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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개요

보고서링크  본 보고서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fb.or.kr ( 금융자료실 >>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 작성원칙 |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8』은 ‘은행사회공
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집계를 위해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
드라인과 금융업부가지표(Financial Services
Sector Supplement) 그리고 국내 지속경영 보고
기준인 BEST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측면의
활동실적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
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 보고범위 및 기간 |

본 보고서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세번째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입니다. 『은
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8』은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전국
은행연합회 21개 정사원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통합한 정보를 담
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성과와 함께 일부 경제, 사
회, 환경 부문의 성과 및 윤리경영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사회책임 영역
으로 보고 내용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가 제
언을 수록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
야별 활동성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지역사회 및 공익, ②학
술 및 교육, ③환경, ④문화ㆍ스포츠ㆍ예술, ⑤글로벌과 같이 5개 분야
로 나누어 보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보고범위 및 기준일자가 다른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 작성프로세스 |

전국은행연합회는 2006년에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구성하

여, ‘은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총회는 은행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연차 보고서로 발간하여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세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2009년 2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사회공헌활동 보

고서 2008』 발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집위

원회를 중심으로 은행별 활동실적 데이터와 내용을 수집하

고 보고서의 내용작성 및 검토를 통해 본 보고서를 발간하

였습니다.

Sharing a new
world together

“더불어 함께 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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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소개

전 국 은 행 연 합 회 

개 요

설립 목적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

-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

-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주요 기능

- 사원은행 경영개선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

- 사원은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 업무개발

- 사원은행 업무향상을 위한 각종 회의 · 세미나 · 설명회 개최

-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 · 연구자료 및 금융인을 위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금융기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 금융인 상호간의 협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 국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 금융기관 대외홍보 및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의 수립 · 실시

- 은행회관의 관리 · 운영

-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제공 및 제도의 개선

- 신용정보 온라인망 및 PC 통신망 유지 관리

전국은행연합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며,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지역별 은행협회를 흡수하여

1984년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발족

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사 원 은 행

정사원 (21)

일반은행

-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 지방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은행 관련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사원 (37)

- JPMorgan Chase Bank, N.A.
-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nk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
- Mizuho Corporate Bank, Ltd.
- CALYON Bank
- BNP Paribas
- ING Bank N.V. 
- Indian Overseas Bank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
- The Bank of Nova Scotia
- Deutsche Bank  AG
- ABN AMRO Bank
- UBAF(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 DBS Bank Ltd.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 Societe Generale
- United Overseas Bank, Ltd.
- The Yamaguchi Bank, Ltd.(Pusan Branch)
- National Bank of Pakistan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 Bank of China 
-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pany
- Credit Suisse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UBS AG
- Bank Mellat 
-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 Barclays Bank PLC
- China Construction Bank 
- Wachovia Bank, N. A.
-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td.
- Bank of Communications(Seoul Br.)
-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 Landesbank Baden-Wurttemberg
- Merrill Lynch International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은 2009년 

4월 현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21개의 정사원과 37개의 

준사원(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기업 시민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은행이 기업시민으로서 한 해 동안 수행한 역할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은행은 일찍이 사회공헌이야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가꾸어 나아갈 가치임을
주목하고 제각기 오랜 기간 묵묵히 지역사회, 공익, 학술, 교육, 환경, 문화, 예술과 지구촌 및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봉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공동으로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
공헌활동의 강화’,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경영’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은 기존의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신용 약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장벽제거 운동,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책임 투자 그리고 자체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공익적 역할의 수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한 해동안 은행이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구성원의 동반자로서 꾸준히 실천해온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히 평가 받고자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8]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은행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외적으로는 기업 시민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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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신한은행

사회협력팀
www.shinhan.com

우리은행
홍보실

www.wooribank.com

SC제일은행
홍보팀

www.scfirstbank.com

하나금융지주회사
사회공헌팀

www.hanbank.com

국민은행
사회협력지원부
www.kbstar.com

한국외환은행
업무협력팀

www.keb.co.kr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www.citibank.co.kr

대구은행
공공금융부

www.daegubank.co.kr

부산은행
지역문화홍보부

www.busanbank.co.kr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
www.kjbank.com

제주은행
총무팀

www.e-jejubank.com

전북은행
공공금융부

www.jbbank.co.kr

경남은행
지역공헌부

www.knbank.co.kr

한국산업은행
사회공헌팀

www.kdb.co.kr

농협중앙회
사회공헌팀

www.nonghyup.com

중소기업은행
고객지원부
www.ibk.co.kr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

www.koreaexim.go.kr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www.suhyup.co.kr

신용보증기금
CS경영실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사회공헌팀

www.kib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실

www.khfc.co.kr

참여은행

은행관련기관 >>

특수은행 >>일반은행 >>



나보다는 우리, 혼자보다는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보람과 성취를 만들어갑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모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혼자’와 또 다른 혼자가 만나 ‘함께’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는 할 수 있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도닥거리며 그 길을 갑니다. 
이제 함께 하기에 더 뿌듯한 그 길에 서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큰 보람과 성취를 만들어간다”는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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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하나 : 공동노력

|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08

| 은행 공익법인 현황  13 | 은행 공동 사회공헌 활동   14



2007년 기준으로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은 4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금액(2006년 기준 약 1조8천억원)의 20%가 넘는 것으로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활동의 이벤트성, 일회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이벤트성 사회공헌활동 및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적으로 공감을 살 수
있는 사회책임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부분이 우리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찾아
내고 이를 실행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원사의 경우 은행고유목적사업인 융자사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별도의 사업시행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은행차원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수혜대상은 사회적기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은행의 사회적기업과 연계방안으로는 1사 1사회적기업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봉사활동과 사회적기업 체험활동 등이 사회적기업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의 또 다른 방법은 구매지원이 있을 것이다. 구매물품의 일정부분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하
는 등 판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은행들의 주된 사회공헌활동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면
좋겠다.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사례 전파를 통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사회책임활동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지원현황

2008년말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422조 4000억 원으로 2007년말 370조원

대비 52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은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 부도위기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출심사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

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규모도 대폭 늘려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활동

유동성 지원 특별프로그램(Fast Track)

2008년 10월 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전환, 신규여신,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 지원

특별프로그램(Fast Track)을 도입하여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72

개사에 대해 2.8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8년 9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08

년 12월 말까지 총 1,060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의 중소기업의 금융애

로사항을 상담을 통해 이 중 526건(49.6%)을 수용하였으며, 5,043억 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은행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자 사회약

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공익

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

제공,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자금지원, 사회적기업이 생산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같은 방식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

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

획득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협약’ 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녹색산업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녹색성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실적 (̀08.9.11~12.31) (단위: 건,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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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4000억원
중소기업대출 증가

41종
녹색금융상품 출시

녹색산업 금융 지원

은행권은 녹색 산업 및 기술의 발굴과 지원, 녹색 금융상품의 개발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산업관련 정책에 부응해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

너지기업과 친환경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은 기업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스, PEF, 벤처투자 등의 방식으로 친환경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지원대상

녹색산업 지원대상

시중은행은 녹색성장기업 대출 및 친환경사업자 금리우대, 태양광발전사업자대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금리우대 등 관련 상품 출시를 통해 녹색금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녹색금융의 확산과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산업 지원 및 환경여신ㆍ녹색연계 금융상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은행명 상품명

산업은행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태양광발전소시설자금대출, 녹색성장기업대출
기업은행 녹색성장예금, 환경사랑통장

환경사랑카드, (친환경) 효우애 기프트카드

국민은행 KB GreenGrowth 론,  친환경사업자우대적금
GreenGrowth e-공동구매정기예금

외환은행 신성장기업파트너론(녹색기업파트너론)
마이솔라파트너론

우리은행 우리그린솔라론, 우리로봇시대론, 우리LED론, 
저탄소 녹색통장, 우리사랑에너지복합예금

하나은행 -0.3°C 대출, 솔라론, 하나S라인적금(Green)

신한은행 신한솔라파워론, 신한희망에너지적금

경남은행 하이테크-론, 창원시 자전거 사랑카드

광주은행 Hi-Green Solar Loan, Hi-Success Loan, 탄소그린카드

대구은행 친환경 기업자금대출, 녹색성장보증서 대출
DGB환경사랑예금, DGB그린카드

부산은행 BS클린녹색기업 우대대출 
클린녹색정기예금, 클린녹색적금

농협 녹색성장산업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국민은행 녹색성장산업 협약보증

로봇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저탄소와 관련된 바이오에너지, 풍력, 석탄 액화에너지
환경산업 및 관련설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 생산 및 관련설비 제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 이용 합리화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공익상품현황을 참고

지속가능한 
사회책임활동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서기관
하 헌 제

전문가 제언 



무엇보다 테마(Theme)가 있는 사회적책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sibility)은 흔히 기업 외부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회적책임의 본질은 이에 앞서 조직 내부관리에
서 출발한다. 조직의 내부고객인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고용안정, 복지증진 등)을 수행하는 바탕 위에 관련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사회적책임의 수행이야 말로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사회적책임 활동은 사소한 것까지 고려할 때 구현된다. 과연 무엇이 은행의 진정한 서비스이며, 무엇이 은행의
사회적책임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은행 고유의 업무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은행은 본연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부가적으로 내외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수익창출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문턱 낮추기’부터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객집단의 차별화와 특화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도 일부
신상품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물론 비금융권 사업체에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개발하여 보다 특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테마가 있는
사회책임활동의
실천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박 기 찬

전문가 제언 

서민금융 지원
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용약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시장에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3 고용안정 및 창출04

665억원
소액 서민금융재단 출연

10,617명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신용약자 맞춤 상품 출시

지원 현황

은행은 신용약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용도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여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서민의 신용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약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0%대의 대출상품을 개발해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신용약자 전용대출 상품의

취급으로 약 24만명(1인당 평균 500만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용약자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각 은행은 복지사업자를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재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금융소

외자 지원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휴면예금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

금관리재단)에 이관하여 복지사업자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위해

활용됩니다. 

지원 복지사업자

소액서민금융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

2008년에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휴면예금을

집중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약

66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2003년 설립되었으며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사회연대은행은 성매매피해여성,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과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창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이 마이크로크레

딧 인프라구축 작업 지원, 운영비 지원 및 저소득층 대출 자금 지원 등 약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나는 조합

2000년에 출범한 신나는 조합은 3인 이상의 공동체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

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이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형 개발, 운영비, 인건비 및 대출 자금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약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신용약자 지원 활동

우리은행은 채무자 개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은 생계형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직업훈련과정 참여시간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신용회복기금과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

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융소외 계층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창업자금 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대출상담

과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신한은행이 대출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은 하나희망재단을 2008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은행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임원 및 부서장의 연봉삭감 및 반납 실시, 초임 삭감 계획, 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시작된 연봉삭감운동에 각 은행은 임원 10~48%, 직원(부점장급)

5~10%를 삭감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삭감된 연봉은 청년인턴

채용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2008년 1,946명의 인턴 채용대비 2009년 약 3.5 배인 6,783명을 채용계획에

있어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상의 청년인턴 채용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을 위해 근무기간 중 은행연합회 주도의 금융이론 및 실기

기초에 관한 통신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인턴인력의 성취감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은행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임금인상률을 조정하고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차이를 개선해 나가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직고시, 근무성적 및 인사고과

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비정규직 인원은 총 10,617명 입니다. 이는 2007년까지 전환된 정규직과 무기계

약직 5,369명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은행의 비정규직 잔여 인원은 17,224명

이며 지속적인 전환채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산업은행 데이

터 미포함)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08

C
O

R
P

O
R

ATE C
ITIZEN

SH
IP

 R
EP

O
R

T 

10
11

은행권 신용약자 맞춤 상품 현황 및 계획

은행명 상품명 총한도 개인한도
판매중인 상품

하나은행
하나 소액대출 1,000억원 1,000만원 이하
하나희망재단 300억원 2,000만원 이하

농협중앙회 새희망대출 500억원 1,000만원 이하
전북은행 서브크레딧론 미정 1,000만원 이하
부산은행 크레딧플러스론 미정 200만~1,000만원

경남은행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100억원 5,000만원

희망나눔대출 500억원 1,000만원
출시 예정 상품

농협중앙회 생계형 사업대출 1,000억원 500만원 이하
신한은행 신한희망대출 2,000억원 500만~1,500만원
우리은행 우리이웃사랑대출 2,000억원 500만~2,000만원

중소기업은행 섬김대출 1,000억원 1,000만원 이하
국민은행 KB 행복드림론 2,000억원 200만~1,500만원

한국외환은행 희망파트너대출 500억원 미정
수협중앙회 미정 미정 500만원 이하
대구은행 (가칭)무보증행복드림론 미정 1,000만원 이하
광주은행 희망드림대출 미정 1,000만원 이하
제주은행 미정 미정 1,000만원 이하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공헌의 의의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공헌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심사위원 및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어 각종 지원을 꼭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지원

공익법인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회공헌을 위한 재원의 충당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적으로 법인의

모체인 은행이 출연하는 전입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의 자금 출연 

공익법인으로의 출연은 설립 초기에는 운영 재원 형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일시에 지원됩니다. 이후

사업운영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출연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은행 공익법인 현황

기관명 법인명칭 설립연도 유형 1) 주요사업

한국산업은행 산은사랑나눔재단 2007 지역, 학술, 글로벌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장학사업, 
지방공교육향상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농협문화복지재단 2004 지역, 학술 농촌문화복지증진사업, 장학사업, 
학술 · 교육 · 연구 지원사업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1988 학술 충북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1994 학술 강원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희망재단 1996 학술, 문화 국내외 장학사업, 문화 · 예술지원사업

하나금융공익재단 2006 지역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설립 · 운영, 
하나은행 자원봉사활동 지원

하나희망재단 2008 지역 마이크로크레딧
기업은행 기은복지재단 2006 지역, 학술 중소기업근로자 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나눔재단 2005 지역 불우아동 및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한국씨티은행 Citi Foundation 1994 지역, 학술 금융교육/차세대 교육, 여성/다양성, 
지역사회발전, 환경/자원봉사, 마이크로크레딧

대구은행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1990 학술, 문화 장학사업, 문화 · 체육사업

장학사업, 교육활동 지원, 문화 · 예술 · 
부산은행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 2007 지역, 학술, 문화 체육사업 지원, 학문 · 과학기술 연구지원, 

자선사업

광주은행 광주은행 장학회 1981 학술 장학사업

경남은행
경남은행 장학회 1986 학술 장학사업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5 지역, 문화 아동 · 청소년 지원, 노인 · 장애인 지원, 
학술, 환경 문화 · 예술 · 체육 지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연도별 공익법인 출연금 현황

2007년 2008년

1,124.96억원

234.26억원

■공익법인 출연금

1) 사회공헌 5개 분야와 동일함. 단, 표기는 아래와 같음.
①지역사회 · 공익 = 지역, ②학술 · 교육 = 학술, ③환경 = 환경, ④문화 · 스포츠 · 예술 = 문화, ⑤글로벌사회공헌 = 글로벌

은행 공익법인 현황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휴면계좌에 잔고로 남아있는

휴면예금을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 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의 예금을 찾아주기 위한 은행의 노력

모든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예금신규거래 시 휴면계좌 보유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은행별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에 관련된 내용을 팝업창으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행이체, 타행이체를 활용한 고객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 (2006~2007)

- 자행이체 (2006년) : 은행은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고,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 1,030억원을 일괄이체 하였습니다. 

- 타행이체 (2007년) :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한

시법 : 2008. 2. 4)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1,559억원을 다른 은행의 활동

계좌를 찾아서 이체하였습니다.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

아울러 전국은행연합회는 모든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http://www.sleepmoney.or.kr)을 2006년 4월부터 운영하여 고객의 휴면예금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의 지급

조회된 휴면예금은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지급

이 가능합니다. 

휴면예금의 활용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여겨 지속적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5년)가 완료된 휴면예금은 소액서민

금융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도 은행에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

은행은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의 자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

지 않을 것입니다.

장벽제거(Barrier-Free) 노력

은행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고객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동화기기와 홈페이지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영업점의 환경정비를 통해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은행이용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벽제거를 위한 은행의 노력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돋보기 서비스(글자크기 확대) 및 음성인식 서비스 등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은행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점 환경 정비

- 영업점 개선 : 은행은 238개의 영업점에 휠체어를 이용한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각종 신체적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자동화 기기 개선 : 2008년 은행은 1,129기의 금융자동화 기기에 저시력자용 화면

개발, 청각장애인용 이어폰 설치, 장애우 전용 키패드, 음성안내 기능 등의 부가장

치 확장과 수화기를 통한 사용 안내 등을 시행하여 장벽제거를 위한 노력을 실천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은행은 지속적인 장벽제거 추진 노력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조회건수 320만건 554만건 181만건 1,05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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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친화 서비스
은행은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5

238개
영업점 개선

1,129개
자동화기기 개선



은행 공동 사회공헌 활동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소개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에 기대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에 폭넓게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강화”,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 추진”,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책임투자”를 기본방향으로 은행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수립,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는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및 은행사회공헌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의 21개 정사원기관 사회공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

2006년부터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을 매년 1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2008년 11월 10일 ~ 16

일)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년 지속적

인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환경보호의 날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 중 1일을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 날입니다. 

활동 내용 

은행별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사 1산 나무심기

•산불조심 캠페인, 자연보호 홍보 등반대회 개최

•공원 · 하천 · 등산로 · 항구 등의 보존 및 환경정화 활동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는 전국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입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 8,500세대와 은행 본 · 지

점을 연결하는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2006년 11월에 결성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통하여 2008년도에도

대한적십자사, 소망노인의 집, 서울시립아동병원

및 베들레헴의 집에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는 불우한 환우의 병원비

를 지원하였으며, 소망노인의 집과 베들레헴의

집에는 유류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은행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는 전국 각지

의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11,615세대에 백미, 부식

세트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은행은 2008년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 국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구호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중국 현지법인 등을 통하여 31억원을 직접 지원하여 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재민 구호성금 4억 1천 1백만원을 적십자사에 추가로 기탁하여 총 35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에는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와 은행 환경보호의 날에 실시되는 사회공헌활

동 이외에도 은행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물품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김장 담그기,

농촌 일손 돕기, 장학금 지원 등 사회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

•숭례문 복구 지원, 문화공연 협찬

•금융교육 및 장학금 지원

•캄보디아 학교 지원

은행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은행산업의 인식 제고 및 
발전 · 확산을 위해 2006년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하여 각종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지속
가능경영

사회공헌
활동 강화

은행사회공헌
협의회

사회
책임투자

2006년 2007년 2008년

234백만원

■지원금액 ■참여인원

7,442명

318백만원

11,009명

31백만원

6,192명

은행환경보호의 날 지원금액 및 참여인원

2006년 2007년 2008년

1,288백만원

■지원금액 ■참여인원

6,003명

1,665백만원

7,338명

1,757백만원

9,363명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및 참여인원

2006년 2007년 2008년

5억원 5억원

1,894세대

9,645세대
11,615세대

■지원세대■지원금액■참여인원

1,165명

1,530명

788명

10억원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 지원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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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벅찬 세상 속으로 뛰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갑니다
해맑은 표정 천진한 미소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보다 따뜻한 내일, 지금보다 활기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희망과 소망 가득 담은 가슴을 열고 너른 세상과 마주합니다.

“세상은 다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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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사회협력팀’을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고, 사회책임경영 실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수행

하여 사회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협력팀을 통해 경영

전략 전반에 사회책임경영을 연계하여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미래 세대 육성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경제 지식을 알리기 위한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경제교실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경

제의식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화폐’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

들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화폐 관람, 화폐의 역사와 구성요소,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신한은행은 버려진 공간을 주민참여 공간으로 바꾸는 한평공원 조성사업, 전국 주

요 국립공원 수목표찰부착사업, 전국의 주요 산을 대상으로 1사1산 가꾸기 운동,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 영업점 인근 하천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하천정화활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을 실천하였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2005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

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잊

혀져 가는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 음악상 제정, 신

한갤러리 운영을 통한 기업 메세나 활

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구단 · 골프 ·

수영팀 운영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와

기초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신한은행은 2008년 8월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11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함

께 캄보디아에서 민간외교활동을 펼

쳤습니다. 구순구개열(언청이) 수술 및

일반 의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

고, 프놈펜 소재 ‘크메르 소비에트 우

정 병원’의 수술장 리모델링 지원과 의

료교육 제공 및 의료기기를 기증하였

습니다.

사회공헌

1문화재 1지킴이 릴레이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을 ‘1문화재 1지킴이의 날’로 지정하여 전직원과 가족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보존 대상 문화재를 정하여 릴레이식으로 문화재 사랑
운동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정화활동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답사활동 등을 병행하여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통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미있는 가족 여가선용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전국 50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4,0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원칙에 충실한 경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고객감동의 가치를 창조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여 지
속적인 사회책임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으며, ‘따뜻한 세상’ ‘밝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 이
라는 슬로건하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을 단장으로 한 ‘신한은행
봉사단’ 운영, 사회공헌활동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아름다운 은행(www.beautifulshinhan.co.kr)' 사
이트 개설, VOC(고객의 소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CSR e-뉴스레터를 통한 활
동내용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
한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77.0 208.3 249.5

137,092 177,978 495,073

17,072 29,112 19,058

16,592 20,513 14,467

4,769 7,403 4,964

A3 A1 A1

A- A- A-

A- A- A

3 3 3

26 26 26

79.9 81.8 88.5

2.5 5.0 5.0

12,980 15,703 15,914

479 503 1,090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이 백 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1,045개
1897년 2월
10,926명
약 1,630만명

신
용
등
급

더 크게 더 강하게 날마다 새로운 신한은행

Zoom-in1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신한은행은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사회공헌 홈페

이지인 ‘아름다운 은행(www.beautifulshinhan.c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

지 내 ‘사랑의 클릭’ 코너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후원금이 급여통장에서 지

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의 사랑의 클릭 및 사이

버 자선경매, 은행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적립된 5천만원을 차상위 계층 100여 세

대의 겨울나기 비용으로 기부하였습

니다. 특히 신한은행 스포츠팀 선수들

의 동참과 넉넉하지 않은 개인 사정임

에도 선뜻 큰 금액을 내놓는 등 릴레

이식 사랑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

한, 직원 1인당 만원씩 지급되던 송년

회 다과 비용을 사회공헌사업에 전환

하여 1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835

145

4

103

3

1,090

3,952

1,012
(19,690)

5,912

5,008

30

15,914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소외계층 지원행사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사회협력팀장

•부서총괄기획
•농구단 총괄 운영
•신한동해오픈
•박물관/갤러리 운영

CSR

•농구단 총괄 운영

에스버드농구단

•신한동해오픈
•스포츠 마케팅/후원

(골프,수영,우슈)

스포츠마케팅

•박물관/갤러리 운영
•박물관 사료 관리
•갤러리 전시 기획

박물관/갤러리

분야별 주요 활동

•어린이 금융교실, 새터민 교육

•국립공원 수목표찰, 환경사진전시회

•신한음악상, 문화지킴이, 
비인기종목 후원

•캄보디아 의료인프라 개선 및
의료교육 제공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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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
 20

0
8

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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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명

‘내가 만드는 화폐’ 제작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국립공원 수목표찰부착사업한평공원 조성모습

2009여자프로농구 3년 연속 통합우승 장면

2008년 서울대 치과대학과 함께한 
캄보디아 의료 자원봉사

2008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캠페인
모금액 전달식 

메세나 활동_ 신한음악상 및 신한갤러리

신한음악상은 2008년 클래식 유망주 발굴 및 클래식 발전을 위해 마련한 메세나 활동입니다. 동 음악상은
재단이나 기업, 단체, 독지가가 거액을 기부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일회성 ‘큰 손 메세나’가 아니라, 신한은
행의 약 1만 3천여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액을 기부해 상금을 수여하는 ‘개미 메세나’ 방식으로, 만
25세 이하의 젊은 한국 음악인 중 탁월한 성과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음악인에게 수여됩니다.

Zoom-in2

전통문화교육 문화재 지킴이 행사

신한 음악상 시상식 신한 갤러리



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본원적 가치인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기반 위에 고객가치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World Class Benchmarker’라는 비전아래 2008년 목표

를 ‘국내 일류 수준(Local Champion)’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과 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고객감동을 실현하

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충성고객 확보를 기반으로 신한은행을 팬으

로 만드는 CS문화를 정착하고 신한은행 지표(표준 모델)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보

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인 환경관리와 친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고객과 함

께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 관련 상품 개발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친환경경영을 위한

환경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의 임무를 다하고자 2008년 2월 UNEP FI에 가입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CDP 5,

2008년 2월 CDP 6, 2009년 1월 CDP 7에 서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신한은행은 에너지 절감 및 관련 성과 데이터 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온실가스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서명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본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본점 및 각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에너지 관리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은행 내부의 낭비요소를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절

약 운동에 동참으로써 근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직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로 에너지 절약 담당자를 지정하여 경비 10% 이상 절감을 목표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된 냉난방 설비 혹은 조명기기 등의 교체 시 고효

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본점 및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고

효율 기자재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신한은행은 2007년 11월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이후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규정, 구매 시스템 정비, 녹색구매 교육,

해외 연수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산 · 유통 · 소비문화 확

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

진을 기본으로 하며, 2007년 12월 친환경상품 정책 연수단 운영과 녹색구매 자발

적 협약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색구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녹색상품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상품진흥

원, 스핏컨소시엄과 함께 친환경상품 전문 e-마켓플레이스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

습니다. e-마켓플레이스 구축으로 친환경상품 인증기업의 판로 지원과 구매기관

의 구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그랜드 오픈으로, 신한은

행의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서비스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편

리하고 안전한 구매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공익 추구
신한은행은 2006년 서울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창업초기 자금난을 겪는 서울시 소재 실직자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을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 창업자금대출을 시행하여 2008년 영세자영업자 10개

업체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 구 CDA) 사업의 계좌 운

영기관으로서 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자를 고객이 지정하여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사랑나눔통장’, 문화재

보호기금에 기부하는 ‘문화재 사랑 정기

예금’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적극 부응

하여 ‘창업지원대출’ 및 ‘청년창업지원보

증대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신한은행은 2008년 6월 부실발생 예견기업에 대해 회생지원을 전담하는 ‘기업

회생 TFT’를 금융권 최초로 운영하여, 2008년 12월까지 46건 1,172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환율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원화

대출 및 수출입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은행장 직속으

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을 설치하고 파생상품 전문가가 참여한 KIKO 전담팀

을 구성하여 피해규모가 큰 KIKO 거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중

소기업에 대해서도 원화대출 및 수출입금융 지원, 무내입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

로 다각도의 지원을 실행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 제휴 MOU

를 체결하고 수출보험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이 환수

금 상환자금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12월 신용보증기

금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

무협약 ’을 체결하고 관련 신상품 ‘파이팅

중소기업 지원대출’ 을 출시하여 총 716건,

1,86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신한은행은 2008년 8월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즐겁게 동참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고금리 적립예금 ‘희망愛너지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에너

지사랑실천 서명을 한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립예금으로 2008년 말 가

입금액 2,10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신 ·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22개 태양광 발전소 시설

관련 1,225억원 (2006년 이후 누적 2,088억원), 폐기물 ·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40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인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8,898억원을 지원함으로

써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태양광

발전 신상품 금융지원상품 출시 등을 포

함하여 신 · 재생에너지 사업지원을 중점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부문에서 투명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가장 신

뢰받는 World-class 은행이 되기 위하여 CEO의 강한 의지 아래, 금융인으로서 준

수해야 할 윤리 기준 및 프로그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관련 주요

업무의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준법지원부를 통해 윤리경영제도 및 문화

정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임직원이 ‘윤리실천 서약서’ 서명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윤리규범 내실화를 위해 홍보 자료 발간 및 윤리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 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

링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임직원 스

스로의 규정 준수 노력을 고무하였으며, 내 · 외부 변호사를 통한 실무 법률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리스크를 감축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의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지침 및 법규 준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www.shinhan.com) 내 윤리경영과 이전에 발간된 사회책임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114명의 전임감사를 선발하여 수도권 영업점 515개로 확대 배
치하였으며, 자점검사시스템을 통합하여 자점검사 업무를 강
화함

•국외점포 준법감시업무 지침 제정 및 감시 활동 지원을 통해
준법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함

•자금세탁방지 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금융거래보
고 관리 및 교육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감축함

•은행업무 중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목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실행체계 구축, 편람 제작,
행동지침 제정,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운영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

•2008년 공정거래 고위험 본부부서 대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
였고, 그룹사간의 부당지원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 내부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하였음

•2008년 5월 기업활동 전반에 윤리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윤리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윤리실천서약 및 윤리준
법 퀴즈대회 등을 포함한 ‘윤리경영 BEST Festival’ 을 개최함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개선 및 참여율 제고, 윤리경영 홍보
책자 ‘행복해요 윤리! 도와줘요 준법!’ 발간, 윤리경영 우수사례
대내외 전파 등의 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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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도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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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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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직원의 실수, 시스템 오류 등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불편사항 중 금전
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민원보상 전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이 예상되는 고객불만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함
으로써 고객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하는 고객불만 사전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음

•고객불만 발생 원인 및 변수를 분석하여 일기예보처럼 품질관리 시스
템(FOCUS)에 게시하고 있음

•신한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내부적
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있음

•고객 불만사항을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신
속한 피드백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고객의 말씀(VOC: 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 개선하여 VOC 본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VOC 시스템’은 고객의 말씀접수부터 피드백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업
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선진화된 시스템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앞서 재발 방지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한은행
에 제기되는 VOC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신한은행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시물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내
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준법지원부에서 법규 준수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과장 및 허위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보고기간 동안 광고 및 마케팅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민원보상 
전결권 제도

고객불만 
사전예보제

고객정보보호

VOC 본부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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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고객의 대기시간 지연 및 대기 번호 지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드는 등 순번 혼란

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고객의 대기시간과 업무

처리시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은행에서 소비하는 시

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시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권 최초로 고객접점서비스에 감성을 결합한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감성

서비스인 ‘더 기분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행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는 소비자 불만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핵심사항을 자

율적으로 갖추고 시행하며 내부통제제도에 의해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노

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를 위한 활동에는 내부처리방법,

피해구제, 교육,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지침, CS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CS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S아카데미를 창설하였으며, CS 아카데미 전용 교육장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체계적인 CS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은 함께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 금융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설정하고, 2003년 홍보실 산하에 사회공헌 활동 및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하는 사회공헌팀을 신설해 사회공헌 활동 기획과 추진 및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투게더 우리 임직원 자원봉사 운동’

을 통해 체계적인 임직원 자원봉사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2007년 ‘우리은행

자원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자원봉사를 기업문화의 일부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랑기금’ 및 ‘우리어린이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을 통해 임직원 기부문

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우리은행은 금융 소외자 지원과 신용관리 대상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5

년 9월부터 ‘우리은행 단독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

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가 있는 신용관리 대상자가 우리은행이 인정하는 사회봉

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참

가 시간에 따라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시간당 3만

원, 경제교육 참가 시간당 2만원, 직업훈련 과정 수료 시 최대 5백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우리은행은 어린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어린이 금융경제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는 토요일을 활용해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저금통 테마파크에서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저축, 신용, 화폐 등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총6회

24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리은행 어린이 금융경제 교실’에 참가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우리은행은 2006년부터 매년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의식 확

산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과 사무용품

을 수집해 기부하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

니다. 2008년 약 3만여점의 물품을 기부해 판매 수익금 약 2천2백만원을 아름다

운가게에 기부하였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우리은행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공연관람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교향

악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구민회관, 대학 공연장, 도서관, 대형병원 등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총 60회 순회 공연을 통해 총 38,587명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

을 선사했으며, 특히 음악회 공연 티켓의 일부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그리고 독

거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우리은행은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다양

한 현지밀착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은 2008

년 쓰촨성 지진 발생 당시 1백만 위안(한

화 2억원 상당)을 중국빈민구제기금에

전달하였고, 법인 창립기념일인 11월 12일

에는 창립기념행사 대신 전직원이 자연

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 직원들은 대규모 교민 경로잔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1사1촌 운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조손 가정 아동 사랑의 밑반찬 전달
•한사랑 나눔 캠페인
•도서벽지어린이 서울 초청행사 56 19,178
•남북한 장애인 복지대회 및 

마라톤대회 지원
•투게더 우리 임직원 자원봉사 운동
•태안 기름유출 임직원 자원봉사 등

•우리미술대회 개최
•우리금융경제교실

234
-

•학교 및 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1,240)

•대학교 학술 발전기금 기부 등

•남산 식목행사
1 5,717

•아름다운가게 자원재활용 행사 등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은행사 박물관 운영

105 -
•신진 작가 무료 전시회 지원
•한새여자농구단/한새사격단 운영 등

•추석맞이 북측 근로자 지원
•중국지진 피해 돕기 성금 지원

4 100
•베이징 올림픽 자원봉사 및 
외국어통역전문단 활동 등

400 24,995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은행장

사회공헌

홍보실

- 자원봉사단 총괄 및
임직원 자원봉사 총괄

- 전행 사회공헌 활동
기획 및 실행

- 우리사랑기금 모금/운영

활동분야▶

주관부서▶

역     할▶

사회책임경영

준법지원부

- 윤리강령 제정 및 세부실천
방안마련

- 윤리경영 기획 및 실행
- 사회책임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기획 및 추진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신용관리 대상자 노인시설 사회봉사활동

중국현지법인 지진피해성금 전달

사회적 기업 무료 컨설팅 사업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
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축적된 무료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세한 사
회적 기업과 경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영리단체의 경영 합리화를 촉진해 이들의 재정 자립도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아름다운가게의 ‘구조조
정 및 원가절감을 위한 효율성 강화’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
으로 매년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에 지속적인 경영 자
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속 정립전
자에 ‘매출향상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수익제고’ 컨설팅
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조
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효율성 강화’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는 일반 대기업의 사회적 기
업에 대한 지원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전문지식과 경영 노하우 제공을 통한 비영리단체의 경영 효
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
국 나눔경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을 통해 함께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 금융

실현을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임직원은 ‘투게더 우리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것이며, ‘우리은행 자원봉

사단’은 소외된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은행 본연의 임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87 219 245

47,876 50,484 42,317

21,222 23,377 4,753

16,427 17,774 2,340

5,058 5,985 3,482

A3 A1 A1

A- A- A-

A- A- A-

2.5 3 5

3 5 7

86.86 85.40 87.49

0.26 0.85 1.57

3,933 12,461 24,995

285 268 400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이 종 휘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896개(해외 12개 지점 포함)
1899년 1월 30일
15,959명
약 1,500만명

신
용
등
급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무료 컨설팅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무료 컨설팅

서울디딤돌 임직원 자원봉사

우리은행은 2008년 10월 22일 서울복지재단과 ‘아름다운 이
웃, 서울디딤돌 사업’ 협약을 맺고 지역밀착 사회공헌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디딤돌 임직원 자원봉사’는 영업점과 인근 사회복지시
설이 1:1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은행 직원들이 복지시설에서
추천한 소년소녀 가장, 독거 어르신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
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월 또는 매 분기 ‘사랑의 장바구니’를 준
비해 쌀과 반찬거리 등을 전달하거나, 문화공연 관람 및 저
녁 외식을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
원봉사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초점
을 맞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
동체의 나눔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보다는 ‘우리’ 따뜻한 우리은행

사랑의 장바구니 자원봉사활동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협약 실시

Zoom-in1

Zoom-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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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22

C
O

R
P

O
R

A
TE

 C
IT

IZ
EN

SH
IP

 R
EP

O
R

T 
20

08
 

23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고객만족도 1위 은행)
우리은행은 고객만족도 1위 은행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GREAT Service

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G”는 Good Smile(밝은 미소), “R”은 Relationship (고객관심

표현), “E”는 Eye Contact (고객 눈맞춤), “A”는 Address by Name (고객이름 부르

기”,  “T”는 Thank you (감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객이름 부르기’는 우리은행 GREAT Service의 기본이 되는 중점테마로서,

우리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을 호칭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만족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우리은행은 “내부고객 만족 없이 고객만족은 없다”라는 FUN경영 철학을 바탕으

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와 활력 넘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GREAT 체조”

를 제작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GREAT 체조”는 매일 아침 9시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지점에 방송하고 있으며, 영

업점에서는 체조를 시작으로 밝은 미소와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별로 자발적인 CS참여와 CS BOOM조성을 위한 “CS 리

더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아카데미”를 통한 접점현장 컨설팅 및 테

마별 집합교육 실시로 고객만족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09년 “고객행복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행복캠페인을 전행적으

로 추진해 나가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고객행복헌장 제정 및

고객행복마크 패용, 해피온 과정 연수진행 등 고객행복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자금 중개기관으로서 거래기

업 및 고객의 녹색성장을 유도함은 물론,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

연보호 활동을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탄

소 녹색통장’, ‘우리사랑 에너지 복합예금’, 그리고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우리 그

린솔라론’ 등 녹색금융 상품 출시를 통

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습니

다. 또한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남산

가꾸기 행사’,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

는 자원재활용 행사’, 그리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자연보호 활동에도 적

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우리은행은 2008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행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하여

본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304,080kWh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 약 201.89605탄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냉방온도를 27~28℃로 유지

하고, 승강기 운영 및 간판조명 소등시간을 21시로 조정하였으며, 사무실 절전과

화장실 및 복도 등 공용부문 전등 50% 소등, 그리고 퇴근 시 사무기기와 전산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

리은행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2006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함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과 UN

Global Compact 10대원칙에 대한 지지

및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년 UN Global Compact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우리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행내 기안문서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해 기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기안문서, 합의문서, 그리고 행내외 발신문서는 전자문서를 사용하도

록 문서관리 지침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사용 제도화는 신속한 의사결정

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여 친환경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

치입니다. 

또한 2008년 에너지 절약 방안의 일환

으로 임직원 차량 홀짝제 실시, 차량운

행 최소화 및 차량 연료손실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 차량 에너지 절

약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불만발생시 영업점장 주관 24시간 이내 해결
•영업점장 ‘현금 실손 권한’ 부여
•미해결 시 ‘사전신고제도’ 운영 및 현장출동 지원 

•고객불만 및 칭찬 마일리지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직원별 마일리지 관리 및 인사 참고자료 등 활용

•고객의 소리 채널(인터넷, 우편, 엽서, 유선 등)을 통해 접수된
고객 제안 요청건에 대해 유관부서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 및
관리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소비자불만을 효과
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제도

•신상품 및 신제도 사전심의, 제도개선 추진, ‘민원해결 및 예방
노하우 공유’ 등

•‘고객행복 추진 협의회’ 운영 (의장: 은행장)
•고객행복 실천을 위한 타운미팅 및 사업추진, 관리 

•‘고객행복 Happy-on 교육’ 실시 
(경영진 포함 전 직원 연수)

•‘고객감동 ON-Air 연수’ 실시 
(주요민원내용 행내방송 연수)

•인터넷, 우편, 엽서, 유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의 소리 접
수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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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마일리지

고객제안제도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

VOC회의체

CS교육

VOC
(고객의 소리)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우리은행은 2008년 3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미아발생 사고에 대비한 사

회공헌 상품으로 ‘마미安心예금’을 선보였습니다. 

상품 가입과 동시에 자녀의 지문과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를 지문 자동 검색 시스

템에 등록하고 이를 별도의 DB에 관리하며,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는 등 미아가 발

생할 경우 사전에 교육받은 자녀가 전국 900여개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지

문 검색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괴와 인

질, 납치 사고 발생 시 최고 90일 동안

매일 1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고객 모

두에게 자녀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만기

도래 여신 만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 연말까지 만

기가 도래하는 7조3천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상환 없이 모두 만기 연

장하였으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중 연말 분할납입이 예정된 할부 대출금 2

천8백억원에 대해서도 원금 납입 유예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자금

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2,000억원 규모의 예적금으

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특별 예대상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총 62억원의 금융비

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STX와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해 STX 협력회사

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우수한 기

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각

종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12

월 중소기업청 주관 제13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우리은행은 녹색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금융

을 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판매 수익금의 50%를 저탄소 관련 사업

에 기부하는 상품으로, 판매 5개월 만에 가입고객 18만4천명, 판매액 1조4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우리 그린솔라론’, ‘우리 로봇시대론’ 등 녹색성장 관련 산업에

대한 특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은 앞선 지식을 지닌 정직한 인재들이 도전과 개혁의지로 최상의 성과를

실현하여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

지 않고 체화된 신념인 동시에 사고와 행동의 준거가 되는 4가지 핵심가치인 고

객, 도전, 정직, 인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에 있어 ‘고객’이란 헌신과 감

동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임직원의 존재목적이며, ‘도전’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성과를 창출하려는 부단한 의지이고, ‘정직’

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켜나가는 한결 같은 자세

입니다. ‘인재’는 글로벌 일류전문가로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자

질을 말합니다.

법규 준수
우리은행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

시체계를 마련하고 법규준수 매뉴얼을 제정 · 운용하며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연

수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및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6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준수 촉진을 위하여 편람 제작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준

법감시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준법감시 활동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분기 1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및 윤리·준법성 심사를 통해 금융인으로
서의 자질 향상 및 윤리·준법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도덕성을 갖춘 내부변호사 1인을 직원의 비윤리적 제보 전담
“옴부즈맨”으로 위촉, 내부 제보자들의 자연스러운 제보를 유
도하여 정도 영업 지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10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온비치 10대 행
동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준수를 서약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 전 부문에서 ‘클린계약제’를 시
행하여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전에 방지

•업무상 의사결정, 마케팅활동,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활동 등
순수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사회적 책임준수와 실천여부
에 대한 20개 지표에 대하여 자신의 실천지수를 스스로 진단
해보는 제도

•업무지식이나 이해도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4지 선다
형 10개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전 직원이 분기별로 1회 참여

•분기별로 지정된 윤리실천테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부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이를 실천하고 Ethics-Day에
전 직원이 실천과정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윤리의식 및 실천
의지 함양

윤리적격성심사
(Fit&Proper) 제도 

윤리경영 
옴부즈맨 제도

온비치 10대 
행동강령 서약식

클린계약제

윤리경영실천 
자기진단

윤리준법 
자기점검

윤리실천테마 및
Ethics-Day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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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그린솔라론저탄소녹색통장

마미안심예금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

물품판매 봉사활동(아름다운 가게)

2008년 남산 가꾸기 행사 실시

에너지 복합예금 및 에너지 절약운동



비전 및 전략
스탠다드차타드는 그룹이 진출해있는 각국 시장에서

모범적 리더십을 실천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

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을 영위하여 경제 성장

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정부나 지역

사회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각각의 주체들 간에

혹은 그룹의 사업 목표를 대상으로 어떤 상호작용

을 일으키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은행장을 비롯하여 SC제일은행 임직원 90여명은 2008년 12월 중계본동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을 모토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연탄

배달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SC제일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밥상공동체 연

탄은행’을 통해 334세대에 66,800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연탄 3천여 장을 임직원

이 직접 배달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만 전달하

는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임직원

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의 의미를 나누

는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문화를 만

들어 갈 것입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HIV 감염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

은 이를 위한 노력으로 2008년 11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에이즈예

방협회 및 아시아의대생연합과 공동으로 명동 밀리오레 공연장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SC제일은행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HIV

감염예방지식을 홍보하고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기업과 사회

단체들의 지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기업으로서는 유일하

게 3년 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지원

해오고 있으며 예방캠페인을 함께 주

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SC제일은행은 2008년 4월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숲’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총 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서울숲 가꾸기 행사를 통해서 느티나

무와 라일락 묘목 500여 그루를 ‘SC제일은행존’이라 명명된 구역에 심으며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지역 기름유

출사고와 관련하여 SC제일은행은 충

남도청을 방문하여 1억원의 성금을 전

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대전지역본부

직원 50여명과 2008년 2월에는 임직

원 500 여명이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띠 제거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2005년 이래 충남도청 양궁팀을 후원해오고 있는 SC제일은행은 젊은 양궁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5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에서 SC제일은행 양궁

팀이 세계기록 타이를 기록하며 단체전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Seeing is Believing’은 2천만

불을 모금하여 전 세계 20개 도시, 2천만명의 저시력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

도하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국제실명예방

협회(IAPB)로부터 인정 받은 비전케어서비스(VCS)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에서

안과진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총 14회의 해외 안과

진료활동을 통해 총 8,725회의 외래진료

와 1,282회의 안과수술을 시행하였습니

다. SC제일은행은 비전케어서비스와 함

께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후원

자들의 참여를 위해 단기무료개안수술

캠프 참여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Group Home 지원 45.4 1,056

•Living with HIV 8 151

•서울숲 가꾸기, Renewable energy 지원 0.2 1,221

•충남도청 양궁팀 3.9 -

•Seeing is Believing 2.5 250

60 2,678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은행장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Committee)

-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지원

- 임직원 참여에 대한 독려
- 지속가능성 사업과 

비즈니스와의 연계

주관부서 ▶

주관부서 ▶
및 역할

커뮤니케이션본부

-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침 및 
플랜 수립

- 세부 프로그램 실행
- 파트너십 구축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새로운 직장 모금운동의 모범: 한사랑 나눔 캠페인

‘한사랑 나눔 캠페인’은 2002년 SC제일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시작한 직장 모금 캠페인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차감해 불우노인, 청소년, 아동 등 원하는 곳을 지정해 자동으
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캠페인은 그 동안 연말연시 즈음에 1회성으로 끝나던 직장 기부행태
를 연중 언제나 불우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문화로 정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
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인원 18,312명의 임직원이 참가해 총 3,630,152,048원이 이 캠페인을 통
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은행장은 축사를 통해 “7년
이라는 세월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어
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 임직원들에게 존경과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사랑
나눔 캠페인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사랑 나눔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약정한 금액
에 대해 은행 측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Match-
ing)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한다는 데
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기업이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대한

민국의 우량은행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의 사회적 결실을 다시 분배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지속가능성 7대 원칙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56.82 52.03 75.75

79,458 111,512 472,433

2,079 3,708 4,140

1,545 2,799 3,081

652 917 1,066

A3 A2 A2

A A A

- - -

0.71 3.4 1.64

48 61 39

78.4 89.3 83
(MS) (CSI) (CSS)

0.61 1.23 3.44

475 953 2,678

28 17 60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데이비드 에드워즈(David Edwards)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371개
1929년 7월 1일
6,236명
약 350만명

신
용
등
급

낮은 자세로 고객을 섬기는 기분 좋은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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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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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에이즈협회 후원 약정식

연탄 배달 자원봉사 활동

태안반도 오염제거 봉사활동

저소득 저시력자 시술 (중국)

‘서울숲’식목행사 참여

'달린 거리만큼 세상이 밝아집니다'

러브 릴레이(Love Relay, GRoE와 SiB의 만남)
SC제일은행은 ‘지상 최대의 마라톤, GRoE(Greatest Race on Earth)’의 일환으로 본인이 달린 만큼 SiB(See-
ing is Believing) 캠페인에 기부하는 ‘러브 릴레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 2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문화대축제’에서 시작되어, 2008년 10월 27일부터 약 2주 동안 SC
제일은행 본점 로비에 러닝 머신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달린 거리에 비례한 금액(1km당 1만원)을 은행이
기부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총 1541명의 임직원이 약 684.76km를 기록하였고 약 684만원이 모금되었습니
다. 또한,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미니 GRoE'에서
도 시민 100여명과 GRoE 국가대표팀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두 행사를 통해 기록된 모금액은 4천
5백만원에 달합니다.
이번 러브 릴레이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이 전달되
는 ‘SiB캠페인’은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시
력회복 캠페인으로서, 2012년까지 2천만달러를 모아 2
천만명의 시력회복을 돕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Zoom-in2

러브 릴레이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시장 조사 결과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

구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활

용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객의 소리 위원회는 임원들이 참석한 월례 회의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파악

하고 그룹 서비스 개혁 목표를 수립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성과와 고객 분

석 결과를 검토합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즐거운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는 취지 아래 행내 FUN-SERVICE문화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감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8년 12월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

해 산타 주간을 설정하여 모든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산타 복장으로 근무하였습니

다. 또한 ‘고객을 웃겨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캐릭터 복장을 한 미션 수행

팀이 매 월 30여 개 지점을 깜짝 방문하였고, 고객들과의 간단한 게임, 마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매 분기 실시되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점 별 맞춤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영업점의 직무

별, 고객 내점 목적별 등의 항목을 나누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시 및 분석

하여, 이를 토대로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또한 매주 VOC통합시스템

에 접수된 고객 칭찬 사례 중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SC제일은행은 우선 변화의 핵인 직원들의 의식

을 개혁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개선하여 은행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변화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본점을 비롯한 본점 건물의 야간 조명의 일괄 소등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변

경하게 되면 1년에 약 850만원의 절감효과를 얻게 되며, 본점 건물의 천정 형광등

을 3구에서 2구로 축소할 경우 약 3,25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하에

2008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SC제일은행 소유의 주요 5개 건물(본점, 제일지점, IT센터, 부산지점, 부전동지점)

을 비교한 결과 전기사용량은 2007년 4분기 총 5,285,036kwh에서 2008년 4분기

에 5,018,796kwh로 약 5% 줄었으며, 물 사용량은 32,451㎥에서 30,620㎥로 약 5.6%

가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SC제일은행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각

부서와 지점 단위로 에너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실행 액션 플랜을 작성하여 실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를 집중화하여 카트리지의 낭비를 막고 종

이를 절약하는 한편, 양면 인쇄와 한 페이지에 두 면의 인쇄를 기본으로 세팅할 것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가 적은 부서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운동을 실내 온

도 3도 높이기 캠페인과 함께 실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소등 및 개인 전등 사용

자제, 개인 컴퓨터의 절전 상태 체크,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도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운동 (서랍 속 폐지를 꺼냅시다!)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2008년 6월 4일 본점 1층 로비에서 은행 내 곳곳에 숨

어있는 폐지를 모아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부서 및 영업점 객장에 방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책과 폐지를 모아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였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특정 직원/영업점에 대한 고객의 칭찬/불만에 대하여 개인별 서
비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포상 함

영업점당 1명의 서비스리더를 선발하여 해당 영업점 서비스품질
을 관리/향상의 책임을 짐

각종 채널을 통해 접수된 VOC(칭찬/불만/제안)는 ‘VOC통합관리
시스템’에 집중되어 최대 3영업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처리되고
있으며, VOC접수건수는 해당 영업점/개인별 성과지표에 반영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전 영업
일에 영업점에 내점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영업점/개인별 성과지표에 반영됨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접점 직원이 고객응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발견하
고 개선해 나가고 있음

서비스 마일리지 

서비스 리더 

VOC

고객만족도조사

내부고객만족지수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마이크로 파이낸스

스탠다드차타드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과 삶의 터전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주

민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탠다드차타드는 소액대출기관

(MFI)과의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객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을 갖춘 사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으로써 풀뿌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아시아 사업 착수와 더불어 스탠다드차타

드는 영세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상식, 금융 플래닝,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에 45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

다. 2011년까지 5,000명의 지역 내 여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장 성명서(Position Statement)

2008년에 스탠다드차타드는 기후변화와 아동 노동을 비롯하여 11개 산업 부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일련의 입장 성명서를 발간했습니다. 

입장 성명서는 스탠다드차타드가 고객으로부터 기대하는 사회 및 환경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그러한 원칙들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대출 규정에 반영

되어 있으며 대출 담당자들을 위한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08년 도매금융 및 SME 금융 부서의 대출 담당자와 고객관계 매니저 전

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대출에 관한 e러닝 모듈을 의무 과정으로 포함시켰습

니다. 전체 고객관계 매니저와 대출 담당자의 56%가 2008년 말 현재 해당 모듈을

이수했습니다. 

환경 금융
2008년 11월 완공된 현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SC제일은행이 순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4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660,000평방미터에 광전지 모듈만 총 109,000개가 들어선 신안태양광발전소는

20 메가와트(MWp)급으로 연간 27,000MWh 이상의 전기가 생산되어 인근 7,000여

가구가 생활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이는 연간 480만 리터(L)의 유류대체 효과를 가

져와 자동차 2만 3천대가 1년간 배출하는 2만여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C제일은행은 지속가능경영의 노력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

례들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비전 및 전략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3년 10월 윤리강령

을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2007년 12월 개정하

여 비즈니스의 성장과 더불어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은행으로 인식되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이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닝을 통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행동지침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에 기초한 상품판매 및 마케팅
스탠다드차타드는 직원 교육, 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 애프터서비스, 고객 민원

처리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스탠다드차타드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직원들은 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윤리강령

을 각자의 업무 수행 절차에 핵심적인 요소로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이 SC제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
직원의 유가증권불공정거래방지 규정 및 준칙」에 의하여 월, 분
기, 반기 별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을 점검하
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부로 기한 내에 보고하고 있음　

임직원은 법규 및 은행규정에 대한 위반, 사기 또는 범죄 행위,
기타 은행의 평판에 해가 되는 행위가 실제 일어났거나 또는 일
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화, 우편,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하여 직속상관이나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
는 제도로 기명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은 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함　

2006년 5월 이후 입행 직원의 필수과정으로 준법감시 및 자금
세탁방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를 2시간 동안 교육함 
(Off-line)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성희롱예방준칙에 의거 연 1회 실시 중에
있음(On-line 및 Off-line 교육)　

준법감시업무 준칙 14-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준
칙 28에 의거 연 2회 실시 중에 있음 (집합교육)

전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영업을
해야 함을 교육(이-러닝 필수과정)

전임직원에게 건강과 안전, 사회적리스크, 보안관리와 의식 등
을 교육(이-러닝 필수과정)

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주의의
무, 영업점준수사항 등을 교육(이-러닝 필수과정)

새로운 리스크체제 구축(Basel 2)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위한 교육(이-러닝 필수과정)

임직원의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내역 
점검 및 보고 제도

내부 신고 제도

신규채용자 적응교육
(Country Induction 

Course)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기교육 실시

행동강령 및 
준법감시규정

SC제일은행 
업무기초 102과정

SC제일은행 
업무기초 103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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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 운동

1.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2. 고객이 최고로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3.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고객의 ‘선택’과 ‘집중’ 실현으로 핵심고객 군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 강화

입장성명서에 포함된 11개 산업부문
바이오 연료 댐 임업 및 팜유 화석연료 발전
게임 광공업 원자력 발전 원유 및 가스
조선 담배 유해물 수송



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관할하는 독립 전담 조직인 사회공헌팀을 그룹 지

주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팀은 은행을 포함한 관계사 및 공익 재단 등 업무 유관 부서와 협력 관계

를 유지하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부문
하나은행의 임직원 사회봉사 조직인 하나사랑봉사단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적립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결식아

동,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2008년말 전사적 사회공헌활동 하나사랑

더하기 사회봉사 활동 캠페인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와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

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하나은행은 2006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형식의 경제교육을 시행하

였습니다.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와 요술저금통’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

청한 전국 각지 초등학교 중 선정된 학교를 공연팀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

행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인 하나시티

(www.hanacity.com)를 개설, 운영하

여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

있게 경제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하나은행은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초록을 저축

하는 은행, 지구를 살리는 은행’이라는 슬로건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 가짐과

보호 수칙 정보를 나누고, 환경을 노래하는 ‘하나 푸른 음악회’를 주최하고 있습니

다. 또한 아이들에게 미술 재능을 키워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

해 199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미술 공모전 ‘하나 자연사랑 전국 어린이 포스터 그

리기 대회’를 실시해 왔으며 2008년에는 총 5만 여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문화 스포츠 예술부문
하나은행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빌딩 한마음홀에서 무료

클래식 음악회인 ‘하나여의도클래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펼치는

문화 관련 활동 대부분이 자사의 VIP고객을 위한 것과 달리, ‘하나여의도클래식’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음

악에 조예가 깊지 않은 관객들도 클래

식 음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음

악과 연극, 해설을 접목한 콘텐츠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11월까지 24

회에 걸쳐 약 1만 5천 관객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사회공헌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하나되는 아시아” 

하나은행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 사회 부적응 등
의 고통을 덜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지식을 겸비하여 건강한 문화 정체성을 가진 미래 인재로 양성
하고자 ‘하나 Kids of Asi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나라의 전래동화, 위인전, 창작 동화를 담아 양국어
병기 어린이 도서를 제작하여 전국 다문화가정에 현재까지 약 4만 5천여 권을 배포하여, 국내에서 문화,
언어, 교육 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민 여성과 자녀, 그리고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실무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공익
광고를 제작, 공중파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선도 기업으로서의 공동체 기여’라는 미션에 따라 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

성, 환경적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합니다. 특별히 하나은행은 문화와 경제가 함께 하는 ‘문화은행’, 환경을 저축하는 ‘푸른은행’,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은행’이라는 세 가지 사회공헌활동 테마를 설정하여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10.8 116.9 146.5

79,682 103,974 353,663

14,786 15,998 5,647

10,458 10,515 4,744

3,475 4,287 -143

A3 A1 A1

A- A- A-

A- A- A

2 1.5 2

64 61 59

83.39 84.55 85.63

5.4 6.8 5.1

3,506 4,901 2,004

575 350 63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김 정 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668지점 (해외 4개지점 포함)
1958년 2월 1일
10,852명
약 807만명

신
용
등
급

나눔, 문화, 푸른 하나은행

Zoom-in1

CEO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희망재단

지역사회, 공익 기여

주관부서 : 지주사 사회공헌팀
(은행관련부서협력)

사회책임 경영 조직

나눔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문화

환경관련활동

푸른

143

323

13

146

6

631

1,728

117
(14,370명)

57

-

102

2,004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 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분야별 주요 활동

하나사랑봉사단, 공익신탁 운영, 
하나푸르니 보육시설

하나어린이 경제교육 뮤지컬(14,370), 
하나시티, 꿈의 미술실, 대학발전기금

하나푸른음악회,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대회, 하나빌 숲속음악회,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하나 숲 문화학교

공공미술(본점 설치미술, 거리의 미술관), 
하나컬렉션, 하나 클래식 아카데미, 
하나여의도클래식, 
하나 달력 디자인 공모전, 소음악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골프선수 후원, 
서울 시립 교향악단 후원

하나 ‘Kids of Asia’, 
다문화가정 도서 발간 및 배포, 
‘다문화 가정의날’ 행사, 
베트남 마스터즈대회 후원, 
코시안의 집 방문,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바자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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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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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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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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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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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어 병기 도서출간하나 Kids of Asia 토요학교 운영하나 Kids of Asia 발대식

하나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하나푸른 음악회

하나사랑 봉사단

어린이경제뮤지컬 재크와 요술저금통

하나여의도클래식

마이크로크레딧 “하나희망재단”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희망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00억원 규모로 출범한 재단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현 사회에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
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와 지원 자격 타당
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저렴한 금리의 금
융 지원과 더불어 창업 컨설팅,
멘토와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으로 성공적인 자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Zoom-in2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금융파트너로서의 고객만족 추구를 위하여 창립 때부터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평범함과 타협하지 않고 탁월한 CS에 끝없이 도전한다’ 라는 사명 하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고객만족 은행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고객서비스 7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문화은행, 나눔은행과 아울러 푸른은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저축하는 푸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은 기업 내부의 환경영향저감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과 고객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

치며, 그 외 하나은행은 다양한 환경친화적 경영 활동들을 통해 비용의 절감을 꾀

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
하나은행은 벙커 C유 또는 등유를 사

용하던 난방시설을 전기 난방시설로

교체하면서 주요 사용에너지를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 온도 조절, 엘리

베이터 저층 운행 제한 등 에너지 절

약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서울시와 에

너지 절약 실천 협약을 체결하여 승

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 운동

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하나은행은 1997년부터 주요 사무용품에 대해서 환경친화제품을 사용해오고 있

습니다. 현재 토너 13개 품목과 카트리지 5개 품목에 대해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

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보관기간이

지난 전표들의 경우 전량 재활용 과정을 거쳐 포장지나 벽지 등의 원료로 재생활

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공익 추구
하나은행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

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신탁원금 또는 이자 수익금을 육영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하는 ‘하나행복나눔신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중

저평가 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행복나눔SRI주

식투자신탁’,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 기부금 통장’ 등을 통해 금융

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행복나눔신탁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신탁금액의 원금이나 이자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공익신탁상품으로, 조성된 기금은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

교의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육영사업과 결식아동

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노인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은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28회 차에 걸쳐 총 93억 3000여 만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560개 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하나은행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기에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 워크아웃 제도(Hana Turn-around Program)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

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원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이자감면(유예) 및 분할

상환, 금리 조정 등의 채권 재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도 병행하

여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손실 업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

단, 사업성 검토, 기업 구조조정 자문 등 제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 증대 프로모

션, 신/기보 기금 출연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 수출업체/대기업 협력업체 특별 지원,

녹색 성장 기업 지원 등을 시행하여 다각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하나은행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솔라론,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독도 환경 관련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독도 지

킴이 카드, 낙동강사랑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2009년 녹색경영마케팅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여 수신 상품 및

카드상품을 개발,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전 및 전략
도덕성과 인간존중의 정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업무자세 등 하나은행의 전통

을 계승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991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1년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조직 공통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및 SR의 국제표준화(ISO26000)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윤리경영시스템을 향상시켜 더욱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

천하고자 합니다.

법규 준수
하나은행은 업무 및 거래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

하여 2006년 12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

니다. 또한 CEO의 공정거래자율준수선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

으로 반기 1회 이상 공정거래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

동 결과를 은행장과 이사회에 반기 1회(연 2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운영실적 비 고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윤리강령 알림이 제도

유가증권 거래 1% 
점검 RULE  

윤리경영 Best Practice
사이버교육

준법감시담당자 교육
(집합교육)

각 부실팀점 자체교육

신입 및 승진시 집합교육

매년 반기1회   

위반 행위 발생시

매 3개월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주 1회 이상

채용 및 승진시

연간 2회(정기 실시) 

윤리강령 위반시 알림

근무시간중 
거래내역 점검 

전임직원대상 
정기교육

전부점 1명 지정 운영

강사 : 준법감시담당자

신입 및 승진자 대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엄격한 고객정보 보호지침의 제정과 교육을 통한 
고객정보 보호노력  

본부 및 영업점의 서비스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진단, 피드백을 통해 접점 고객 응대 수준 개선  

고객이 칭찬하는 CS우수 직원을 on, off라인 통해 관리

고객정보보호

서비스품질관리

직원이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하나 자주 발생 가능한 고객
응대 부족 사례를 매월 고시하여 집중 모니터링 실시

하나은행 심볼마크의 의미와도 같이 국내 최초 고객을 
찾아가는, 뛰어가는 의미에서 움직이는 영업점을 운영

기업은 고객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음악회, 클래식 연주회 무료 초청 공연, 숲찾아가기 행사
등 매년 실시

하이라이트CS

명예의 전당

고객의 칭찬,제안,불만을 신속히 접수하여 피드백하는 시스템VOC

움직이는 

하나은행

문화행사

제
도

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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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7대 지침
1) 고객에게 하나은행의 생동감을 자신 있게 표현하라
2) 다정하고 따뜻한 눈길로 고객을 맞이하라
3) 스스로 고객을 도우라
4)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라
5) 지체 없이 서비스를 원상회복 시켜라
6) ‘손님의 기쁨’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7) 모든 고객에게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하나더하기 정기예금하나행복 나눔신탁

공정거래교육윤리경영 사이버강의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하나은행은 강화된 고객응대 지침의 운영과 그에 따른 모니터링의 제도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고객맞이 인사말에서부터 표정, 용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서비스

응대 기준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매월 측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으며 세일즈 교육, 신입사원 교육 등 모든 교육에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을 필수

과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회공헌’,‘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공헌’,‘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적 후원과 자원봉사활동

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KB국민은행은 학술 · 교육 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KB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등

을 통하여 소외 아동 ·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KB영어캠프는 2006년부터 매년 3천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간 영어캠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은 1년간 지속적으로 학

습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KB희망공부방은 전국 26개 공부방을 대상으로 성적우

수 아동과 부진 아동을 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문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수중환경 정화사

업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 환경캠프'를 개최하여 환경관련 교육을 제공

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을 제작 · 상영하도록 하여 환경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문제를 다룬 '흰디와 테디' 등의 공

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KB청소년하늘극장 리노베이션 및 청소년공연예술제 지원 이외에도 'KB 국민은행

과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를 통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이용관련

기본교육 및 무료관람을 지원하여 보다 손쉬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농구팀 · 축구팀 · 사격팀

운영, 김연아 등 스포츠선수 후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대학생해외봉사단‘라온아띠’의 자원봉사활동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극빈지역의 ‘School Feeding 프로그램’지

원을 통하여 결식 초등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해당국가 언어로 된 한글

교재를 개발하여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어학실

을 설치하는 등 우리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KB자원봉사의 날, 김장나눔, 연탄나눔, 
540 52,147

KB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 110
-

(3,874)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복구, 6 2,453 
반딧불 환경캠프 

•KB청소년하늘극장, 박물관노닐기, 
농구팀 · 축구팀 · 사격팀 운영, 214 -
김연아 후원, 스포츠꿈나무육성

•KB대학생해외봉사단 , 
KB한글사랑나누기, KB한글배움터, 28 48
다문화가정 사랑나눔, 쓰촨성 지진 복구

898 54,648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총 계

KB대학생 해외봉사단

KB국민은행은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온
아띠(Raonatti)는 ‘즐거운 친구들’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합성어로 동티모르 등 아시아 7개국(동티모르, 말
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에서 47명의 자원봉사단이 현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1개월 간의 국내훈련을 마친 라온아띠는 각 현장에 투입돼 5개월 동안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교육, 여성을 위한 소자본 창업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나눔을 펼쳤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세계에 전
파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자 기업시민
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KB국민은행은 2006년을 사회공헌 활동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공헌 전담부
서를 신설하였으며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 확대 등을 통해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인프라를 강
화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보다 공평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세계에서 인정
받는 글로벌뱅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NCSI)

만족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KC)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95.2 218.8 262.1

196,189 212,818 443,796

32,050 42,334 18,114

24,721 27,738 15,108

7,816 10,923 5,095

A3 Aa3 Aa3

A- A A

A A+ A+

4.1 4.4 4.7

162 460 480

1위 1위 1위

3위 1위 1위

9.6 9.7 8.8

64,668 54,863 54,648

304 531 89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강 정 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253개
2001년 11월 1일
26,090명
약 2,633만명

신
용
등
급

사랑을 나누는 글로벌뱅크, 국민은행

Zoom-in1

지역사회ㆍ공익 부분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은 매년 5월 세 번째 토요일을 ‘KB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만8천여 명이

참여하여 복지시설 봉사, 소외아동 체험활동 지원 등을 펼쳤으며, 그 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부터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소외지역에 16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아동 · 청소년들이 즐거

운 환경에서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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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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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협력지원부

윤리경영

준법지원부

환경경영

녹색금융 · 경영추진단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도 은행장

분 야▶

조 직▶

KB희망공부방KB 영어캠프

김연아 자선공연 (Angels on Ice)박물관 노닐기

KB청소년하늘극장

2008년 국립극장의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리노베이션을 지원하여 원형극장 ‘KB청소년하늘극
장’을 개관하였습니다. KB청소년하늘극장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장으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공
연장에 민간기업의 이름을 붙인 국내 첫 사례입니다. 2008년 5월 청소년의 달에는 KB청소년하늘극장 개
관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6개 지방지역에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 가무악 <안숙선과 떠나는 민
요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KB청소년하늘극장 및 국립극장 등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Zoom-in2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 일등은행"으로서 CEO의 고객만족경영 리더십을 바탕으

로 체계적인 CS시스템을 구축하고 「KB고객만족헌장」을 제정 · 선포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CS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

인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KB국민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KB국민은행은 최고의 고객서비스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오전시간 내점고객 우대서비스'

- 고객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계층별 · 연령별 전용상품' 판매

-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통장' 판매 

- ‘장기거래고객 우대프로그램' 실시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Green Bank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은행으로서 은행경영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실천함은 물론 글로벌 환경정책에 가입하고 기업,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녹색금융 · 경영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며 녹색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적 또는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중개기능 과정에서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활동과 신규시장 개척 및 참여에 앞장서는 등 녹색금융시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2008년에도 KB국민은행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계속하였습

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에 노력하고, 그 실천방안의 일

환으로 하절기 노타이 근무 및 혹서기 반팔 T-셔츠 근무복 착용 제도를 시행하였

습니다. 무심코 흘러나가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PC와 모니터에 절전모드 적용을

의무화하여 연간 약 210백만원의 전기료 절약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옥외간판 점등시간을 5.6시간에서 3.6

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였고, 전산장비의 재배치와 통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

대를 목표로 그린전산센터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KB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CO2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KB국민은행은 친환경제품의 사용을 통한 사회 공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

다. 2008년 그린전산센터 구축시 전원효율을 기존 92% 수준에서 99% 수준으로

끌어올려 획기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UPS 장비로 교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변용량 팬 모터 및 저전력 항온항습기의 사용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280개 영업점의 옥

외 간판을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2009년에도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2005년, 서비스 Gap 모형분석에 의한 CS 조사방법을 재정립하
여 매년 고객의 기대수준과 경험수준을 파악하여 서비스 평가모
델을 재구성

서비스 핵심품질요소(CTQ) 중 본부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한 핵심관리지표(Vital Few)를 선정하여 결함개선 및 수준향상
을 유도

적극적인 소비자보호개념을 도입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
고 고객의 불만사항을 24시간 내에 해결하는 「Speed 고객감동
24Hr」프로그램 운영

2005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CS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부점에서 CS활동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CS
성과관리자 및 CS리더를 선발하여 양성

고객 및 영업점 직원이 본부부서에 제기하는 불편 · 불만의견은
즉시 회신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내 · 외부 고객만족도를 동
시에 제고

내부 CSI 조사 
제도

CS종합관리시스템
(Vital Few)

소비자보호(민원) 
업무 운영 시스템

고객만족 교육 및
운영 시스템

VOC / VOE 운영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KB국민은행은 2008년 공익상품으로 'KB주니어스타적금', 'KB고운맘 카드' 2종을

출시하였습니다. 

KB주니어스타적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기 목돈마련저축으로 장애우,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시 사랑나눔이율 연 0.5%p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고운맘 카드는 정부의 임신부 지원

정책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에 따

라 발급되는 카드로 신용카드는 신용

판매대금의 0.05%p, 체크카드는 이용

금액의 0.05%p를 저출산 대책 등 공공

사업 목적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2008년도 말 기준 KB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원화대출은 60.9조원으로 전년 말 대

비 10.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출시한「KB파트너십론」을 통하여 누

적기준 2조 3,493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자금공급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협약 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대출」을 출시하여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142개 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지원 이외에

재무 · 세무, 경영전략, 인사조직 등 기업컨설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

소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2008년 10월에 「저탄소/녹색업육성 정책」지원을 위한 「KB Solar-Biz Loan」을 출시

하였습니다. 본 상품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녹색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2001년 통합은행 출범과 동시에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윤리강령을 제정 · 선포하고 임직원 법규준수행동기

준을 제정 ·시행 하는 등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 또한 2004년 말 임직원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임직원 행동기준으로서 IBP(In-

ternational Best Practice)를 선포하였습니다. 

IBP란 고객, 직원, 주주의 관점에서 윤리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윤리적 행

동규범으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

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KB국민은행은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법규

준수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의 내부통제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

써 금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AML위험관리시스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준수 교육실시 및 자율점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 개개인은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실
천의 담보를 위하여 서약을 실시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 또는 기업윤리 저촉사실에 대하여 신
고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제보방법 (전화, 사내 전산망, Fax) 

은행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은
행과 공급업체가 상호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
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
용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여신신청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시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5
단계로 구분, 비재무 항목으로 평가 함

은행의 고유정보나 고객정보는 보전형태를 불문하고 중요
정보로서 관리하며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 소속 부
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준법감시인은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민원 처리결과
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은행장 및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

투명하고 정직한 은행 구현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 구
현을 위한 제도로서 부점 및 개인이 실적증대를 목적으로 비
윤리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식
으로 운영

매년 말 윤리/준법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윤리/
준법의식 고취 및 사회공헌 활동 유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평가를 받아왔으며, 자체 자가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윤리경영에 대한 자가진단
과 Feed-back을 실시 

다양한 교육채널 및 직급별, 수준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윤리강령 실천 
서약제도

올바른 제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청렴계약제도
(국내 은행권 최초 도입)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제도

윤리경영실천기업 
여신우대제도

(국내 최초 도입) 

중요정보 관리제도
(정보제공승인신청제도)

민원 등의 처리결과 
모니터링

윤리경영 부문 
업적평가 반영

직무윤리 우수직원 
표창

윤리경영 수준 
자가진단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 교육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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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니어스타 통장



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은 2005년말 은행업계 최초로 자선 공익재단인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설

립하였습니다. 일회적이며 수동적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발전하여 보다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서 은행 조직과는 별도로 비영리 자선

공익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사회공헌

외환은행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에 대한 직원들의 선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복지’의 실천으로

국가복지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Win-Win)’과 ‘나눔 경영’을

추구하는 체계적 · 장기적 ·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외환은행의 사회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69.4 82 103.7

79,886 87,627 227,305

15,166 14,116 11,538

10,062 9,609 7,826

5,876 5,556 3,849

Baa2 A2 A2

BBB BBB+ BBB+

BBB+ BBB+ A-

4 6 6

매월 매월 매월
1회이상 1회이상 1회이상

2등급(양호) 2등급(양호) 2등급(양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5.7 5.7 6.1

2,693 1,772 2,146

45 42 256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래리 클레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399개 (해외 46개 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
1967년 1월 30일
7,351명
약 726만명

신
용
등
급

해외에서 더 반가운 지구촌의 한국외환은행

Zoom-in1 외환은행 사회공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백두산 천지를 오르다
외환은행은 2008년 9월 4일~7일 푸메재단과 공동주관으로 백두산 등정을 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산악
인 엄홍길 대장과 강지원 변호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말아톤'의 주
인공 배형진 군과 어머니,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과 장애청소년 8명 등과 외환은행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
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외환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사랑의 열매천사'를
구성하여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아동, 빈곤노인, 장애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 구성된 'KEB 사랑나누미'는 긴
급재난시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온정의 손길
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후원하고 자
원봉사 캠페인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
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베트남 '해피홈스쿨' 
외환은행은 2008년 12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공동으로
베트남 북부 빙풍성 지역의 저소득 결손 가정 어린이를 위한 지
역아동센터인 '해피홈스쿨'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외환은행의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 ‘환은 장학금’
또한 국내 190명, 국외 208명의 저소득층 자녀중 우수학생을 선
발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회
공헌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외환은행은 공익재단을 통해 전 임직원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경영’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큰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보람"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정기적 기부 활동인 ’사랑의 열천사’와 ‘국내외 불우아동과의 1:1 후

원 결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 기준 2,168명이 기부활동에 참

여하여 5억1,600만원의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국내외 총 761명의 불우 아동에게

연간 2억2,3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외환은행은 미래세대 육성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경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현장 체

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거래를 진행하는 딜링룸을 견학 등 세계 금융시장의 현장감을 느끼고

외국환 흐름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경제의식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출입 아카데미'를 통해 중

소기업 수출입업무 담당 직원들의 실무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외환은행은 매년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남한산성에서의 쓰레기 수거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임직원들은 자

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전개하여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외환은행은 2008년 국내 최초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및 스포츠교류의 일환으로

'KEB INVITATIONAL GOLF' 대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0회를 맞은 '외환은행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에서 음악회로

인해 조성된 수익금 전액을 주위의 불

우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외환은행은 '세계속의 외환은행'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외 외환은행 장학금지급사

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외환은행 아르빌지점은 이라크 파견 자이툰 부대와 연계하

여 심장병 아동을 치료해 주었고, 미얀

마 싸이클론 피해복구, 베트남 빈곤아

동센터 지원, 중국 대지진피해 성금 납

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KEB 나눔예

금 가입고객’의 국외자원봉사활동 지

원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장

상근이사

사무국장

기 획

감 사

외환나눔문화협의회

총 무

사회책임 경영 조직 (외환은행 나눔재단)

•외환은행 나눔재단 출연금 외 
•25사단 위문방문

•중소기업 수출세미나 개최
•우수졸업생 표창

•1사 1산 가꾸기 운동 전개

•경향마라톤대회 협찬
•KEB Invitational 골프대회 주최
•이데일리 음악회행사 협찬
•호남국제마라톤대회 협찬
•제주국제생활체육태권도대회행사 협찬
•북경올림픽성공기원음악회 협찬
•문화방송 뮤지컬 협찬
•한국경제 희망나눔콘서트 협찬
•서울신문 윤이상페스티벌 협찬
•제20회 송년음악회 개최

•국외 외환은행장학금 지급
•제2차 이라크 심장병 아동환자 초청 

수술 지원
•저개발 빈곤국 아동과의 1:1후원 결연 및 

매칭 그랜트 지원
•베트남 빈곤지역아동센터

“해피 홈스쿨”지원
•마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복구 

사업지원
•‘KEB나눔예금’가입고객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지원
•국제 빈곤아동 질병퇴치 백신개발 

성금지원
•베트남 빙푹성 니역 홍수 피해복구 

지원금 지원

210 1,017

1 80 
(6,710)

- 169

42 787

3 93

256 2,146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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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명

적십자사 활동사랑나눔 네트워크

KEB 한 · 중 골프대회 개최

심장병 어린이 문병



환경 금융
외환은행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친환경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 ‘My Solar Partner Loan’을 출시하여 친환경 기업자금 특별대출 상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환경문제로 신 재생에너지 산업이 신 성장 산업

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추구
외환은행은 'KEB 나눔예금'을 판매하여 나눔재단에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선발된 예금가입자와 함께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카드홈페이지 및 기부전용 ARS를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Yes Point를

‘사랑의 물주기’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49명의 심장병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12월 '은행윤리강령'과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하

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원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

원의 윤리의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영업일에는 전 임직원이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

할 것며, 업무 수행시에는 '적극적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규준수를 생활화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규 준수
외환은행은 공정경쟁 및 소비자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7년 도입하

여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준수 촉

진을 위하여 편람 제작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공

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결과를 은행장과 이사

회(감사위원회)에 분기마다 보고하고 있습니

다. 또한 외환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규 등을 법규준수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임

직원의 업무 수행시 자율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영업점의 상품판매

절차 관련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

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Mystery

Shopper Surve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의 비전은 고객만족 경영의 리딩뱅크로서 타 기업의 Benchmarking 대상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은 녹색금융에 관심을 갖고 지구온난

화와 이에 따른 금융상품개발을 위해 경제연

구팀의 연구 결과를 '녹색성장과 금융'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대응

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녹색금융의 이론

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외환은행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퇴근시 완

전소등, 엘리베이터의 선별 운행 등 전력사용량 감축 주관부서를 두어 전행차원

의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시그마 운동을 전행적으로 실시

하여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사무개선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외환은행은 ‘Zero Waste’ 운동을 전개하여 낭비제거가 곧 친환경이란 인식을 전행

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복합기 활용을 통해 전력사용을 줄이고, 복사기, 팩

스 등 사무기기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컬러 복사 지양 활동과 이면지 사용 생활화 및 복사기 프린터의 재활용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금융투자상품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
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함으로
써 고객과 임직원을 보호하고 은행의 자산 및 여신운용의 공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거래 관리세칙을 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KEB 조직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자정(自淨) 제도
인 KEB신문고는 은행권 최초로 “외부 Ombudsman”을 선임하여
은행장 직속기구로 운용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 등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제보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포상 등의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음

본점부서와 영업점의 성과평가시 사회공헌활동 정도에 따라 가
점을 부여함으로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
도하고 있음　

2005년부터 매년 윤리경영관련 Cyber 연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매년 1회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관리 제도

KEB
신문고제도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성차별
예방 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감사규정-준법감시-내부통제기준에 비밀유지 의무 등을 설정하
여 운용하고 있음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전자민원,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언
제든지 접수 가능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불만이 유발된 경우 경고서한을 발송하고
대상직원을 교육하는 제도　

영업점 직원이나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의 의견을 VOC 시스템
을 통하여 등록 → 상품개발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3 스텝 제도

VOC Management
System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녹색성장과 금융

군부대 방문

연탄 배달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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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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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나눔예금 판매기 부금 전달식

서울역 봉사 활동

환경보호 활동

KEB 신문고 제도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외환은행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고객만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직원의 응대태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 교육과 민원예방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대면교육, 사이버교육,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의 응대태도로 인한 고객 불만 접수시에는 3

스텝 프로그램에 의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만, 칭찬 등 다양한 고객의견을 매월 사이버교육(e-learning)을 통해 전파하

고 이러한 사례를 별도로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여 고

객응대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C Management System

운용목적 : 다양한 고객의 소리(VOC)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영업점 / 본점 고객센터
(舊 Call Center)

고객불만 / 민원 해결 제도개선 / 상품개발 등

VOC 시스템
(통합단말)

VOC 등록

VOC 분석

고객지원팀

1사1산 운동



비전 및 전략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다양성, 지역사회발전, 환경 분야에서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씨티 일원으로

서 “우리의 책임”이라 믿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물

론 직원들이 직접 금융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1) 해비타트 -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8년 기준, 11년간 600여명의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17세대

를 건축하고 총 10억 여 원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11주년을 맞은 2008년에는 ‘씨티 가족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개최하여 강원도 춘

천에서 일주일 간 2세대의 집을 짖는데 참여했습니다. 

2) 씨티 - 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주역 양성을 목표로

기획되어 2006년 시작된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선발된

백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주요 지역에 소재한 NGO 단체에서의 3개월 인턴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총 미화 561,500불(원화 5억8천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제3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

생들이 '나눔과 기여의 날' 행사를 갖고 중랑구/동대문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

랑의 연탄 나눔 활동, 독거노인 생필품 배달 및 어린이 공부방 환경개선을 지원하

였습니다.

3) 참 신나는 일터 - 수다공방

2008년 10월, 고용 창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고자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여성

봉제숙련 인력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를 제공하는 의류 생산 작업장 ‘참신나

는일터 - 수다공방’을 설립해 서울 장

충동에 첫 번째 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1) 차세대 금융인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를 육성하고 금융전문가 양

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 개발을 목표로 전국대학(원)생 우수 금융논문 공모전

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150개 이상 대학에서 접수된 작품 중 우수작100편을 선

정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선정된 100편 우수작을

재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직원, 카이스트 교수

진, 금융기관 전문가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금융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에

게 진로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 석세스 프로그램 (Success Program)

한국씨티은행과 대한YWCA연합회의 차세대교육 협력사업으로 제정된 ‘석세스 프

로그램’은 교사들이 창의적인 경제 · 환경생활 교수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우수 교

육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석세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소비자, 환경 분야에 대한 의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개발 사업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신나는 일터 - 수다공방
•결식 아동 지원 캠페인 등 19.15 585

•여성 · 다양성 부문
- 여성지도자상
-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돕기 캠페인
-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차세대 금융인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12.88 417
•석세스 프로그램 (60,200)
•이화여대-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등

•그린씨티 - 우리동네 숲만들기 캠페인
2.75 250

•한국씨티은행 - 아름다운 토요일 등

•문화행사지원 등 0.60 -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 1,800

35.38 3,052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총 계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Money’

한국씨티은행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소비자 운동에 선도
적 역할을 해 온 대한YWCA와 함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금융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와 소
양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금융교육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
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50여명의 한국씨티은행 직원자원봉사자들과
YWCA 강사들이 학교특강, 토요학교, 협력학교, 방과후 학
교, 씨티은행지점에서 금융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초/중
등학생 14만 명 이상이 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금융교실, 협력학교 교사교육 등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약 10만권의 교재 및 학습
자료 배포를 통해, 명실공히 국내의 대표적인 청소년 금융교
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WCA 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후원 협약식

경북 경안중학교 금융특강

마이크로크레디트 - 신나는조합

신나는조합은 1999년 씨티재단 연계로 ‘그라민트러스트’ 교육훈련에 참가한 이후, 2000년 역시 씨티의 후
원을 통해 그라민은행 한국지부 격으로 민간 차원의 빈곤퇴치활동을 위한 국내 최초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씨티는 2005년 신나는조합이 주최한 ‘국제 마이크로크레디트 심포지움’, 2007년 ‘해외스터디투어’ 후
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 사업’
이란 전세계적으로 빈곤퇴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을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빈곤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자기고용과 소득창
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신나는조합의 역할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씨티는 신나는조합이 실질적 기금 지원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국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조
사, 분석 및 사례연구, 공동체 컨설팅, 연구자 및 현장 지역
활동가 지원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
원할 것입니다. 2008 신나는 천사 출범식

제 3차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 사업 
후원 협약식

Zoom-in1

Zoom-in2

한국씨티은행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건실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한국씨티은행은 비영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다영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전

문성을 부각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서비스모니터링

고객

(씨티은행측정/5개시중은행)

만족 NCSI

농협경제연구소
주관 NPS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48.5 46.9 62.7

74,609 85,834 417,673

3,717 6,041 5,517

3,240 4,680 4,259

1,245 1,802 1,568

A1 A2 A2

A A A-

AA- AA- A+

3 3 2

35 44 31

5위 1위 1위

2위 3위 2위

1위(16%)

- - 12.71

1,805 2,163 3,052

52.61 18.32 35.3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하 영 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231개
1981년 9월 17일
5,122명
약 500만명

신
용
등
급

금융 선진화에 앞장서는 글로벌 한국씨티은행

은행을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 질의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

0
8

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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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춘천 해비타트 건축 현장
직원자원봉사자

2008년 춘천 해비타트 후원 협약식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안산동산고 재무설계 실습현장

2008년 석세스프로그램 시상식

▲참 신나는 일터 프
로젝트 협약식

▶참 신나는 일터1호
점 제막식

제3기 씨티-경희대학교 NGO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제 3기 나눔과 기여의 날 행사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한국씨티은행은 “신뢰와 자부심의 한국씨티은행(Client First))”이라는 기조 아래, 고

객의 니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시

스템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영업점 우수 CS 활동 내용 전직원 공유

- 고객에게 엽서 보내기

- 지속적인 업무처리 단축과 고객편의 위주의 전산개발

- 최근 주요 민원 5항목에 대한 TFT편성을 통한 개선책 마련 등

비전 및 전략
글로벌 그룹비전 씨티는 금융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슈에

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해결안을 찾아내어 우리의 고객과 기업이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부뿐

만 아니라 씨티의 고객과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와 청정 기술이 상용화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씨티는 내부의 에

너지 절약 “그린 프로젝트” 와 시장 활동 및 고객 거래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지원

금을 산출하여, 환경 전문가와 고객들과 대체 에너지, 청정 기술, 기타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투자 및 파이낸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1) 한국씨티은행-서울그린트러스트 폐지모아 숲 기금 조성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8월부터 “Save the Earth Program(자원재활용운동)”을 추

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를 분리수거 할 수 있

는 수거함을 제작하여 각 개인에게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폐지 재활용 운동을 시

작하였습니다. 폐지분리수거를 통하여 작년까지 모은 재활용 폐지량은 264 ton 이

며, 이는 305 ton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30년된 소나무 4,630

그루를 베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8월에는 서울그린트러

스트와 "폐지모아 숲 기금 '기부 협약을 맺고 자원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였고, 현

재까지 약 540만원의 수익금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전달하였으며, 이 수익금은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에너지절감운동 

한국씨티은행은 2006년 1월부터 에너지절약운동(Project Candleligh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시행 이후 약 2억 4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였으며,

2009년도의 절감 목표는 전년대비 약 3%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요 실행 건으로는, 추가근무 시간 냉난방을 위하여 건물전

체 냉난방 시스템 가동하였으나, 각층에 개별 냉난방기 설치하여 필요한 층에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2)실내 기준온도 조정, 고효율 전등, 기기 설치 및 자판기,

정수기 등에 타이머 설치 3)주차장 전등 소등시간 단축, 점심시간 1시간 사무실 소

등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근무시간 이후 적시 소등 4) 매월 3번째 토요일 오후 8시

부터 1시간을 "Citi Earth Hour"로 지정하여 주요본부 건물의 전등 및 간판 등을 소등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영업점 단위로 3주간 직원들 스스로 진행하는 지점 자체 교육과
점검을 통해 팀웍강화, 일별 미션 수행, 지속적 점검으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프로그램을 보완 · 개선하고 있습니다.

CS리더란 영업점 CS 교육 및 고객만족향상을 위한CS활동을 추
진하는 자로,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 및 영업점 고객 니즈
에 맞춘 CS향상 방안 개발 및 실천 유도하고 있습니다.

CS활동 및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별 서비스 수준
을 계량화 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관리하여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로 직원들 스스로의 CS 활동
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고객감동을 실천한 한국씨티은행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자
를 선정하는 제도로, 고객에게는 우수직원임을 인식시키고, 직원
에게는 동료직원들의 CS멘토로서 자부심과 지속적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업점별 및 개인별 서비스 수준 파악 및 개선 점검을 통해 
고객만족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통해 상품 및 직원들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자필 엽서 보내기
- CS Star 고객응대 모범 사례 게시 및 우수자 스크린 세이버를

통한 알림
- 개인별  고객응대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 공유
-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제로 고객에 대한 우리의 약속 선포

서비스 교육

CS 리더

서비스 마일리지

CS STAR

서비스 모니터링 
및 CSI 조사

(고객만족도평가)

VOC 및 민원

2009년 
Client First 

캠페인 진행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식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

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666명의 초 · 중 · 고 교사들이 석세스 프로그램의 지원 아래 경제

및 환경 분야에서 독창적인 교육모형 및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

였습니다.

3) 이화여대 - 씨티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

한국씨티은행과 이화여대는 2001년부터 금융산업 및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금융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향후 경

력개발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총 15학기 동안 95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3학점)를 통해 실무 금융지

식과 노하우를 전수 받았고 190여명의 한국씨티은행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강

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1) 그린씨티(GreenCiti) - 우리동네 숲만들기 캠페인

각종 청구서를 이메일 청구서로 전환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절약되는 비용

을 도심 속 숲 조성에 기부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008년 광장동, 명일동 우리동네숲 조성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

였으며, 2007년 8월부

터 임직원 대상으로 추

진된 “Save the Earth

Program(폐지재활용운

동)”을 통한 수익금도

숲 조성 사업에 기부하

였습니다.  

2) 한국씨티은행 - 아름다운 토요일

지난 2008년,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열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는 한국씨티

여성위원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860여점의 임직원 기증품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 등

에 기부하였습니다.

3)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일년 중 하루를 정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으로 2006년 이후 전세계 직원들이 매년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씨티 계열사의 임직원 5,400여명(연평균 1800

명)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금융교육, 소래포구, 청계

천, 탄천 등지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씨티의 일원으로서 한국씨티은행은 가장 존경 받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은 세계적으로 윤리경

영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등을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윤리적 문제의 제기, 고객과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공정한 대
우, 공평한 고용관행과 다양성존중, 차별과 괴롭힘 금지, 자금세
탁방지법 준수, 선물 및 향응의 제공과 수령, 임직원의 투자(내
부자거래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직원의 이해관계 및 상충
문제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연1회 의무적으
로 사이버로 교육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출범초기부터 해외 선진 금융기관에서는 일반
화되었으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고객알기절차
(Know Your Customer)’, 고객주의의무 실사표 등의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충분한 정보를 수립함으로
써 혐의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성차별 
예방 교육

자금세탁
방지제도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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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씨티2호 명일동 우리동네숲 나무심기 행사 현장

※ 2008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2등급

여성ㆍ다양성 부문

1)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 사회에서

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숨

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

로써 우리 사회에 여성 지도력을 세우

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매

년 두 명의 여성지도자를 선정해 시상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명의 수상자

를 배출하였습니다. 

2)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 돕기 캠페인

한국씨티은행 여성위원회는 해마다 유방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특히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돕기 캠페인을 통해 15,43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유방암 환자 5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저출산 및 노동

력 부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을 해결해 여성기업의 역할 모델을 발굴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씨티-중소기업

연구원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기

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여성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여성기업경쟁력강화 포럼, 여성기업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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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시중은행

44

C
O

R
P

O
R

A
TE

 C
IT

IZ
EN

SH
IP

 R
EP

O
R

T 
20

08
 

45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요 실천사항

- 고효율 전등 및 기기 설치

- 실내 기준온도 조정

- 자판기, 정수기 등에 타이머 설치 

- 점심시간 1시간 사무실 소등

- 순찰강화를 통한 근무시간 이후 적시 소등

- 매월 3번째 토요일 오후 8시~9시를 ""Citi Earth Hour""로 지정하여 주요본

부 건물의 전등 및 간판 등을 소등하는 행사 진행

- 건물전체로 가동되던 냉난방 시스템은 각층별 개별 냉난방기 설치를 통

해 층별 유동적인 가동으로 에너지 절약 도모
2008년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행사

2008년 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경영이념인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

니다.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스포츠, 문화예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3대 사회공헌 추진방향은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관리 강화, 지역밀착시스템 정착입니다. 대구은행은 적

극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

해 경영방침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으로 정하고 28개 DGB봉사단을 중심

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대구은행 임직원과 은행이 동시에 참여(Matching Grant)하여 조성된 ‘DGB Love

Fund’ 자금으로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8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

실은 밥차 이동무료급식』봉사활동을 매분기별 실시하였으며, 추운 겨울에 어려움

이 예상되는 대구 · 경북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일환으

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전개하여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42만7천 장

의 연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

의 김장나누기,장애인 복지시설 성금

및 물품전달, 초복삼계탕 Day,난치병

어린이돕기 나눔 장터,내고향 사랑운

동 농촌 결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2월 대

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구 · 경북지역의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년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2008년도에도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장학금 규모가 11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은 학교 행정업무 전산화 지

원을 위한 스쿨뱅킹 업무 처리지원(연

간 약310,000건 처리) 및 연간 전용회

선 이용료 지원과 ‘대구은행 금융교실’

개설하여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환경경영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생태계를 보존하는

신천사랑운동 “붕어 치어 방류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겨울 철새 먹이

주기 행사, 새 집 달기, 나무이름표 달기, 독도 환경보존사업, 울릉도 섬말나리 생

태복원산업, 지역 주요 공원 등에서 정기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대구은행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출신 미술가의 미술품을 지속적

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본점 로비에 전시공간(‘DGB갤러리’)을 마련하여 지역 작가

들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

최(2004년에는 구미, 포항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여성고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여성 백일장행사와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 경북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매

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체육진

흥기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정구부

와 사격팀, 여자마라톤을 운영하여 지

역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대구은행은 상해사무소 개소를 기념

하기 위해 2008년 6월 19일 계획했던

개소식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비용 전

액과 직원들의 모금액 등 45만 위안

(약 6천8백만 원)을 중국 상해 홍십자

회를 통해 쓰촨성 대지진 구호성금으

로 전달했습니다.

사회공헌

52.46

34.16

2.4

42.85

0.78 80

132.65

10,580

-
(2,752)

399

7,595

18,654

내고향사랑운동 자매결연(28개 마을), 초복 삼
계탕 Day 실시,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행사
후원, 사회복지시설과 1단체 결연, 저소득층
안과 수술 자금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김장담그기, 저소득자녀 돕기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ㆍ스포츠
ㆍ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사회공헌활동전략수립 및 추진
•기부금 심의 및 운영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장학문화재단 운영(110억원) DGB 어린이 금융
캠프 개설, 도서기증, 학술세미나 협약 지원, 저
축유공학생, 으뜸어린이 표창제도 시행

겨울철새 모이 주기 행사, 산불조심 현수막 부
착, 독도 고유전복 복원사업에 대한 후원금지
원,신천가꾸기 행사,나무이름표 달기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프로
축구 고객감사의 날, 프로야구 고객 감사의 날
행사 실시, 사랑의 홈런존 운용, 어린이 사생
대회 및 여성백일장 개최, 정구부, 사격부, 여
자마라톤부 운영 및 지원

몽골 울란바토르와 뭉근머리트 지역에 우물
기증 및 '대구은행 동산' 조성, 상해사무소 개
소식 행사 취소 비용 및 직원 모금으로 중국
쓰촨 대지진 구호기금 전달

•사회봉사활동 총괄대구은행 DGB 봉사단

분  야 주요 프로그램

봉사단 조직별 역할

•전행적인 봉사활동 심의 및 운영사회공헌협의회

•사업본부 별 봉사활동 지원
•봉사단 별 역점 봉사사업 선정 및 추진
•무료급식, 나눔장터, 연탄나눔, 장애인 초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내고향사랑운동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봉사활동 전개

본부사업본부봉사단단
위
봉
사
단

지역별봉사단

역외봉사단

•지역밀착강화를 위한 봉사활동 실시개별봉사팀

단위: 억원/명

공공금융부
사회공헌반

•대외협력업무 지원홍 보 부

•지속가능경영 업무 통할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 개발

대은경제연구소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사랑실은 밥차 이동 무료급식 봉사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중국 쓰촨성 대지진 구호성금 전달

가정의 달! DGB봉사단 이웃사랑운동 전개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DGB봉
사단 이웃사랑운동”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의 23개 지역봉사단과 13개 역외 지점의 봉사단원들이 동
시에 참여해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내 고
향사랑운동 농촌결연마을, 무료급식소, 난치병 어린이 돕기 나눔 장
터 및 문화축제 행사장소 등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
다.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4천여만 원은 대구은행 GB봉
사단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조성된 ‘DGB LOVE FUND’
의 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건전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경영이념인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세계 초우량 지역은행의 비전을 실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2년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DGB봉사단’을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DGB봉사단’과 ‘사회공헌반’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
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앞으
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나눔경영의 실천을 통해 신뢰와 사랑
으로 성장하는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230,714 754,116 283,331

15,867 19,319 46,230

3,327 3,648 3,533

2,405 2,608 2,612

1,106 889 747

Baa2 A2 A2

- - -

- - -

14 14 14

14 14 14

85 85 91.59

- - 7.1

19,627 17,560 18,654

95.51 92.07 132.65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하 춘 수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219개
1967년 10월 7일
2,615명
약 351만명

신
용
등
급

대구은행, 건강한 여름나기 “초복 삼계탕 day” 실시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초복을 앞두고 7월 18일(금) 대구 영락복지
재단과 성산복지재단을 방문해 여름휴가철과 복더위를 맞아 소외
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의 일환으로 삼계탕
을 대접했습니다.
대구은행장과 DGB봉사단원 40여명은 어르신 480여 명에게 삼계
탕과 수박,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DGB STOP
CO2”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랑의 계단오르기”행사를 통해 조
성한 성금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좋은 이웃 대구은행

Zoom-in1

Zoom-in2

대구은행,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실시

대구은행 DGB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11월 17일(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별관(대구 달성동
소재)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은행 DGB봉사단원과 대한적
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가해 ‘DGB LOVE FUND’ 기금으로 조성된 성금으로 약 5톤 분
량의 김장을 담궜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대구지역의 적십자 결연
세대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세대, 기타 취약계층 500세대에 10kg씩
을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은행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008년 양사간 사회공헌협
약을 체결하고, 무료급식활동 전개, 바자회 물품 판매활동,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행사 추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Zoom-in3

사회복지관 어르신 식사 대접

초복 삼계탕 Day 실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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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는 경영이념 아래 “Service Leading Company”라

는 CS비젼을 정하여 고객감동경영이 대구은행에서만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

로의 확산에 주력하여 고객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

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친환경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속가능모범기업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대구은행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 임직원

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DGB STOP CO2 선포 및 결의대회'를 개

최하고, 에너지원별 관리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DGB STOP CO2 플랜」은 본점과 영업점의 전력, 용수, 난방용 연료, 승용차 연료

등 각종 에너지 사용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

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

였으며, 전자문서화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이면지와 재활용품

사용을 늘리는 한편, 폐지의 재활

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은

더욱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으로서

는 최초로 영업점(반야월지점) 건

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

고, 고효율 전등(LED)으로의 교체,

‘사랑의 계단오르기 운동’ 등을 전

개해 에너지 절감과 CO2감축을 체

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공익 추구
대구은행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성숙된 투자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금융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파

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SRI펀드를 판매하

고 있으며, SRI펀드는 친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등 3가지 기준에서 평가

결과가 양호한 기업들만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증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봉사한마

음 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포항시 복지카드, 대구시설

관리공단복지카드,대구시 보조금

카드, 어르신 교통통장, DGB우리

독도카드 등 다양한 맞춤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구은행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

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기업들이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효율성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신용보증기금과 「대구광역시 창업 중소기

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 및 기업컨설팅과 경영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

으며, 기업고객의 원활한 재무관

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온라

인 은행지점 시스템인 『DGB i-

branch』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

고, 구매기업을 위한 전자적 자금

지원 방식인 ‘B2B 구매자금대출’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대구은행은 여신심사에 사회, 환경, 윤리 등 비재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지속가

능성을 감안한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리부문에서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이나 투명경영 활동,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등 기업의 사회책

임 활동을 고려하며, 환경부문에서는 '친환경 우수기업평가표'를 마련하여 지역기

업에 대한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기업들의 동참과 친환경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 'DGB환경사랑예금'과 'DGB친환경기업자금대출'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효과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

하여 임직원 모두가 업무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윤리강령을 2000년 12월에 제정 ·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업무 강화와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사고 예

방 및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전 직원 개점인사 후 지점장이 직접 방문 고객에게 안내활동
및 인사말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웃음 가득한 지점을 만들
고자 노력함

•직원들의 자발적인 고객만족 실천운동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개인별 약속사항을 메모 꽂이에 끼워 책상 위에 비치함으로써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함

•시각적 만족으로 Pink Day를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어린 고객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르신을 부축하여
드리는 촉각서비스, 다과제공 또는 맛집 소개를 고객에게 실시
하는 미각서비스, 향수나 방향제 등으로 실시하는 후각서비스
및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음악이나 활기찬 인사말
을 실시하는 청각서비스 등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향한 오감
만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방문 고객의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창구 분산활동을 위한 안
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대기시간을 축소함

•외국인고객과의 언어소통 부담을 해소하여 외환 세일즈 활성
화와 CS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능력을 갖춘 직원들
이 참여하는 전화통역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의견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
된 고객정보 및 VOC내용을 CRM에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
며 24시간민원처리제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신속한 전달을
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CS마인드 형성에 활용함

•방문고객들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를 실시하여 고객니즈 파악
과 고객응대서비스향상의 방향을 점검함

스마일 마이 뱅크
서비스 

고객만족
매니페스토운동

오감만족서비스 

로비 매니저 

DGB통역서비스

고객의 말씀(VOC)

고객만족도조사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등 부정한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업
무 관련 직원들의 경우 유가증권 거래내역 신고서를 6개월마
다 제출하도록 의무화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임직원들의 자사주식 단기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윤리실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고발자보호제
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보고
제도(CTR) 및 고객 확인제도(CDD)를 철저하게 이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세탁 방지제도의 유형과
응용사례 등에 대한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전 부점에서 매월 하루를 윤리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최근의 윤
리경영 이슈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 중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매달 준법감
시활동보고서로 작성되며, 영업점 평가에도 반영

•직장 내 모든 직원들이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각
영업점과 부서별로 매월 성희롱 · 성차별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내부직원 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윤리실천의 날’ 
운영

성희롱 · 성차별 
예방 교육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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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펀드 출시기념 공익기금 조성 협약 체결

DGB Green Loan

반야월지점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법규 준수
대구은행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윤리경영실

천 특별테마로 '깨끗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

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의 강

력한 실천의지로 추진된 명절 선물 안받기

운동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임직원간 '선물안주고 안받기'가 대구은

행의 기업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부

득이 선물을 받은 직원들은 준법감시부 내 '

선물반송센터'에 맡기면 이를 모아서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고객서비스 품질향상과 빠른 개선으로 고객에

게 꼭 필요한 대구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중한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

게 감사의 뜻과 개선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 양방향으로 고객의

견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만족실천을 위해 전 영업점 『고객만족 캠페인 Hi-CS』를 추진 중

에 있습니다. Hi-CS는 행복실천(Happy virus), 이미지변화(Image change), 내외부

고객만족Customer[Employee] Satisfaction), 웃음가득한 은행(Smile my bank)이란 의

미를 담아 모두가 웃을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GB 친환경 기업자금대출DGB 환경사랑예금

윤리실천 자율캠페인 포스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DGB STOP CO2플랜’ 선포
및 결의대회 개최



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2003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지역 최대의 봉사단을 운

영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

해 활발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

창조를’이란 경영이념 아래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발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부산은행은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과 내실 중심의 지역밀착
을 경영방침으로 하여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역사회와 상생 ·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은
행이 되고자 지역에 대한 기업이익의 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창단된 부산은행 지역봉사
단은 전임직원 참여로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시설방문, 환경보전활동 등 릴레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하나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글로벌스탠다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
상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228,122 272,983 292,640

14,990 18,471 36,350

2,644 3,942 3,849

1,839 2,707 2,750

856 972 1,113

Baa2 A2 A2

- - -

BBB+ BBB+ BBB+

6 6 6

17 17 17

82.3 84.8 86.4

5.10 14.2 13.7

6,689 18,180 19,044

71 154 159.2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이 장 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231개
1967년 10월 25일
3,245명
약 313만명

신
용
등
급

역사와 전통이 말해주는 오랜 친구 부산은행

Zoom-in1

Zoom-in2

범시민 도서생활화 운동과 어린이독서경제체험학교

부산은행은 독서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독서습과의 정착과 조기경제교육을 위해 부산광역시교
육청과 협력하여 '범시민 도서교환전'과 '어린이독서경제체험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도서
교환전' 은 시민들이 읽고난 책을 서로 교환하거나 도서상품권, 새책과 교환을 통해 독서생활화를 지향하
고 있습니다. '어린이독서경제체험학교'는 체험학습을 통한 독서기회의 증대와 금육경제교육, 체험학습이
어우러져 조기 독서습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시내 초등학생 4~6학년 80명을 대상
으로 매월 무료로 부산 인근지역의 유적지, 박물관, 문학관, 군부대, 농촌 등을 찾아 현장체험교육 형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회와 장학문화재단 운영

부산은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여 적립하는 '코스모스회'를 통
해 매년 이웃돕기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재가노인, 재가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인 '홈헬퍼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공익재단인 '부산은행장학 문화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및 교육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지원, 체
육발전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행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별개로 장학문화재단은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사업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부산은행은 연말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2월16일 부산시청 녹

음광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임직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을 보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2007

년보다 김장량을 20% 더 늘린 12톤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16개 구.군청에서

선정한 무의탁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세대별

10kg씩 1,200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2008년도 8월 21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대학생, 고등학생 344명에게 장

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07년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지원한 바 있

으며, 2008년 그 규모를 20%가량 대폭 늘려 3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을 고등학생도 포함하

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소재 25개 대학, 부산시내

30개 고등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추

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당행의 지역봉사단은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아름다운 부산만들기와 환

경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아 온천천을 찾아 하천 오물제거, 잡풀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

치고, 온천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꽃씨도 나누어 주며 하천살리기 활동을 대대적

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광복로 일대

에서는 국제영화제 손

님맞이 도심환경정화와

해운대 해수욕장 새벽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당행은 2007년에 이어 금정산성 문화재 복원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

며, 매년 5월과 10월에 2회씩 KBS부산홀에서 시민초청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5600여명의 시민과 고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부산불꽃축제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청소

년 길거리 농구대회, 체육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지원 등 각 분야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지역의 발전과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여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행사

를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매주 토요일 방문송금 지원과 체육대회 지원, 그

리고 중국 쓰촨성 대지진 구호성금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CEO
최종의사결정
(지역봉사단장)

경영위원회
주요의결사항

본부장
부서별 의사결정
(봉사지구대장)

사회책임 경영 조직

지역문화홍보부
사회공헌활동총괄
(지역봉사단총괄)

각 본부부실
부수적 사회공헌
(봉사팀 운영간사)

•희망의사다리 운동
•홈헬퍼파견
•김장나누기
•무료급식활동

•학교발전기금 지원
•장학사업
•방과후학교지원
•1교다사 결연 (반송초등학교)
•재단출연
•독서경제체험학교

•꽃씨나누기
•하천사랑운동
•범시민식목행사
•해수욕장 환경정화
•도심환경정화

•시민초청음악회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지원
•문화재복원지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국 쓰촨성 대지진 구호성금 지원

106.1 11,798

25.9 410
(11,590)

0.6 6,435

25.0 401

1.6 -

159.2 19,044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ㆍ스포츠
ㆍ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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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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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서 수여식

사랑의 김장나누기

온천천 환경정화 활동

단위: 억원/명



공익 추구
부산항 발전을 위해 '부산항 사랑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

을 은행부담으로 부산항사랑 기부금으로 2천만원을 적립하여 부산항발전을 위해

관련 사회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내 노숙인들의 안정적이고 조속

한 자활지원을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특별우대통장인 '희망, 새출발 부산사랑 통

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산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외 경기상황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사랑 내고장통장'의 특별판매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

하여 총 3,000억원 한도의 '중소기업 성공지원 특별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부문은 원자재 구입자금과 매출채권 현금화자금, 공장용지 구입 및 신축자금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영업점장 전결로 0.5% 범위내 금리감면 우대와 운전

자금 한도산출을 생략하여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3년 윤리강령실

천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법규준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

하고자 합니다.

법규 준수
당행은 2000년부터 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인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자산

운영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할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여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운영조직과 직무범위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당행은 고객의 믿음과 직원 스스로의 신뢰를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하고 있으

며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어 공정경쟁을 위한 다양한 방

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제도, 모든 임직원의 윤리준법서약서 제출,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200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부산은행의 존립터전인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

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이란 경영이념을 새로

이 제정하였습니다.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이익을 지역사회

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

(win-win)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

기 위해 지역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

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2009년도 CS추진전략을 ‘2009 CS Best Service’로 정하고 ‘Best Service, 최고의 친

절은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중심의 CS제도 추진하여 최고로 친절한 은행으

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중심의 CS를 추진하기 위해 고객의 직접 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 배점

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사카드를 별도 제작하여 고객에게 자필로 인사말을 작성하고, 고객감사 축하카

드를 발송함으로써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고객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Best Service를 목표로 영업점 창

구환경 개선과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지능형 창구시스템’을 2008년중 시범

설치하여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여

순번대기기에 업무별 또는 창구직원

별 선택을 하여 해당 직원이 업무를 처

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정부정책에 적극 동

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환경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영전략과제 수립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사회책임경영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당행은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서 에너지 및 물자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2008년초 물자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산은행 전

부 · 실 · 점에 에너지 절감 전담관리자를 선임(에너지 지킴이 제도)하고 ‘생활속의

물자절약 방법 12가지’전단 배포 등을 통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대한 ‘테마업무제안’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연말 ‘물자절약 우수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하

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노타

이, 반팔셔츠 착용을 의무화하여

체감온도를 2℃정도 낮추어 냉방

전력 소비를 줄이는 쿨비즈(Cool

Biz)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는 의무적으

로 차량 5부제 시행에 동참하는

등 고강도 물자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이러한 여러가지 노

력은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책임

경영확대 핵심과제로 꾸준히 추

진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류를 원

료로 하는 온풍기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에어컨을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교체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열등 및 할로겐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1회용품 사용자제, 이면지 사

용, 불필요한 서류 보고서 축소 및 전자결제시스템 확대, 유휴자산 재활용 등 저탄

소사회 구현을 위한 친환경제품 사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윤리준수 서약서제출

•윤리경영 사이버맞춤연수 실시, 신입직원연수나 직급별 연수
시 병행실시, 현장교육, 전자문서전달교육 등 실시

•준법감시부내에 윤리실천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필요하면 표
창 · 징계를 실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으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

•휴대용수첩/매뉴얼/업무용다이어리 발간 등

•윤리점검·교육 및 위반자 제보를 통한 문제점 분석·개선

•명절 때 고객 및 직원간에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지 않고, 부
득이 수수한 경우 신고하여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하는 제도

•6개월 단위로 경영진 및 윤리강령실천지짐에서 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

윤리준수서약

윤리교육실시

윤리실천점검·감사

비리제보제도운영

윤리프로그램홍보

윤리프로그램 
평가·개선

금품 및 선물수수 
신고제도

유가증권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아침일찍 내점하시는 고객에게 모닝커피를 대접하고 영업점
객장에 클래식 음악방송실시

•은행에 내점한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기시
간지연에 따른 고객불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25일과 월말 등 창구가 혼잡한 날에는 전직
원이 창구업무 지원

•고객불편사항이 잦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장들이 모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및
영업점 직원들에게 피드백하여 고객에 대해 민감한 조직문화
를 만드는데 적극노력하고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의견엽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
된 고객정보 및 VOC내용을 CRM에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
고 있으며, 또한 부산은행 인트라넷에 등재하여 전직원의 CS
마인드 공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금융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
으로서 일반 영업점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세무, 상속, 신용회
복,  정책자금대출 등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받아 부산은행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차원 높은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굿모닝
고객서비스

창구업무
집중근무제

고객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의회 운용

고객의소리(VOC)

‘119금융구조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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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우대 통장 개설 협약식부산항 사랑 정기예금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내사랑 내고장 통장 특별 판매

제6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으로서 고객과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영업점 별로 실시해온 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2006 년

7 월 14 일 ‘광주은행 지역사랑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려

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은 지역별로 나누어 본부봉사단, 광주지역

봉사단, 전남지역 봉사단 등 총 31개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0여 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매월 하루를 ‘사랑 · 나눔 실천의 날’로 정하고 각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홍

보팀과 지역공헌팀을 포함하는 사회공헌사무국을 신설하여 지역공헌 및 사회공

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은행의 소명을 인식하고 수익의 지

역 환원 등 지역공헌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광주은행은 지난 10월 아름다운가게 행사를 개최하여 1,500여 임직원이 기증한 물

품 5,200여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화순전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전달하여

지역내 난치병 어린이의 희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명절에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여, 설에는 144개 복지시설에 2,000만원을, 추석

에는 154개 복지시설에 2,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과 지

역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실시와 더불어 조손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

장담그기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따뜻한 겨울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원금과 함께 이동목욕차량, 사랑의

담요, 사랑나눔 컴퓨터 등을 기증하였습니다.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사랑 우리농산물 한마음 장터를 지난

해 12월 개최하여 농산물가격 하락으

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어민을 위한 직거래의 장을 마련,

약 4천여만원의 지역농산물 판매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2002년부터 매년 5월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개최하여 어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으며,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록금

전자금융 이벤트를 통한 대학생 해외

배낭여행 연수 지원,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대학생 논문공모전 개최,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홍보

대사 운영 등으로 지역 인재들이 마음

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광주은행은 재난재해 발생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피해복구활

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안의 원유유출사고에 따른 전남 해역의 타르 피해를 막

기 위해 1월에는 전남 영광군 백수 · 지산면 일원에서 타르 덩어리 수거와 기름제거

작업을 실시, 양식장과 해수욕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등산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펼쳐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 매년

‘무등산 사랑 범시민 대회’에 참가하여 광주 · 전남지역 고객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

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가을철 단풍 행락지 정화활동, 광주권역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기초생활 10대 과제 등을 추진해 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시내도로 정화활동,

버스승강장 청소, 광주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전남 및 시외지역 봉사단은 지역의

환경보호활동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1995년부터 매년 전남일보와 공동으로 ‘광주 · 전남 환경대상’을 시상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을 적극 장려

하기 위한 호남권 최고의 환경 관련 시

상으로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수질 ·

대기 등의 부문에서 단체와 개인을 대

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 (단장 은행장)

부단장 (개인고객본부장)

본 부 광주1지역본부 광주2지역본부 광주3지역본부 전남 동부 전남 서부

경영기획본부봉사단 동구사랑봉사단 서구사랑봉사단 북구사랑봉사단 여수사랑봉사단 목포사랑봉사단

개인고객본부봉사단 광은광산사랑단 남구효사랑봉사단 담양사랑봉사단 순천사랑봉사단 나주사랑봉사단

기업고객본부봉사단 장성사랑봉사단 화순사랑봉사단 광양사랑봉사단 강진,무안,영광
영암,완도,장흥
함평,해남,홍농여신지원본부봉사단 고흥, 보성

업무지원본부봉사단

서울사랑봉사단

광주은행119봉사단

사회책임 경영 조직

설 ·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임직원 1%나눔
운동,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빛고을 아름다운
세상 개최, 결식아동돕기 제5회 사랑의 HOF-
DAY개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판
매, 사회환원형 직장보육시설 개원, 조손가정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구입캠페인 전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학생논문공모전,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청소년 금융교육실시,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대학생 해외 배낭여행 연수
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은행장학
회 장학금전달 

광주 · 전남 환경대상 후원, 지역사랑봉사
단 자연보호캠페인, 무등산사랑 범시민대
회 참여, 서해안 기름유출관련 봉사활동 실
시, 무등산 1사1산가꾸기 운동, 환경지킴이
‘탄소Green카드’발급

사랑나눔 순회음악회 개최, 2008광주비엔
날레 후원, 각종 메세나 단체 후원, 전국체
전 등 각 시 · 군 체육행사 후원, 광주상무
축구단 후원, 광은역도부 운영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ㆍ스포츠
ㆍ예술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지역사랑 봉사단 활동

어린이날 그림대회

단위: 억원/명

11 842

40 839

0.6 3,933

15.7 259

67.3 5,873
서해안 원유유출 복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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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민의 순수 민간자본 1억
5,000만 원과 직원 50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발전
을 위해 힘써왔으며, 광주 · 전남의 대표적인 향토은행으로서 지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광
주은행은 2006년 7월에 창단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을 주축으로 총 31개 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으로서 고객과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 아래 약 1500여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봉
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아름다운 동반자 역할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나
누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39,955 162,177 170,297

7,863 9,767 13,481

1,229 1,504 1,453

901 1,127 1,034

334 398 417

- - -

- - -

BBB+ BBB+ BBB+

6 6 6

10 10 10

- - -

5 5 7

4,990 4,437 5,873

32.6 55.5 67.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송 기 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32개
1968년 11월 20일
1,441명
약 301만명

신
용
등
급

빛고을의 자존심을 만들어가는 고향친구 광주은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은행장학회 운영”

광주은행은 인재육성기금 및 대학발전기금 출연 등 지속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1981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는 3월 28일 학업성적
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학생으로 추천 받은 대학생 66명을 본점으로 초청하여 1억 2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까지 총 3,111명에게 17억
7,1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지역 내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잡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회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 목포, 순
천, 광양, 해남, 장흥, 강진, 보성 등의 지역에 인재육성 기금을 후원
하고 있으며, 여수, 광양, 백운, 금화, 전남 장학회 등 지역 내 장학재
단에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
틀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돕기 HOF-DAY 개최 및 기금 출연  

광주은행은 지역 내 결식아동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임직원 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하여 2004년부터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HOF-DAY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5일 광주
시청 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제5회 HOF-DAY에는 임직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 주요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결식아동돕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원 영역을 보다 확장할 것을 다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행사
수익금과 임직원의 정성을 모은 성금 총 2,200만 원을 결식아동 중
식 지원비로 광주시청에 전달했으며, 결식학생 제로화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기금을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이 소외 결식학생의 급식해
결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을 통해 지역의 결식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Zoom-in1

Zoom-in2

“탄소Green카드”발급으로 환경 지킴에 앞장

광주은행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탄소은
행 전용카드인 ‘탄소Green카드’를 발급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 참여가정에 특별 포인트를 제공하
는 카드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탄소은행 제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Zoom-in3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HOF-DAY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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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광주은행은 남도사랑통장, 자연사랑신탁, 5.18후원정기예금 ‘넋이’, 빛고을통장, 이웃

사랑신탁 등을 통해 환경단체 및 신용보증조합에 기부금 출연, 불우이웃돕기 기부

금 출연 등을 해왔으며, 인터넷 사이버 예금을 통해 무등산과 주암호보전협의회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한편, 선생님사랑통장을 통해 결식아동돕기 후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문화수도후원 통장을 발매하여, 광주문화수도에 대한 시민 참

여의식 제고와 후원금 조성, 그리고 광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각종 문화이벤트 참

여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의 중추은행으로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사전채

무조정 프로그램인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을 통해 선제적인 기업구조 개선

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하이클러스터론(Hi-Cluster Loan)으로 토지분양자금부터 시설자금, 초기 운전자금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업력과 명망을 지닌 지역 업체

를 선정하여 특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소호명가 제도로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업단지개발과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보

육(Incubating) 등 기업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이 양적 · 질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각

급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원

활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2008년 한해 동안 전라남도와 전남

개발공사를 비롯한 13개 지자체와 협

약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광주은행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이산화탄

소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탄소은행 전용카드인 ‘탄소

Green카드’를 발급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반의 정책과 활동을 관장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윤리경영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윤리경영 교육계획 수립,

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원으로서 가장 근본적

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

계적이고 전사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광주은행’을 비전

으로 하는 고객서비스 헌장을 발표하여 슬로건인 즐거움(Fun)과 관심(Interest), 가

치(value), 열정(Energy)의 하이 파이브(High-FIVE)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광주은행 전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행

동지침을 수립하여 하나,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처리하며, 둘 언제나

고객과의 시간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셋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모

시며, 넷 언제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로 고객을 가족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각종 고객의견 접수 채널을 통한 의견을 해당 본부부서에 통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게 곧

바로 홍보하고 있으며, 직원들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고객만족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잘된 점은 칭찬하고 부족했던 점은 다 같이 개선방향을 모

색하면서 고객감동을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우리 경제의 미

래 비전인 녹색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발굴과 지역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녹색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금융상품 출시, 금융지원, 청소년 환경교육과 같은 그린 마케팅과

환경경영의 실천으로 녹색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

표적인 것이 광주시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탄소은행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탄소그린카드’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친화적 경영활동과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구 온난화 방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광주은행은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맞춰 출퇴근시 홀짝제(2부제)를 시행

하고, 전 영업점 및 365열린코너의 돌출간판을 완전 소등하고 있으며, 여름철 영

업점의 냉방온도를 기존 26℃에서 27℃로 1도 상향하고, 냉방기의 가동시간을 아

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줄였으며, 엘리베이터 3층 이하 운행 중

지로 계단 이용 장려, 총 8대의 엘리베이터 중 2대 운행중단, 에스칼레이터 운행중

단, 그리고 전 임직원이 노타이로 근무하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운동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낭비와 물자절약을 위해 본점의 경우 1일 3회(아

침7시, 점심시간, 저녁9시) 사무실 전등을 소등하고 있으며, 복도 및 화장실 공간

등은 완전 소등 등의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은 익월말까지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개설된 주식 등 유가
증권의 계좌에 대한 "유가증권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에 제출하고, 이후 업무종료년도말까지 매년 당해년도 중 거래내
역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1월말까지 주관부서에 제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을 통
해 우대조치 실시

매년 직원에게 배부하는 업무DIARY에 임직원의 복무윤리 및 서
약서를 인쇄하여 각 부점장 주관 하에 교육 실시 후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입직원들에게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집합교육 실
시 후 직접 서약서를 작성

인트라넷 진입시 매월 2회 윤리경영에 대한 개인별 체크리스트
확인

임직원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실시

지점장 및 부점장이 주기적인 현장교육 실시

윤리경영 관련 자료를 직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

행내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

준법, 윤리경영,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공문, 서신 발송 및 포스터
게시

인터넷을 통한 전직원 교육과 함께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문상담
자를 지정하여 운영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내부직원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제도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 제도

개인체크 리스트 
제도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지점 및 부점 현장교육

인트라넷을 통한 
자료 제공

윤리경영 집합교육

윤리경영 공문발송

성차별 예방 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년에 2번(반기 1회) 인터넷을 통한 고객제안제도 접수

고객지원센터(콜센터), 고객엽서, 인터넷접수 등의 
상시 고객의견 접수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고객의소리(VOC)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지자체 업무협약

광주 · 전남환경대상 시상식

윤리경영의 일상화로 강소은행 기반 구축
(윤리경영시스템 활성화로 기업윤리 생활화 정착)

2008년도 윤리경영 추진목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밀착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 윤리경영의 일상화로 강소은행 기반 구축
•준법 사전감시체제 강화 → 준법 의식 고취운동 전개

윤리경영
실     천

법령/규정
준     수

복무기강
확     립

준법 및 기업윤리 준수

세부실천사항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광주은행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부터 공식 후원은행으로 참여하여 임시

점포 운영, 광주비엔날레 후원카드 발행, 기금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인의 미술축제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2008년까지 총 57억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창립 40주년 기념 ‘사랑나눔 순회음악회’를 개최, 6

개월간 6개 병원에서 환우들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랑나눔의 장을 만들었습니

다. 광주시의 주요 근대건축물인 ‘무송원’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국악발전을 위한

교육과 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광주

국제공연예술제 및 7080충장로 축제 등의 지역 행사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광주은행은 1998년부터 지역 내 유일한 실업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국가대표 코치(고광수 감독)와 선수(이애라)를 배출하는 등 지역 체육발

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후원

사랑나눔 순회 음악회

사랑나눔 순회 음악회



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제주의 ‘수눌음 정신’을 이어받아 전직원이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는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6월 23일 제주

은행 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2008년 11월 제주은행을 비롯한 도내 자회사 직원 100여명과 일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가정 및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전 그룹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하였

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

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제주은행은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 및 금

융 · 경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청소년 금융교육은 각 영업점에 대

해 ‘1개 학교, 1개 지점’ 자매결연을 추진

해 현재 23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출장강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2004년 시작된 '제은 푸르미 운동'은 2008년 현재 총 54회에 걸쳐 약 3,000명이 참

가한 자연사랑 운동입니다. 공원, 관광지, 하천과 해안가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영

업점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은 푸르미 운동은 직공장새마을운동연합회에서 주관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

동’에서 최우수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제주은행은 2003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

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관악제 조직위에 2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은행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

패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최근 도내에도 결혼이민 여성 등 해외 이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제주은

행은 JMC(제주이주민센터)가 주최하는 명절행사, 체육대회 등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과 더 가깝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장보고 가세(제주사랑상품권
판매촉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사랑
의밥짓기, 아름다운 토요일, 사랑의 보
따리,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사랑의 헌
혈 등

•재테크 금융교육, 아이러브제주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아이러브제주 포스터 공
모전, 청소년경제과학캠프, 청소년금융
교육,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제은 푸르미 운동, 제주 곶자왈 탐험대,
가족과 함께 오름 오르기

•제주국제관악제 후원, 제주문화예술재
단 출연, 새마을문고 도서 기증, 제주은
행장기 야구대회 개최, 평생학습 후원,
통역안내센터/관광정보센터 운영

•제주이주민센터(JMC)교류활동, 
재일동포를 위한 장례/벌초 서비스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제주은행 / 봉사단장
사회봉사활동 총괄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 경영 조직

조직별 역할

총 계

1사 1촌 자매마을 결연활동

농촌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은행
은 지역공동성장프로그램인 ‘1사1촌 자매마을 결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산읍 수산1리, 남원읍 남
원1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제주은행 전산정보부 직원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알기 쉬운 컴퓨터 교육’
을 비롯하여 ‘재테크 교육’, ‘금융사기피해방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주말
을 이용하여 ‘농가일손돕기’와 더불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활로를 위해 제주은행 전 임직원이 ‘우리농
산물 구매’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촌과 도시, 마을과 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활
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 힘이 되는 은행’ 제주은행은 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성장기

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는 지역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와 함께, 그리고 지역민의 삶과 함께, 지역적 현

실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수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

에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24,825 27,861 29,039

1,483 1,882 2,186

116 185 322

142 143 221

11 41 86

- - -

- - -

- - BBB+

4 6 6

2 4 4

84 85 85

23 22 24

4,642 4,484 4,621

17.29 17.41 17.8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허 창 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38개
1969년 3월 20일
454명
약 45만명

신
용
등
급

1사1촌 자매마을 결연활동알기쉬운 컴퓨터 교육

함께 가는 든든한 길잡이 특별한 친구 제주은행

Zoom-in1

12.72 1,694

2.35
75

(1,245)

0.14 2,473

2.54 365

0.13 14

17.88 4,621

- 사회봉사활동 총괄

- 전행적 봉사활동 심의 및 운영

- 관할부점 봉사활동 지원
- 각 부점 봉사활동팀과 연계하여 규모가 큰 행사 추진
-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NPO와 연계하여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 공동추진

- 지역밀착형 개별 봉사활동 전개

제주은행 봉사단

봉사단 운영위원회

제주은행 총무팀

각 부점 개별봉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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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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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홍보팀
- 관할부점 봉사활동 지원
- 각 부점 활동팀과 연계
- 지방자치단체, NPO와 연계

영업점 봉사단

운영위원회
- 전행적 봉사활동 심의 및 활동

본부부서 봉사단

제은푸르미운동
재래시장활성화 캠페인-제주사랑상품권 판매, 장 보고 퇴근하기

제주은행은 지역경제 및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제주사랑상품
권 발행지원 및 판매대행을 실시하여 2008년 현재 판매누계액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
기에도 지속적인 도민의 관심으로 지역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Zoom-in2

제주재래시장사랑상품권퇴근후 장보고 가세 

청소년 금융 교육

김장김치 담그기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노력이며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고객입니다' 의 비전하에

고객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고객이 행복함을 느낄 때까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부직원에서 CS전문강사를 비롯하여, 그린비, 영프론티어를 매년

선발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고객만족과 더불어 최고의 CS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당행은 전직원의 은행거래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원 각자의 고객응대

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일자 거래고객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고객만족도를 리뷰하고 실천하기 위해 CSI(고객만

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깨끗한 제주, 아름다운 제주’를 위해 은행 내부의 환경영향저감 활동

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아이러브제주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아

이러브제주 포스터 공모전’ 등을 매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제주은행은 친환경 경영 활동을 통해 은행비용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제주 만

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당행은 2008년 6월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에 따른 총체적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친

환경에 앞장서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정신교육 및 실천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이 자원고

갈과 더불어 청정제주 오염의 원인

임을 인식하여 ‘출퇴근용 개인차량

2부제’, ‘Good day to walk(자전거 출

/퇴근의 날)’ 을 지정하는 등 공기오

염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당행은 2008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및 소모성 경비 절감 및 캠페인의 일환으로 절

전형 콘센트를 직원 개인에게 보급하였으며, 1회용 종이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개인 머그컵 갖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소모품의

재활용 용품 대체사용, 이면지 활용을 통해 인쇄용지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노타이, 반팔 티셔츠 착용으로 에어컨온도의 적정 유

지 및 최소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자전거 출/퇴근의 날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거래자의 피해구제 및 보상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자의 피해보상청구등을 심의 처
리하는 금융민원센타인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 고객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즉각적으
로 고객만족경영에 반영

거래자 피해
보상기구

CSI(고객만족도)
조사

제
도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제주은행의 ‘작은정성 밝은세상’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목적으로 하여

예적금 거래와 연계한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의 출연금과 동

일한 액수의 은행출연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언론사 모집성금(불우이웃, 이재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

매)에 기탁되어집니다. 기금의 엄정

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당행은 ‘밝은

세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현황 및 기부집행내역은 홈페이

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2006년 7월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신용보증기금과 '제주특별차지도 향토기

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향토기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

약 이행사항으로 별도 대출취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출심사절차를 간소화한 우선

지원 및 금리우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향토

기업을 위한 문화행사 및 각종공연 등에 향토기업을 초청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

으며 금융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자산인 곶자

왈 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곶자왈

사유지 2백만평 규모를 자발적인 모

금과 기부를 통해 매입하는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의 참여의 일환으로

특별금리 우대 및 고객의 명의로 곶

자왈 한평을 기부하는  '곶자왈사랑

금융상품'(예금, 적금, 카드)을 출시

하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2003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

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당행은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피해구제 및 보상기준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하는 ‘거래자 피해보상 업무처리 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세칙내에는 민

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래자의 피해보상청구 등

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민원센타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

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김만덕의  나눔의 쌀 천섬 쌓기

곳자왈가족탐험대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금융거래, 주식거래 및 재무관리에 대한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
지침

세칙은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피해보상 및 분
쟁처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

윤리경영, 윤리규범, 주용 금융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윤
리/준법 의식제고 및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차등화된 고객
확인의무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관련법령, 처리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함
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에 의한 근무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활기
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생상성 향상을 이룸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지침

거래자 피해보상 
업무처리 세칙

내부통제기준 
규정

윤리경영과 
법규준수

(임직원사이버연수)

성희롱예방교육
(임직원사이버연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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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ㆍ공익부문
전북은행은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사랑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년 · 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호프데이'를 실시하여

모금된 금액을 교육청 및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은행 지역사랑

봉사단은 2008년 7월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의 무의탁 독거노인 100여명을

본점 21층 식당으로 초청하여 식사대접 및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완주군 13개 농촌마을과 도 · 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밀착화 사업의 일환

으로 2007년 부터 완주군 13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일손돕기, 농

촌마을  농 · 특산물 구매하기, 농촌마을 축제 행사시 협찬 및 참여, 직원가족 농촌

체험 등 지역특화은행으로서 역할제고와 직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부문
당행은 1992년 전북애향장학재단 설립 이후 매년 5천만원씩 총 9억원을 기탁하였

으며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매년 1억원(총 3억원)등 지역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역출신 초 · 중 · 고 · 대학생

의 학자금 및 연수활동 지원, 지역대학 발전기금 기탁, 아파트단지 작은도서관 기

자재지원, 초등학교 일기쓰기대회개최 등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 · 경제캠프

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금융지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당행은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단체 및 지자체와 손잡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 1산 · 1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모악산, 건

지산 및 전주천 정화사업, 4대 강 살리기 운동, 만경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 등

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2008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공공금융부를 신설하고 지역사랑 봉사

단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활동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을 사회공헌 비전으

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봉사단 활동 강화, NGO, NPO와의 연계활동 활성화, 지역사

회 니즈에 부합하고 은행업무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삼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지원

전북은행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전주를 녹색도시로 바

꾸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와 1사, 1산1하천 단체를 결연하여 내고장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결연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 밀착화와 지역내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은행의 역할과 소임을 제고하고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은행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지

역인재 육성,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해 ‘21세기 서해안시대’ 전라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56,481 61,735 68,806

3,482 3,902 4,884

434 406 539

313 253 418

108 83 115

Baa2 A3 A3

- - -

- - -

6 6 6

12 12 12

- - 83

- 3 4

- 442 1,402

25 48 5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홍 성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83개 
1969년 12월 10일
1,030명
약 160만명

신
용
등
급

1사 1산*1하천 환경정화운동

21세기 서해안 시대, 금융 허브를 꿈꾸는 전북은행

Zoom-in1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완주군13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활동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호프대회
•무의탁 독거노인 초청행사
•CE아카데미팀 공공기관,학교및기업체 21 900 

친절교육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복구 지원
•위ㆍ아ㆍ자 나눔장터 행사 참여

•지역내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지역대학발전기금기탁
•아파트단지 작은도서관 기자재지원 21 72
•어린이 금융캠프 (3,258)
•금융교육시범학교출장교육

•천년전주푸른도시가꾸기운동
•1사, 1산/1하천 가꾸기 운동 1 250
•4대강 살리기운동
•만경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운동

•지역의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신년음악회 개최 15 180
•여자배드민턴실업팀 창단 운영
•전북은행장배 배드민턴대회개최
•지역의 체육행사 지원

•지역사회내 국제행사 지원 - -

58 1,402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단 장 (노동조합위원장) 명예단장 (은행장)

운영위원회
기획분과, 홍보분과
조직분과, 총무분과

구 분 역 활

지역사랑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운영위원회 봉사활동 심의 및 운영

각지역봉사대 지역별 봉사활동 선정추진

전북은행 지역봉사단

전주지역 봉사대 군산지역 봉사대 익산지역 봉사대 시외지역 봉사대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할동 전담조직

봉사단조직별 역활

공공기관사업
사회공헌사업
새만금지원사업

공공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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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금경노회관 자매결연

전북 애향 장학재단

무의탁 독거노인 초청

어린이 금융 · 경제 캠프

전주천 정화운동

지역밀착형 저신용 특화대출상품 

전북은행은 지역내 고리대출 및 사채등으로 인해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신용자 신용위기를 사전에 차단

하고 신용도 부족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

는 지역서민의 실질적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저신용 특화대출 상품인 서브크레딧론을 2007

년 7월에 출시하여 2008년 12월말 잔액기준 6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1만 4천여명에게 취급액기준 731

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강화와 지역민

과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Zoom-in2

천년 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추진위원회 창립대회

단위: 억원/명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공익추구
전북은행은 서민전용 소액대출 상품인 '서브

크레딧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저신용자 신용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고 1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평잔액의 1,000

분의 1 해당액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 사업에 지원하는 새만금사업

성공기원예금, 애향전북예금 등을 선보였습

니다. 카드사용금액의 0.6%를 지자체 및 대학

연구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보조금카드, 전북

대학교 연구비카드, 카드사용금액의 0.2%를

지원하는 전주시애향카드, 카드사용금액의

0.1%를 지원하는 상공인카드 등을 출시하여

공익을 위한 사회환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변화된 국내 · 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투철한 윤리의식을 강화

하고자 2000년 12월 '전은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금융인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에서

천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004년 9월 임직원 행동규범중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행동준칙 실천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전임직

원이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준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당행은 사회적책임과 공공적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규범, 행내규정을 준

수하여 모든 은행업무에 있어서 건전하고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지역만족, 주주만족, 직원만족' 이라는 경영이념 하에, 임원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체가 되어 각종 법령이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건전경영을

견지함으로서 고객의 번영과 지역의 풍요한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

로 하고 일상의 업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임직원 금융거래지침에서 매반기별로 주식거래내역 신고

2000년 12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제도 세칙을 제정하여 운용

2000년 12월 준법감시 매뉴얼 작성 배포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준법감시실에서 작성 교육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내부직원제보 및 
제보자보호제도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성차별 예방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차별화된 서비스 실천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서비스 정신을 은행 출

범 이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다’는 CS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10일 「편리한은행 선포식」

을 갖고 6가지 핵심적인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가지 중점추진사업으로는 1.전행적 분위기 확산 2.창구서비스 강화 3.업무프로세

스 개선 4.경쟁력있는 상품개발 5.시장 점유율 확대  6.경쟁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은행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환경단체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친환경적 경영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노력과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

을 체험하고 친환경적 상품의 지속적 개발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앞장 서 나아

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2008년 5월 ‘작은 관심 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하고 물자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쿨비즈 운동, 전직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전등소등,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

끄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카풀이용, 이면지 사용 및 사무용품 재활용 등 주변

에서 실천이 가능한 일들을 전개하여 본점 공과성 경비를 2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전북은행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996년부터 전자문

서결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소모용품 사용, 1회용 종이컵

및 용품 사용 자제, 노후화된 냉/난방기시설을 친환경적 냉/난방시설로 교체 등

친환경적 제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당행은 고객만족 극대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창구서비스UP운동 실시하여 축적

된 영업 노하우를 함께 공유합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 CE-DAY를 지정하여 우

수 및 부진사례를 발표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업무중 발생한 에피소드나 고객만족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잘된 점은 칭

찬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더 나은 고객감동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관리 기준」제정 시행

아이디어공모전

창구서비스모니터링평가제도, 
편리한은행만들기 특별제안제도

창구서비스UP운동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고객만족제도

프로그램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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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당행은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펼

쳐나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며, 매년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은행장배 베드민턴대회를 창설하여 2008년 제7회 대회를 개

최하였으며 전주의 바둑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전북은행은 지역사회내 국제행사인 세계인축제한마당, 2008년 한중 청소년국제

교류활동, 이주여성기살리기프로젝트, 아시아지역 전주국제청소년환경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NGO, NPO 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은행장배 베드민턴 대회신년 음악회

중소기업 지원
당행은 2008년 7월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전라북도내에 소재하는 혁신

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

청이 선정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

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은행의 C2자금 차입을 통한 이자감면과

영업점장이 금리감면권을 사용하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

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찾아가는 청소년 금융교육

경남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과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
년 7월부터 ‘경남 · 울산지역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를 발족하여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 경제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의 하동진정초등학교를 청소년 금융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연 4회
의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 해 동안 75개 학교를 찾아 약 9,9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 영업점을 직접 방문 · 체험하는 견학교육, 학부모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좌 등 교육 요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도서벽지, 산간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과 더불어 연극공연을 실시하여 문화 체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
다. 20개 군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경남 · 울산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중심의 소매금융 및 지역민의 금융편의와 지역금
융의 발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전은 상생경
영, 나눔경영, 행복경영을 통한‘지역사회의 행복 추구’입니다. 2004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경남은행
봉사단’을 창단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사랑나
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지방은행 최초로 공익재단인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
하여 5대 목적 사업(아동 · 청소년, 노인 · 장애인, 문화 · 예술, 체육지원, 환경개선사업) 중심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94,951 224,831 237,513

9,761 13,456 27,102

2,061 2,256 2,801

1,550 1,610 2,102

521 600 742

- - -

- - -

BBB+ BBB+ BBB+

25 25 25

25 25 25

- - -

1.7 2.6 6.6

464 1,792 5,170

38 66 109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문 동 성
경남 마산시 석전동 246-1
152개
1970년 5월 22일
1,815명
약 198만명

신
용
등
급

고객과 이웃을 섬기며 함께 가는 경남은행

Zoom-in1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04년 8월 3

일 지역공헌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민, 지역구성원 모두가 상생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경남은행은 지역농가 지원을 위해 매년 계절별 농산물 수확 봉사활동과 지역 농

산물 구매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역농민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창녕군 고암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와 11월 창

원시 북면 일대의 단감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남은행은

1인 1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농촌

사랑 우리 농산물 한마음 장터’를 열었습니다. 농산물은 이 시중가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은행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경남은행은 창립 이듬해인 1971년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경남은행 장학회를

설립, 지금까지 총 16억여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을 위한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과 같은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

며, 특히 2008년에 창립 38주년 기념식에서 각급 학교에서의 추천을 거쳐 장학생

으로 선발된 고교생 100명을 초청하여 모두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 김해의 책’ 선정 도서 기증, ‘경남이의 신라와 가야 역사 문화 · 탐방’ 후원 등

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경남은행은 2008년 10월 경상남도에서 열린 전세계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환경회

의 ‘람사르 총회’습지보전 기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창녕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에 람사르총회 관련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경남지역에

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와 봉암 갯벌, 우포늪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을  6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환경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

로 경남은행은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은행장
(경남은행 봉사단장)

최종 의사결정

지역공헌부

- 사회공헌활동 업무 총괄
-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경남은행 봉사단 운영
- 재단법인 경은장학회
-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운영 지원
- 경남 · 울산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운영
-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사회 사회복지 학술교육 문화예술체육 환경개선

사회공헌

사회공헌활동조직

찾아오는 본점 견학교육찾아가는 청소년 금융교육

•설맞이 사랑의 구호품 전달
•무료급식소 ‘사랑의 특식’ 제공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농촌사랑 ‘우리 농산물 한마음 장터’
•사랑의 연탄배달, 김장 담그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금융교육
•지역인재 육성하는 경은장학회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청소년 역사 · 문화 탐방 후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습지보전 람사르총회 지원
•마산 봉암갯벌 자체 정화활동
•주남저수지 합동 정화활동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지역주민을 위한 오페라 공연
•경남메세나협의회 활동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 

축구대회 개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구호성금 기탁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82 3,680

9 241
(9,915)

6 808

10 441

2 -

109 5,170

분야별 주요 활동

농촌사랑 우리 농산물 한마음 장터 농촌일손돕기 ‘단감수확’

경은장학회 활동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원

마산 봉암갯벌 정화활동 주남저수지 정화활동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

0
8

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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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 찾아 연중 ‘사랑나누기 집수리 봉사’

경남은행은 5월 23일 울산지역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해 울산지역 사회봉사단체인 (사)이친구사랑나누기에 ‘사랑나누기 집수리 지원금’ 2,400만 원을 전달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자원봉사단은 5월부터 매달 울산지역의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찾아 장판 교체, 도배, 보일러 교체, 화장실 설치, 집주변 진입로 보수, 전기배선
공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울산지역 자원봉사단은 2008년 한 해 동안 총9세대의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Zoom-in2

9월 독거노인 가정 집수리5월 장애인가정 집수리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좋은일이 생깁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정기적인 교육과 자체 CS체조

를 제작하는 등 금융권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급별 CS교육 및 영업점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고객만족 및 불만족 사례는 전 직원이 공

유토록 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CS체조(친절체조)를 자체

적으로 제작하여 전영업점에서

업무에 앞서 실시하고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대외기관 CS교

육 지원을 통해 당행의 고객만

족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지역의 녹색성장과 환경보전에 앞장 서고자 ‘2008 람사르총회의 기업

서포터즈 활동’과 ‘아름다운 산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

익 증진과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화경적인 다양한 사업을 펼쳐 푸른 경남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2008 경비절감 캠페인’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직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지역 하천, 강변 등의 자체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지

역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2008년 3월부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구 살리기와 초고유가 시대의 경비절감을 위해

전기료 절감, 통신료 절감, 용도품 절감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점과 전영업점의 건물 조명 감축, 건물 냉난방 1℃ 상향조정, 차량 2부제, 이면지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구 살리기에 적극 동

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전산 소모품인 단말기 리본, 레이저 프린트 토너 등의 재생 소모품 활용과 업무용

동산 재활용으로 에너지와 자원 절약에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

은행은 ‘2008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절감목표액(2억 원) 보다

많은 7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응대, 자동화기기관리, 영업점환경 등 고객서비스와 관
련된 전 부문에 대해 매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평
가 상태를 점검, 개선

고객 문의, 건의, 제안사항, 직원의 친절, 불친절사례 등을 접
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서비스 개선

CEO가 고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최종 정리까지 확인하
여 피드백 (Feedback)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도모

SMS
(서비스모니터링)

VOC
(고객의 소리)

CEO 열린마당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추구
경남은행은 지역민들의 고장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 8

월부터 카드 이용대금의 0.2%를 은행에서 별도로 출연하여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지역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가고파사랑카드’를 통해 조성된 적립기금 3,100여 만 원을 마

산시에 ‘창원사랑카드’를 통해서는 2,300여

만 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창원시에 전

달했습니다. 지역사랑카드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경남은행과 지역민들이 함

께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매개체로 자리잡

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경남은행은 2008년 3월 경상남도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00억원 한도의 저금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 당 연 5.75%의 저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은행의 손실 부분을 감수한 지역공현형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2008년 9월

부터 중소기업들의 대출, 외환, 파생상품 등

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방안과 기업의 신용

관리, 신용보증서제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

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

상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4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10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행동원칙 제정 등을 통해 윤리경영체제를 구축, 이를 임직

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시스템 구

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법규 준수 
경남은행은 2000년 10월 법규준수 측면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정보, 실무법률 지침서(해설서) 등을 작성 배부

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및 필요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준수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련 법규 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공정거래 및 고객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활동 및 영업행위

를 함에 있어 외규 · 공정거래 및 고객보호 관련 주요 외규를 명시하여 이를 반드

시 숙지 및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로 제공

•내부자 거래, 주식 정보 누설 및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해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주식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매년 「유가증권 계좌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제도

•은행의 거래처가 사업의 입찰(제안)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에서 거래처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한 「청렴계약 이행 서
약서」제도 

•임직원이 윤리경영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관련 주요 법규와 준
수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매월 윤리경영 의식제고 또는 실천 테마를 선정 테마활동 전개

•주기적인 간행물, 교재, 매뉴얼, 질의응답, Video 등을 제작하여
배포

•윤리경영과 관련 직원들의 각종 제안을 접수하여, 이를 윤리경
영에 반영

위반행위
신고제도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청렴
계약제도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테마윤리경영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윤리경영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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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상담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우량 은행

경남의 대표 금융브랜드
고객의 행복을 키워가는 종합금융 NETWORK

윤리적 기업문화 정책
투명경영
책임경영

평가 및 개선

기준정립
Code of conduct

•윤리강령
•행동규범
•행동지침

공감대 형성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교육 및 훈련
•기업문화

감시감독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조직과 제도 구축
•내부통제 및 검사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경남은행은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회장 은행으로서 경남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

체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남은행 문화예술영재상’ 시상 등을 통

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행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

생실기대회’ 와 ‘지역주민을 위한 오페라 공연’ 등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

해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또한 2008년 10월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 축

구대회’를 개최하여 경남지역 아마추어 축구의 저변 확대와 경남지역 축구애호가

들이 실력을 겨루고 화합과 친교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경남은행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성금 5,500만 원을 사회복

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은 중국 지진 대참사로 큰 어려움

을 겪는 이웃 나라 중국의 조속한 재난 극복과 피해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인도

주의 차원에서 성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 축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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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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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사랑카드 기금전달

고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CS체조



비전과 전략
산업은행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경영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

회공헌활동을 크게 4대 분야(이웃사랑, 문화사랑, 교육사랑, 농촌사랑)로 분류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산업은행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Global CIB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산은가족자원봉사단은 매년 자원봉사시설인 재활원 등을 방문하여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신입행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재 귀둔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서울문화체험 행사와 1사1촌 대상 마을 주

민을 초청하였으며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 20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

여 5,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사

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부문
산업은행은 임직원 급여에서 만원 미만을 모은 기부금과 은행의 지원금 등을 재

원으로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매월 학자금 및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산은장학생들

을 대상으로 리더십 형성과 진로탐색

의 기회를 갖고자 주요기업을 방문하

는 산업시찰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
산업은행은 2008년 9월 600여명의

고객들을 초청하여 본점 대강당에서

'고객초청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

업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산업은행은 중국 동북 3성 및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학생들

에게 안정적인 수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은 재외동포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

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행사 및 독거노인위문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58.36 366
•산은사랑나눔재단출연 등

•JA Korea 경제교육
•지방공교육향상사업 4.98 108

•도서벽지어린이서울초청행사 등
(1,375)

•백두대간자연정화활동
0.04 80

•재해재난지역복구(태안)

•고객초청음악회 등 8.77 10

•중국재해 지원 등 0.73 56

72.88 620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산은가족
자원봉사단

긴급
재난구호단

사회공헌팀

윤리준법실

경 영 진

지점별
자원봉사단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공헌팀 조직도

총 계

창업지원사업(산은창업지원기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책은행으로서 금융기관의 사회
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사회연대은행과 연계하여 '산은창업지원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은창업지원기
금'은 자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저소득빈곤층
과 금융소외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
금으로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1인당 2천만원
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출조건은 무담보 신용
대출로서 금리 2%, 거치기간 6개월 포함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6억원 규모로 70명(선발진행중인 16명 포
함)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선뜻 내주던 우리의 옛 선인들처럼 나눔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우리 사회에 훈훈함이 넘쳐나는데 일조하는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045,233 1,226,159 1,576,127

118,064 125,787 441,310

5,759 11,417 8,901

21,008 20,476 3,503

-1,362 5,586 223

A3 Aa3 Aa3

A- A A

A+ A+ A+

12 13 14

12 13 14

87 87 90

0.7 0.75 0.68

1,435 997 620

37.37 75.96 72.8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민 유 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52개 (해외 7개지점 포함)
1954년 4월 1일
2,472명
약 13만명

신
용
등
급

산은창업지원기금 업무협약식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산업은행

Zoom-in1

단위: 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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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나누기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산은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고객초청음악회

취업교육지원사업 (희망의 디딤돌-기능사 양성)

산업은행은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취업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자립’, ‘청
년실업 해소기여’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이라는 3가지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기능사를 양성하는 사
업입니다. 2008년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113명을 양성하였으며, 기능사 양성은 56명을 선발하여 반도체 표
면처리, 특수용접, 전기제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사 양성사업은 교육 후 중소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연계형 취업교육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Zoom-in2

희망의 디딤돌 입학식 희망의 디딤돌 업무협약식



비전과 전략
산업은행의 고객만족경영 비전은 ‘최상의 금융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만족경영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산업은행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CS클리닉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고

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 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산업은행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 보호를 중요한 경영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환경 ·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적 금

융역할을 강화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개발(생산)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ㆍ이용합리화 기업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

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친환경 영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활동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경비

절감으로 수익성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산업은행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

습니다. 전력, 수자원, 유류 사용 등의 절감을 통하여 녹색경영의 기반을 만들어 가

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정보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대고객 수집정보를 엄격히 관리하
고, 외부기관 앞 정보제공범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
여 운영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접수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행내 업무개선
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Feed-back 실시

영업점의 서비스수준 및 응대태도를 파악하여 고객서비스 만족
도를 제고하고 업무개선 추진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문제해결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금융상품 · 서비스 개선에 반영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거래고객에 대한 업무처리 만족도 등을 조사
하여 평가·상벌을 통하여 CS문화확산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고객만족도 조사

VOC

설문조사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중식 및 퇴근시간 이후 일괄 소등
•LED등 설치
•엘리베이터 제한운행
•자판기에 전원차단용 타이머 부착으로 근무종료이후 및 

휴일 전원차단
•지하주차장 전등 소비전력 관리철저

(오후 7시이후 70% 소등, 12시이후 90% 소등)
•화장실 센서등 설치
•쿨비즈 운동 시행 (반팔 티셔츠 착용)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기 운영
•흡수식 냉방기 설치로 냉방전력 절감

•세면대 절수형 수전 설치
•세면대 수압 조절로 사용량 절감
•중수시설을 이용한 수돗물 재활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직원 차량 홀짝제 시행 및 위반차량 제재
•외부차량 5부제 실시
•직원 카풀 및 경차이용 권장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설치

전력사용량 절감

수돗물 절약

승용차 운행 제한 
실시로 에너지 절감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산업은행의 ‘SRI 좋은 세상 만들기’ 펀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

로서 운용ㆍ판매보수 등 수익금 일부를 한국 해비타트의 후원금 또는 의사자ㆍ의

상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 있는 투자방식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금 상환유예 및 절차 간소화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및 상생클러스터 등 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 · 중소기업 상

생협력펀드'를 마련하여, 협력 중소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받고 대기

업은 펀드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 육성과 상생 협력모

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ositive 방식의 '사회책임금융펀드'를 통해 환경친화중소기업, 고령친화중소

기업(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등) 및 사회공헌중소기업(장애인고용 우

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

방소재 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체를 위한 '지역사회개발펀드'를 출시하

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금융
산업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자 ‘바이오ㆍ클린테크

펀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를 통하여 환경산업 및 관련설비 제조업

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생산업 및 관련설비 제조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
산업은행은 고객을 비롯하여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

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Global CIB가 되기 위하여 윤리행동강령 등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법규준수 
산업은행은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은행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내부통제 장치로서 준법감시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월 준

법감시교육 및 준법감시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외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혐의거래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통

하여 법규준수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에서 청렴도 측정(외부청렴도)대상기관 377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

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프로그램 

은행의 비전달성을 위한 윤리적 이념

이해관계자별 윤리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신입행원, 신임과장 등 직급별 연수시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높은 청렴성 유지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
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매년 1회 Cyber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전직원대상으로 교육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규정상 금지
의무 준수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토록 하는 제도

임직원들이 제반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제보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규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
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

윤리헌장

윤리행동강령

직급별 
윤리경영 교육

임원직무청렴
계약제도

윤리경영 
Cyber 교육

유가증권
신고제도

Clean 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윤
리
규
범

윤
리
경
영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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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사용 
사무용품의 친환경 제품 구매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S리더 역량강화 연수
2008년 구매실적

품  목 수  량 금액(백만원)
PC 960 1,083

프린터 140 60
토너 604 85
합 계 1,704 1,228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농협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다문화여성대

학’을 개설하고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다

문화가정 자녀 교육 등 한국사회에서의 안

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

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방문을 돕는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농협은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2006년부터  나

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네 가지 특화된 분야로 나누어서 체계화된 사

회공헌활동을 수립, 나눔을 통한 사회책임경영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농협은 출범 당시부터 「나눔경영」을 조직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고유 업무 자체에는 “사회적 책임”이행에 관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촌은

물론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 농협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나

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시간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2,290,885 2,404,415 2,603,769

241,430 273,518 409,747

13,658 17,512 2,879

10,519 12,352 2,403

823 2,406 2,400

A3 A1 A1

A- A A

- A+ A+

5 6 6

15,792 16,912 19,090

84.3 89.2 91.1

6.5 7 8

129,890 200,470 213,559

1,304 1,516 675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최 원 병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1,125개
1961년 8월 15일
13,548명
약 1,664만명

신
용
등
급

행복과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리더, 농협

Zoom-in1

Zoom-in2

농촌사랑운동

농협이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
촌사랑운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활력 있는 농촌을 가
꾸고, 국민건강을 지킴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과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실천사업으로 1社와
1村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활력화와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사1촌 자매결
연 맺기’와 ‘도농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581쌍이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연간
562억원에 달하는 교류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은 국내 100대 기업가운데 71개 기업의 1사
1촌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해 왔
습니다. 한편 농협은 2006년부터 서울대병원, 서울
삼성병원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순회 의료지
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의료
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실
시하여 2008년 전국 14곳, 약  15,50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농촌 순회의료 봉사

농촌사랑 대학생 봉사단

농업인법률구조·소비자 보호사업

농협은 농업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
기 위해 1995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08년까
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15억을 출연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약 5,700명의 농업인의 법률 문제를 해
결하여 87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농협은 소비자로서의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한국소비
자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인의 피해
사례를 접수, 피해 구제활동을 펼쳤으며
2008년 말까지 155,925건에 달하는 소비
자 피해 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농협은
2009년에도 농업인의 법률문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국 농촌지역을 순회
하며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ㆍ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무료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농협은 농촌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2년 농협장학회에서 출발한 장학사업은 첫해 15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말까지 모두 4,089명에게 87억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에 기숙사 건

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협은 ‘농촌지역 도서보내기’, ‘농협경제교실’

등 청소년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8 람사르총회’의 후원자로서

농협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람사르총회의

공식행사로서 제9회 ‘흙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흙을 살리자’ 국제 심포지엄을 개

최함으로서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은 람사르총회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농업과 습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경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람사르

총회 참관 및 우포늪, 주남저수지 투어를 실

시하였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농협은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전통 농경문화를 알리기 위해

1987년 농업박물관을 설립, 운영해 왔습니다. 농업박물관은 개관 이후 농경문화 연

구와 농경유물 발굴, 보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재 5천여점의 농경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유물 2천여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251,334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농업박물관은 국내 최고의 농업전문 박물관

으로서 ‘농협역사교실’, ‘함께 듣는 박물관 이

야기’, ‘나는야 꼬마농부’, ‘농업박물관 대학’,

‘두레학당’,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박물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속 농경문화지킴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농협은 서울대 병원과 공동으로 인도적 차

원에서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평양의대

소아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농협은 서울

대병원에 진료장비 및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함께 하였습니다.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농촌의료지원  •농촌사랑운동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역사회ㆍ공익 •소비자보호사업  •말벗서비스 328 149,353
•농촌결혼여성이민자 모국방문사업
•다문화여성대학운영

학술ㆍ교육 •농협장학금  •농협경제교실 190 2,713
(교육수혜자 수) •농촌지역 도서보내기

•환경재단 후원  •람사르총회 후원
환경 •공익형상품(서해사랑카드) 12 58,588

•태안봉사활동

•메세나 활동  •농협효행상
문화·스포츠

•농협문화복지대상 142 2,754· 예술
•농업박물관 운영

글로벌 사회공헌 •북한의료지원사업 3 151

총 계 675 213,559

CEO
최고의사결정

본부부서
목적사업 관련

사회공헌활동추진

영업점(1,125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본부(16개)
지역단위 사회공헌 계획수립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랑운동 전개

문화홍보부 사회공헌팀
사회공헌전략 수립
자원봉사단 사무국

경영위원회
주요사항 심의 

농협문화복지재단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다문화 가정 서울나들이]

장학증서 수여식

람사르 총회 국제 ‘흙’ 심포지엄

개성에서 차량전달

농업박물관 전시실

인간사랑나눔 지역사랑나눔 환경사랑나눔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적책임 이행

교육 · 문화 사랑나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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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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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 소비자 보호 이동상담

단위: 억원/명



농업인 지원
농협은 2008년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영농자재 무상지원, 비료 및 사료 가격
지원, 농업인 권익보호 등 총 2,650억원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동반 상승에 따른 농업
인의 농업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지원과 영농자재 무상 지원, 양곡매
입, 금리인하 및 생산지원, 지자체협력사업 및 농업인 조직지원, 농축산물 소비촉
진 및 생산유통 지원, 농업인 권익보호 및 교육, 기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총
2,6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협은 회원조합을 통해 2,64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직접지원
사업비 2,65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29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은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 농업인지
원 사업비로 총 5,694억 원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공익 추구
농협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에 일익

을 담당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통

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금 판매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사

랑실천기금’은 도시빈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자 인터넷 간편결제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모금단체

로 자동입금해 주는 ‘나누미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세

군’, ‘사랑의 열매’, ‘나눔과 기쁨’ 등 사회복지기관에 사

랑의 손길이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농협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

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렌드론’

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성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협약”을 체결

하고, 녹색성장 관련 산업 영위기업, 농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자부담을 줄이

기 위해 일반금리보다 1.0%P를 우대하고 신속한 처리

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2007년말 국가 최대의 환경재난으로 기록된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룰 위해 농

협은 ‘서해사랑카드’상품을 출시하였

습니다. ‘서해사랑카드’는 고객사용금

액의 0.2%를 농협이 기금으로 조성하

여 서해안 피해복구에 사용하였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을 제고시키는데도 일조하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농협은 2008년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청렴한 농협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을 ‘윤리경영 실천 도

약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관행을 제거하여 ‘청렴한 농

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으로 거듭

나고자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프로그

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규 준수
농협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청렴 계약제’를 도입하고 뇌물이나 향응접대,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여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협력업체로 하여금 농협의 불공정 사례를 ‘청렴엽서

카드’를 통해 농협의 준법감시인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관행 근절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3行 : 법규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과 신뢰확보
3不 : 금품수수, 향응요구, 사적청탁

임직원의 내부제보를 통해 윤리경영 위반행위 등을 개선하며, 제보
자의 신원은 보장하고 윤리경영에 기여한 경우 표창 및 포상 실시

윤리경영 확산 및 조직의 경영체제 혁신과 가치향상을 위한 자체 규
제감독 조직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경영협약을 체결,
임원보수에 반영

협력업체 3,000여개를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 및 윤리경영 서한 8
회 이상 전달, 계약사무 모니터링 정착으로 청렴지수 9.5이상, 금품 ·
향응 제공율 제로 달성 목표

업무경험이 풍부한 중견관리자를 멘토로 지정, 신규직원 대상 윤리
경영, 사고예방, 협동조합이념을 내용으로 교육실시 및 모니터링

매분기 초 임직원 대상으로 개인에 대한 윤리의식 자기 진단을 실
시하여 반부패 의식 고취

통신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원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임직원 윤리
의식 함양

분기 1회 이상 자기점검 실시를 통해 법규준수 생활화

3行 3不
실천운동

내부제보센터
운영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경영협약
(MOU) 체결

「3890」운동전개

신규직원 멘토링
제도 시행

부패위험도 진단 
및 임직원 

개인 자기진단

윤리경영 교육

준법감시 자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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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농협은 ‘고객만족이 농협의 최우선 가

치’라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전사적

차원의 품질서비스향상 시스템’을 구

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고

품격 서비스를 실천하는 고객만족 일

등 은행 구현’이라는 CS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농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발

전, 환경사랑나누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금융상품을 통

한 다양한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활

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판매중인

「NH-CA 뉴아너스 SRI」는 경제적 책임 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환경적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업에

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농협은 지속적인 사회책

임투자(SRI) 활동으로 우리사회의 환경경영과 지속

가능경영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농협은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사내 통신망인

‘아리오피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시행해 왔습니다. 

내부결재는 물론 농협 전체의 사무 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서 일반

사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종이 소모량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10% 절

감운동인 ‘텐텐운동’을 통해 냉난방 에

너지 등 화석연료의 소모량을 줄임으

로써 환경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경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농협은 금융상품 홍보물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각종 종이류 사용에 있어서 친환경 재생용

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점포 신설시 마감재 사용에 있어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힘

쓰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준칙에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명시

연 12회 서비스품질을 토대로 영업점 서비스 수준 점검을 통한 
CS 개선과제 도출

연 2회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거래만족도, 충성도 등 거래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CS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영업점 직원의 서비스 대응기법 향상을 위한 
맞춤형 CS 현장교육 실시

불친절 민원 접수 및 처리, 개선활동 지속

고객정보보호

서비스컨설팅

고객만족도조사

CS 클리닉

VOC 관리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요일별 테마 운동 전개

전기 Day
- 사무소별 절전 전담자 지정 등

소모품 Day
- 이면지 활용, 머그컵 사용 등

물 Day
- 양치용 물컵 사용 등

전화 Day
- 전용전화 이용, 통화는 간단히 등

차량 Day
-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줄이기, 요일제 차량운행 적극 동참 등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구 분                                                      추 진 사 항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NH-CA 뉴아너스 SRI 상품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통장

중소기업 대출상품 프렌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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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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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영업점 직원의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 클리닉, 맞춤형 고객 서비

스 제공을 위한 TMSP(마케팅역량 향상 프로그램)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컨설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고객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 농협의 고객서비스 수준

은 금융기관 중 상위권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지속적인

CS 개선노력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

랑받는 서비스 일등은행 구현을 목표

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 시스템

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협은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1994년부터 「맵시창구 개점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농업인 비료지원

서해사랑 카드

맵시창구 개점식

TMSP 교육

농협맵시스타 수상자

윤리경영 실천 도약의 해 선포식

에너지 절약 ‘텐텐운동’



지역사회ㆍ공익 부문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태안군 안면도 정당1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고추따기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2008년 11월 밥퍼나눔운동본부

에서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연탄나르기 행사를 가

졌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2,500여 포기의 김치와 30,000장의 연탄을 독거노인, 소

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가정에 전달하

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와 협

약을 맺고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

여 마련된 재원을 10여개의 사회복지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 · 연구활동을 꾸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과 금융제도에 관한 사례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

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및 국내 중소기업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중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

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경제

지식을 알리기 위해 '꿈나무 금융 ·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기업은행은 2004년 6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을 조직문화로 정착

시키고자 '기업은행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2008년 2월 태안 원유유출 피

해복구 지원 사업에 전 임직원이 동참하였고, 전국의 주요 산을 대상으로 클린 캠

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산

환경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내실

있는 환경 보존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 부문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소충사선문화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제 후원에 각별

한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또한, 인기종목에만 국한되어 후원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비인기 종목인 사격

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방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축구교실 등을 꾸준히 지원

하면서 국내 스포츠의 기반을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을 후원하는 국책은행으로써 사회공헌사업도 후

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부문
기업은행은 2008년 사회공헌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설정하고 8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과 빈곤국가 11개국 아동 547명과 각 영업

점이 1:1 결연을 맺고 매월 양육비를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

년 5월 안산외환송금센터를 개점하여 주말 송금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 근

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업은행은 「따뜻한 세상, 밝은 미래, 행복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당기 순

이익의 1% 이상을 기부하여 소외계층, 중소기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후

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사회공헌사업

전담 부서(현 고객만족부)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바탕을 두고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후원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매년 상 · 하반기에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에게 치료비를, 성적우수자 및 생활형편 곤란자에게는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수혜대상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치료비 지원대상은 자녀의 연령제한(만 18세)을 폐지하고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점차 후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후원 행사에는 수혜대
상자에게 희망의 꿈을 심어주고자 서적을 선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항상 중소기업을 생각하
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비전은 「따뜻한 세상, 밝은 미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은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 창단한 기은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불우

한 이웃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신뢰받고 국민

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061,142 1,243,262 1,475,861

81,635 103,535 227,493

14,142 15,555 10,930

10,533 11,679 7,670

3,694 3,54 3,436

A3 Aa3 Aa3

A- A A

A+ A+ A+

- 0.5 0.5

- 24 24

86.9 91 91.3

1.45 1.33 1.38

14,792 13,118 12,168

116 137 139.38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윤 용 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609개 
1961년 8월 1일
9,671명
약 860만명

신
용
등
급

녹색성장산업 종합금융 지원 추진

기업은행은 경제 · 사회 ·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예방
을 위해 기업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어려운 기
업에 대하여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 회생방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당기순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사업
비로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 경영을 위해 내부적
으로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추진, 외부적으로는
녹색성장산업 종합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미소 중소기업은행

Zoom-in1

Zoom-in2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사회공헌
사업기반 강화

전략적 
사업 확대

테마별
사회공헌
사업 전개

•사회공헌 활동을 생존을 위한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전달

녹색성장예금 출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전달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연탄나르기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 등

•중소기업 정책 학술대회 개최
•장학금 지원, 학교발전기금 후원
•꿈나무 금융경제교실 운영

•재해 재난지역 복구
(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 복구) 

•1사1산 클린운동 

•지역문화제 후원
•축구 꿈나무 육성 및 발굴 후원

•지구촌 빈곤가정 아동 후원 및 1:1 결연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치료 

프로그램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기업은행은 2008년 당기순이익의 1.8%에 달하는 139억 원을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총 계

59.21 2,161

45.66 146
(2,000)

4.83 8,996

23.22 318

6.46 547

139.38 12,168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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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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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 고추따기 봉사

태안 원유유출 피해복귀 활동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기업은행의 고객만족경영 비전은 '고객만족 최고은행 달성'으로 이를 위하여 고객

접점직원의 CS역량 극대화, CS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접점현장의 권한 강화 정책,

VOC의 사전 · 사후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ervice Identity를 Smart Service로 제정하여 똑똑한 서비스를 모토로 Smile Al-

ways(항상 미소지으며), Modest in Speech(기품있는 말씨로), Active Counseling(적

극적인 상담과),  Rapid process(신속한 업무처리로), True Service(진실된 서비스 제

공)를 전직원의 행동강령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기업은행은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아이디어 공모인 'IBKChallenge'를 통

하여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희망통장, 서민섬김통장 등 다

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담뱅크, 우수고객자산관리 세미나,

문화이벤트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점포 서비스, 아미고 라운지, IBK점프전용관을 설치하여 운

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추진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CS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CS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불편사항 발굴을 위한 리서치를 실시하여 접점 Process 개선에 활

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여 고객의 이용편리

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업은행은 ‘환경사랑이 곧 고객사랑’이라는 비전하에 녹색캠페인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선도’, 중소기업들의 녹색성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지원’, 녹색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녹색경영 추진’이라는 3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녹색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과 은행이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전력사용량 절감 : LED조명 설치, 지하주차장, 화장실 센서등 설치, 

복도 및 지하주차장 격등 실시 등

대기전력차단시스템 도입 : 퇴근 시 사무실 내 미사용 전기제품의 

대기전력을 일괄 차단

수돗물 절약 : 세면대 및 화장실 수압을 반으로 낮춰 수돗물 사용량 줄이기

쿨비즈 운동 : 여름철 반팔 티셔츠 착용으로 실내 최저 냉방온도 높이기

차량 2부제 시행 : 차량 홀짝제 시행으로 차량에너지 절감

근검절약운동 시행 : 전행적인 에너지 및 물자 절약운동 시행

친환경제품 사용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비 고

   공익 추구
기업은행은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

은SG 좋은기업 바른기업 주식 투자신탁’ 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책임투자를 실천

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시 발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활용하여 복지, 학

술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랑통장’을 출시하여 예탁금액의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

관련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하고 있습

니다. 이밖에 지역사랑 발전을 위한

‘내고장 힘통장’, 독도 수호를 위한 나

라사랑 ‘독도는 우리땅 통장’ 등을 출

시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공익을 위한

사회환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업은행은 희귀 · 난치성 질환이나 소아암, 심장병,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치료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연 400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돕

고 기술개발 및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기업은행은 환경을 고려한 신사업 투자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의 친환경 투자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 슬러지 처리 시

설을 활용한 자원 재활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

여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모델의 비재무 분야에 환경 지표를 반영하여 대출시 친환경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업은행은 윤리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의 실천과

정에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다양

한 실천 프로그램 및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직원의 윤리의식 확산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각종 용역, 물품 등 계약체결시, 절차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제도

기업은행의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높은 청렴성 유지와 윤리 경영실천에 대한 혁신의지를 공
고히하기 위해 도임

경비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해 불건전한 업종 또는 호화사치 업소로 인식되는 가
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제를 시행

기업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경쟁
력있는 금융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행동준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 제도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부득이하게 금품 향응 등을 받게된 경우 클린신고 센터에 자진
하여 신고하고, 신고된 금품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제도

건전한 금융풍토 조성을 지원하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및
압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의해 설치

매주 진단항목을 기업은행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임
직원 스스로 진단하게 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제고시키
는 프로그램

매월별로 임직원이 중점적으로 지켜야할 윤리항목을 선정하여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

정기적인 윤리의식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경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
계약제도

클린카드제

“우리의 다짐”
서약

윤리상담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윤리.준법 
자가진단
프로그램

윤리실천테마

윤리경영 
의식조사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CS교육 : 임점컨설팅, 이미지컨설팅,
직급별 창구응대기법, 거래업체 교육 

CS평가 : 고객의 관점에서 평가

받는 CSI조사를 매해 6회 실시

CS보상 : CS마일리지 제도 도입

IBK 바로메신저 서비스

고객의 소리(엽서, 고객센터, 홈페
이지)와 E-mail 상담, 전자민원 채
널 운영

IBK방송, 온라인, 오프라
인 등 교육채널 다양화

서비스 품질 측정을 통
해 창구서비스의 질적향
상 도모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에 따라 은행장표창, 해
외연수 기회부여 등

고객과 실시간 대화나
쪽지 전송 등을 활용하
여 업무 상담하는 채널

접수된 고객의견에 대하
여 24시간이내에 답변
피드백을 권장하는
Service Recovery 24
제도 시행

고객응대기법, 업무지식, 환
경표준화, 용모 등 교육 　

창구응대 및 고객관리 만족
도 조사 

CS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
여 칭찬직원, 고객우수추천
직원, CS발전에 기여한 직
원등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거래고객과 실시간으로 메
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
행 최초 전용메신저 　

고객의 칭찬, 불만, 건의또는
제안을 손쉽게 올릴수록 엽
서,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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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구매실적

품명 수량 금액(백만원)

복사기 309 602
팩시밀리 237 64

팩스토너카트리지 2,460 201

계 3,006 867

한국문화예술 기금

중소기업희망통장



비전 및 전략

사회공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

의 1% 이상과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전 직원들은 일회적인 행사참여가 아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

리사회의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

니다. 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시설단체와 연계하여 국내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

화하고,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구호기구와 협력하여 해외 빈곤국

에 대한 식량지원, 아동지원 등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74,485 236,394 359,819

11,162 23,716 52,515

470 2,458 1,939

1,683 1,843 940

634 643 1,015

Aa3 Aa3 Aa3

A A A

A+ A+ A+

1.5 2 1.5

2 1 1

88.2 88.0 88.3

- 7.5 6.0

579 1,232 1,077

2.5 18.3 18.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김 동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본점, 국내지점 10개, 국외사무소 13개
1976년 7월 1일
760명
1,826개 기업고객

신
용
등
급

세계속의 한국을 심어주는 수출 한국의 역군 한국수출입은행

Zoom-in1 고객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수출입은행은 2008년 9월 3일 대학생 21명, 고등학생 54명 등 총 75명의 고객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
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
생들에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
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
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
으로 매년 고객기업 근로자의 자녀들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 성수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농산물 직

거래, 김장담그기, 의료봉사활동 등 다

양한 결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성모병원과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매년 실시

하는 등 마을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농상생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지방공교육 지원을 위한 1사1교 운동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방 3개 고등학교

의 우수교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소외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학생 글로

벌 비즈니스 열린강좌, JA Korea 청소년 경제교육 등 활발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2007년부터 강화도 마니산을 1사1산으

로 정하고, 등산로 쓰레기 줍기, 마니

산관리사무소에 등산용스틱, 낙엽청

소기 등을 기증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수출입은행은 예술의전당과 협력하여 우리사회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뮤지컬

관람, 오페라, 어린이 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서울SOS어린이마을, 삼성농아원 등 소외 아동 100여명이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였고, 주몽

재활원 장애우들과는 뮤지컬 ‘캣츠’ 공

연을 함께 관람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양

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수출입은행은 KOAFEC(한·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프리카 교육사업의 일

환으로 유니세프와 함께 ‘Schools for Africa’ 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하여, 감비아

10여개 학교에 교실건립 및 학습기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UNWTO(유엔관광기구)산하 STEP재단과 함께 탄자니아 3개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를 통한 미얀마 싸이클론 긴급구호 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와 협

력하여 은행연합회 사원들과 공동으로 중국 쓰촨성 대지진 긴급구호 물품 지원, 월

드비전을 통한 미얀마 빈곤지역 식량 지원 등 해외 빈곤국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

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수출입은행은 아름다운재단, 한국해비타트 등 전문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장

애인, 소외노인, 소외아동 등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

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카시트(car seat) 지원사업, 소외된 이웃들을 위

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조성, 외

국인노동자 치료비 지원, 새터민 청소

년 학습지원 등 다양한 우리사회의 소

외계층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객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

- 당기순이익 1% 이상 사회공헌사업 지출

- 한국수출입은행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회공헌사업 중점 추진

-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조직문화 정착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수출입은행비전▶

글로벌 사회공헌 국내 소외계층 전문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활동추진방법▶

- 빈곤국 식량지원

- 빈곤국 식수지원

- 전통소외계층
(장애인, 소외아
동, 소외노인 등)

- 신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사회복지
단체와 협력강화

- 본부별, 지점별,
동호인회별 등

- 공휴일 매칭
그랜트봉사

핵심과제▶

경영목표▶

핵심가치▶ 지속성 체계성 전문성 투명성 자발성

•장애인, 소외노인, 소외아동 등 지원

•고객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관악·금천구
지역 중고생 장학금 지원 등

•마니산 환경보호활동(1사1산 활동)

•예술의전당 협약 문화소외계층 지원

•미얀마 식량지원, 탄자니아 도서관 건립 등

9.85 990

4.68 45

0.1 42

0.25 -

3.45 -

18.33 1,077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ㆍ스포츠
ㆍ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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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2 NGO와 연계한 국제구호 사업

수출입은행은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미얀마 코캉 특별지구에 대한 식량지원 및 식수개선 사업
을 실시하여 7개 마을 1만 3천여명에게 식량을 지원하였고, 3개마을에 3개의 물탱크와 수도관을 설치하여
피부병, 설사 등 식수 관련 질병으로 고통 받아오던 1천여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식량 및 식수 개선 지원

자매마을 김장담그기 행사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리지원

1사1산(마니산) 환경보호활동

주몽재활원우들과 함께한 뮤지컬 캣츠 관람

단위: 억원/명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

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양적확대 및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전

년계획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신용도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특례신용금융 지원 목표도 배증하였습니다. 또한

당행은 중소기업 지원수단 다양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행거래 유망우

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쌍방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참여기업을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가진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중소기업 포럼’을 창설할 예정

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기간(2008년)중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까지 기존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하는 당행거래 수

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평균 1.5~2.0%p의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

확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가 원화 대출에 국한됨에 따라 외화대출 중소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

른 상환재원 마련이 쉽지 않

은 점을 감안하여 당행은 중

소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뿐

아니라 외화대출도 만기연장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화

대출을 받은 당행거래 중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수출입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녹색

성장금융부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금융지원 목표로 1조원(2008년 6,883억원 지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과 함께 고도 물처

리 등 환경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기업에 대하여는 우대금리 적용 등

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내 녹색기업의 육성 및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토체제 이후 우리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배출권(CDM)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

여 현재 탄소펀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수출입은행의 윤리경영은 법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식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Clean

Bank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법규 준수
수출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 제도를 2007년 5월 도

입하여, 준법감시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준법감시업무를 통할하고, 부서별 준법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은 직

무 수행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반

기별로 준법감시업무 실태 등 각 부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준

법감시 조직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규준수가 업무 수행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

본사항임을 임직원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여 수출입은행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적수출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수출입은행은 우리경제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대외경제

협력은행’으로서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대외 경제협력

에 필요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위해 2003년도 본점 건물 리모델링시 고

효율조명기기 설치, 심야전력을 이용한 냉방(빙축열)시스템 도입, 승강기 군(群)관

리시스템 적용, 본지점간 화상회의시설을 구축 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부터는

차량 홀짝(2부)제, 사무실 냉방온도 27℃이상 난방온도 19℃이하 유지, 승강기 4층

이하 운행제한, 비업무용 공간 조명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용 기기와 용지, 각종 물품 및 소모품 구매시  친환경제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범위와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울러 예

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원이 재직기간 중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토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 청렴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사항 등 명시
- 현재 행장 포함 전임원 전원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용 규
정화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 차별이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근무부점의 변경을 실시

•부패 ·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
이 곤란할 경우, 이를 신고함

•임직원 행동강령 및 동 운영지침 등의 준수여부와 윤리실천 의
식수준을 행내 인트라넷 상의 ‘윤리실천 자기진단표’를 통하여
자가점검
- 2006년 7월 첫 시행 후 분기마다 실시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클린신고센터

윤리실천
자기진단
프로그램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거래
자보호업무처리규정 등에서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명시, 기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 

•여신취급 직원을 RM/멘토로 지정하여 고객기업에 대한 맞춤
형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고객의 요구/애로/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전파

•여신상담 직원들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응대 수준 향
상을 위해 고객응대 모니터링 실시

•수출지원 종합컨설팅 제공, 고객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한 전
담조직 운영

•홈페이지상에 ‘불편합니다’, ‘제안합니다’, ‘칭찬합니다’, ‘민원을
신고합니다’ 등의 고객상담 게시판 운영 

•금융지원 질문, 고객의 소리 등 수신자 부담 전화 제공

고객정보보호

RM/멘토제도

여신지원
우수사례 전파

고객응대
모니터링

해외진출
컨설팅센터

VOC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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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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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행장 중기지원 현장 경영

고객기업과 동호회 행사 공동 개최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기업 및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을 위해 여신취급 부서별로

고객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고객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RM/멘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여신지원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수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일류 해양수산은행’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2008년 투명

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한 고객 신뢰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와 윤리의식 개혁을 위한 실천운동 활성화 및

윤리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내실화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당행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랑海 헌혈’을 통해 현혈증서와 성금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하였고 ‘사랑海 동전’을 통해 임직원들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

여 월급여의 천원 미만금액을 자발적으로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고객과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아름

다운 가게에서 임직원이 직접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당행은 2006년 7월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 현직 임직

원을 선발하여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을 결성하고 회원 조합을 위한 경영컨설

팅을 실시하고, 수산정책자금 대출채권을 검토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현장교육함

으로써 조합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수협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ONE TO ONE 운동'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당행의 ‘사랑海 Summer Festival’은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도시민에게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여름휴가철에 무료민박제공

및 어촌체험프로그램,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

리사랑실천운동본부’, ‘부산항축제’, ‘충청지역금융본부’, ‘사랑해국악한마당’, ‘직장

인선교학국대회’, ‘재경합천군향우회’ 등의 공연 및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헌혈, 아름다운가게 행사 
•사랑海동전 모으기 행사 0.71 2,689

(재)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원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
•독도연구보전 협회 1.29 76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399)

(국제심포지움)

•One to One 운동, 서해안 유류제거 활동　 0.37 2,187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국제심포지움) 
•먹거리사랑실천운동본부
•대한체육회(베이징올림픽관련)

코리아하우스백드롭 
•바다의날-여수엑스포조직위 후원 6.26 -
•부산항축제
•충청지역금융본부 사랑해국악한마당
•직장인선교학국대회 
•재경합천군향우회　

•중국지진 피해복구 지원 0.34 -

8.97 4,952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글로벌
사회공헌

단장
행장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 

대내외적 수산업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에 맞춤형 정책자금 교육 지원을 통한
대출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7월부터 퇴직 임직원을 주축의 전현직 임직원의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동 봉사단은 현업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조합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산
정책자금 대출채권을 건별로 검토하여 취급시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등을 현장교육함으로
써 조합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원에는 행장을 비롯하여 전
임원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협은 축적된 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특화된 나눔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협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나눔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는 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55,487 178,059 198,569

9,098 11,408 13,383

1,284 1,517 352

1,186 879 76

-71 408 117

A3 A2 A2

a- a- A-

- - -

17 19 17

19 21 19

87.11 - 90.10

8 10 16

4,399 5,069 4,952

8.43 7.96 8.97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이 주 형
본점소재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115개
1962년 4월 1일
1790명
약 106만명

신
용
등
급

아름다운가게 행사 참여

수협은 사회공헌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와 파트너쉽 체결하여  고객과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바다로 해양 한국을 건설하는 또 하나의 바다 수협은행

Zoom-in1

Zoom-in2

부단장
준법감시인

봉사 지원팀
준법감시실

영업점
강동권외 15개 권역

본부부서 (5개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외 4개본부부서

윤리
경영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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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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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활동

ONE TO ONE 운동

사랑海 국악공연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수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1등 고객만족은행 도약'이라는 서비스 비전으로 고객에

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수협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CRM시스템 도입하여 고객상담 및 노하우를 공유

하고 있으며, CS마케팅 전문 강사를 통한 영업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직원 동기부

여를 위해 '칭찬FUN-3운동'을 전개하여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는 직장문화를 조성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2008년 3월 수협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한

마음 에너지 절약운동 선포 및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이 전 지구적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청사난방 온도 낮추기, 차량운행 홀짝제, 점심시간 전기용품 전원 끄기 등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수협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

고 있습니다. 1인1컵쓰기 운동으로 개인 컵을 사용하여 종이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프린터 토너 등 전산용품은 리필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난방시설을 냉난방 통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류비를 절

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차량(홀짝제)운동을 통해 차량의 유류비

및 유지비,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영업점 접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신명나는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운동

서비스 교육을 원하는 거래고객에게 교육지원

CS Clinic

칭찬FUN-3운동

거래고객 
서비스교육 지원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수협의 어민사랑예금, 어촌사랑예금, 어촌사랑카드, KGPS카드, 바다사랑지킴이

예금은 수협 고객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운용의 수익금으로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

을 수행하는 어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수협의 '어촌사랑예금 및 독도사랑예금'은 공익신탁의 기금으로 독도연구보존

협회성금 및 수산발전기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공익 신탁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수협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업구조개선지원단을 신설하여 중소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Fast-Track 프로그램', '프리워크

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수협은 해양수산은행으로서 푸른바

다 지키기운동 및 독도사랑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독도사랑예금,

독도사랑카드'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등 다양한 환

경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수협은 윤리경영 운동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윤리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수협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윤리경영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법규 준수 
수협은 매년 1회 이상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연수)교육, 임

점교육, 부점자체교육, 위성방송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준수 위반사항이나 사고예방 대책 이행사항 위반사실들에 대해 스스

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전직원들이 매뉴얼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특정 업무분여 근무직원이 업무수행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하여 유가증권 투자행위,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임직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은행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제계약을 체결할 때 은
행과 공급업체가 상호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거래중단 및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행위를 함으로써 기
관 및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
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게시판기능 활성화

우수사진이나 사례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사회공헌활동 의사
결정에 직원 참여 유도

불공정행위 
사전방지제도

청렴계약제도

내부제보자 
신고제도

윤리경영 홈페이지
관리 강화

윤리경영상 수여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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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교육

바다환경 지킴이 예금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희망디딤돌’을 사회공

헌 비전으로 삼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5

년 12월 '이웃사랑나눔단'을 창단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

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나눔단은 현재 전국

에 10개 지부를 두고 각 지부별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들로부터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측정

을 받아, 고객이 만족을 표시하거나 칭찬직원을 추천할 때마다 고객과 직원명의

로 연탄 1장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이렇게 적립된 연탄 3만

여장을 사단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

행’에 기부하고 임직원 140여명이 함

께  전국 150여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신용보증기금은 정보격차를 해소하

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보내기’, ‘도

서보내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마포구청과 결연을 맺은 ‘꿈나무 키

우기 장학사업’의 후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에 청계산 주변 환경정화, 「한강 1

社-1地區 가꾸기」, 영업점 인근 하천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 스포츠 · 예술 부문
신용보증기금은 남해군 소재의 4개 복지시설 어린이 약 37명을 서울연수원으로

초청하여 2박 3일간 63빌딩, 롯데월드, 국회의사당 관람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신용보증기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노사(勞使)가 공동으로 무료배식 및 성

금 · 위문품 기증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신(新)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이 외에도, ‘중국 동포의 쉼터’(구로

구 가리봉1동 137-22)를 방문하여 약

2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식

사를 제공하고 쉼터 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에 적극

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66

0.51

0.02

0.02

2.21

4,952

4,038

2,509

10

11,509

•사랑의 연탄배달, 바자회 등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이웃사랑나눔단

운영위원회

사무국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 경영 조직

•「꿈나무키우기」 등 장학사업

•「한강 1社-1地區 가꾸기」 등

•외국인 근로자 무료배식행사

본사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강남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부산경남지부

호남지부 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단위: 억원/명

중소기업 현장봉사단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작은 도움이나마 전달해 드리고자 ‘중소기업 현장봉사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봉사단은 재해발생지역의 중소기업, 장애인 · 여성기업 및 일손이 부
족한 영세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단순 노무활동을 지원하며, 현장 금융컨설팅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
적으로 제도개선 및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소기업 현장봉사단은 총 18회
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모두 17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현장봉사단'을

조직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봉사활동 조직인 ‘이웃사랑나눔단’을 창단하여, 현재 전국 10개 각 지부별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

영 실천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37,000 36,067 37,213

9,888 7,051 6,069

- - -

2,815 4,368 7,118

- - -

- - -

- - -

- - -

- - -

2 15 28

82.7 86.9 88.5

- - 5.4

532 10,770 11,509

0.88 1.37 2.2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신
용
등
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종합시스템 운영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지원종합시스템(C3S:Consolidated Support System for Start up)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은 창업지원업무와 금융지원업무로 구성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비창업단
계부터 사업안정화단계까지 전문인력(CSM:Certified Start-up Manager, 창업전문가)을 활용한 1인 전문담
당제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
보증,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토탈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최고의 친구 믿음주는 신용보증기금

Zoom-in1

Zoom-in2

안 택 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번지
86개
1976년 6월 1일
2,137명
약 1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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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PC보내기

중소기업 지원결의 등반대회

중국동포의 쉼터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BEST Partner for Enterprises'를 고객만족경영 비전으로 삼아 고객

서비스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용보증기금의 정착을 위해 CS마인드 내재

화, 고객지향적 업무개선, 성과지향 조직문화 구축을 고객만족의 중요전략으로 삼

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신용보증기금은 대내외 고객의 소리 분석을 통해 VOC 프로세스 평가지표를 도출

하고 VOC 프로세스 관리지표 및 평가내용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 운용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한 고객가치 경영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

로 고객감동경영대상(한국경제신문 주관)을 수상하고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가

상승(’06년 82.7점, ’07년 86.9점, ’08년 88.5점)하는 등 고객감동 경영성과를 지속적

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을 통한 예

산절감을 도모하고자 매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환

경보존을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신용보증기금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부점별로 에너지 사용한도를 배정하여 사

용토록 하고 있으며, 각 본부점별로 에너지 절약활동을 총괄하는 에너지지킴이를

1명씩 선정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실천에 따른 실

적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서비스 품질 사후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표준 정립 

고객접점 문제파악 및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부문 조사 강화

구성원들의 CS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CS교육 실시

CS-Call, 고객평가단, 고객니즈 조사, 유관기관 업무설명회, 
열린코딧참여위원회, 홈페이지 고객광장, 고객센터 등

직무만족도 조사, 본부부서 서비스평가 등  

고객접점서비스
품질관리

고객만족
부문 조사

다양한 CS교육

VOC 채널

VOE 채널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추구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기업 및 장애

인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보증공급, 전담서포터(F&D기업서포터 : Friendly & Ded-

icated,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 전담직원으로 영

업점당 1명 지정 운영) 지정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2008년 원자재구입특별자금 협약보증을 통해 기업은행과 공동

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자재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였으

며 미래매출채권 담보대출보증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유동성지원 국책기관협약보증으로 유동성 악화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유동성지원 특별

보증을 통해  KIKO 등 통화옵션상품거래 피해기업도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

램에 따라 함께 지원하는 등 각종 보증 신상품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만39세 이

하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협약보증을 통해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소상

공인담보부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신용보증기금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보증신상품을 지속적으

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을 개발하여 ‘저탄소 녹

색성장’ 관련 태양광발전소 신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의 정의를 "공심을 바탕으로 운

영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보증사업 등을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

적 책임을 완수 한다." 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경영 내재화, 조직 및 시스템 고도화, 실천프로그램 차별화를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신용보증기금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각종 가치체계를 정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강령으로 ‘코딧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코딧헌장의 가치를 구체화

하여 임직원이 지켜야하는 도리와 규범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을 마

련하고, 내부고객을 위한 ‘윤리 · CS경영위원회 운영기준’ ‘부패영향자율평가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용기준’ 및 외부고객을 위한 ‘고객보호업무처리기준’ ‘사회공

헌활동 운영기준’ ‘민원사무처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가치체계 실현을 위한 세부

활동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제규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 · 개정시 사전 평가

‘청렴의식 설문조사’ 및 ‘제도 및 시스템 진단’ 등 자체 진단

부점자체 연수, 사이버연수, e-book 발간, 맞춤형 E-CS클리닉, 
외부명사초청 강연 등 체계적인 윤리교육 실시

고객감동, 윤리, 사랑나눔 등으로 구성한 전사적 차원의 행사

내부공익
신고제도

부패영향
자율평가

자체윤리
수준평가

체계적인
윤리교육

윤리감동
한마당 
캠페인

제
도

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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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금융 업무협약 체결



전국 학생발명 경진대회 및 창업아이템대회 후원 

기술보증기금은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장차 21세기 지식 혁신 사회의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학생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의과학대학의 ‘전
국 학생발명 경진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소호벤처
창업아이템대회에 창업컨설팅, 시상금 지원 등을 후원하여 학생들이 창업과 벤처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 본연의 경영비전과 기

금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충실한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문화적책임, 환경적책임, 시민적책임을 다하여 국

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14,265 16,801 20,519

1,777 2,426 2,670

- - -

- - -

- - -

- - -

- - -

- - -

1.3 2.4 6.4
(추정치) (추정치)

37 40 51
(추정치) (추정치)

83.1 82.9 84.2

2.5 4.2 4.6

266 452 499

0.67 0.76 0.86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진 병 화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
53개(지점)
1989년 4월 1일
1,146명
39,231개 업체

신
용
등
급

21세기 기술한국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기술보증기금

Zoom-in1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기금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

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엄의 실현과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기술보증기금은 '나눔경영'의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급여우수리’ 등을 통해 마련

한 기보사랑기금 재원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결식 어르

신과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

설과 한국복지재단의 추천 및 자체 선정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 독

거노인결연사업, 1사1촌 농촌일손돕기, 한국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 기증 등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기술보증기금은 재무학회세미나와 부

산경제미래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1사1교 결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 본점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과 6개 지역별 봉사단으로 구성

된 기보사랑봉사단을 결성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안피해 자선콘서트 지원,

CO2제로하우스에코바움 집짓기 후원

등 각 부실점별로 환경정화활동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 부산지방보

훈청과 1사1문화재 결연협약을 체결한

이래, 문화재의 보호 및 시민의 역사의

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 보존운

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독거노인 지원 0.66 445
•무료급식 등

•부산경제미래포럼 후원 0.16 34
•학생발명경진대회 지원 등

•태안피해 자선콘서트 지원 0.04 -
•CO2제로하우스 지원

•1사1문화재 결연 및 활동 - 20

0.86 499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스포츠
· 예술

이사장
최종의사결정

지역사회 공익 학술, 교육 환경 문화

기보사랑실천추진위원회
•주요부서장 등
•주요사항심의

기보사랑봉사단(전담부서 홍보실)
•사회봉사활동 총괄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지원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6개 지부

본점 지역별 각 기보사랑봉사단

- 각종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추진
- 지역사회의 학회 및 포럼 등 지원
- 환경정화에 지속적인 관심 및 활동
- 1사1문화재 결연 및 활동

활동분야▶

주관부서▶

역     할▶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공헌활동조직

총 계

청소년 소호벤처 창업아이템 대회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

0
8

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은행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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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헌혈1사1촌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결연사업무료급식 봉사활동

부산 경제 미래포럼

1사1문화재 결연

기업현장 애로체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을 직접 체
험하는 '기업현장 애로체험'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세무 및 회계상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컨
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현장 애로체험 I 기업현장 애로체험 II

Zoom-in2

환경 정화 활동

단위: 억원/명

전국 학생발명 경진대회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고객이 바라는 바를 먼저 살피고자 하는 고객중심, 고객지향적 마

인드를 바탕으로 고객과 기금의 가치를 함께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은 다양한 CS활동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자율적인

CS실천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기술보증기금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질가치의 향상을 위해, 고객의 니즈를 발굴

하여 이를 제도 개선 및 창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객 접점조직의 서비

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지속적인 CS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문제 해소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노력
기술보증기금은 자원절약을 위해 기안문서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해 불필요한 종

이낭비를 줄여왔으며, 2008년 7월 모든 정부기관과 전자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

는 망을 구성하여 기금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이 추천한 친절 우수직원의 업무포털화면 게시를 
통한 칭찬 분위기 조성

보증지원 후 영업점장이 직접 고객에게 해피콜을 실시하는 
감성서비스

지역별 민원발생 예상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제공하여 
불만고객에 대한 대응력 제고

다양한 고객군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선정 및 위촉하여 
주기적으로 지역별, 고객유형별 니즈 수렴

고객업무제안을 통해 제도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도모

기보스마일

A/S Call 제도

지역별 민원예보제

CS echo 자문회의

고객제안페스티벌

제
도

VOC
채널

구 분                                                      내 용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입자금 특

례보증(’08. 7. 1)을 실시하여 원자재구입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특별보증(’08. 12. 31)을 통해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기업은행과의 R&D과제 중기 특례보증 협약(’08. 9. 25) 및  우리은행과의 로봇

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08. 11. 26)을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기술혁신기업자금’에 대한 협약,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술평가협약, 경기도와의 ‘벤처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08. 3. 26)을 확대 시행하여 간소화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신상품 개발로 창업 활성화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기틀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기술보증기금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08. 8. 11)을 통해 문화콘텐츠

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금융
기술보증기금은 신한은행, 제주은행과 태양광발전사업자지원에 관한 협약보증을

시행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신축, 운영함에 따른 시설,

운전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녹색성장산업 육성 및 유동성 특별지원 협약(’08. 12. 23)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녹색성장관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윤리비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8가지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 핵심역량과 연계된 사회공헌

- 기술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 기술평가시스템 공신력 제고

-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사회적 책임 수행

- 자율적 윤리실천 문화 확산

- 윤리규범 교육 및 지속 정비

아울러 2006년  윤리강령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절차,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함께 개정한 이래, 이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

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평가모델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부패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체 감찰 및 공익신고제도 등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패감시 시스템을 통

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고객이 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보증(기술평가) 상담시 고객과 기금 직원이 기금 윤리경영에 
동참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대해 서명날인 진행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한 결제불가정책 시행으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 홈페이지내 설치

•부득이한 선물 수수시 신고 및 처리 방법 제정

•윤리경영 사이버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함양 / 온라인 교육
방식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문서 형식을 탈피한 동영상 자료제공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보증업무처리 
공개시스템

청렴협약서

클린기업카드제

사이버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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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은행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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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중기특례보증 협약식                                       로봇산업 금융지원 협약식



비전 및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의 실현을 사회공헌비전으로 설정하

고 적극적인 이웃돕기 자원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임직원 중심의 '보금자리봉사단'을

조직하여 단합과 나눔의 문화 확산 및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불우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2008년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배달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랑의 연탄배달행사를 통해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였으

며 노조위원장, 감사 등 보금자리봉사단 20여명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5세대에 연탄과 새우젓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학술 및 교육 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소

외된 청소년 10명을 선정하여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장학금 15백만원을 전달하

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

로도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남산환경정화’ 및 ‘1지회 1산 1하천 보호’ 등 관내 인근 산(공

원)이나 하천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점심시간과 업무종료시간 이후 건물 내 자동 일괄 소

등제 실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스포츠ㆍ예술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협력하여 경제적 이유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불우 청소년을 연극 및 뮤지컬 공연  등에 초청하여 문화생활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석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정수기 2대 및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고 한가위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행복한 점심식사, 
연탄배달 등 1.0 639

•주거복지 (해비타트, 노후주택 개선)

•사랑의 도서기증, 장학금 지원 0.1 (10)

•1지회 1산 1하천 보호 - 629

•외국인 노동자 위문 - 14

1.1 1,282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글로벌
사회공헌

보금자리봉사단장(사장)

본부부서 봉사단
(지회장 : 부서장)

봉사단원 : 본부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

사회공헌활동 참여

영업점 봉사단
(지회장 : 영엄점장)

봉사단 사무국
(국장 : 업무지원실장)

봉사단원 : 영업점직원

환경보호 및 기부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

사회책임경영 조직

총 계

‘서민들의 평생 금융친구’-이웃돕기 행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
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주간』은 매년 9월 둘째주(8~12일)로 이 기간 동안 전임직원이 이웃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2008년 공사 직원의 성금으로 쌀 500포대 기증, 사내 자원봉사모임인 보금자리봉사단원들
의  무의탁 독거 노인 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품 전달, 관내 결식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무료배식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직원들의 기증
품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2008년
1,200여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였으며 사장을 비롯한
보금자리봉사단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일일 명예점원이 되
어 기증물품 판매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요 공적 미션과 비전인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공

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보금자리봉사단을 중심

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고객인 서민, 중산층, 노인 및 학생에 대한 자발적인 지

원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단합과 나눔’의 조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6 ‘07 ‘08

자산총계(억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납세액
(억원, 법인세 기준)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1인당 자원봉사

사회
참여횟수

공헌 자원봉사자 수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4,445 12,846 25,699

1,229 1,781 3,626

7,5 137 -2,558

55 100 -2,598

21 39 41

- - -

- - -

- - -

- 8 70

- 3 9

- 80.6 85.0

- 2.5 1.8

458 1,092 1,282

0.49 1.31 1.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 립 연 도
임 직 원 수
고  객  수

임 주 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16개
2004년 3월 1일
421명
약 186만명

신
용
등
급

따뜻한 보금자리를 함께 만드는 최고의 이웃 한국주택금융공사

Zoom-in1

해비타트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미션 중 하나인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실천하
고 있습니다.  2008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화합의 마
을’에서 입주자 가정 청소, 장판 설치 등 어려운 이웃의 삶터
마련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
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랑의 집짓기 운
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Zoom-in2

해비타트 활동

은
행

 사
회

공
헌

활
동

 보
고

서
 20

0
8

주요 사회책임경영 추진 활동 은행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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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외국인 노동자 위문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

사랑의 쌀 지원아름다운 가게 행사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

단위: 억원/명



비전 및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행복파트너’를 CS비전으로 설정하고 고객유형별 핵

심CS가치 설정에 따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고객의 행복을 돕는 고

객만족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S마스터플랜과 세부 로드맵을 정립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CS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S공통 역량과 직책에 따른 필요역량을 조사

하여 인재상에 맞는 CS교육프로그램 도출 및 CS마인드 체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재분류 및 고객유형별 CS추진방향 설정, CS리더와 집단심층

인터뷰 참여직원에 대한 전문코칭을 실시하여 CS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중심

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선순환 구조의 고객만족경영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효율,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사무용기

기 및 소모품의 친환경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

소화하는 노력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1회용으로 사용되는 전산소모품 중 레이저 프린트 토너를 재활용품으로 대

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유류비를 절

감하는 등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만족 경영의 기본정신 및 서비스의 실천목표 선언을 통해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

제도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고객제안제도의 개선 및 
포상금 확대　

고객만족경영의 통합의결기구인 ‘고객만족위원회’와 
현장조직인 ‘CS리더’를 조직하여 운영　

홈페이지, 컨택센터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목
소리를 통합하여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고
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해피콜, VOC답변만족도 조사로 효
율적인 피드백 실시

고객서비스 헌장

고객제안제도

CS추진조직

VOC 통합관리
시스템

CS평가시스템 

제
도

채
널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불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자와 같이 구체적인 고정 수입이 없어 소

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

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변제금을 납부한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최

대 10백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전세

가격 불안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윤리경영 선포식과 청렴결의 대회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로 선언하고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등에 부응하기 위해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여

전사적인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업문화와 업무관행과 관련된

윤리헌장과 같은 각종 실직적인 실행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들의 윤리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사적으로 윤리경영 마인드가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윤리경영 선포식, 청렴결의 대회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 선언

•CEO 직무청렴계약 제도 운영으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윤리문화의 전

사적인 확산 및 청렴도 상승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기 위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경제부 주관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AA등급) 및 고객만족도 점

수 상승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상시 감사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상시신고 제도 운영으로 공직기강과 재무회계

부문 지적 사항과 임직원 부조리행위 신고건수 ZERO

법규준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감찰활동의 강화와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상시 감사

제도의 운영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상시신고 제도의 수립 등을 통해 공

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에는

공직기강과 재무회계 부문에서 지적 사항과 임직원 부조리행위의 신고건수는 발

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CEO직무청렴 계약제도를 통한 경영진의 윤리경영 솔선수범 및
윤리문화의 확산 추구/임직원의 ‘사업자보증청렴계약서’를 보
증 취급건별로 제출하고 이행여부 점검

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보상금지급 등 관련사항 명시

규정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자율적인 청렴문화의 확산 및 윤리경영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

자기점검과 윤리학습 문항의 구성으로 윤리경영의 체화 및 
습득 강화

윤리경영 실천력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을 대상으로 실시

행동강령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부패영향평가 기준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성차별 예방 교육

윤리자기점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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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8

부록

2008년 분야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2008년 분야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구분 은행명 상품명 공익내용

수신 상품 (예금, 적금)

여신 상품 (대출 및 보증)

지역사회 · 공익

교육 · 학술

환경

문화·예술·스포츠

글로벌

지역사회 · 공익

환경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best 정기수신

지역공동체 행복나눔통장

중소기업희망통장

화성인재육성통장

사랑나눔통장

마미安心예금

사랑하나 더하기 정기예금

KB주니어Star적금

KEB나눔예금

중소기업성공 지원을 위한 내사랑내고장통장

부산항 사랑 정기예금

노숙자우대통장

작은정성 밝은세상

만덕사랑적금

실버보금자리예금

I＆I예금

ⓤbest 자유적금

녹색성장예금

환경사랑통장

바다사랑지킴이예금

GreenGrowth  e-공동구매정기예금

친환경사업자우대적금

희망愛너지적금

저탄소 녹색통장

우리사랑 에너지 복합예금

하나S라인적금(Green)

DGB환경사랑수신

클린녹색정기예금

클린녹색적금

문화재사랑정기예금 

kdbⓝpartners 정기수신

내고장기업섬김대출

중소기업희망특별펀드

청년창업지원보증대출

파이팅 중소기업 지원대출

포스코 협력기업 상생대출

하나전세자금대출

크레딧 플러스론

중소기업특별 경영자금대출

여성기업 프리미엄론

중소기업 성공지원대출

원자재구입특별자금 협약보증

창업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특례보증

소기업협약보증

소상공인담보부보증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3자녀 이상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55세 이상 고객 등의 경우 우대이율 제공

사회적 소외계층 후원을 위한 일명 ‘사랑실천기금' 으로 조성

상품의 판매금액 0.1%를 은행부담으로 출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조합」 출연 등 소기업ㆍ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

상품 연간 평균잔액의 0.1%를 은행 부담으로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 

통장에서 매 결산기에 발생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 지정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상품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도입, 가입시 등록된 미아 지문 검색 통해 보호자 긴급 연락
•유괴나 납치, 상해후유장애에 대비해 자녀 안심보호 무료 가입

가입금액의 0.1%를 은행부담으로 출연하여 홍명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상품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입시 사랑나눔이율 연 0.5%p 추가 제공

가입고객에게 해외봉사활동 기회 제공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외환은행 나눔재단에 3억원 기부

조성된 수익의 일부 특별 기부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무상 출연

각종 우대이율 지급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부산항 사랑 기부금으로 적립

일반 고시금리보다 3% 높은 특별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입 · 출금 편의 등을 제공하며, 부산시는 특별 우대통장 개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목적의 상시 캠페인으로, 예/적금 거래와 연계하여 고객과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 프로그램

제주를 대표하는 의녀 김만덕의 유덕을 재조명하고 업적 발굴 및 계승을 위한 특화상품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소지, 원적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인 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제공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만3세 이하 유아를 위한 상품으로 금리우대 및 수신잔액의 0.1%를 은행의 부담으로 후원기금 적립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저축목표달성 고객에 대하여 추가우대이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의식 제고

하나의 통장을 재활용하여 다수의 정기예금 신규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우대 금리 부여 및 판매 실적에 비례한 금액을 은행 부담으로 녹색성장 단체에 기부

판매 실적에 따라 환경문화발전기금을 은행 부담으로 출연

수협은행 부담으로 가입한 수신의 세후이자 0.1%를 조성하여 바다환경지킴이기금으로 출연

지급이자의 1%를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은행 부담으로 기부금 출연

녹색산업 관련 기업에 우대이율 제공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즐겁게 동참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고금리 적립수신

상품 순이익의 50%를 저탄소 관련 사업에 기부 및 통장 가입고객에게 주요 은행 수수료 50% 면제하며, ‘승용차요일제’, ‘탄소마일리지제도’ 참여 고객에게 
수수료 50% 추가 면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서약서 작성시 0.5% 추가 금리 지급 (가입자 대상 추첨을 통해 자전거 100대 증정)

가입고객 자전거 보험 무상 가입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추가금리 (0.3%) 지급

자전거 타기 서약 고객, 친환경 차량 소유 고객,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금리 우대 및 자전거 상해 보험 무료 가입, 수수료 면제, 녹색성장 친환경 사업에 기부

자전거 타기 서약 고객, 친환경 차량 소유 고객,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금리 우대 및 자전거 상해 보험 무료 가입, 수수료 면제, 녹색성장 친환경 사업에 기부

고객가입원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부담으로 출연하여 문화재 보호기금에 기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고객에 대하여 우대이율 제공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방경제의 균형발전 및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희망통장」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한도를 설정하고, 신용보증기금 전액보증서를 담보로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여신상품

포스코가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고 20억원 한도로 지원 및 금리우대 실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지원 

신용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연초 원자재가격 및 환율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를 통하여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외 경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자재 조달 어려움 해소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지원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 지원

환경산업, 신재생 대체 에너지, 에너지효율 합리화 사업 대상 금리 우대 상품

기업별 맞춤형 기업자금/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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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행명 상품명 공익내용

기타 상품 (펀드 신탁 등)

카드상품

환경

글로벌

지역사회 · 공익

교육 · 학술

환경

문화·예술·스포츠

지역사회

환경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환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녹색성장기업대출

KB Solar-Biz Loan

KB GreenGrowth 론

My Solar Partner Loan

신성장기업파트너론 (녹색기업파트너론)

신한솔라파워론

-0.3°C 대출

솔라론

우리 그린 솔라론

우리로봇시대론

우리LED론

DGB친환경기업자금 대출

녹색성장보증서 대출

BS클린녹색기업 우대대출 

Hi-Green Solar Loan

Hi-Success Loan

하이테크-론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농협 녹색성장산업협약보증

국민은행 녹색성장산업 협약보증

로봇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수출보험 담보 OAT 수출채권매입

사랑의열매 제휴카드

서해사랑카드

KB고운맘카드

서울시 무료급식 전자카드 사업

하나 Tax Refund카드

포항시 복지카드

대구시설관리공단 복지카드

환경시설공단복지카드

대구시 보조금 카드

고용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

단디비지니스 카드

제주애향카드

재래시장사랑카드

자원봉사자카드

새만금카드

대구교육대학교 연구비카드

DGB그린카드

창원시 자전거 사랑카드

환경사랑카드

(친환경) 효우애 기프트카드

탄소그린카드

제주체육사랑카드

프론티어지속가능기업SRI주식투자1호

곶자왈 사랑 신탁

고유가 시대에 환경친화 에너지이자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육성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수익 중 일부를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대출상품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상품, 수익 중 일부를 녹색성장 발전기금으로 기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자금 지원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장기 여신 상품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생활태도 실천고객에게 대한 금리 우대 상품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시설자금 지원

태양광산업 관련 중소제조업체 대상 시설자금부터 원자재구입자금, 일반자금까지 자금소요시기별로 일괄 금융 지원

한국로봇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로봇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LED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시설자금 지원

친환경 우수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완화, 금리감면으로 친환경 경영 유도

대구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친환경 경영기업 및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우대 상품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시설자금 지원

녹색에너지산업 기업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및 한도 우대 상품

바이오, 지능형 홈 등 경남지역 4대 전략업종,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우대 상품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도 및 보증료 우대 대출 보증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태양광발전소 신축 자금 보증 지원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녹색에너지 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지원

국민은행의 특별 출연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지원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로봇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지원

국내지점이 국내 우량본사 수출상의 해외현지법인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양도받고 매입,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

매년 2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발전기금 지급

이용액의 0.2%를 태안지역 복구기금으로 지원

정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 이용금액의 0.05%p를 저출산 대책 등 공공사업 목적으로 기부

저소득층 아동의 무료 급식 지원시 이용되던 종이식권을 급식전용 전자카드로 변경 

기업의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절감을 지원하는 카드(매입세액 공제 신청지원)

포항시 제휴 공무원복지카드 발급

대구시설관리공단 제휴 직원 복지카드 발급

환경시설공단 제휴 직원 복지카드

대구시 보조금 수납단체 보조금카드 제도 실시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 및 수납 대행

기업체 부가세 환급 지원 서비스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관광발전기금으로 출연

재래시장 활성활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어 재래시장 발전기금을 출연

자원봉사자 신분증카드 무료발급으로 지자체 예산절감에 기여 및 일반카드보다 우대서비스 강화

지역은행으로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기원하며 출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대폭 강화

대구교육대학교 제휴 연구비 집행을 위한 제휴카드 발급

에너지 절감을 통한 CO2 감축량 만큼 포인트제 환산(2009 상반기 출시 예정)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와 제휴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 상품

이용실적의 일부를 은행 부담으로 환경문화발전사업에 기부금 출연

카드소재를 천연소재인 옥수수전분 사용

고객이 절감한 에너지 사용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 제공

도내 체육발전을 위해 제주도체육회 업무제휴를 맺어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출연

펀드 판매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 10%와 운용수익 10%를 대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이 매년 출연하여 공익기금으로 사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 가운데 사유지를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공공신탁운동

부  록            2008년 분야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본 보고서는 재생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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