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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고등학생 창업 대회 결승전 개최 

 

청소년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JA Company of the Year)   

 

HSBC 코리아는 고등학생 창업 대회 결승전 (Company of the Year)을 청소년 

교육 전문 국제 비영리 단체 JA Korea (Junior Achievement Korea) 와 함께 

11 월 17, 18 일 양일간 우림블루나인 비지니스 센터와 JK 블라썸 호텔에서 

개최했다.  

 

HSBC 코리아는 지난 2015 년부터 청소년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후원해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 실제로 

기업을 조직,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 팀워크, 재무분석을 직접 배운다. 또한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해외에서 온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국제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결승전에는 올해 초 대회에 참가했던 78 개 팀 중 20 개 팀이 끝까지 남아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HSBC 임직원을 포함한 30 여명의 직장인 심사위원들이 

각 팀이 제출한 연간 보고서, 팀발표 및 전시회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2 팀인  전북과학고등학교 (핸드폰 카메라용 악세사리 제작)와 남양주 

심석고등학교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 제작)를 선발했다. 이 2 팀은 내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1 년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며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HSBC 코리아는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프로그램’, ‘Enactus 

(대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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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과 증권영업을 하고 있다.  HSBC 코리아가 소속된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그룹은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 개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66 개국에서 3,800 여개 지점을 운영하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 년 9 월말 

기준 자산은 2조 6,030 억 달러이다. HSBC는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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