용회복, 자영업자 지원)를 추가 발굴 하였습니다. * SVMF : Shinhan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

 ·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투자 지속
 ·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스타트업 지원 (Triple K 연계)

사회적경제 지원

S
Start-up

스타트업 영역
이니셔티브 강화

for every entrepreneur

M
ax

Max

M
in

Min 시너지 창출

SV
M

F*

소상공인 지원
신용회복 지원문화 & 예술

인프라 구축(금융교육+지역사회)

취약계층 긴급지원

스타트업 지원
아동 돌봄

SW 교육

취업 지원
지역사회 지원

사회적기업

신한금융희망재단은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의 Materiality T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방향과 
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특히, 신한 고유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인 
SVMF*를 활용하였습니다.

INTRODUCTION 04. 사업방향

G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한금융의 業의 특성을 살린 지원으로 금융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Group of community

지역사회와의
상생 구조 확립

for ever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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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사회프로젝트는

S.F.G. 사업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2020년 대비 5%p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금융교육에 힘쓰며
사회적·경제적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21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인천 지역 단일 사업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킹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며 230%p 성장하였습니다.

※ 2020년은 인천 단일 사업 추진
※ 2021년은 전국 확대 사업 추진

 · 그룹사와 全세대 잇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全그룹사 금융교육 통합

 · 세종/순천/부산 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

 ·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 긴급지원 ‘신한 Meal Box’

 · Hope. Together. 지역사회 공모사업

 · 실직/생계 위기 등 사회적 이슈 지원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 구축

 · 청년부채토탈케어 4기 운영

청년층 부채/신용회복 지원

 · 희망학교 SW교실 특수학교 IT교육 지원

발달장애학생 코딩교육 지원

 · GYC 4기 일본/베트남/헝가리/폴란드 취업 지원

 ·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층 역량 강화/취업 지원

 · 금융교육, SW 교육, 사회성 발달 교육 지원

 · 꿈도담터 개보수 및 지속 관리 체계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229%
2020년

234%
2021년

100%
스퀘어브릿지 (인천)

2020년

330%
스퀘어브릿지 SVMF 성과

2021년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총 창출된 사회적가치

희망사회프로젝트 SVMF 성과 요약

측정결과

단위 : 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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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cial Value 2021년

분류 Number of
Programs SS비중(%) (B) / (A) %

합계

Social Savings
(SS = Input) (A)

Start-up

36,679,546,775원

Financial literacy

14,457,497,745원

Group of community

2,260,475,671원

학술 · 문화지원

411,812,000원

· 재단사업을 4개의 분류, 19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약 229억 규모의 Input 측정
· Social Value Added, Outcome 측정된 14개 세부사업을 통해, 308억원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된 것으로 측정
· 전체 538억, 234%의 SROI 측정

- 2021년의 TSV(Total Social Value)는 Input 229억원 대비 234%인 538억원 달성
- 이는 2020년의 SROI인 229% 대비 5%p 증가한 성과
- 중점사업 : 「스퀘어브릿지」(서울, 인천, 제주, Youth, 베트남) 337% SROI 달성→작년 대비 237%p 상승
- SROI : 「스퀘어브릿지」 인천 492%, 베트남 456%, 신한꿈도담터 420% 달성

53,809,332,191원

Start-up 8 13,017,383,663 56.7 281.8

Financial literacy 8 7,357,598,468 32.1 196.5

Group of community 4 2,159,939,978 9.4 104.7

학술 · 문화지원 3 411,812,000 1.8 100.0

24 22,946,734,109 100.0 234.5

Total
Social Value (B)

36,679,546,775

14,457,497,745

2,260,475,671

411,812,000

53,809,332,191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의 사회적가치 측정

투입 (Input)

사회적가치 창출 측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자원의 투입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

가치확산 (Influence) t시점 이후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적가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1. Social Savings, 2. Social Value Added,
3. Outcome, 4. Influence로 사회적가치 창출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 고유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Shinhan SVMF)’를 개발·적용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신한금융그룹

INTRODUCTION 05. 사회적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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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된 자원의 원가로 측정
   (물적+ 인적 자원의 화폐 가치 상당액)

비용접근법

- 제공된 프로그램의 유사 시장 가격을
   대측치(proxy)로 활용하여 측정
- 제공된 프로그램으로인해 수혜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을 시장 가격과 대비하여 측정

시장접근법

- 수혜자가 창출한 활동이 가져온 변화의
   화폐 가치 상당액

이익접근법

· Output :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1차적 혜택 (t시점)
· Social Savings :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액
· Social Value Added :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수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화폐가치 측정액
· Outcome :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2차적 혜택 (t시점 이후)
· e : 외부효과 가감액

Total Social Value
= Output + Outcome + e
= (Social Savings + Social Value Added)
   + Outcome + e

Influence

산출 (Output)
수혜자의 1차적 혜택 t시점

결과 (Outcome)
수혜자의 2차적 혜택 t시점 이후

Social Savings

투입된 자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절감

측정치

Social Value Added

부가가치의
화폐가치 측정치

Outcome

수혜자의 삶의 변화
측정치



S
Start-up

미래세대의 금융 이해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금융 소비자를 육성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금융 교육을 통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희망사회프로젝트 SFG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SFG

F
Financial literacy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

대한민국 혁신 경제성장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건강한 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START-UP

SFG OVERVIEW

1.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2. 사회적경제 지원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GROUP OF COMMUNITY

1.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2. 지역사회문제해결
     Do the Green Thing

3.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

학술 · 문화지원

1.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2. 해외장학사업

3. 학술지원사업

FINANCIAL LITERACY

01

03

04

02

1.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2. 청년부채 토탈케어

3. 글로벌 영 챌린저

4. 장애인 일자리

5. 신한꿈도담터

6. 희망학교 SW교실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경제가치에 기여하는
미래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G
Group of community

지역사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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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H.Q. 

1st, 2nd 통합 IR Day
우수 29개사 선정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저 부문 수상

*2021년 12월, 국제상공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주관 CSS (Corporate

Startup Stars) Award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저 부문 수상(아시아 금융권 최초)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대표적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기존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해 더욱 확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투자까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잠재력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SFG OVERVIEW 01. START-UP

2021년부터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업이 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략, 투자, 홍보를 총괄하는 H.Q. in Seoul을 

중심으로 육성형 지원사업과 과제해결형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육성형 

사업은 지역특화 및 중점산업별로 나누어 서울과 인천을 거점으로 진행되었고,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창업팀과 3~7년 까지의 중기, 7년 이상의 성숙 단계에 접어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 - 

육성 - 투자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Business Life Cycle에 맞춰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구인난을 겪는 스타트업을 연결함으로써 고용 시장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신한커리어온'을 진행하였고, 서울, 인천, 제주, 베트남 등 거점별로 지원사업을 확장하며
각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 지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는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재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과제해결형 사업은 사회이슈 해결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제주 지역,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적, 지역사회별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1~3년 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의미있는 활동들과 성과들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멤버사 대상으로 진행된 2차례의 IR Day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게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실제 VC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우수 기업 

시상식, 투자 확약식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S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은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대·중견기업과 

시장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상호 연계하는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훌륭한 BM과 기술을 가졌으나 고전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는 ‘신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합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스타트업 유관계자들이 모여 

정보교류를 하는 자리가 없어져, 초기 스타트업들의 경우  VC 및 

엑셀러레이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월간 Find'를 

기획하였습니다. '월간 Find:'를 통해 매달 새로운 스타트업을 

특히,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구하는 과제해결형 사업을 제주에 도입하여 소셜미션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해결하는 못하는 지역의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우연한 만남을 기반으로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 

투자, 미래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및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행사인 '스타트업 

컨퍼런스', 시민들에게 공연, 강연, 체험, 마켓 등 문화콘텐츠와 

스타트업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스타트업 문화 축제인 '스타트업 페스티벌', 

채용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인재채용 

안정화와 구직자의 유망 스타트업 취업 연계를 위해 스타트업 

커리어 플랫폼 '핏잡'을 런칭 및 운영하며 다각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였습니다. 

스타트업 115개사 육성
인큐베이션 6~7기 30개사, 소셜벤처 1기 8개사,

오픈이노베이션 3~5기 77개사 지원 및
POC-MOU 등 17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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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꿈꾸는 One Place, One Platform
인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빌드업 단계의 창업 초기 
기업부터 해외시장을 확장하려는 글로벌 스타트업까지, 
스타트업 전주기 육성체계 구축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전용펀드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혁신성장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산업 분야 혁신기술과 바이오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인천시와 연계를 통하여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을 스타트업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하는 의미 있는 결실도 만들어냈습니다.

1.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스타트업 104개사 육성

투자유치 연계 705억원

중소기업벤처부
아기유니콘 선정 2개사

GFS(Google for
Startups) 협력체계 강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인
‘에바’는 투자연계형 액셀러레이팅 
멤버사로 선정되어 1년동안 지원을 
받은 기업입니다. 최초 선발 당시 이동형 
충전 솔루션에 대한 시장규제로 
제품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을 만나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참여기업 '에바' 사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규제로 출시가 어려워진 이동형 충전 솔루션 대신, 고정형 
완속 충전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였고, 고정형 완속충전 솔루션 기술을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에바'는 고정형 완속형 전기차 충전 솔루션으로 2022 CES 혁신상
‘스마트 시티’와 ‘지속 가능성, 에코 디자인 & 스마트 에너지’ 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S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는 제주 내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제주의 환경, 자원,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주 스타트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혁신적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네트워크 연계, 투자·법률·특허·HR 컨설팅 등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까지 제공하여 기업 성장의 고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신한스퀘어브릿지 베트남>은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베트남에 보급하여 현지에서 공유 가치 창출을 
이끌고, 브랜드 제고를 통하여 현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 행사인 ‘베트남 
테크페스트’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현지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YOUTH>에서 2021년 1기로 운영한 
'신한커리어온'은 커리어가 필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최적화 된 
직무 경험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이며, 
스타트업에게는 부족한 인력 자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재풀 확대와 스타트업 인식 개선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에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 미팅과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프로젝트 방향을 날카롭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수치화 가능한 소셜임팩트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신한스퀘어브릿지 제주>사업이 
있었기에 재주상회의 방식대로 제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좋은 출발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 참여기업 '재주상회' 후기

스타트업 5개 연합팀
제주 환경, 농업, 자원 이슈 해결 위한

스타트업 5개사 + Collective Impact 기반
약 20개사 협력체계 구축 중

(2022년초 1차년도 평가 진행)

소셜 스타트업 6개사
(진출 진행 중)

220명 교육 및
취업 연계

약 200명 시각장애인 및
100개 학교 테크 솔루션 지원

취업역량강화교육
300명

현장실습
102명

맞춤형직무교육
151명

인턴십 49명
(채용전환 18명)

최종 취업
50명

해당 사업을 통해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한림수직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 이후에는 자원 순환이라는 환경적 성과와 더불어 
한림수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로컬 브랜드 재생을 통한 지역 
재생을 이루는 모습을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사회적가치 금액은 총 310억원으로,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2021년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금액인

(Input) 102억원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로 집계되었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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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신한 스퀘어브릿지 1st HERO IR Day’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최초의 IR 대회로,
IR 피칭 및 운영사 대상 워크숍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SVMF

SVMF(Shinhan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는 2020년 첫 
발행된 사회책임보고서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성과를 객관적 
화폐가치로 소통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H.Q.>를 중심으로, SVMF를 기존 지역과 더불어 제주의 5개 프로젝트 사례에 

총 사회적가치 중에서는 스타트업 육성형으로 분류되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인천 및 YOUTH의 사회적가치가 246억원으로 산출되었고, 사회환경 
과제해결형으로 분류되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와 베트남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가치는 49억원, 전체를 총괄하는 H.Q.는 14억원에 달해 한해 동안의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SVMF에 따라, 2021년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사회적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적용하면서, 스퀘어브릿지에 특화된 SVMF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증과 추가적인 피드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Input
102억원

약 3배 성과
310억원

1.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신한 스퀘어브릿지 1st HERO IR Day

사전 신청자만 약 1,000여명,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여기업들에게는 투자를 받는 기회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및
체험형 워크숍을 통한 새로운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R 우승팀 셀러노트닥터노아

큐에스텍카이미

시큐리티플랫폼 에바 AIMMO

오트웍스 제이앤피메디

소프트베리

유니드캐릭터 (특별상) 파밍 (특별상)

S
2021년 12월 2일에 제주혁신성장센터(JDC)에서 진행된
‘신한 스퀘어브릿지 2nd HERO IR Day’는 3개 트랙별 최종 6개팀씩 선발된 총 18팀을 대상으로
IR 피치덱 스킬 특강과 VC 1:1 멘토링을 제공하며 참여팀들에게
성공적인 IR 피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멤버사인 코엑터스, 에바가 각각 투자를 받았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2nd HERO IR Day

2021년은 총 2번의 신한 스퀘어브릿지 IR Day를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투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렸으며,
앞으로도 역량있는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유니크굿컴퍼니 퍼밋, 시큐리티플랫폼 시즐, 리하베스트, 엘메카

비즈니스캔버스 메이아이, 스마투스코리아 코코넛사일로, 알티엠, 제이앤피메디

IR 우승팀

2위 3위1위

A트랙

B트랙

별따러가자 주식회사 드론오렌지, (주)블루웨일컴퍼니
농업회사주식회사 그린, (주)쉐코, 코액터스(주)

C트랙

310억원

스타트업 영역 SVMF
총 366억원 중

84.5%

Input

102 TSV

310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2021 사회적가치 금액 (단위 : 억 원)

14.3 94.1 131.6 21 20.8

스퀘어브릿지 H.Q. 스퀘어브릿지 서울 스퀘어브릿지 인천 스퀘어브릿지 제주 스퀘어브릿지 베트남 스퀘어브릿지 YOUTH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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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 지원

SFG OVERVIEW 01. START-UP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사회적기업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18년 10월 최초로 조성되어,
2022년 2월 현재 3개의 펀드(약정 총액 520억원)를 운용중에 있으며,
동 펀드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전환약정기업/임팩트기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은 2021년 12월 말까지

25개 기업에 약 14.3억원의 투자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펀드 사업 초기부터
펀드 출자, 투자기업 소개 등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외부출자자 모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완료한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1호펀드, 12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2호펀드 및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3호펀드까지 총 3개의 
사회적기업펀드를 운용 중에 있으며, 이러한 펀드를 통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육성 후 자금 회수를 
통한 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펀드를 통해 투자자 모집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게는 그룹차원에서 
계열사들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은행의 대출지원, 신한금융투자의 
IPO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업

S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경제적가치를 위해 사회적가치를 포기하는 기업들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기업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 진행자 인터뷰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Input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20
TSV

46

46억원

스타트업 영역 SVMF
총 366억원 중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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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SFG OVERVIEW 01. START-UP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2021년

632개 소상공인 업체에 7억 5천만원(임대료, 친환경 경영비)을 지원하였고,
에너지 및 일회용품 절감 리사이클링 캠페인에 66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ESG 경영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 활동 

개선, 신용 컨설팅,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였고, 약 5억 원의 임대료 지원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창업가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 ESG 경영 실천과 친환경 활동 참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 개선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 활동 참여 독려를 통해 친환경 경영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친환경 경영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물품이나 설비를 구매/설치할 경우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종이팩 리사이클링 업무 협약을 통하여 우유팩 수거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1.5억 원의 친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매출 증대, 

친환경 경영 확대 등의 가치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S
코로나19 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합 금지로 학원 문을 열지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큰 희망이고 힘이었습니다.

덕분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새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며 웃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정성스레 우유팩을 챙겨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모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유팩을 모으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자 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0억원

스타트업 영역 SVMF
총 366억원 중

2.9%
Input

7.5

TS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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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easy)

SFG OVERVIEW 02. FINANCIAL LITERACY

One Shinhan 통합 교육플랫폼 「신한이지(easy) 구축 사업」을 통해
금융교육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학력의 교육 대상자를 고려하여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에게
재정적 안정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금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친근하고 
따뜻한 금융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신한금융 전그룹사가 통합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이지(easy)」를 성공적으로 론칭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신한은행 직원들이 직접 멘토강사 및 창구 봉사자로
참여하며 재능기부를 하는 신한은행의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쉽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일상에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놓치지 않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점포(뱅버드)를 이용해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은행 영업점 방문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금융교육,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자 실시하는
맞춤형 금융교육까지,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유학년제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된 전용 체험관에서 은행원의 직업 강의 및 분야별 소개를 듣는 것은 물론,
직접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교육을 통하여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진로 탐색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교육

금융소외계층 생활금융교육

F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easy)

10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7%
Input

10

TSV

10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청년부채 토탈케어

장애인 일자리

글로벌 영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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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부채 토탈케어

「청년부채 토탈케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조금씩 희망을 품고, 금전 
문제로 인해 늘 답답하고 초조하던 마음에 숨 쉴 구멍을 마련해 준 계기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첫 지원금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과 저축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했기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청년부채 토탈케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고객 중 취업 상태인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 지원금, 신용등업 축하금, 직업역량강화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부채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322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고 신용 회복을 위한
KCB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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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채 토탈케어」는 2021년 

491명의 청년에게 약 15억 8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용컨설팅 및 미래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년 총 309명 신용 점수 상승(평균 약60점, 최대 416점 개선), 학자금대출 완납자 15명

참여자 후기

저소득 청년들의 부채 감소, 자산 형성, 신용 개선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 일시적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F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업 상태 청년에게
생활비, 주거비, 식대 등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 수료, 봉사활동 인증 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역량교육 제공

종합신용관리플러스의 KCB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신용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관리 지원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청년부채 토탈케어

Input

17

TSV

19

19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13%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청년부채 토탈케어

장애인 일자리

글로벌 영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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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영 챌린저

「글로벌 영 챌린저」 지원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운영 자금 지원 및 사업총괄 관리, 
사업협력체계 구축(한국외대, KOTRA 및 해외 네트워크), 현장 점검, 취업 
매칭 지원을 위한 비용까지 해외취업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으로 청년과 
함께 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청년 인재들이 숨은 역량을 
키워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를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를 지원,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취업 매칭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신한 GYC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부터
현지 취업 매칭까지 지원하며 청년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대한민국 청년 인재들의 도전과 열정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SFG OVERVIEW 02. FINANCIAL LITERACY

「글로벌 영 챌린저(Global Young Challenger)」  3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총 42명, 취업자는 35명으로 83%의 취업률을 이루었습니다.

해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과 숙식비, 항공료, Field Trip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교육비 전액 지원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마련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생 1:1 토탈 케어를 통해 상시 취업 매칭을 지원합니다.

GYC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매칭 지원

실효성 높은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합니다.

선배 기업인과의 멘토링 서비스 지원

F

20대 시절의 꿈인 해외근무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유럽 국가의 한국 기업들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높은 경쟁률로 힘겨움을 느끼던 시점에 GY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GYC 3기 헝가리과정 최지수 참여자 후기

신한금융그룹, 한국외대, KOTRA라는 든든한 지원 아래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수진에게 수업을 받으며 
8개월간 영어, 헝가리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외대 용인 캠퍼스와 ELTE 대학교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와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장님의 1:1 이력서 및 면접 코칭과 매니저님의 
업체 연계 노력 덕분에, 저는 GYC를 통하여 3번의 최종 면접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업무는 헝가리와 그 외 동유럽 9개 관할 국가의 수요 예측과 공급을 담당하며 
각국의 세일즈맨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GYC 덕분에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글로벌 영 챌린저

31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22%

Input

16

TSV

31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청년부채 토탈케어

장애인 일자리

글로벌 영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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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스윗의 비청각장애 직원들은 청각장애 직원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어를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SNS 캠페인, 동영상 제작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장애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함께 고민하며,
청각장애인 직원이 일하는 카페인 사회적협동조합 '스윗'을 통하여
선순환적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문턱 없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SFG OVERVIEW 02. FINANCIAL LITERACY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카페스윗 3개소를 오픈 및 운영하면서 청각장애인 10명을 고용하였고,
장애라는 문턱이 사라진 공간 안에서 청각장애인 직원과 비청각장애인 직원/고객들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페스윗에서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인턴십’을 진행함으로써 취업역량 교육도 지원합니다.

ESG 활용방안으로, 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며 다회용컵과 생분해컵을 
사용했고,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년간 카페스윗 매장에서 다회용컵과 
생분해컵을 사용함으로써 6,443kg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켰고, 이는 20
년된 소나무 2,333그루의 환경적 가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F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두터운 소통의 벽이 되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 업무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마스크로 가려진 입에서 어떤 언어도 읽을 수 없어서 소통의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스윗 본점(신한은행 본점 15층)에서는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문과 관련된 수어 교육 자료를 배포, 엘리베이터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까지 수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소통의 단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장애인 일자리

Input

10

TSV

15

15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11%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청년부채 토탈케어

장애인 일자리

글로벌 영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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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한꿈도담터

「신한꿈도담터」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2년 현재 전국 123개소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금융교육,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사회성 발달교육, 진로지도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도 안심하고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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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초등돌봄나눔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신한꿈도담터」 내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 
아동들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초 

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용돈 관리법, 세계 화폐를 활용한 다문화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융교육 관련 교구 제작을 활용해 아이들의 
경제관념 확립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아이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에 기여합니다.

F

코로나19 시대에도 아이들의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성발달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한꿈도담터」 SW교실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전국에 
조성한 돌봄나눔터 이용 아동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형 코딩교실’입니다. 주요 연령층은 
초등학생이며, SW기초 체험부터 코딩을 익히는 심화학습, 
성장을 확인하는 경진대회까지 SW관련 전 과정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시기에도 
SW교구 대여와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단순 공간 조성에서 나아가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기자재,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노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병행하면서 공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SW교육

사회성발달교육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틈새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나 신한꿈도담터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한꿈도담터를 통해 아이들은 안심하고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님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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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한꿈도담터」는 총 52,800명이 이용하였고, 교육 수혜자 수는 6,096명에 달합니다.

SFG OVERVIEW

「신한꿈도담터」 에 다니는 호민(가명)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평소 
주의력 결핍과 산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10분 이상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했으며, 
이는 「신한꿈도담터」 SW교실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수업 날에는 오조봇을 바닥에 굴리고 로봇으로 장난만 치는 등 코딩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코딩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는 

2018년부터 지속된 「신한꿈도담터」는 단순한 공간구축 사업을 넘어 금융교육, 사회성발달교육, SW교육 등 콘텐츠 강화에도 힘을 쏟으면서 지속적인 공간 운영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는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돌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02. FINANCIAL LITERACY

사업 진행자 인터뷰

5. 신한꿈도담터

강사의 말에 잠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서툰 마우스 조작과 
조금씩 높아지는 수업 난도에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평소 학습에 큰 의욕이 없던 호민이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매우 놀라셨다고 합니다.
‘나만의 게임 개발’이라는 대회 주제가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참가한 
호민이는, 이후 SW심화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마다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고, 
컴퓨터로 장난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며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시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코로나19로 팀원이 갑자기 불참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평하는 
대신 친구 몫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다른 팀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호민이가 속한 팀은 대상(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인터뷰에서 호민이는 “일주일 중 목요일만 기다려질 
만큼 수업이 재밌어요.”라며 「신한꿈도담터」 수업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게임은 플레이어로 즐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어른이 되면 인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F

학원 스케줄을 빽빽하게 짜놓고 계속 다른 학원에 가다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긴 해도 대기자도 많고 힘들어요.

참여자 후기

아이들 하교, 하원부터 부모님 만날 때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드나들면서
친구들하고 놀이도 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한꿈도담터를 통해, 앞으로도 어른들의 돌봄 아래 안전한 곳에서 공동 케어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5 4.8 1.4

신한꿈도담터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2021 사회적가치 금액 (단위 : 억 원)

Input

11 TSV

43

신한꿈도담터 신한꿈도담터 금융교육 신한꿈도담터 SW교육

43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30%



44

6. 희망학교 SW교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특수학교 교사,
SW강사를 대상으로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자금 지원 및 사업 총괄 관리, 프로그램 협업(SW강사양성 교육, 캠프 장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교육부와 연계, 국내 최초로 특수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자기결정력을 지닌 주체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IT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희망학교 SW캠프, 희망학교 SW경진대회, 특수학교 교사연수, 특수교육학과 실습, SW강사 육성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SW교육을 가르치는 SW전문강사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신한 퇴직자에게도 이와 같은 전문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희망학교 SW교실」 운영을 통하여 발달장애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필요한 IT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SFG OVERVIEW 02. FINANCIAL LITERACY

「희망학교 SW교실」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발달장애학생은 IT 접근 능력을 향상하고,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 혹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학생의 
IT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희망학교 SW교실」 지원 금액은

7억 3천 7백만원이며, 56개(누적 113개) SW교실에서 1,489명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F

저는 법조타운 지점에서 퇴직한 후 전혀 새로운 꿈을 찾던 중,
희망학교 SW교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꿈이 특수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참여자 후기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며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희망학교 SW교실

23억원

금융교육 영역 SVMF
총 144억원 중

17%

Input

7

TSV

23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청년부채 토탈케어

장애인 일자리

글로벌 영 챌린저

신한꿈도담터 희망학교 SW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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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희망재단은 전문 컨설팅사의 마을 진단을 기반으로
마을 환경과 시장 입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브랜딩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례로, 당초 마을 내 유휴 시설이었던 커뮤니티 센터가 브랜딩 과정을 통해
침산추월 센터로 개편되었고, 캠핑체험카페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되기 전부터
지역 내 젊은 고객들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활의지를 지닌 취약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1.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SFG OVERVIEW 03. GROUP OF COMMUNITY

유휴 공간인 한옥을 다방과 식당으로 단장하여 순천 갯벌 특유의 맛과 향을 담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아래 물리적 생활 환경이 열악했던 
순천시 금곡동 청수골에 청수정 공간을 마련하였고,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브랜딩을 진행하고 순천 
지역 소외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대표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사상구 새밭마을에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생활문화공간을 만들어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경험과 마을 자립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차체 
마을 협의회(협동조합원) 간 협의를 통하여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ㅌㅌㅌ센터(타운, 투게더, 타임의 앞자를 
따서 마을에서 함께 시간과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오픈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청년 세대 부재와 늘어난 빈집으로 인해 도시 재생이 필요한 세종시 침산마을에 마을 야영장인 침산추월을 
만들었습니다. 침산마을 곳곳에 야영장과 피크닉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침산추월센터를 오픈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다채로운 공동체 프로그램은 진행하며 건강한 로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천 청수정

부산 새밭마을 ㅌㅌㅌ센터

세종 침산추월

2021 사회적가치 금액 (단위 : 억 원)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Input

11

TSV

12

12억원

지역사회 영역 SVMF
총 22억원 중

56%

G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민들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44%

지역사회 문제해결
‘Do the Green Thing’

순천 식당 청수정

52명 구성, 캠핑체험 월평균 460만원 매출

16명 구성, 월평균 1,850만원 매출

22명 구성 카페 및 대관 월평균 350만원 매출
부산 동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ㅌㅌㅌ센터

세종 마을 캠핑장 침산추월

10억원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순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부산)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세종)

2.6 4.8 5.1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주최로 진행하는 「지역사회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 및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금융과 사회복지모금공동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연합모델형 사회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연합모델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별로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MOU를 맺어 구성하는 집합체를 뜻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역사회 공모사업」이

성공적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지역사회 문제해결 ‘Do the Green Thing’

2022년

SFG OVERVIEW 03. GROUP OF COMMUNITY

2022년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대두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 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환경을 비롯한 경제 · 사회적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안면도 노인복지관,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최종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환경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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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지역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의료진 5천 명에게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1만 5천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응원하기 위하여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동 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3.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

앞으로도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역사회에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늘 현장에서 함께 뛰고 지원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 전통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골목상권의 물품을
구매하여 1만 개의 MealBox를 마련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한 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경제복지지원을 실시하며 소외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소외된 이웃에게 1만 개의 희망상자(식료품)꾸러미와 희망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로 2020년 약 24억원의 펀딩 모금을 달성하였고,

생필품 약 1억원을 구매하고 생필품 키트를 5,000명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구 경북에 희망을! (Hope. Together. With 신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Hope. Together. "힘내라 자영업자")

신한 동해 오픈 Mea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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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신한 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하여 2009년 신한은행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국내 금융권 최초의 클래식 콩쿠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SFG OVERVIEW 04. 학술 · 문화지원

수상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 세종체임버홀에서의 수상자 연주회를 
열어주게 되며, 발달장애 연주자들과의 협연기회 제공 및 독주회 등의
연주기회 제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콩쿠르 진출시 신한아트홀 연습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함께 

성장하는 콩쿠르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 음악상」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음악적 성장과 꿈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지원 금액은 2억 2천 7백만원이며,
수상자 6인에게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 특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한 음악상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성악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12회 부터는 부문별 1등 뿐만 아니라, 장려상 제도를 신설하여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기
타

해외 음악교육 경험이 없는 국내 고교생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 유망주를 발굴 및 육성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아름다운 연주자로의 성장을 돕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미공개 발표곡이 발표되어 전세계 최초로 조성진이 오스트리아에서 초연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신한 음악상 수상자가 최초로 신한아트홀에서 동일한 곡을 초연했습니다.
신한은행 메세나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단기간에 보여준 성과였으며,
이를 통해 신한 음악상이 국내에서는 발빠르게 메세나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피소드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21억원

학술·문화 영역 SVMF
총 41억원 중

52% Input

21

TS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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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장학사업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997년 중국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8개국 현지법인을 통해 초·중·고·대학생을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장학금 지급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수혜 학생들이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SFG OVERVIEW

2021년 지원 금액은 8천 1백 5십만원이며,
23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장학 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생활고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한금융희망재단이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04. 학술 · 문화지원

기
타

해외장학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Input

해외장학사업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8

TSV

8

8억원

학술·문화 영역 SVMF
총 41억원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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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원사업

한미재무학회와 함께하는 「학술지원사업」은 한미재무학회 소속 재무, 금융 등에 관한
학술업적 우수자 및 우수 논문 저술자, 박사과정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공학상'을 제정하여 학술상, 최우수 논문상 등
우수자를 시상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 인재를 격려하고
금융 및 재무관련 연구 활성화를 돕습니다.

재무 및 금융권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의 밝은 미래를 도모합니다. 

SFG OVERVIEW

비록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회 및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원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21년에도 신한금융공학상 1명, 최우수논문상 1명, 박사과정 장학금 3명, 
그리고 학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발하게 재무 및 금융권의 학술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학회에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1년 지원 금액은 1천 2백만원이며,
학술지원사업 (신한금융공학상) 학술상 1명과 최우수논문상 1명을 시상하였고,
박사과정 장학금은 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04. 학술 · 문화지원

기
타

보다 깊고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해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신한 음악상)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Input

학술지원사업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화폐화 환산액 (SVMF)

11

TSV

11

11억원

학술·문화 영역 SVMF
총 41억원 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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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26(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5(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1,935,938,979 - 1,935,938,979 1,580,706,339 - 1,580,706,339

49,738,607,215 - 49,738,607,215 49,420,071,267 - 49,420,071,267

168,480,121 - 168,480,121 160,227,155 - 160,227,155

60,594,290 - 60,594,290 61,146,200 - 61,146,200

51,903,620,605 - 51,903,620,605 51,222,150,961 - 51,222,150,961

- 51,679,043,594 - - 51,005,275,006 -

- 51,679,043,594 - - 51,005,275,006 -

6,370,576 6,370,576 - 11,603,939 11,603,939 -

42,000,000 42,000,000 - 42,000,000 42,000,000 -

(35,629,424) (35,629,424) - (30,396,061) (30,396,061) -

51,909,991,181 51,685,414,170 51,903,620,605 51,233,754,900 51,016,878,945 51,222,150,961

6,370,576 51,685,414,170 - 11,603,939 51,016,878,945 -

98,630,911 98,630,911 - 297,000 297,000 -

1,288,694 1,288,694 - 671,914 671,914 -

60,594,290 - 60,594,290 61,146,200 - 61,146,200

60,594,290 - 60,594,290 61,146,200 - 61,146,200

99,919,605 99,919,605 - 968,914 968,914 -

160,513,895 99,919,605 60,594,290 62,115,114 968,914 61,146,200

21,927,191,700 21,927,191,700 51,679,043,594 21,927,191,700 21,927,191,700 51,005,275,006

29,822,285,586 29,658,302,865 163,982,721 29,244,448,086 29,088,718,331 155,729,755

29,822,285,586 29,658,302,865 163,982,721 29,244,448,086 29,088,718,331 155,729,755

51,749,477,286 51,585,494,565 51,843,026,315 51,171,639,786 51,015,910,031 51,161,004,761

21,927,191,700 21,927,191,700 51,679,043,594 21,927,191,700 21,927,191,700 51,005,275,006

51,909,991,181 51,685,414,170 51,903,620,605 51,233,754,900 51,016,878,945 51,222,150,961

과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부채

자본



신한자산운용

본 책자의 표지와 내지는 친환경 재생 용지 모조지 260g, 100g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