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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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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원칙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9』는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 및

‘보고서 작성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집계를 위해 국

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과 금융업부가지표(Financial Serv-

ices Sector Supplement) 그리고 국내 지속경

영 보고 기준인 BEST 가이드라인(BEST Sus-

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참고하였

습니다. 

보고범위 및 기간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9』는 전국은

행연합회의 네번째 사회공헌활동보고서로서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은행공동의 노력,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야별 활동성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지역사

회·공익, ②학술·교육, ③환경, ④문화ㆍ예술ㆍ스포츠, ⑤글로벌과

같이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공헌

활동관련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 보고범위 및 기준일자가 다

른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특징 및 전년도 보고서와 차이점 『은행사회공헌활

동보고서 2009』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은행공통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은행별로 상이한 실적집계의 문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

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부록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전문가 제언을 담아 향후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함께 그리는
“든든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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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성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

여 은행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

각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 은행권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기초인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즉, 연중 총 2회에 걸쳐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Fast-Track 프로그램을 연장 시행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보증대출을 확대·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친환경산업을 발

굴·육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국가 정책에 일조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현상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사회연대은행 등과 같은 서민금융재단에 8,600억원을 기부함으로써 저신

용자 등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

금 전환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 안

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꾸준히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권은 기존의 ‘자선적 사회공헌’을 넘어 은행산업의 특성과 은행경영 전략에 부응할 수 있

는 ‘전략적 사회책임활동’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확대·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자선적 사회공헌’을 넘어 은행산업의 특성과 

은행경영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회책임활동’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확대·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Chairman
Message

사회구성원의 하나인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한 해 동안 실천한 나눔과 사랑을 되돌아보고, 고객들로부

터 평가를 받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더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

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발간되는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9」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

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사회공헌활동과 연

관성이 적은 항목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제외하는 등 세부기준을 새로 정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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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회협력팀

www.shinhan.com

우리은행
홍보실

www.wooriban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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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지원부

www.e-jejubank.com

전북은행
공공금융부

www.jbbank.co.kr

경남은행
지역공헌부

www.knbank.co.kr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www.kdb.co.kr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www.nonghyup.com

중소기업은행
고객행복부
www.ibk.co.kr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

www.koreaexim.go.kr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www.suhyup.co.kr

신용보증기금
CS지원부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www.kib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실

www.khfc.co.kr

한국정책금융공사
홍보팀

www.kofc.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개

설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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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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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책금융공사

- JPMorgan Chase Bank, N.A.
-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nk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
- Mizuho Corporate Bank, Ltd.
-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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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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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
-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td.
- Bank of Communications(Seoul Br.)
-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 Landesbank Baden-Wurttemberg
- Macquarie Bank Limited

‥

전국은행연합회 개요
전국은행연합회는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지역별 은행협회를 흡수하여 1984년 개편 ·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은행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은 2010년 4월 현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22개의 정사원과 37개의 준사원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사원 (37)

SC제일은행
대외홍보부

www.scfirst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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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금융협의회

1) 제 1차회의

2) 제 2차회의

2. 녹색금융 추구

2009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금융계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은행·증권·보

험 등 금융회사와 금융정책당국으로 구성된‘녹색금융협의회(Green Finance Council)’가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녹색금융협의회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계의 정례적 협의채널로서 민관 쌍방향 의사수렴 및 소통을 촉진하고 녹색금

융 관련 핵심의제를 발굴·논의하는 등 산업-기술-금융으로 이어지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은행연합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권 전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며 은행권에

서는 은행연합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하

고 있습니다. 녹색금융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실무작업반 작업 등을 통해 여신·정책금융·투

자금융·보험·카드·탄소금융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녹색성장 국

가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핵심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녹색금

융협의회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파트너 기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1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녹색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녹색금융의 발전방안, LED

보급 촉진을 위한 Project Financing 방안, 녹색성장펀드 운용계획 등 5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ESCO(Energy Service COmpany)와 리스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고가의 LED(전력 소모가 적은 발

광다이오드)구입에 따른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Green LED리스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이는 LED 조명을

1만여 공공기관이 적극 구입하고, 민관이 상호 협조하여 이 제도를 지원키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10월 개최된 제2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녹색금융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해외사례와 시

사점,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안, 27대 중점녹색기술 평가 및 금융지원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하였

으며,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시 적극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은행은 녹색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환경 개선을 장려하는 금융상품 개발, 탄소 거래 활

성화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녹색경영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녹색경영

을 위한 의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 보증 지원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차원에서의 후방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 대출 등의 녹색상품의 출시를 통해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지급이자의 일부를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들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이익의 일부를 녹색성장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제조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에 우대이율을 제공하거나 여신 심사시 기업의 환경친화도를 판단기준으로 삼

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자전거 이용, LED조명 교체 작업 등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차원의 노력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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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의 공동노력

01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2009년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녹색금융협의회 

출범,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경영 추진, 녹색상품개발 등 녹색성장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행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환원의 선순환적 고리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0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기부, 신용회복기금 출연, 저신용자 

특별대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이 재기하는데에 

금융의 수혜뿐 아니라 사회·심리·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은행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노력
사회적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사합의하에 임금 반납 등의 노력을 

통해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5
장벽없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노력
노약자와 장애우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선, 영업점 진입 

환경과 자동화 기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 월별 상담건수 추이

5. 사회적 기업 지원

주요지원현황

은행권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금

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환 및 자금사정 개선으로 상담건수

가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 와‘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합하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한을 2009년말에서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통합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중소기업 및 무역업체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는 개설

시점인 2008년 9월에서 2009년 10월까지의 기간중 총 3,704건의 금융애로를 상담하여 1,860건(50.2%)을 해

결하였습니다. 상담센터는 수출기업 등에 대해 일반원화대출과 무역금융·외환서비스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고 특히 엔화대출 전담 코너를 설치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화대출 피해기

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의 고금리 및 꺾기 등 불건전 관행 시정 및 워크

아웃 상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은행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며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

자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2009년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기

업의 직접설립,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구매, 사회적기업의 마케팅지원, 사회적기업 구성원을 위한

프로보노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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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월 ‘09.3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08.9~’09.10

상담건수 383 502 256 218 156 151 101 3,704

무역금융 57 29 24 20 12 9 3 298

(단위 : 건수)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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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증감 추이

MOU 기준 중소기업 대출 실적

2. 보증기관 특별출연

은행 특별출연에 의한 신용보증서 발급구조

3. 대출 만기 연장 시행

2009년중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상각·매각, 예대상계 등을 고려한 실질지원액을 기준으로 33.8조

원 증가하여 월평균 +2.8조원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09년말 현재 B/S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

출 잔액은 443.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1조원(월평균 +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09년중 중기대출 비율(중기대출증가액/총대출증가액)은 67.6%(+33.8조원)로 정부의 은행 외

화지급보증 관련 MOU상 중기대출 목표비율 및 금액(50.4%, +32.2조원)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중소

기업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부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은 일시적 유동

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 일반출연에 더하여 특별출연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 운용배수(12배)내에서 신용보

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전망(BSI)이 2008년 상반

기 수준 이상으로 호전되어 실물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은행권이 시행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시에 중지할

경우 중소 기업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화대출에 대해 총2회에 걸쳐 만기연장을 실시하였

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월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사원은행과 협의를 거

쳐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하였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Fast-Track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2010년 6월말까지 재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Fast-Track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

해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2009년 11월말까지 총 11,056개 중소기업에 23조 1,83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2010년 8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02중소기업을 위한 노력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년말대출잔액

B/S 기준 12.4 45.3 68.2 52.4 21.1 443.5

(단위 : 조원)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목표(a) 연간실적(b) 초과달성(b-a)

증가비율 50.4 67.6 17.2

증  가  액 32.2* 33.8 1.6

(단위 : %, %p, 조원)

※MOU상 목표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임(MOU는 목표비율 달성여부만 관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회계전문인력(148명) 일자리창출, 급여지원 및 회계전문교육(총 3회) 시행

볼런티어21에 사회공헌 컨설팅 수행,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자매결연

지구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및 조이비전(이/미용기술교육) 지원

참신나는옷, 수다공방1호점 설립 지원, 참신나는옷 패션쇼 및 전시회 등 후원

희망자전거제작소 자전거 및 제일산업 종이컵 구매, 사회적기업 판매상품 홍보 및 알선, 16개(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수행,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원, 소셜벤처경진대회 참여기업 지도

사회적기업 마로원 사무용품 구입

대구성당용사촌,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등에서 편지봉투, 편지지, 쇼핑백 등 사무용품 제작

정선재활용센터 시설장비 지원, 지구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토너, 복사용지, 봉투 등 사무용품 구입

동천에서 프린트 등 전산기기 카트리지 구매

구   분 내  용

신한

우리

국민

씨티

대구

제주

기업

수출입

기보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 지원펀드
1,2조원 조성

은행 특별한도
1,2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 
1,000억

중소기업

은행거래 중소기업

여신지원 100% 신용보증



1.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가. 휴면예금 출연

휴면예금 출연현황

나. 미소금융사업 기부

다. 미소금융재단 설립

2. 신용회복기금 출연

3. 희망홀씨대출

4.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금융소외계층 지원 상품 현황

(2010년 출시예정상품 포함)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2009년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은행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은행은 이러한 기관에 휴면예금과

기부금등을 출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전통시장 영

세상인 지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이 정상적

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소외계층 전용상품인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은행의 사회책임금융활동은 실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금융소외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

로 6개 기업, 5개 은행, 4개의 미소금융 지역지점 등이며 2010년 5월까지 50여개의 지점(기업·은행계 포함)이 설

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 1월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협약에 따라 17개 사원은행은 2008년 발생한 휴면예금 총 893억원(HSBC제

외)을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이는 전체 출연금 1,240억원의 약 72%입니다. 

국내 18개 사원은행은 2009년 11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2012년까지 2,555억원을 기부하기로 협정하였으며

2009년에 총 534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중 16개 은행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반환금을 기부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SC제일은행과 수출

입은행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반환금이 없음에도 자체 자금을 마련해 55

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은

행등의 금융기관이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총 2,000

억원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각 500억원,

하나은행이 200억원을 5년에 걸쳐 기부하고, 기업은행은 300억원을 3년에 걸쳐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 5

개 은행(지주포함)은 총 440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출연금은 각 은행이 설립한 미소

금융재단에 배분되어 각 미소금융재단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사용됩니다.

국내 16개 사원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총 6,726억원을 2009년 1월, 5월에 걸쳐 모두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은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을 하며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근본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기금입니다.

국내 16개 사원은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신용평가시스템 하에서는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별도의 심사기준, 금리체계, 대출한도 등을 정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희망홀씨대출을 실시함으로써 2009년 12월 현재 약 1조4천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별도의 심사기준, 금리체계, 대출한도 등을 정하여 신용

회복기금 보증 하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을 실시함으로써 2009년 12월 현재 약 1천5백

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또 다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켰으며

2010년 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구  분 출연금액 비  고

은행권 897(누계 2,682)
-18개 은행 : 894

-28개 저축은행 : 3

보험권 343 (누계 1,262) -33개 보험사

계 1,240(누계 3,944)

(단위 : 억원)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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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품명

신한은행 신한희망대출 

신한환승론 

우리은행 우리이웃사랑대출 

우리이웃사랑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청년창업특례보증대출 

SC제일은행 희망드림론 

하나은행 하나소액대출

하나마이크로크레딧

국민은행 KB환승론 

KB행복드림론 

KB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외환은행 희망파트너대출 

씨티은행 희망플러스신용대출 

대구은행 자영업자 유동성지원특례보증대출 

소상공인희망나눔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DGB희망홀씨대출 

서민생활밀착형소상공인협약대출 

부산은행 크레딧플러스론 

BS희망플러스론 

BS금융소외자영업자 특별대출 

영세자영업자유동성지원특례보증 

구  분 상품명

광주은행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KJB GREEN LOAN

제주은행 제주희망나눔대출 

전북은행 서브크레딧론 

경남은행 희망나눔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녹색비즈니스론 

농협중앙회 NH전환대출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NH근로자생계보증대출 

새희망대출 

자영업자 사업재기보증대출 

일자리창출소호지원대출 

중소기업은행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환승론 

수협은행 희망홀씨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소외계층전세자금보증 



1. 일자리 확대

은행 청년인턴 채용현황 및 계획

2. 안정적 일자리

1. 영업점 환경 정비

금융자동화기기 저시력자용 화면개발

2. 웹 접근성 개선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2009년에도 노사고통분담 합의를 통한 임금 반납 등으로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

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는 2009년 10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연차휴

가 50% 의무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에 합의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인턴채용 등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공

헌활동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은행 또한 2008년 연봉삭감운동을 통해 모아진 재원으로 총 7,400명 이상의 인턴을 채용한 바 있으며 2009년

연봉삭감 재원 역시 2010년 인턴채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09년 은행은 임원 10~40%수준, 직원 5~10%수준, 초임행원 20%수준의 연봉삭감을 실시하였고, 연차휴가

보상금 반납, 급여성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2010년 8,000명 이상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은 구인·구직 관련 행사 개최 및 무료상담창구 운영, 구직희망자와 은행거래기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알선, 거래기업의 채용직원 급여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활동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확대를 통

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4월 이전부터 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근무성적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은행은 비정규직 중 약 1,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였으며 약 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2007년부터 전환 채용한 인원은 2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의 박사, 변호사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을 제외한 잔여 비정규직 인원은 지속적으로 전환 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은 금융서비를 이용하는 장애우 및 노약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영업점 환경과 자동화기기 등

을 개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에 있어서도 장벽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영업점은 물론 기존의 영업점도 환경공사를 실시하여 경사로, 유니버셜 카운터(접근이

편리한 위치의 낮은 창구), 점자표지판, 전용화장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영업점을 찾는 장애우, 노약자, 유모차 사

용고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우 전용 또는

겸용 자동화기기 확대 설치, 장애우용 자동화기기부스 설치, 장애우 및 노

약자 거주지역 자동화코너 신설, 외국어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

한 자동화기기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국가표준 웹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우에게는 음성프로그램, 점자보안카드, 텍

스트크기 확대기능 등을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우에게는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우가 텔레뱅

킹,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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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용

2009(현황) 2010(계획)

신한은행 500 1,700 

우리은행 1,360 1,500 

SC제일은행 123 130 

하나은행 506 200　

국민은행 806 1,934 

외환은행 100 200 

씨티은행 미공개 미정 

대구은행 400 미정 

부산은행 316 300 

광주은행 276　 300

제주은행 21 25 

구  분
채  용

2009(현황) 2010(계획)

전북은행 102 100 

경남은행 178 300 

한국산업은행 207 217 

농협중앙회 1,715 811 

중소기업은행 326 400 

수출입은행 91 90 

수협은행 30 미정

신용보증기금 216 110 

기술보증기금 107 46 

한국주택금융공사 20 20 

계 7,400 8,383 

은행 사회공헌재단 현황
재 단 명 설립기관 설립연도 주 요 사 업

산은사랑나눔재단 산업은행 2007 마이크로크레딧, 장학사업 

농협문화복지재단 농협 2004 농촌문화복지증진사업

신한은행충북장학회 신한은행 1988 충북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강원장학회 신한은행 1994 강원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희망재단 신한은행 1996 장학․문화․예술사업

신한장학재단 신한지주 2006 장학사업

신한미소금융재단 신한지주 200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우리미소금융재단 우리지주 200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지주 2006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하나미소금융재단 하나은행 2008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IBK행복나눔재단 기업은행 2006 중소기업근로자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IBK미소금융재단 기업은행 200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KB미소금융재단 국민은행 200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외환은행나눔재단 외환은행 2005 소외계층 지원 사업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수협 2009 어촌교육문화복지증진사업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대구은행 1990 장학․문화․체육사업

부산은행장학문화재단 부산은행 2007 장학․문화․예술․체육사업

광주은행장학회 광주은행 1981 장학사업

경남은행장학회 경남은행 1986 장학사업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경남은행 2005 소외계층 지원사업

Citi Foundation 씨티그룹 1994 교육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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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은행사회공헌협의회

2. 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

1)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2) 은행환경보호의 날

3.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덕유종합사회복지관 급식 봉사활동 

연탄은행 연탄배달봉사활동

밥상공동체 급식 봉사활동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의 강화, 사

회공헌활동의 체계적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경영」이라는 3대 기본방

향 아래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 은행의 특성과 경영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

대·실천함으로써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양(量)과 질(質)을 함께 향상시키는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은행산업에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에 더욱 폭넓게 기여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 총회(2006. 6. 7) 의결을 거쳐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입

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장(의장), 산업은행장,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신한은행장, 우리

은행장, 하나은행장, 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 광주은행장,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되

며 은행사회공헌활동 추진의 기본방향, 사회공헌사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 아래 정사원기관 사회공헌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를 두고 사

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009년 협의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은행이 추진했던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성과를 공시하기 위해 「은행사

회공헌활동보고서표준안(2006년 제정)」에 기초한「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2008」을 발간·배포하였으며,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은행공통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실적 집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포함항

목이 은행별로 상이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기준’의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은 은행들이 보고서 자료를 작성할 때 명확한 지침역할을 함으로써 은행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에 대한 사회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조손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국제결

혼 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위탁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경영과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11월 둘째주간(2009년 11월 9일 ~ 11월 15일)을 ‘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으로 정

하여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지원, 은행 환경보호의 날 행사 등 은행 공동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가정’ 등의 저소

득층 세대와 은행 본·지점을 연결하여 구축(06. 11.)한 나눔과 봉사의

네트워크로서 2009년에는 총 5억원을 지원하여 12,032세대에 백미

와 부식물품 등을 전달하였고 보살핌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망노인

의 집, 베들레햄의 집,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에 월동용품과 환아병원

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은 은행사회공헌활동 주간 중 특정일을 은행환경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환경보호를 주제

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한 날 이 날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환경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

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009년 임직원이 반납한 급여를 어린이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였고 보살핌 봉사활동

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중 70여명은 자발적으로 매월 성금을 모아 소년소녀가장어린이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린

이가 우리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사내 봉사동아리 ‘봉실아리(자원봉사 실천 동아리)’를 결성하여 매월 부원들의 급여로부터 모금

되는 성금으로 영세빈곤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연탄 배달,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면서 소외

계층과의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경제교육협의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경제 및

금융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

복지시설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소규모 기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선도하고 은행에 모범이 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14

15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누리면서 사는 세상”
바로 우리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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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이 2009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총 금액은 1조 1,914억원

으로 전년(4,833억원)대비 146%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총 26만 341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였고, 총 28만 7,680명이 은행이 실시한 금융경제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은행권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삶의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은행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확대된 소액서민금융재단에 8,589억원을 기부

또는 출연한 데에 주로 기인하며, 기관별 기부(출연)금은 ‘사회책임금융’ 부문에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 신한·우리·하나·국민·기은 미소금융재단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에 9,655억원(비중 81%)을 지출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술·

교육 분야에 1,589억원(비중 13%),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 529억원, 글로벌 분야에 71억원, 환경

분야에 70억원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2009년 은행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을 보면, 급여 반납, 연차휴가보상금 반납, 모금활동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

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은행별로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비전 및 목표와 임직원의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쳤다는 데에 의의가 있

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해비타트 등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실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운동, 해외난민구호활동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기관별 대표 활동의 세부내용은 ‘Zoom-in’ 부문에 기술하였습니다.

은행사회공헌활동(종합)

2006 2007 2008 2009

사회공헌활동 금액 변동 추이 2009년 사회공헌활동 금액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200

150

100

503,514 3,924 4,833

11,914

억원
단위 : 억원%

사회공헌활동금액                          전년대비증감률

내   용

사회공헌활동(A)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미소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출연

기   타

소   계(B)

계(A+B)

금   액

금
융
소
외
계
층
지
원

3,325

893

534

430

6,726

6

8,589

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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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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

여 사회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협력팀을 통해 경영전략 전반에 사회책임경영을 연계하여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

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신한은행은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홈페이

지인 ‘아름다운 은행(www.beautifulshinhan.co.kr)’의 ‘사랑의 클릭’ 코너를 통해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며, 임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후원금이 급여통장에

서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발족한 이래 전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신한은행 봉사단 (단장: 이백

순 은행장)'은 '더불어 사는 행복, 커

가는 기쁨'이라는 슬로건 하에 문화

재지킴이 활동, 사회복지시설 자원봉

사, 인간사랑 실천참여 캠페인, 결식

아동 지원, 사랑의 연탄/김장 나눔,

긴급 재해복구 지원 등 릴레이식 나

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장학사업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도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신한

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장학재단과 금융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신한은행 희망재단'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 학술

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장학사업으로 매

년 소년소녀가장과 특수학교 장애학생

130명에게 장학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

고 있으며, 해외장학사업으로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한인 동포자녀

들에게 매년 3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신한은행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자연친화적인 내용의 수목표찰 부착을 통해 등산객들의 자연보호의식

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연과 인간의 조

화', '자연환경 훼손현장 고발'을 주제로 환경부 후원 하에 매년 '전국환경사진공모

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공

간을 주민참여 공간으로 바꾸는 한평공원

조성사업, 영업점 인근 하천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하천정화활동 등 내실 있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2005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재 보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

민들에게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무

관심 속에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 음악상 제정, 신한갤러리 운영

을 통한 기업 메세나 활동을 실천하고 있

으며, 농구단 운영 및 비인기 체육종목 지

원 등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신한은행은 2009년 4월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캄보디아에서 구순구개열(언청

이) 수술 및 일반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9월에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반 의료 활동 및 한

국문화전파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민간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에서는 현지

인을 위한 자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여 지역사회 내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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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소외계층 지원행사 1,435 5,191

어린이 금융교실, 새터민교육 287 1,044
(46,470)

국립공원 수목표찰, 환경사진전시회 6 5,485

신한음악상, 문화재지킴이, 

비인기종목 후원　
28 3,314

해외자원봉사, 현지법인 자체 공익활동 9 905

1,765 15,939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임원 자원봉사

어린이 금융교실 학습장면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2009여자프로농구 3년 연속 통합우승 장면

2009년 캄보디아 의료자원봉사

총괄 사회협력팀장

•부서총괄기획
•전략/홍보 
•자체사업
•대외협력 •후원/협찬

CSR

•농구단 총괄 운영

에스버드농구단

•신한동해오픈
•스포츠 마케팅/후원
(비인기 종목 후원 등)

스포츠마케팅

•박물관/갤러리 운영
•박물관 사료 관리
•갤러리 전시 기획

박물관/갤러리

사회책임 경영 조직

‘job-S.O.S 4U 프로젝트’는 고객과 은행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公義로운 은

행”으로서,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신한은행의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로서 ‘S.O.S(Sharing of Shinhan)’는 일자리창출(job-sharing)과 이를 통한 사회적 고통

분담(pain-sharing)의 의지를 표현한 이름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프

로그램’과 ‘사회적기업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시

행에 필요한 370억원의 재원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반납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대상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시 해당 인력에 대한

급여를 1년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약 350억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총 3,000여명

의 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은 취약계층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회계관리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20억원의 재원으로 (예비)사

회적기업이 회계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회계전문인력 교육비와 1년간의 급여를 지원하

게 됩니다.

11월 28일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와 연계하여 실시되었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전국 저소득 가정 4천여 세대에 김장이 전달

되었습니다. 

‘사이버자선경매’는 신한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애장품을 입찰받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낙찰 금액은 저소득층 겨울나기 비용으로 전달되며, ‘사랑의 클릭’ 역

시 ‘아름다운 은행’을 통한 임직원 사이버 모금활동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클릭’ 및 ‘사이버자선경매’ 등으로 모금된 6천6백 여 만

원의 성금은 전국 소외계층 150 여 세대에 겨울나기 비용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말연시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닿

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 프로그램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한 임

직원들의 유대감 및 마인드 제

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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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공의(公義)로운 은행'이라는 CEO의

경영철학 하에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은행업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학술교

육, 자원봉사,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공

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을 통

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로 인한 성과

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장을 단장으로

한 ‘신한은행 봉사단’ 운영, 사회공헌활동의 종합

커뮤니케이션채널 ‘아름다운 은행(www.beauti-

fulshinhan.co.kr)’ 사이트 운영, 지역사회 요구사

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한 VOC(고객의 소리) 운영,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CSR을 기업문

화화하기 위한 월간 CSR e-뉴스레터 발간 등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고객의 참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업시민정신을 추

구하고 있으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08 249 233

177,978 495,073 414,667

29,112 19,058 12,328

20,513 14,467 7,487

8,036 4,564 3,175

A1 A1 A2

A- A- A-

A- A A

2 2 2

1 1 1

81.8 88.5 90.5

15,703 15,914 15,939

503 1,090 1,765

2 4 4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이백순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866개

1897년 2월

10,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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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O.S 4U 프로젝트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Zoom-in

공의(公義)로운 은행, 신한은행



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CEO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新CS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를 선도

하는 1등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와 고객중심의 CS문화 전파, 선진화된 CSI 조사·평가 체계 구축

을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과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제를 수립·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모

든 가치의 중심을 고객만족에 두고 ‘고객만족’과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고객과 시장의 요구와 정보수집 체계 강화 

신한은행은 2009년 1월 ‘모바일 고객만족도 조사’를 도입 하여 매월 2만 5천명의 고

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만족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매주 영업

점에 CS이모티콘을 통해 제공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신한 CS문화전파  

고객만족경영 전파를 위해 2007년 중국청도, 북경지점, 신한은행 중국유한공사, 무

석분행, 천진지행에 대한 CS교육을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캐나다 신한은행,

2009년 상반기에는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 2009년 하반기에는 신한은행 아메리

카 현지법인에 대한 CS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상황에 맞게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교

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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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자 2008년 1월 UNEP FI, 같은 해 5월 UN Global Compact 등 환경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이후 해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CDP 5 서명기관에 가입한 이후 매년 갱신을 통해 서명기관에 가입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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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본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본점 및 각 지

점에서 집중적인 에너지 관리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

진 방안을 수립하여 은행 내부의 낭비요소를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

하기 위해 부서별로 에너지 절약 담당자를 지정하고 10% 이상의 경비절감을 목

표화 하는 등 근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본점 및 환경개선공사 대상 지점의 조명과 간판을 고효율 친

환경 제품인 LED 조명으로 대체하고 있고, 2009년 하반기 완공된 성수동 합숙소

에는 LED조명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약56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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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직원의 실수, 시스템 오류 등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불편사항 중 금전적

인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보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이 예상되는 고객불만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객불만 발생 원인 및 변수를 분석하여 일기예보처럼 품

질관리 시스템(FOCUS)에 게시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령에 의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

고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

•임직원에게 고객정보보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회사 정책 및 서비스 운

영에 대한 고객 의견 적극 수렴

•직원의 위규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기준 개정 및 조회동의서 신설·운영

•은행거래로 불편을 겪고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직원의 응대와 고객의

만족도를 피드백하여 고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변함없음을 재 확인시

키는 제도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의 말씀(VOC: Voice of

Customer) 시스템 개선·운영

•민원처리 노하우 공유, VOC 3 STEP 경고카드 발송, 민원다발 영업점 민

원 컨설팅 제도 실시

•고객의 말씀 및 각종 CSI 조사 결과를 정책,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 특별대책반을 구성(부부장 및

차장급)하여 영업점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로 고민 센터나

본부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CS교육

팀과 연계하여 민원 사전 예방 교육도 실시

•모든 공시물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

•준법지원부는 법규 준수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과장 및 허위 내용을 엄격

히 통제

•공정거래 법규, 방송광고심의 규정, 광고자율심의 규정 등을 준수

민원보상 
전결권 
제도

고객불만 
사전예보제

고객
정보보호

LOVE CALL
제도 

VOC 본부 
상담창구 

운영 

CS위원회 

현장 밀착형 
민원 해결 

프로세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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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행적인 CS문화 확산 추진  

금융권 최초 운영 중인 ‘CS역량진단 프로그램’은 ‘고객이 평가한 서비스 수준’과 ‘직원

스스로 진단한 본인의 서비스 수준’의 GAP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고객 요구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CS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연계하

여 직원 CS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전행적인 CS추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참여하는 즐겁고 신나는 CS추

진을 위해 상담 스크립트 경진대회인 ‘요런땐 요렇게’, ‘찾아라! 신한 미소천사’ 등 다

양한 CS붐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객불만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현장중심의 CS경영 추진 

신한은행은 ‘고객불만 사전 예보 등록 제도’, ‘찾아가는 불만Care’, ‘사후관리 프로그

램’ 등 고객불만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3단계로 관리되는 ‘불만Care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VOC 분석결과는 매월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 되고

있으며,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분기별 ‘CS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하고 있습

니다. 2006년 9천 3백건이던 불만VOC가 2009년에는 4천 8백여건으로 약48% 축

소되는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공익 추구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지원펀드, 지역상생보증펀드 조성에 참여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 통장) 사업’의 계좌 운영기관으로서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기

술습득, 창업비용 및 주거마련 비용 등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

편 경제 금융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 외에도 ‘신한솔라파워론’, ‘신한

녹색성장대출’ ‘모교사랑 정기예금’,

‘모범납세자 우대통장’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니즈에 부합하는 상

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신한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184억원을 출연하

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68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월 100만 원, 연간 1,200

백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고용지원프로그램’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반

납한 임금을 재원(350억원)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1,178개 업체에서 2,980명

(2009년 9월 기준)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개

최한 '우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중 총 3,371명이 일자리를 얻었

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포스코와 함께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으며, 인천시 및 경기도

와 함께 GM대우와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

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금융

신한은행의 ‘희망愛너지적금’은 에너지사랑실천 서명을 한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

공하는 적립예금으로서 2009년 12월 30일 현재 가입금액이 3,579억원을 돌파하

였으며, 에너지 절약 의식고취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9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에

서 전국은행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자금을 지원하

는 “신한솔라파워론”과 녹색성장기업(그린 에너지 관련 업종 및 저탄소·고효율 신

성장동력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하는

“신한녹색성장대출” 출시를 통해 2009년 한해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에 1,190억원,

풍력·폐열·우드칩열병합발전 및 폐기물처리에 904억원 지원하였습니다.(2009

년 12월말 기준 환경금융 누적액

4,416억원) 아울러 정책자금인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8,898억원을 지원함

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녹색은행으로서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신한은행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부문에서 투명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World-class 은행이 되기 위하여 CEO의 강한 의지 아래, 금융인으로서 준수해

야 할 윤리 기준 및 프로그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주요 업무

의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준법지원부를 통해 윤리경영제도 및 문화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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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의지를 확인하고, 윤리규범 내실화를 위해 홍보 자료 발간 및 윤리준법 교육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 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

습니다. 2007년 6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임직원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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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리스크를 감축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지침 및 법규 준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shinhan.com) 내

윤리경영과 이전에 발간된 사회책임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114명의 전임감사를 선발하여 수도권 영업점 515개로 확대 배치

•자점검사시스템을 통합하여 자점검사 업무를 강화

•국외점포 준법감시업무 지침 제정 및 감시 활동 지원

•자금세탁방지 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금융거래

보고 관리 및 교육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감축 

•은행업무 중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목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실행체계 구축, 편람 제

작, 행동지침 제정,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운영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담당

•공정거래 고위험 본부부서 대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룹사간의 부당지원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 내부거래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

•기업활동 전반에 윤리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윤리준법 의

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윤리실천서약 및 윤리준법 퀴즈대회

등을 포함한 ‘윤리경영 BEST Festival’ 을 개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개선 및 참여율 제고, 윤리경영 홍보책

자 ‘행복해요 윤리! 도와줘요 준법!’발간 

•윤리경영 우수사례 대내외 전파 등의 활동을 실시

전임감사자 

제도

고객확인

의무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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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운영

신한녹색성장대출 출시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은 인간사랑(Humanity), 행복추구(Happiness), 희망실현(Hopefulness)을

통해 ‘함께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 금융’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

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 임직원 자원봉사 정착을 통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우리사랑기금’ 재원

확충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그리고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우리은행은 2009년 8월 한 달을 ‘헌혈의 달’로 정하고 본점 및 영업점 직원 680명

이 참여한 ‘릴레이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006년 대한

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약정’을 맺고 혈액이 부족한 매년 8월 임직원들이 헌혈 캠

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

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기에 처한 소아암 환자를 돕

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한 헌혈증 300장과 치료비 1,000만원

을 서울성모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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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 부문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미술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우리나라 미술교

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5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

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의 미술 꿈나무 4만여명이 참여하는 우리미술대

회는 4~5월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예선

과 본선을 통해 1,000여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기 수상자

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미술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실력

을 겨루는 등 우리나라 미술인재의 등

용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환경 부문

우리은행은 2009년 4월 1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 남산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성장 기원 ‘남산 식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1사 1산 남산 가꾸기 은행’

으로 지정된 이후 15년째 식목행사 및

남산가꾸기 운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

우리은행은 이날 창립 110주년에 맞춰

녹색 유실수 110그루를 심었고, 남산

을 찾은 시민들에게 녹색식물이 담긴

화분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우리은행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클래식 음악 저변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자체, 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을 순회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고 있는 ‘찾아

가는 음악회’는 2009년 1월 9일 서초구

민회관 실내악 공연을 시작으로 총 62회

의 실내악 및 교향악 공연을 선보였습니

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금천장

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등을 직

접 찾아가 소외계층들이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우리은행은 ‘외국인 주민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12월 혜화동지점 2층에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작은 쉼터’를 오픈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송금 및 환전을 위해 혜화동지점을 찾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고국의 문화를 느끼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쉼터에는 필리핀에서 공수한 300여권의 필

리핀語 서적과 200여개의 필리핀 음악 CD 및 영화 DVD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9개국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2009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을 개최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은행장
최종의사결정

홍보실

- 자원봉사단 총괄 및

임직원 자원봉사 총괄

- 전행 사회공헌 활동

기획 및 실행

- 우리사랑기금 모금/운영

활동분야▶

주관부서▶

역       할▶

사회책임경영사회공헌

준법지원부

- 윤리강령 제정 및 세부실천

방안마련

- 윤리경영 기획 및 실행

- 사회책임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기획 및 추진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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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1사1어촌 교류활동 실시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 1,050 17,602

•사회봉사활동 채무감면제도 확대 시행

•제15회 우리미술대회 개최

•2009년 어린이금융경제교실 실시
278 (40,380)•학교 및 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1사1산 남산가꾸기 행사
20 3,787

•<저탄소 녹색통장> 수익금 기부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24 0

•한새사격단 운영

•필리핀근로자를 위한 작은 쉼터 오픈
1 0

•2009년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개최

1,373 21,389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마당 잔치 열려소아암 환자를 위해 헌혈증과 의료비 기부

우리미술대회 본선에 참여한 학생들 

남산가꾸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들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 장면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총 계

우리은행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2009년 10월 22일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우리은행과 자매결연을 맺은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

애인 및 인근 지역 저소득 계층 20여명이 의류 및 각종 인쇄물을 생산하는 사회

적기업으로 우리은행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적장애인 미술작품전 지원, 각

종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 구매

확대 및 무료 경영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2001년부터 그동안 축적된 기업금융 노하우와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오

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기업 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

대해 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 사업인 ‘투게더 우리사

랑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

부해 모금하고 있는 ‘우리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업을 통해 매월 10개의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소망의 집’ 욕실개조 사업을 비롯한 총

100개의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총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매월 지원 프로그램을 20개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게더 우리사랑 지원제’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사랑기금’은 현

재 약 6,000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2009년 약 3

억 1천만원을 모금하여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저소득가정 환아 치료비 지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의 바

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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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모두가 행복한 ‘우리 행복 소사이어티

(Society)'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000여개 자원봉사단

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서부터,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어촌을 돕기 위한

농어촌 교류활동, 그리고 국내 여러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이르기까

지 우리은행의 사랑나눔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

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

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고, 실의에 빠진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장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앞

으로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시
중

은
행

|
우

리
은

행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물품 구매에서 무료컨설팅까지 “1사 1사회적 기업 지원” 작지만 큰 사랑을 나눠요 “투게더 우리사랑 지원제”

Zoom-in

투게더 우리사랑 지원제 기부 투게더 우리사랑 지원제 자원봉사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작은 쉼터 혜화동지점에 문 열어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식 결연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전문인력수)(명)

219 245 238

207,886 749,013 439,519

23,377 4,753 10,348

17,774 2,340 9,538

5,985 3,482 2,351

A1 A1 A2

A- A- A-

A- A- A-

3 5 5

5 7 7

85.40 87.49 85.68

12,461 24,995 21,389

268 400 1,373

3 3 3
(1) (1) (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이종휘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940개(해외 50개 지점 포함)

1899년 1월 30일

15,896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의 비전은 ‘우리나라 1등은행(최고의 인재들이 최상의 금융서비스로 고

객행복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CS비전인 ‘고객행복 실현’을 비전, 핵심가치, 우리의 행동규범 등에 최

우선 가치로 반영하여 전 직원과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

정한 고객행복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고객행복경영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우리은행은 실질적인 고객 체감 행복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석부행장이 CCO(최고고객책임자)를 겸임하여 고객의 대변인 역할과 고객행복문

화를 전파하고 있으며,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객행복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대고객 관련 각종 VOC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개점시간 5분전 실시하는 ‘고객맞이 아침행사’는 전 직원들의 고객

행복 마인드 제고와 고객행복 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각 영업점별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오! 해피데이(Oh! Happy Day) 고객행복의 날’ 행사는

‘행복은행’이라는 이미지 전파와 함께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열광 그레이트(G.R.E.A.T)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선진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시

장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과 신뢰를 주는 수

준 높은 대고객 행복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고객만족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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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전 및 전략

우리은행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창출을 위해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역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

해 2009년 7월 <녹색금융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금융연구회>는 산하에 녹색경영 연구분과,

녹색산업 연구분과, 탄소시장 연구분과를 두고 시장조사, 비즈니스 모델 및 상품

개발, 프로세스 구축 등 녹색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통장>, <우리사랑 녹색기업대출> 등 환경관련 상

품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1사 1산 남산가꾸기운동>

등 임직원 참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가꾸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우리은행은 2009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행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하절기 반소매 티셔츠를 전 직원이 근무

복으로 착용하여 여름철 사무실 냉방온도를 섭씨 27~28도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

간 이외 승강기 운행을 절반으로 줄임과 동시에, 사무실 절전과 화장실 및 복도 등 공

용부문 전등 50% 소등, 퇴근시 사무기기와 전산기기 대기전력 차단 등을 통해 에너

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2006

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함과 동시에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 및 이행 보고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우리은행은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행내 기안문서 전자결재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등 친환경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일반

복사용지 대신 재생 복사용지를 공동구매·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제품 사용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은행 서류봉투 및 이면지 재활용, 종이컵 사용 자제, 페이퍼

타올 1회 1장 사용 등 물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경영

우리은행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해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전

국을 돌며 지자체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우리은행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0일 광화문에서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대장정은 10월 우리

은행 우수고객 모임인 명사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제주도 15km 하이킹과 제주특별

자치도 자전거 300대 기증, 그리고 매월

한 개 지역을 돌아 2010년 5월 서울에 도

착하는 것을 끝으로 16개 자치단체에 총

5천여 대의 자전거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행복경영’ 선포 및 •고객행복경영의 필요성 및 당위성, 비전 공유·전파

‘고객행복헌장’ 제정 •대내/외적으로 고객행복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및 의지표명

CCO (최고고객책임자) •고객중심 마인드 형성 및 고객행복경영문화 전파(수석부행장 겸임)

고객 매니아 그룹
•‘점포장 + CS매니저 + CS리더’로 구성

(Customer Mania Group) •CS개선 활동시 점포장 스폰서 역할 및 리더십 발휘로 
실질적 개선활동 전개 

고객행복추진 위원회 •대고객관련 각종 VOC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고객 Care 24
•고객불만 발생시 영업점장 주관 24시간 이내 해결

•영업점장에게 소정의 ‘현금실손 권한’ 부여

소비자불만자율관리 •신상품 및 신제도 사전심의, 제도개선 추진, 민원해결 및 

프로그램(CCMS) 예방 노하우 공유 등

고객맞이 아침 행사
•업무개시전 고객맞이행사를 통한 전직원의 고객행복마인드

제고 및 고객행복문화조성

‘Oh! Happy Day!’ 실시
•고객행복의 날 운영을 통한 대고객 ‘행복은행’ 이미지 제고 

(전 영업점, 매월 1회)

행복파트너를 찾아라
•고객행복 실천 우수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전행적 

CS분위기 조성

민원해우소 •영업현장 민원해결 우수사례 및 고객감동 사례 공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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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녹색금융연구회 창립총회 열려 풍력발전단지를 찾은 녹색금융연구회 회원들 

자전거 국토대장정

비전 및 전략

윤리경영이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을 말하

며, 좁은 의미로는‘CEO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

과 악을 구분해 주는 판단기준과 도덕적 가치기준과 관련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과

정’을 말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은행과 관계있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관계를 정립하고 은행이 윤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념

을 담고 있는 ‘우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적 행동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법규준수 프로그램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윤리경영

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우리은행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법규준수매뉴얼을 제정 운용하며,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연수프로

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및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

의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공

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준수 촉진을 위하

여 편람 제작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준법감

시 활동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분기 1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공익 추구

우리은행은 2009년 12월 17일 저신용,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활과 생활

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미소금

융재단>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는 별도로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했고, 매년 1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2009년 1월

자원봉사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하였고, <우리 이웃

사랑 대출>, <우리 이웃사랑 근로자생계보증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잇

따라 출시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우리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012억원을 출연하

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2,1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2009년 10월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우리다이아몬

드클럽, 우리은행 비즈니스클럽, 중소기업청 등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은행과 클럽 회원사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협력기업 상생대출>과

<대기업상생보증대출>을 통해 글로

벌 경제위기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우리은행은 2009년 10월 20일 <저탄소녹색통장> 판매 수익금 17억원을 서울

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부된 수익금은 서울시의 저탄소 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탄소녹색통장>은 고객의 자

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8월 출시한 환경관련 금융 상품

으로 10월 20일 현재 22만여명이 가입했고 잔액이 1조 8천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자전거정기예금>, <우리사랑 녹색기업대출>, <우리

RFID/USN론> 등을 출시해 국민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 유도 및 녹색기술기

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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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및 윤리·준법성 심사를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자

질 향상 및 윤리·준법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도덕성을 갖춘 내부변호사 1인을 직원의 비윤리적 제보 전담하는

“옴부즈맨”으로 위촉, 내부 제보자들의 자연스러운 제보를 유도하여

정도 영업 지원　　

윤리 및 법규준수관련 10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기본과 원칙 준수 서

약”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기본과 원칙 준수를 서약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 전 부문에서 ‘클린계약제’를 시행

하여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업무상 의사결정, 마케팅활동,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활동 등 

순수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준수와 실천

여부에 대한 20개 지표에 대하여 자신의 실천지수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제도

업무지식이나 이해도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4지 선다형 10

개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전직원이 분기별로 1회씩 참여

분기별로 지정된 윤리실천테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부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이를 실천하고 Ethics-Day에 

전직원이 실천과정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윤리의식 및 실천

의지 함양

윤리적격성심사

(Fit&Proper) 제도 

윤리경영 

옴부즈맨 제도

기본과 원칙 준수
사이버 서약식

클린계약제

윤리경영실천 
자기진단

윤리준법 

자기점검

윤리실천테마 및 

Ethics-Day 실시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우리미소금융재단 상담모습

24

저탄소 녹색통장 수익금 17억원 기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자전거 정기예금’

우리미소금융재단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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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SC제일은행의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이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있

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한국 최고의 파트너’로서 SC제일

은행는 다음의 7가지 지속가능 경영 원칙에 따

라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지속가능성 7대 원칙

·책임성에 기초한 판매 및 마케팅 

·금융서비스 접근성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금융 

·금융범죄 대처 

·좋은 일터 

·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ㆍ공익부문

SC제일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명제 아래 건강한 지역 사회

를 건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기부 문화의 새로운 지

평을 연 한사랑나눔캠페인, 한국적 상황에 맞춰 재해석된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술ㆍ교육 부문

SC제일은행은 2009년 5월 어린이경제교육단을 창단하였습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의 명예퇴직자 34명으로 구성된 어린이경제교육단은 유년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금융 상식과 경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3-6 학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이해부터 소득의 원리, 바람직한 소비와 저축 등 기본 경제 금융 개념을 강의하였습

니다. 어린이경제교육단은 2009년 한 해 92 곳의 초등학교, 주민센터, 복지관에 출

강하여 총 31,883 명의 초등학생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어린이

경제교육단의 교육내용은 이러닝으로

만들어져 SC제일은행의 홈페이지를 통

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SC제일은행의 임직원과 가족 800 명은 2009년 3월 서울 강북구 소재 ‘북서울 꿈의

숲(구 드림랜드)’에서 가족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6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드림랜드 부근을 대형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울시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식목행사이며, 환경보호에 관

한 SC제일은행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C제일은

행은 9월 시각장애우들이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서

울 숲내에 향기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일

반시민과 장애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

는 체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SC제일은행 2009년 3월 코리안 아이 - 문 제너레이션(Korean Eye - Moon Gener-

ation)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코리안 아이는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현

대 미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대미술 유망주 31명의 작품은 한

국을 비롯하여 영국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SC제일은행은 이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2009년부터 한국 국가대표 럭비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한국 국가대표 럭비팀의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 럭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은행장

Corporate Identity team
(Sustainability Manager)

-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침 및
플랜 수립

- 세부프로그램 실행

- 파트너쉽 구축

- 임직원 참여에 대한 독려와 
커뮤니케이션

Sustainability Committee

Corporate Affairs

Here for green Committee

-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방향

설정과 결정

- 자원 확보와 배분

- 활동 범위에 대한 정의

-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

사회공헌

시
중

은
행

|S
C

제
일

은
행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사회책임 경영 조직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한사랑나눔캠페인 등 98　 2,165

어린이경제교육단, Living with HIV 등 12　 (64,883)

북서울 꿈의 숲, 그린 해비타트 등 3　 1,085

국가대표 럭비팀 후원, 
Korean eye 미술 후원 등 

3 -

Seeing is Believing, 

필리핀 태풍 관련 수재의연금 등 1　 350

117 3,600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어린이경제교육단의 경제교육 강의

북서울 꿈의 숲 식목행사 봉사활동

코리안 아이 전시 한국 럭비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약정식

SC제일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02년 금융권 최초로 한사랑나눔캠

페인에 가입하여 올해로 9년째 캠페인에 참여하는 최장수 기업입니다. 

한사랑나눔캠페인은 매월 임직원들의 월급에서 차감한 일정금액과 은행의 매칭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직장 모금 캠페인입니다. 이 캠

페인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

니다. 

SC제일은행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42억 3천만원의 금액을 모금·기부하였으

며, 2010년도에는 총 616,840,000원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약

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건강, 환경, 교육, 아동청소년 지원 등 한국의 지역사회를 지원

하고 SC제일은행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CEO 겸 SC제일은행장은 ‘SC제일은행이 올해

로 9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사랑나눔캠페인

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기

부할 것’ 이라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

인 나눔의 실천의지를 표

명하였습니다.
한사랑나눔캠페인 약정식

SC제일은행은 정부의 Green Growth 기조에 발 맞추어 친환경 사

회공헌 활동인 그린 해비타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소득

층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해비타트 활동에 더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계하여 후원하는 그린 해비타트로 저소득층 지원은

물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SC제일은행 임직원은 건축 봉사에 참여하여 나누는 봉사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2010년에도 그린 해비타트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은 물론 녹색금융을 실천 할 예정입니다. 

Green Habitat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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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기업이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철

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대한

민국의 우량은행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성

장의 사회적 결실을 다시 재분배하여 지배구조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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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함께한 직장 모금운동의 모범 : 한사랑나눔캠페인 그린 해비타트(Green Habitat)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52.0 75.7 67.9

111,512 472,616 344,802

3,708 5,443 5,076

2,799 4,069 4,326

917 1,381 1,572

A2 A2 A2

A A A

- -

3.4 1.64 5.51

61 39 126

89.3 83 85.4
(CSI) (CSS) (CSS)

953 2,678 3,600

17 60 117

1 1 2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리차드 힐(Richard Hill)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379 개 

1929년 7월 1일

6,360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고객만족도 1위 은행)

‘고객중심주의’ 실행

상품 기획, 개발단계에서부터 고객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영업점 직원의 창구서비스

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행 업무의 중심에 ‘고객’ 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객이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천하는 은행이 되자는 목표 아래 모든 직원들은 다음

과 같은 고객헌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절, 신속, 정확한 서비스 

•둘째, 금융 니즈에 대한 솔루션

•셋째, 고객의 은행 관계에 대한 보상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대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영업점별로 다음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VOC, 당행과 타행 미스터리 쇼핑 등의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 품

질을 측정

-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점 CS

향상프로그램’을 운영

- ‘즐거운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

는 취지 아래 은행 내 FUN-Service 문

화구축

예) 캐릭터 데이: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

기 위해 캐릭터 복장을 입고 고객을

응대  

비전 및 전략

SC제일은행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객,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스탠다드차타드는 기후 그룹(The Climate Group) 및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회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 또한

다양한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이산화탄소 저감과 은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9년 한 해 녹

색 가능성(Green Possibilities)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행적으로 진행된 캠

페인을 통해 환경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

며 임직원들의 습관 개선을 단계적으로 유도하

였습니다. 또한 중간 관리자급의 직원을 녹색 대

사(Green Ambassador)로 선임하여 부서내에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경영 

SC제일은행은 2009년 10월 국내 최초로 친환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친환경

통장에는 친환경 마크가 표시되며, 친환경통장 사용을 통해 연간 1,000 그루의 나

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통장은 재생펄프 공정시 신생지 생산보다 에너지를

20%~80%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할 수 있으며 폐기 소각시 일반통장 대

비 메탄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정기예금 신규 가입시 고객이 통장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No

Passbook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No Passbook 제도는 통장 미발행으로 낭비

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통장을 만들거나 소각 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효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09년 8월에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

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전 업무차

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녹색 가능성 캠페인

캐릭터 데이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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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2010년 2분기 완료를 목표로 고객헌장 도입 추진

특정 직원/영업점에 대한 고객의 칭찬/불만에 대하여 개인별

서비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포상

영업점당 1명의 서비스리더를 선발하여 해당 영업점 서비스품

질 향상을 관리

고객의 적절한 금융파트너로써 ‘고객 니즈 충족, 투명성, 적절

한 자문, 상품실적, 판매 후 서비스’ 등 고객의 입장에서 공정

하고 적절하게 처리

각종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칭찬, 불만, 제안) 등은

‘VOC통합관리시스템‘에 집중되어 최대 3영업일 이내 처리하

는 것을 목표로 함

고객 니즈에 대한 해결 및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상

품, 서비스, 고객 불만처리, 우수고객, 콜센터 서비스 등에 대

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접점 직원이 고객에 집중하여 탁월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연2회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 실시

고객헌장

서비스마일리지

서비스리더

공정한 
고객대우 실천

고객의 소리
(VOC)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내부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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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친환경통장

공익추구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Seeing is Be-

lieving 캠페인을 통해 저시력자들의 시력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

해 시력회복 수술은 물론 실명예방을 위한 약품 제공 및 안과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NGO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안과진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임직원들과 시각장애우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은 다양한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1억원의 시력회복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SC제일은행 임직원 230여명은 2009년 10월 11일 세계 시력의 날(10월 8일)을 맞아

하이 서울 마라톤대회 10km코스에 시각장애우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시각장애우

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이번 하이 서울 마라톤대회에서 임

직원 90명은 90명의 시각장애우들과 짝을 지어 달리며 파트너십을 체험했습니다. 더

불어 마라톤행사에서는 저시력자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모금된

기금은 관련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전 세계적인 질병인 에이즈의 퇴치 및 건

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Living with HIV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10년의 노

하우를 통해 만든 HIV/AIDS 교육자료 및 이러닝을 무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올바른 정보의 전달 및 HIV/AIDS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Living with HIV 챔피언들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국제리더십학생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에 HIV/AIDS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에이즈의 날(12월 1일)에 에이즈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가두 캠페인에 참여

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대중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였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09년 12월에 국제리더십학생단체(AIESEC)와 함께 대학생 AIDS

예방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

법과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SC제일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81억원을 출연하

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억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비전 및 전략

SC제일은행은 변화된 국내ㆍ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3년 10월 14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성장과 더불어 윤

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은행을 목표로 2006년 6월 1일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였

습니다. 

SC제일은행은 Speak-up, Code of conduct, 내부 관리시스템 강화 제도 등을 임직

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직원이 이러닝을

통해 업무 수행 시의 올바른 행동 규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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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우와 함께 한 하이서울 마라톤 대회

세계 에이즈의날 행사 참여 스탠다드차타드의 HIV/에이즈 이러닝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이 당행 거래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

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유가증권불공정거래방지 규정 및 준칙」에

의해 월, 분기, 반기 별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유가증

권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부로 보고 

임직원이 법규 및 은행규정에 대한 위반, 사기 또는 범

죄 행위, 기타 은행의 평판에 해가 되는 행위가 실제 일

어났거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화, 우편,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하여 직속상관이나 부

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는 제도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행동강령을 규정한 행동 지침서로써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임직원이 준수해

야할 행동 규범 제시  

신입 직원의 필수과정으로 준법감시 및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를 2시간 동안 교육(Off-line)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성희롱예방준칙에 의거

년 1회 실시(On-line 및 Off-line 교육)　

준법감시업무 준칙 14-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준칙 28에 의거 년2회 실시(집합교육), 전 임

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위한 행동 규범 제시

(이-러닝 필수과정)

전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위한 행동 규범

제시

전임직원에게 건강과 안전, 사회적리스크, 보안관리와

의식 등을 교육(이-러닝 필수과정)

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고

객주의의무, 영업점준수사항 등을 교육(이-러닝 필수

과정)

새로운 리스크체제 구축(Basel 2)과 관련한 교육

(이-러닝 필수과정)

임직원의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내역 점검 

및 보고 제도

내부 신고 제도

(Speak-up 제도)

Code of conduct

제도

신규채용자 적응교육

(Country Induction Course)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기교육 실시

행동강령 및 

준법감시규정

SC제일은행 업무기초

102과정

자금세탁방지

바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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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창사 이래부터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

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여’라는 하나은행의 경영 미션 아래 나눔 은

행, 문화 은행, 푸른 은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국내 거주 외국인 120만 시대를 맞아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문화 가정 관

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

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다문화 강점을 가진 글로

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이중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하나 Kids of Asia’ 프로그램

을 2008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2009년

인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양국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양국어 병기 동화

책 제작 사업을 꾸준히 펼쳐 총 5만여

다문화 가정에 본 도서를 무료 배포하

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를 지원하는 하나사랑봉사단 

하나은행 임직원 본인과 가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적립해 생활

이 어려운 장애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2009년 연

말에는 관계사, 지역본부별, 봉사팀 리

더들을 중심으로 하나더하기 사회봉사

활동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펼쳐 하나은

행 영업점 인근 지역사회를 보듬는 다양

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최근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하나푸르니 어린이

집을 국립 운영 시설로 위탁 받아 신길동에 건립하고,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정 비

용을 매년 지원하며 선진 보육 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길 하나 푸르

니 보육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지역 사회 양육 문제 해결에 기여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신규 필요 지역에 두 번째 푸르니 어린이집 시설 건립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하나은행은 2009년에 총49회차를 맞이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 가짐과 보호 수

칙 정보를 나누고, 환경을 노래하는 하나 푸른 음악회를 대전과 부산에 개최하여 지

역 주민과 함께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가졌

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미술 재능을

키워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한 초등학

생 대상 미술 공모전 ‘하나 자연사랑 전

국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올해

로 17회째를 맞이하여 연 평균 4만명 이

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환경 관련 대회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하나은행은 문화은행으로서 고객은 물론 대중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문

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고

급 미술 작품 관람이 가능한 하나사이버갤러리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다양한 주제의 극 형태로 연출되는 클래식 음악회를 무료로 4년째 총 30여회 진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문화 컨셉으로 구성된 하나은행 사외보 계간지는 대형 서점

에서도 판매되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돕기 활동에 기부하는 등 문화를 통

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 전자 금융 교육 실시 

금융 이용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거래 활성

화와 금융 관련 각종 서비스 사용을 위한 무료 전자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외국인 지원 단체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마다 각 지역 외국인 지원 단체 사

무실에서 실시되는 이 교육은 급여 해외 송금, 국내자금이체와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

기 사례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건강한 금융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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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사랑봉사단 지역밀착형 봉사 활동, 공익신

탁상품, 하나푸르니보육시설, 노인 요양 시설

하나케어센터 

하나어린이경제교육 뮤지컬, 어린이 경제 교육

포탈 사이트 운영, 꿈의 미술실 지원, 대학 발전

기금 후원,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운영

녹색발바닥 캠페인, 푸른음악회 하나 자연 사

랑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 아름다운 숲 찾

아가기  

하나여의도클래식음악회 , 하나클래식 아카데

미, 서울시립교향악단 후원 , 하나사이버갤러리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금융 전자 교육, 다문

화가정 지원 활동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총 계

1,412 5,659

582 (18,116)

7 510

62 -

2 85

2,065 6,254

하나 Kids of Asia

활동분야▶

주관부서▶

역       할▶

사회책임 경영 조직

지역사회, 공익 경제, 문화 환경 교육 공익재단

사화공헌팀
(하나금융지주)

홍보팀
사무지원팀

홍보팀
인재개발부

경영관리부
법인영업부

하나금융공익재단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운영

하나미소금융재단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

하나고등학교
학교법인 운영

자원봉사
공익사업
대외후원

경제교육
문화공헌활동

대내외환경
관련활동

학교 및
장학후원

CEO

CSR 담당 임원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하나사랑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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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선진 교육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 양

성을 목적으로 서울시 최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였

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감성, 덕성, 지성을 갖춘 창의적 세계인으로 양성하고

자 우수한 교사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로 교육, 교육 과정의 특성화, 방과

후 학교의 차별화,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됩니다.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내 위치한 8,000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공동체

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전교생 수용 가능한 기숙사동과 특별 교과 과정 및 단

체 활동 등을 위한 교실, 체육관, 콘서트 홀 등 첨단 시설로 최고의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자에게 교

육 기회와 풍부한 장학금 수혜 제도 등을 제공하며, 공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

성이 가능한 선진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

상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창립 초기부터 시작된 환경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

4월 ‘발로 뛰는 그린뱅크’를 선포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경영으로 기업을 넘

어 국가와 지역과 함께 하며 고객과 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을 제공

하는 “발로 뛰는 그린뱅크”는 하나은행만의 환경친화경영프로그램으로, 매월

‘차 없는 날’ 동참 대중 교통 이용하기, 우리나라 하천을 찾아 유해 식물을 제거

하는 ‘하천사랑 발바닥 릴레이’, 임직원들의 만보 걸음 걷기를 통한 환경기부금

조성과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신용대출 고객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0.3℃대출 적금’ 등 환경금융상품 운영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

호 활동 캠페인이 연중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업이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이자 시

민사회 구성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기

업시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책임과 의무 수행의

중심에 사회공헌활동을 두어야 한다는 뜻에서 ‘공

동체를 위한 기여’라는 하나은행의 미션을 두고 창

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나눔 은행, 문화 은행, 푸른 은

행이라는 세부 테마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하나은행

의 사회공헌활동들은 사회의 실질적 필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임직원의 자긍심

을 고취시키며, 대외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높임

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선순환

의 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 하나 더하는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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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세계 인재를 키우는 하나고등학교 발로 뛰는 그린 뱅크, 녹색발바닥캠페인

Zoom-in

발로뛰는 그린뱅크 하천사랑 발바닥 릴레이하나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입학식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16.9 146.6 135.5

103,974 353,663 245,464

15,997 5,647 3,622

10,515 4,744 2,739

4,387 1,488 878

A1 A1 A2

A- A- A-

A- A- A-

1.5 2 1.5

61 59 27

84.55 85.63 86.19

4,901 2,004 6,254

350 631 2,065

- 2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김정태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654개(해외4점포 포함)

1959년 12월1일

10,326명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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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창립 때부터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고객만족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되는 가치라는 것을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

다. 하나은행의 4가지 미션 중 하나인 금융파트너로서 고객만족 추구를 위해 “우리

는 평범함과 타협하지 않고 탁월한 CS에 끝없이 도전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는 평범하거나 우수한 정도가 아닌 탁월한 수준의 고객만족 활동을 지향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고객만족 은행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은행은 현장위주의 CS Cop 학습과 서비스아카

데미 활성화, 서비스 기준의 전파 및 교육,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위원회 운영, 고

객불만 사전 예방 활동을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객접점 현장에

서는 아래의 고객서비스 7대 지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7대 지침

1)고객에게 하나은행의 생동감을 자신있게 표현하라

2)다정하고 따뜻한 눈길로 고객을 맞이하라

3)스스로 고객을 도우라

4)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라

5)지체없이 서비스를 원상회복 시켜라

6) “손님의 기쁨”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7)모든 고객에게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현장 고객만족 활동의 중심, CS리더 제도의 운영 및 교육

- 찾아가는 CS연수 : 임점 컨설팅, 임점 연수의 연중 실시

- 고객을 응대하는 영업점 직원들의 마인드 업 프로그램 1박2일 드림캠프의 운영

- 신임 관리자, 신임 책임자의 서비스리더십 과정 

고객만족경영

시
중

은
행

|
하

나
은

행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비전 및 전략

하나은행은 문화 은행, 나눔 은행과 아울러 푸른 은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발로 뛰는 그린뱅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녹색 발바닥』

캠페인을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

업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

진하였습니다. 기업 내부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과 고객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그 외 다양한

환경 친화적 경영활동을 통해 비용 절

감을 꾀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와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본점 중심으로 벙커 C유 또는 등유를 사용하던 난방시설을 전기 난방시설로 전환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 온도 조절, 엘리베이터

저층 운행 제한과 매월 첫 영업일 차 없는 날 시행에 따른 대중 교통이용 활성화 캠페

인 추진과 노후된 사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카로 대체 구입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행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하나은행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내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보고 문서 없이 전자 문서 및 USB

활용 보고하기, 이면지 및 재생용지 복사지 사용, 행내 이용 서류 봉투 재활용 사용,

재생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프린터 잉크 제품 사용, 유해 물질이 전혀 안 쓰인 친환

경종이로 제작한 하나은행 쇼핑백 사용 등의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경영

하나은행 임직원들은 녹색발바닥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행적인 임직원 참여 환경 친

화 활동인 「걷고 기부하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발적으로 만보계를 차고 10보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금을 모아 회사의 매칭그란트 기부금과 함께 총 74,055,808

원을 UNEP 한국위원회의 ‘세계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아이티 긴급 구호자금으

로 월드비전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경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엄격한 고객정보호지침의 제정과 교육을 통한 고객정보 보호 노력

•본부 및 영업점의 서비스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진단, 피드백

을 통해 접점 고객 응대 수준 개선

•고객이 칭찬하는 CS우수 직원을 on,off라인 통해 관리

•직원이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하나 자주 발생가능한 고객응대

•부족 사례를 매월 고시하여 집중 모니터링 실시

•고객의 칭찬,제안,불만을 신속히 접수하여 피드백하는 시스템

•하나은행 심볼마크의 의미와도 같이 국내 최초 고객을 찾아가는, 뛰어

가는 의미에서 움직이는 영업점을 운영

•기업은 고객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음악회,

클래식 연주회 무료 초청 공연, 숲 찾아가기 행사 등 매년 실시

고객정보보호 

서비스품질관리

명예의 전당

하이라이트CS

VOC

움직이는 하나은행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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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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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익 추구

‘하나행복나눔신탁’ 공익신탁상품 운영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원금과 이자수익금, 또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익금에 대한 기부가 가

능한 공익 신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조성된 수익금은 교육환경이 어려

운 학교의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 육영사업과 결식아

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복지와 교

육  사 업 에  사 용 되 며 , 1971년 부 터

2009년까지 29회차에 걸쳐 총 103억

3천여만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710

개 기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하나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385억원을 출연하

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7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자영업

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무

료 ‘경영진단 컨설팅’을 시작했습

니다.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얻

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리는 자영

업자들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이

며, 이를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

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토대

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컨설팅 시스

템을 구축했습니다. 은행의 축적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동업종 매출액, 투자수익법률 등

평소 잘 몰랐던 경영성과를 객관

적으로 평가해주는 ‘항목별 분석

지표’ 등 자신의 사업에 대한 타

당성 및 사전에 창업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지

표가 담긴 경영진단보고서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하나은행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하나솔라론’을 출시하여 태양광발전

소를 건설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완공 및 운전 개시

후, ‘발전 차액 지원제도’에 의하여 15년간 정부 구매대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의 환

경 산업 관련 대출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하나 -0.3℃ 대출 상품을 2009년 4월부터 출시, 운영하

였습니다.

사회책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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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내부직원제보 및 제보자 보호제도

•윤리강령 알리미 제도

•유가증권 거래 1% 점검 RULE  

•윤리경영 Best Practice사이버교육

•윤리적 의사결정 우수사례 공모와 포상

•준법감시 담당자 교육(집합교육)

•각 부실팀점 자체교육

•신입 및 승진시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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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기금전달

공정거래교육윤리경영 사이버연수

비전 및 전략

도덕성과 인간존중의 정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업무자세 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991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1년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조직 공통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SR의 국제

표준화(ISO26000)에 대비하고 조직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9년 4

월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수준으로 윤리강령을 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윤리경

영시스템을 향상시켜 윤리경영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법규준수

하나은행은 업무 및 거래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하여

2006년 12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CEO의

공정거래자율준수선언 및 홈페이지 게시(2007. 1. 25)를 실시하였습니다. 반기 1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결과를 은행

장과 이사회에 반기 1회(연 2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컨설팅 프로세스

반기1회 정기 실시

윤리강령 위반등 위반행위 발생시 알림

근무시간중 거래내역 점검(매 3개월)

전임직원대상 정기교육(년 1회 이상)

그룹웨어에 우수사례 게시(년 1회)

전부점 1명 지정 운영(년 1회)

준법감시담당자가 교육(주1회이상)

신입 및 승진자 대상 채용 및 승진시 교육  



35

학술·교육부문

KB국민은행은 소외 아동·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KB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KB영어캠프’는 저

소득 청소년, 도서· 벽지 어린이 등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영어캠프 체험을

지원하며, 2009년까지 약 1만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중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100명의 청소년에게는 1년간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풍납캠프에 ‘KB Bank체험

관’을 조성해 은행 객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국 26개 공부방을 선정하여 대학생 학습멘토와 학습교사를 통한 맞춤형 성적향상 프

로그램 ‘KB희망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직원 300명으로 구성된 ‘KB그린 경제교육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문

아시아를 대표하는 Green Bank를 지향하는 KB국민은행은 2009년 2월 녹색금

융사업단을 발족하여 에너지 절감을 비롯한 경영효율화를 전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탄소시장 형성에 따른 녹색금융시장에서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인 KB탄소배출량 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을 위

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3,000억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

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KB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ㆍ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문화공간인 국립극장 리노베이션을 지원하여 2008

년 4월 공공 공연장에 민간기업의 이름을 붙인 국내 첫 원형극장인 청소년 전용극

장 ‘KB청소년하늘극장’을 개관하였습니다. 국립극장과 연계하여 ‘청소년공연예술

제’ 및 청소년예술캠프 등을 후원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과 영세자영업자

가족 등 17,700여명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었습니다. 특히 2009년 청소년공연예술제는 서울 이외에 지방 중소 5개 도

시에서 열린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였습니다. 또한, ‘KB박물

관노닐기’를 통해 청소년에게 박물관 관련 교육 및 전국 박물관 관람 등을 지원하

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축구팀ㆍ사

격팀 운영, 휠체어 농구대회 후원, 여의도ㆍ영등포공원 농구 코트 및 골대 후원 등

을 통해 국내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KB국민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무대를 국내로 한정짓지 않고 아시아 글로벌 뱅크

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B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의

활동 이외에도 ‘KB한글사랑나누기’를 통해 세계에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한

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및 카자흐스탄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된 한글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 등에 한

국어 어학실을 설치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국민

은행 사회봉사단은 2008년부터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씨엠립 빈민지역에서 주택 신축 및 보수, 아동 목욕봉사,

병원 도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KB국민은행-다일도서관’ 건립도 후원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처럼 물적 지원 뿐 아니라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 빈

곤국 주민의 교육 및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분야▶

조직▶

사회공헌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협력지원부 준법지원부 녹색금융사업단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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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원봉사의날, KB사랑의김장나눔, 

KB행복한밥상, KB작은도서관, 1,128 39,469
KB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기금 출연, 

불우이웃돕기 성금

KB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 

KB그린경제교육봉사단, 88 934

학술·연구 활동 후원

녹색자전거지원, Eco-Tree Campaign, 

KB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5 1,408

환경문제 교육을 위한 공연 및 

체험전 후원

KB청소년하늘극장 청소년공연예술제, 

KB박물관노닐기,  안동하회마을 등 68 -

문화유산 가꾸기 지원

KB대학생해외봉사단, KB한글사랑나누기, 

KB한글배움터, KB국민은행-다일도서관 28 30

건립지원, 아우인형만들기

1,317 41,841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문화·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KB국민은행 사회봉사단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회공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

속적인 사회공헌’,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

해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

한 후원을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분야로 정하고 교육학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

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사회공헌을 통하여 나눔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은 매년 전 부점이 동시에 전국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KB자원봉사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

15,000여명의 임직원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등 다양

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KB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해 전

국의 소외지역에 18개의 작은도서관 및 책놀이방 조성을 후원하여 지역사회 청소

년의 소통공간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를 아시아 소외지역에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라온아띠(Raonatti)는 ‘즐거운

친구들’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합성어로 2009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

국에서 45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총 6개월로 1개월 간

의 국내훈련을 마친 봉사단은 각 현장에 투입돼 5개월 동안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교육, 급식 지원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무더

운 날씨와 낯선 환경으로 고생하던 단원들은 이내 주민들과 친한 친구처럼, 이

웃처럼 어울려 지역사회 개선에 함께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라온

아띠 활동은 철저한 사전준비, 원활한 현지협력, 지속적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국제자원봉사활동 관련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총 60명의 봉사단을 2회로 나누어 1년 내내

활동할 계획으로 KB국민은행은 아시아 소외지역에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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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다

가가는 사회공헌’을 모토로 선도적인 사회공헌 모

델을 개발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

는 것은 물론,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밀착형 자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2006년

을 사회공헌 활동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공헌 전

담부서 신설, KB국민은행사회봉사단 확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인프라를 강화한 것은 기업시

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굳은 의

지의 표현입니다. KB국민은행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후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보다 공평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막

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나

눔을 실천하여 나눔에서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글로벌뱅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국가고객
만족도(NCSI) 조사

고객

만족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사회
자원봉사자 수(명)

공헌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전담직원수

(명)

218 262 256

212,818 443,796 287,348

42,334 18,114 7,030

27,738 15,108 6,358

17,560 6,475 246

Aa3 Aa3 A2

A A A

A+ A+ A+

12.4 5.3 2.6

460 584 531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54,863 54,648 41,841

531 898 1,317

4 6 6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신
용
등
급

사랑을 나누는 글로벌뱅크,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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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KB행복한밥상

Zoom-in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프로그램인 ‘KB행복한밥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850여명의 전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에는 임직원들

이 모여 식품선물세트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식품선물세트

에는 각종 찬거리, 간식 등 먹거리와 함께 계절별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물

품을 담아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

습니다. 또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돕는 것은 물론 필

요시 사회복지사의 1대1 사례관리를 통하여 보다 심화된 형태의 심리적 지원

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는 영업점 창구에 설치된 저금통을 통

하여 고객 및 직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기금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에 투입하는 등 기업, NGO,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사회공헌활동으

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강정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205개 (해외점포 8개 포함)

2001년 11월 1일

26,004 명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 1등, 서비스 명품 은행”이라는 CS비전 아래 CEO의 강력한

고객만족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CS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 임직원의

서비스 변화 노력을 통해 NCSI(국가고객만족도)조사 은행부문 4년 연속 1위,

KCSI(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조사 은행부문 3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장기·안정적인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KB국민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KB국민은행은 국내 최고의 고객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40

년 우수고객 초청행사, 장기거래고객 우대프로그램 지속 실시,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

한 Fun CS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서 ‘서비스 최우수은행’

을 뛰어 넘어 확고부동한 ‘서비스 명품은행’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전 및 전략

아시아를 대표하는 Green Bank를 지향하는 KB국민은행은 글로벌 이슈인 지구

온난화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2월 녹색금융사업단을 발족하여 에너지 절감을 비롯한 경영효율화를 전

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탄소시장 형성에 따른 녹색금

융시장에서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ㆍ조선일보 주관 ‘조선일보환경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ㆍ한국능률

인증원 주관 ‘글로벌녹색경영대상’ 수상,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 기후

변화대응 우수기업 금융부문 섹터 리더상’ 수상 등 외부에서도 환경경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KB국민은행은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이산화탄

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인 KB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KB-CEMS, KB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KB-CEMS를 통

하여 은행 전체의 전기, 유류, 도시가스, 상수도 등 배출원별 이산화탄소량을 관

리, 모니터링 함으로써 저탄소 경영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전자화 및 업무처리 디지털화 프로젝트(PPR, Process and Paperless

Revolution)를 통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 실명증표 스캐닝 및 전자문서가 중심

이 되는 Paperless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점

및 영업점 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조명시설인 LED조명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차량이용 감소 및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를 도입하였습

니다. 녹색금융ㆍ경영에 대한 직원 및 고객의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녹색금융ㆍ경

영 홍보용 만화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임직원 스스로 환경문제를 자각하

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비용절감 생활실천 2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

며, 여름철 냉방을 줄이기 위한 반팔 티셔츠 근무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임직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B국민은행은 녹색경영을 통해

자체 탄소배출량 감축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영효

율화 및 내부효율성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녹색 금융

KB국민은행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

상으로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3,000억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

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녹색산업 관련 분

야 육성과 함께 기업 및 개인의 친환경체계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금융’에서 설명한 상품들 이외에도 E-mail 카드명세서 이용, 온라

인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Eco-Banking 등 다양한 녹색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친환경 생활 유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함께 식목행사인 Eco-Tree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KB그

린경제교육봉사단을 운영함으로 녹색금융 지식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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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전영업채널에 대해 매년 고객의 기대수준과 경험수준을 파악

하여 서비스 평가모델을 재구성

매월 본부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관리지표

(Vital Few)에 대한 Tracking을 통해 결함개선 및 수준향상을

유도

적극적인 소비자보호개념을 도입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고 고객의 불만사항을 24시간내에 해결하는 「Speed 고

객감동 24Hr」프로그램 운영

2005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CS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부점에서 CS활동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

도록 CS성과관리자 및 CS리더를 선발하여 양성

고객의 의견과 영업점 직원이 본부부서에 제기하는 불편 · 불

만 의견은 즉시 회신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내 · 외부 고

객만족도를 동시 제고

내부 CSI

조사 제도

CS 종합관리 

시스템

(Vital Few)

소비자보호(민원) 

업무 운영 시스템

고객만족 교육 

및 운영 시스템

VOC / VOE

운영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KB국민은행은 저소득층ㆍ저신용층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

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초년도분

10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고, 향후 5년간 총 500억원까지 확

대할 예정입니다. 타은행 및 기업재단이 서울ㆍ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한데 반해, 당행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재단의 주사무소를 설치

하였으며 미소금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지역에서 미소금융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대전ㆍ충청권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으로까지

사업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KB미소금융재단과 함께 제

도권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실질

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활동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

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겨Queen 연아사랑적금’, ‘KB내고장사랑카드’, ‘KB

연아사랑 Gift카드’ 등 다양한 공익상품을 통하여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975억원을 출연

하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

을 통해 1,9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KB국민은행은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62.7조원의 원화대

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형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자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KB소상공인특별자

금지원 협약대출’을 출시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9,061억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 ‘특별출연협약

보증부대출’을 시행하여 1조 128억원의 대출지원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융지원

이외에 재무ㆍ세무, 경영전략, 인사조직 등 ‘기업경영컨설팅서비스’와 가업승계기

업에 대한 ‘가업승계컨설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KB국민은행은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고객들의 친환경생활을 유도하고, 녹

색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7,500억원의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이자의 1%

를 녹색성장 관련단체에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공익형 녹색금융상품인 ‘Green

Growth e-공동구매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2월부터 국

내은행권 최초의 포괄적 녹색산업 대출상품인 ‘KB Green Growth Loan’를 출시

하여 2,543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동 상품은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각

종 금융서비스를 우대 지원하며 대출이익의 0.5%를 녹색성장 발전기금으로 기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KB Green Growth 카드’, ‘녹색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은 녹색성장을 은행의 신성장동

력 발굴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비전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2001년 통합은행 출범과 동시에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인식

하여 윤리강령을 제정 · 선포하고 임직원 법규준수행동기준을 제정 · 시행 하는 등 국

내 은행권에서 선도적으로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2004년 말 임직원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임직원

행동기준으로서의 국제적 수준인 IBP(International Best Practice)를 선포하였는

데, IBP란 고객, 직원, 주주 관점에서의 윤리적인 행동양식 및 규범으로서, 초우량 세

계 선도기업의 경영이념과 운영방식에 의한 윤리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업무수행 중 윤리적 가치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KB국민은행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법규준수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의 내부통제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금융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자금세탁방

지 관련 AML위험관리시스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준수 교육실시 및 자율점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법규준수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 개개인은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실천의지

의 담보를 위하여 매년 첫 영업일 서약을 실시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 또는 기업윤리 저촉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경

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은행이 발주하는 제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과 공급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줌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고객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 받은 경우 반환 또는 신고 후 기부하여야 함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여신신청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시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5단계로

구분, 비재무 항목으로 평가 함

준법감시인은 민원 처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및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장 및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 

부점 및 개인이 실적증대를 목적으로 비윤리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

우 업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평가를 받아왔으며, 자체 자가진단지

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윤리경영에 대한 자가진단과 Feed-back

을 실시 

※지식경제부 주관 ‘국내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

(KoBEX SM)’에서 2년 연속 AAA 등급 평가

다양한 교육채널 및 직급별, 수준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부점은 연 1회 자체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및 사이버 성희롱 예

방교육 실시

윤리강령 실천 

서약제도

올바른 제보

청렴계약제도
(국내 은행권 최초 도입)

선물 등 수수 

신고제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제도

윤리경영실천기업
여신우대제도 
(국내 최초도입) 

민원 등의 처리결과

모니터링

윤리경영 부문 

업적평가 반영

윤리경영 수준 

자가진단

윤리경영 직원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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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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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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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은 2005년 말 은행권 최초로 자선 공익재단으로서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설

립하였습니다. 이는 앞서가는 은행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회적이며

수동적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발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영속적인 체제로 추진

하기 위해 은행 조직과는 별도로 비영리 자선 공익재단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1후원 결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 2,156명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여 5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국내외 총 736명의 불우

아동에게 연간 2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나눔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외환은행은 지역아동센터 교사 초청 2박 3일간 경제교육 실시로, 소속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미술체험 교육 및 영어 체험 캠프, 소아암환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정대상

학교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223명, 국외 240명,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국내 장학생 중 4명을 선발하여 8

주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 부문

외환은행은 1사1산 가꾸기 운동 등 내실 있는 환경보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외환은행은 매년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

고, 조성된 수익금은 주위의 불우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외환은행은 ‘세계 속의 외환은행’이라

는 슬로건 아래, 국외 외환은행 장학금

지급 사업을 전개하였고, 캄보디아, 몽

골 지역주민 총 1,640명에게 ‘Free Eye

Camp’사업을 통해 무료 개안수술 및

사회공헌

시
중

은
행

|
외

환
은

행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외환은행 나눔재단 앞 출연,

군부대 위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장애아동시설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대상 환은장학금 지급, 

영어캠프, 경제교육,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프로그램,

새터민청소년 멘토링 및 교재발간 지원 등

1사 1산가꾸기 운동 전개

제 21회 송년음악회 개최,

불우 청소년 문화공연 관람, 

영화예술체험 캠프, 

난치병 소아돕기 기금마련 콘서트 지원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의료지원,

홍콩 국제학교 설립 기부금, 

국외 외환은행장학금 지급, 

저개발국 무료개안수술 지원,

국외 빈곤아동을 위한 필리핀 해피홈스쿨 개설, 

국제 빈곤아동 질병퇴치 백신개발 성금 지원,

KEB나눔예금 가입고객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특수전사령부 위문 사랑의 김장나누기

1사 1산 가꾸기 운동

환은 장학금 수여식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지원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총 계

765 1,549

10 (1,337)

- 262

2 -

14 13

791 1,824

이사회

이사장

상근이사

사무국장

기 획

감 사

외환나눔문화협의회

총 무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외환은행은 공익재단을 통해 전 임직원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큰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보람’이라는 캐치 프

레이즈 아래, 정기적 기부활동인 「사랑의 열천사 운동」과 「국내외 불우아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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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나눔재단은 2009.12.15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KBS 주관 제1회 대

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에서 다양한 아동복지 및 장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

가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2005년 말 은행권 최초의 자선 공

익재단인 외환은행나눔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

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고, 일회

적이며 수동적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발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영속적인 체제로 추진하고자

은행 조직과는 별도로 비영리 자선 공익재단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전문화된 재단을 통해 전 임직원

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며 『나눔경영』에 앞장

섬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한편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 하는 은행”으로서 한

국이 세계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

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작은 사랑 큰 기쁨’, ‘나누는 기쁨 섬

기는 보람’ 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사랑의 열

천사 운동』 과 『국내외 불우아동과의 1:1후원 결

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큰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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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다가가는 외환은행 사회공헌

외환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사랑의 열천사’운동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 기부

에 동참하며, 모아진 기부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아동, 저소득층 가정,

장애우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

로 구성된 ‘KEB 사랑나누미’는 긴급재난 시 구호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우

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설, 추석명절에는 ‘전행적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외환은행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공동으로 저개발 빈곤국에 지역아동

센터인 ‘해피홈스쿨’을 개설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빤차사리지역

에 1호, 2008년 베트남 빙푹성지역에 2호 개설에 이어, 2009년에는 필리핀 파

롤라지역에 3호 해피홈스쿨을 개설하였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과 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은행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저개발 빈곤국 지역아동센터, 외환은행 ‘해피홈스쿨’

Zoom-in

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

사랑의 헌열운동해비타트 해외봉사

해피홈스쿨해피홈스쿨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82.0 103.7 96.3

87,627 227,305 163,882

14,116 11,538 7,152

9,609 7,826 8,917

5,556 3,849 -1,086

A2 A2 A2

BBB+ BBB+ BBB+

BBB+ A- A-

6 6 6

12 12 12

1,159 1,356 1,824

42 256 791

3 3 5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래리 클레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400개(해외 47개 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

1967년 1월 30일

7,365명

신
용
등
급

2등급(양호)
(금융감독원)

2등급(양호)
(금융감독원)

2등급(양호)
(금융감독원)

Free Eye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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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비젼은 고객만족 경영의 리딩 뱅크로서 타 기업의 Benchmarking 대상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외환은행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고객만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직원의 응대태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 교육과 민원예방교육을 분리하여 실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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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의 응대태도로 인한 고객 불만 접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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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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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외환은행은 다양한 친환경 상품 개발과 더불어 환경 친화적 경영 활동을 추진하여 비

용 절감은 물론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외환은행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법인 이용계약

을 체결하여 임직원들의 출장 시 철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외환은행은 임직원 명함 재질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목재 펄프 종이에서 친환경 용지

로 교체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명함 제도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규정 및 지침의 위반 또는 업무 처리상 과오, 직원의 대 고객 서비스 실패

로 인해 민원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경고서한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예방 및 VOC 활성화에 공로가 큰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의 포상

제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시의 적절한 현금 보상을 통해 초기에 신속하게 민원 확대

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관련직원 앞 민원예방, 고객만족 및 다발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집합연

수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3단계 경고제도

포상제도

현금보상제도

민원관련직원 

집합연수 프로그램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환은가족 나무심기 체험 낭비제거를 위한 

Zero Waste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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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은행의 가치를 지속적

으로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계 정상의 초일류 은행으로 도약하

고자 2000년 12월 은행윤리강령과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행

동원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행 윤리강령은 은행이 고객과 주주, 직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

도록 천명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강령은 업무수행의 원칙과 직원 및 고객에 대한 행

동윤리를 규정하고 그 세부 실천사항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면서 임직원의 윤리의

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경영을 상시 실천하고 있습

니다.

법규준수

외환은행은 공정경쟁 및 소비자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

규 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7년 4월 도입하

여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준수 촉진을 위하여 편람 제작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법규준수실태 점검 결과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활동 결과를 은행장과 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첫

영업일에 전임직원이 「윤리·준법실천다짐」 행사를 실시하여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규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은 준수하여야 할 금융관련 법규 등을

법규준수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자율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고, 일선 영업점의 상품판매절차 관련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

여 200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Mystery Shopper Surve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금융소외계층 지원

외환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74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외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와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외환은행은 그린코리보 연동 정기예금을 출시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해당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최대 0.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

용차요일제 참여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자전거 이용고객, 환경단체의 소속 회원인 경

우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캐시백 카드인 ‘넘

버엔 이패스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에코프랜들리 패스(Epass)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공해방지를 실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더불어 넘버엔 휠

로 카드는 자전거를 이용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라이더 고객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

스와 플래티늄 서비스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마이 솔라 파트너론’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상품으로

서 외환은행은 이 상

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새워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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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엔 이패스 카드 조인식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지원 업무 협약식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금융투자상품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불

공정거래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함으로써 고객과 임직원

을 보호하고 은행의 자산 및 여신운용의 공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

직원 금융투자상품거래 관리세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KEB 조직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자정(自淨) 제도인

KEB신문고는 은행권 최초로 “외부 Ombudsman”을 선임하여 이사

회의장 직속기구로 운용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금융업무

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 등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제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포

상 등의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점부서와 영업점의 성과평가 시 사회공헌활동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함으로써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영업일에 전 임직원이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경

제적 책임을 다할 것과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

규준수를 생활화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할 것을 다짐하

면서 임직원 스스로가 법규준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실천의지를 제고

토록 하기 위하여 법규준수자기진단(CSA)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매년 윤리경영관련 Cyber 연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윤리의식 제고, 법

규준수 등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매주 사내 RBS TV방송을 통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제도

KEB신문고 제도

사회공헌활동 

평가 제도

법규준수자기

진단 실시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성차별예방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KEB 나눔예금 가입고객’의 국외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고

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나눔재단 주최로 실

시한 ‘제1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에서 모범가정상, 사회봉사상, 효행상, 청소

년봉사상, 특별상 부문 등 총 18명이 수상하였으며, 이들에게 상금과 친정방문 등의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의 바람직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버엔 휠로카드 출시

민원예방사례집KEB고객센터

다문화가정 한국역사문화 체험캠프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제4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나눔과 기

여의 날' 행사를 갖고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주택 중 10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와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 어린이 공부방 ‘방과 후 교

실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 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 조합

신나는조합은1999년 씨티재단 연계로 ‘그라민트러스트’ 교육훈련에 참가한 이후,

2000년 씨티의 후원을 통해 그라민은행 한국지부 격으로 민간 차원의 빈곤퇴치활동

을 위한 국내 최초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씨티는 2005년 신나는조합이 주최한 ‘국제 마이크로크레디트 심포지움’, 2007

년 ‘해외스터디투어’ 후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한국적 마

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 사업’을 후원해 왔습니다.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 사업’이란 전세계적으로 빈곤퇴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 사업으로 2010년 2월 모형발표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연구의 결실을 맺

었습니다.

4) 참신나는일터 - 수다공방

2008년 10월 고용 창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사단

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의류 생산 작업장 ‘참신나

는일터 - 수다공방’을 설립해 서울 장충동에 첫 번째 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2009에는 참신나는 옷의 안국동 1호

매장 개점을 지원하는 등 한국씨티은행

은 일터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터에 안정적인 일감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5)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숨은 여

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여성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 2003

년부터 시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1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에

는 대상에 황연대 전 장애인진흥복지

회 부회장이, 젊은 지도자상에 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이, 그리고,

2009년에 새롭게 제정된 특별상에 말

리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이 각

각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6)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 돕기 캠페인

한국씨티은행 여성위원회는 해마다 유방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돕기 캠페인을 통해 1,335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유방암

환자 5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

비전 및 전략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건실한 비영리단체와 협

력하며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여성, 다양성, 지역사회발전,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

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씨티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 믿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직원들이 직접 금융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1)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

고 2009년 기준, 12년간 600여명의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19세대를

건축하고 총 12억여원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12주년을 맞은 2009년에는 ‘씨티 가

족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개최하여 대전에서 일주일 간 2세대의 집을 지었습니다. 

2)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주역 양성을 목표로 기

획되어 2006년 시작된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

한 NGO 단체의 실무자들을 통해 인턴교

육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4년째를 맞는

2009년에는 총 70개 NGO단체, 120명

학생들의 인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

금까지 총 미화 786,500불(원화8억5천

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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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009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106 645

•한국여성지도자상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돕기

•미소금융 등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 9.0 205

•석세스 프로그램
(58,756)

•그린씨티 - 우리동네 숲만들기 캠페인
1.7 180

•한국씨티은행 - 아름다운 토요일 등

•자선콘서트, 사회적기업 후원 등 5.3 -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 1,900

122 2,930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2009 대전 해비타트 건축 현장 - 직원자원봉사자

제 4기 나눔과 기여의 날 행사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지원협약식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개발 발표회

참 신나는 일터 1호 매장 오픈기념

2009년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씨티은행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소비자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한국YWCA와 함께 2006년부터 지

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ㆍ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전

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금융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

바른 이해와 소양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금융교육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920여명의 한국씨티은행 직원자원봉사자들과 YWCA 강사들이

학교특강, 토요학교, 협력학교, 방과후 학교, 씨티은행지점에서 금융교실을 진

행하였으며, 전국 초/중/고등학생 18만 명 이상이 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

다. 또한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금융교실, 협력학교 교사교육 등을 통해 본 프

로그램이 소개되었고, 약 15만권의 교재 및 학습자료 배포를 통해 명실공히 국

내의 대표적인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년 중 하루를 정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

램으로 2006년 이후 전세계 직원들이 매년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씨티 계열사의 임직원 7,300여명(연평균 1,800명)이 지

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소래포구, 청계천, 탄

천, 남산, 서울숲 등지에서 환경보호활동을 진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또는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그린씨티, 클린씨티(Green Citi, Clean City)”라는 구호아래 24개

지역에서 41개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42

한국씨티은행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공헌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건실한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활

동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비영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

부기관 등과의 다영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너

지 효과를 내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

을 부각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고 발

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6.9 62.7 52.4

85,834 417,673 197,853

6,041 5,517 4,322

4,680 4,259 3,113

1,802 1,568 1,244

A2 A2 A2

A A- A-

AA- A+ A

3 2 5.5

44 31 27

1위 1위 1위

3위 2위 4위

1위 1위

2,163 3,052 2,930

18.3 35.3 122

4 4 4

662 68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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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Money’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GlobalCommunityDay)

Zoom-in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낙엽쓸기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남산 르네상스행사

고객을 최우선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은행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소나무 비료주기YWCA 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후원 협약식한국씨티은행 영업점 금융교육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하 영 구

서울시 중구 다동 39

227개

1981년 9월 17일

4,562명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수(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서비스모니터링

(당행측정/5개시중은행)

NCSI

농협경제연구소 

주관 NPS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총투자금액(억원)

전담직원수(명)

은행 금융교육
강사수

고객

만족

사회

공헌



비전 및 전략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씨티의 일원으로서 한국씨티은행은 가장 존경 받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은 세계적으로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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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전략

(글로벌 그룹비전) 씨티는 금융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슈

에 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해결안을 찾아내어 우리의 고객과 기업이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부 뿐

만 아니라 씨티의 고객과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와 청정 기술이 상용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씨티는 내부의 에너

지 절약 “그린 프로젝트” 와 시장 활동 및 고객 거래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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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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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수거함을 제작하여 각 개인에게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폐지 재활용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폐지분리수거를 통하여 작년까지 모은 재활용 폐지량은 424 ton

이며, 이는 490 ton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30년된 소나무

7,438 그루를 베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부터는 서울그

린트러스트와 ‘폐지모아 숲 기금’ 기부 협약을 맺고 자원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

고 있으며 이 수익금은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에너지절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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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시행 이후 약 2억 4,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였으

며, 2010년도의 절감 목표는 전년대비 약 1%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요 실

행 건으로는, 1) 추가근무 시간 냉난방을 위하여 건물전체 냉난방 시스템 가동하

였으나, 각층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층에만 가동, 2) 실내 기준온도

조정, 고효율 전등기기 설치, 자판기 및 정수기 등에 타이머 설치, 3) 주차장 전등

소등시간 단축, 점심시간 1시간 사무실 소등, 근무시간 이후 적시 소등, 4) 매월 3

번째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을 “Citi Earth Hour”로 지정하여 주요본부 건

물의 전등 및 간판 등을 소등하는 행사 진행 등이 있습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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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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거래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직원의 이해관계 및 상충문

제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관

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연1회 의무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성차별 

예방 교육

구    분                               내    용

비전 및 전략

한국씨티은행은 “다른 생각, 다른 미래, 한국 씨티(Citi, It’s Different)” 이라는 기조 아

래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

력 있는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영업점 단위로 3주간 직원들 스스로 진행하는 지점 자체 교육과 

점검을 통해 팀웍강화, 일별 미션 수행, 지속적 점검으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영업점 CS 교육 및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CS활동 추진 자로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 및 영업점 고객 니즈에맞춘 CS향상 

방안 개발 및 실천 유도

CS활동 및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별 서비스 수준을 계량화

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관리하여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로 직원들 스스로의 CS 활동에 대한 동기 제공

월 1회 고객감동을 실천한 한국씨티은행의 고객만족서비스 스타를 

선정하는 제도로 고객에게는 우수직원임을 인식시키고, 직원에게는 

동료직원들의 CS멘토로서 자부심과 지속적 자기개발을 유도

영업점별 및 개인별 서비스 수준 파악 및 개선 점검을 통한 고객만족

기반 구축

당행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통해 상품 및 직원들의 문제점 파악하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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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   용

서비스 교육

CS 리더

서비스 

마일리지

CS STAR

서비스 모니터링
및 CSI 조사

(고객만족도평가)

VOC 및 민원

Client First 

캠페인 진행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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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부문

1) 그린씨티(GreenCiti) - 우리동네 숲 만들기 캠페인

각종 청구서를 이메일 청구서로 전환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절약되는 비용을

도심 속 숲 조성에 기부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진행합

니다. 2008년 광장동, 명일동과 2009년 수서동 우리동네숲 조성을 위해 1억 5천여

만원을 기부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추진된 “Save the Earth

Program(폐지재활용운동)”을 통한 수익금도 숲 조성 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2) 한국씨티은행 - 아름다운 토요일

2009년,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과 송파점에서 열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는 한

국씨티 여성위원회 소속 자원봉사자들

이 참여한 가운데 1,000여점의 임직원

기증품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수익금

은 소외된 이웃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

는 풀뿌리 단체 등에 기부하였습니다.

1) 금융소외계층 지원

씨티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최대 후원기업 중 하나로서 지난 25년 이상 전 세계 55개

국에서 250여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과 단체에 6천만 달러이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신나는조합’이 1999년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그라민 트

러스트 교육훈련에 참가한 이후, 2000년 국내 최초로 그라민은행 한국지부 사업 격

으로 민간차원의 빈곤퇴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현재까지 약 8

억 3천여만원의 기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한국씨티은행은 2009년

에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9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저신용

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8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고객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한국씨티은행은 기부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포인트로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씨티카드 고객들은 포인트몰을 통해 한국해비타트에서 진

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못, 페인트, 벽돌 등의 건축 자재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씨티포인트로 결제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그린산타’ 친환경 이벤트 - ‘산타는 녹색옷을 입는다’

집에서 쓰지 않는 재활용가능한 장난감을 씨티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기부하는 고객

들에게 ‘그린산타 테디베어’를 선물로 증정하고, 기부받은 중고장난감은 깨끗하게 소

독하여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그린산타 이벤트’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증정되어 재활

용되었습니다. ‘그린산타’는 산타클로스의 의미를 되새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

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중고장난감을 재활용해 친환경 환원을 함과 동시에 많은 이

의 추억이 담긴 장난감이 또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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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프

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여성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여성기업경쟁력강화 포럼, 여성

기업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1) 차세대 금융인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를 육성하고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 개발을 목표로 전국대학(원)생 우수 금융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150개 이상 대학에서 접수된 작품 중 우수작

122편을 선정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선정된 122편

중 6편의 우수작을 재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과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의 금융전문가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산업으

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 석세스 프로그램 (Success Program)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의 차세대교육 협력사업으로 제정된 ‘석세스 프

로그램’은 교사들이 창의적인 경제ㆍ환경생활 교수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우수 교육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석세스 프

로그램은 학생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소비자, 환경 분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총 888명의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석세스 프로그램의 지원 아래 경제 및

환경 분야에서 독창적인 교육모형 및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

하였습니다.

3) 이화여대  - 씨티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

한국씨티은행과 이화여대는 2001년부터 금융산업 및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꿈

꾸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금융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향후 경력개발

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총17 학기 동안 1,15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

(3학점)를 통해 실무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전수 받았고 210여명의 한국씨티은행 임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석세스 프로그램 시상식

하영구 은행장 미래의 금융산업 특강유명순 부행장 여성금융전문가 특강

그린씨티3호 수서동 우리동네숲 나무심기 행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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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은행상 정립을

위해 경영이념인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한

편, 지역의 문화, 체육, 장학,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사회공헌반」 을 운영하고 있으며, DGB 봉사단

을 행정구역별로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대구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쪽방거주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들을 위

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53만9천장의 연탄을 기부하였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천사나눔주간’

으로 정하고 28개 DGB봉사단과 역외

전 지점이 참가하여 나눔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 위문활동, 대구사랑시민회의 이

웃사랑 창구를 통한 성금 지원 등 지

역과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

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대구은행은 매년 대구·경북지역 소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DGB 어린이

금융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금융나라 소개, 게임으로 알

아보는 화폐와 시장의 탄생, 이자 및 이자율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은 1990년 대구은행 장학문

화재단을 설립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금까지 총 5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대구은행은 2006년부터 지역의 주요 등산로 일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

현수막 부착사업”과 “환경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 희귀 멸종식물과 천연기념물을 보호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복원 등 지역의 자

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대구은행은 1996년부터 지역문화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계간지인 「향토와 문

화」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개설한 ‘DGB갤러리’를 무료 전시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물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

구은행은 매년 어린이 사생대회와 여

성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에는‘제2회 한여름 밤의 COOL음악

회’와 청소년을 위한‘희망나눔 음악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부문

대구은행은 2009년 4월부터 몽골 뭉근머리트 지역에 ‘몽골 DGB 사막화방지숲’

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여명의 임직원이 기념식수를 위해 몽골을 방문

하여 198,348 ㎡에 6만 그루의 낙엽송을 식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조림을 위해 50

만본의 DGB양묘장에 묘목을 양묘하는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

화 가족 금융 멘토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정의 보일러 지원 및 출산비용을 지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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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나눔/김장담그기 행사

•신용회복프로그램 지원  
243 10,021

•전통시장 장보기

•DGB러브 펀드 운영

•장학문화재단 운영(110억원)

•DGB어린이 금융캠프 운영 32
170

•저축유공학생/으뜸어린이 표창제도 
(8,559)

•제1회 NIE 에너지 일기 공모전

•산불조심 현수막/나무이름 달기 1 8,676

•신천/낙동강 가꾸기 행사

•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눔 음악회 개최

•프로야구/프로축구 무료 시민 초청의 날
48 2,630•어린이 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개최

•지역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

•몽골 울란바토르와 뭉근머리트

우물기증 및 대구은행 동산 조성
1

•몽골 유학생 장학금 지원

•다문화 가정 보일러 공사 지원

325 21,497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봉사단 조직별 역할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단

위

봉

사

단

•사회공헌활동전략수립 및 추진

•기부금 심의 및 운영

사회책임 경영 조직 공공금융부
사회공헌반

•대외협력업무 지원홍 보 부

•지속가능경영 업무 통할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 개발
대은경제연구소

구      분 역               할

대구은행DGB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총괄

사회공헌협의회 ·전행적인 봉사활동 심의 및 운영

본부사업본부봉사단
·사업본부 별 봉사활동 지원

·봉사단 별 역점 봉사사업 선정 및 추진

지역별봉사단 ·무료급식, 나눔장터, 연탄나눔 , 장애인 초청  등

역외봉사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내고향사랑운동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봉사활동 전개

개별봉사팀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봉사활동 실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제5회 친구와 함께 만드는 희망캠프

한여름밤의 Cool 콘서트 

대구은행은 2003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지역

사랑운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DGB 러브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

행에서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형태로 출연하여 2009년말 현재 누적 기

준으로 14억원을 조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운동 및 내고향 사랑운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7월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국가보훈가족과 독거노인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 실은 밥차 이동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건강한 여름나기』행사 일환으로 선풍기 200대를

구입해 대구지방보훈청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각각 100대씩 전달하였습

니다. 이외에도 DGB러브펀드 자금으로 김장나누기, 연탄나눔행사, 난치병 어

린이 돕기 나눔 장터, 사랑의 홈런존 성금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대구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대구·경북의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

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운동’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캠페인으로 2009년에는 임직원 약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희망근로상품권 구매촉진 행사에 참여하여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입

하고 판매촉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운

동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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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비전을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세

계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설정하여 재무적 성과뿐

만 아니라 윤리, 환경, 사회공헌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경영 면에서도 세계적인 선도은행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나

눔경영’, 고객과 함께하는 ‘감동경영’, 주주와 함께

하는 ‘가치경영’ 그리고 직원과 함께하는 ‘소통경

영’을 경영방침으로 삼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2년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DGB

봉사단’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은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

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나눔경영의 실천을 통

해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좋은 이웃, 착한 기

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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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러브펀드”로 이웃사랑 실천 전통시장 살리기

대구은행은 소외된 이웃 및 지역과 함

께하는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등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온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2009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자원봉사 우수 단체기업으로 선정되

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서
「국무총리상」수상

Zoom-in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국무총리상 수상
건강한 여름나기 선풍기 증정 사랑 실은 밥차 이동무료 급식

희망을 위한 동행(Together for Hope)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5.4 28.3 27.8

19,319 46,230 28,814

3,648 3,533 2,407

2,608 2,612 1,705

889 747 648

A2 A2 A2

24 26 28

37 45 48

81 89 86

17,560 18,,654 21,497

92 133 325

2 2 2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하 춘 수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118

222개 

1967년 10월 7일

2,822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고객 사랑, 지역 사랑, 대구은행 사랑”이라는 서비스 정신과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

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초우량

지역은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Hi -cs운동을 실시하여 행복전달(H), 이미지변화(I), 내외부고객만족(C), 웃음 가득

한 은행(S)을 위한 전직원들의 기업문화만들기 캠페인 실시

•본부CS캠페인을 실시하여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본부직원들의 적극적 자세 확립

•고객만족 극대화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Best Practice 발굴하여 전직원의 우수

사례로 전파하며, +One 운동을 통하여 각영업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

천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감동 실현

•관공서, 기업, 타서비스기관의 CS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외부교육을 실시하여 당

행 직접 거래 뿐 아니라 타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도 고객감동 실현

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친환경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모범기업이자 지역 대표기

업으로서 전세계 기후변화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환경부문에서의 블루오

션 개척으로 수익기반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녹색금융 모범

은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대구은행은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극 동참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무

절제한 사용이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국내 금융기관 최초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008년 8월 태양광 발전 설비 1호기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반야월지점 건물에 설치하였고, 2009년 5월 경주영업부(경북 경주) 건물

에 2호기를 설치하여 년간 30만㎾h 전력소비량을 감축

2. 옥상 녹화사업 추진

건물의 냉·난방비 절감 및 직원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옥상 녹화사업(녹화 면

적 : 230㎡)을 실시하여 년간 도시가스 사용량 2,200㎥, 전력사용량 18,000

㎾h 절감

3. 우수(빗물) 및 냉방기 결수를 지하 집수정으로 유도하여 화장실 및 정원수로 사

용함으로 연간 약 350톤 정도의 물 사용량을 절감

친환경제품 사용 

에너지 절약형 기기 교체는 노후 시설 교체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

니라 대기오염이나 소음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줄여 나가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1회용으로 사용되는 전산소모품 중 단말기리본과 레이저프린트 토너를 재

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 업무용 동산을 포함할 경우 약

330백만원의 비용 절감을 달성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점 설비 및 각종 전산장

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저소비 친환경 녹색조명

으로 교체하여 전년도 대비 2009년도

전기사용량을 년간 약 3만㎾h, CO2

배출량 13천㎏ 절감 하였으며, 향후에

도 영업점 및 본점 전등을 고효율 저소

비 친환경 녹색조명으로 꾸준히 교체

할 계획입니다. 제7회 한국윤리경영대상 ‘환경경영부문 대상’ 수상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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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외국인과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

외부기관 CS교육 실시로 해당기관의 CS수준 향상

고객불만을 조기에 대응, 개선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는 제도 

고객으로부터 접수 처리된 불만 내용을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결과 및 만족도를 확인하여 Feed back하는 제도

“찾아가는 CS, 행동하는CS”를 통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

하여 CS스킬 전수

각 영업점 상황에 맞는 CS실현을 위하여 차별화된 영업점 

전략수립　

반갑게 고객을 맞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내외부 고객

만족으로 모두가 웃을수 있는 기업문화만들기 캠페인

DGB통역서비스

CS외부무상교육

1일 민원 처리제

Voc 리콜제

영업점 방문 교육

+ONE운동

Hi -CS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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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대구은행은 2009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DGB 희망나눔(Hope Sharing)’ 특

별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해 주고

1년까지 만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준을 새롭게 변경·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

회와의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나눔 예•적금’을 판매하였으며,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DGB희망나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주

관 금융사촌맺기 특집방송 및 금융소외

해소 프로그램 제작사업에 후원하여 저

소득계층 아동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대구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204억원을 출연하였

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223억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구은행은 원화대출금의 66%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 특별자금 지원 및 기업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

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B2B구매자금대출’ 업무를 시행하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특별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 금융

대구은행은 2009년 5월부터 녹색성장펀드 ‘미래에셋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1호’

와 ‘마이다스 그린 SRI증권투자신탁’ 판매·출시 기념으로 판매수익금의 공익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수

익의 10%를 매년 출연해 환경보전 사

업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지원키로 하

였습니다. 또한 친환경기업 및 녹색성

장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외국환업무 수수료 감면등을 지원하

는 ‘DGB Green Loan’을 판매하고 있

습니다.

비전 및 전략

대구은행은 효과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4회에 걸쳐 지침

을 개정하였으며 , 내부통제 업무 강화와 내부회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사고 예

방 및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산출을 통한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매월 1회 “법규준수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관련 법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에 대하여 전직원이 자기점검을 실시하고, 준법감시담당자는 매일 부점별 법규준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본부 및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항목화하여 주기별로 점검하는 내부통

제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항목을 점검함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DGB희망나눔 특별대출 실시

윤리경영 실천 제도 및 프로그램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등 부정한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

해 전직원에 대하여 월(또는 분기)별로 “법규준수시스템”

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 내에서 입력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및 무작위 선정된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증권회사에서 발급한 증권잔고현황

및 거래내역을 수령하여 시스템 입력과의 일치성 확인 및 과

다 거래내역 등을 확인

•윤리실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내부고발자보

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

템”을 구축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STR) 및 강화된고객확인제도(EDD)를 이행 

•직급별 또는 전임직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규, 유형, 처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매년 초 첫 영업일에 전임직원이 윤리준수 실천 서약식 행

사를 갖고 ‘윤리준수서약서’에 전자서명

•매월 하루를 윤리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최근의 윤리경영

이슈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실천행사를 실시

•설날과 추석 명절에 윤리경영 실천 특별테마로 “깨끗하고 따뜻

한 명절 보내기 운동(임직원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을 실시

•부득이 고객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준법감시부내 선물반

송센터에 맡기면 이를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각 영업점과 부서별로 매월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내부직원 제보 및 

제보자 보호제도

자금세탁

방지제도

‘윤리실천의 날’

운영 및 

윤리경영실천 

특별테마 운용

성차별 예방 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48

시
중

은
행

지
방

은
행

|
대

구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업무협약 체결우수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 

녹색성장 펀드 출시 기념 공익기금 조성 협약식

DGB Mobile Bank운영3년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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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한다’ 라는 사회공헌

비전과 ‘Love & Dream! 지역과 나누는 행복한 미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바탕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지역 최대의 부산

은행 지역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부산은행의 중점 추진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및 복지사업’,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사업’,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의

재단사업’,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뉘어져‘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 창조를’

이란 경영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부산은행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출산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

하고, 부산지역 보육의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보육문화 창출을 위해 ‘부산광역시 보

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광역시 보육

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부산광역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

이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되며, 보육도서실, 장난감센터, 실내놀이터, 체험실,

보육상담실, 시간제 보육실, 상설교육장, 맘카페, 출산육아 홍보관을 갖추고 보육정

보의 수집과 제공,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 보육관련 종합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술·교육 부문

부산은행은 2005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어린이 독서경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매월 무료

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독서

습관 정착과 조기 경제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 금융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실시에 맞춰 학생들이 학교에 가

지 않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부산, 경남 인근지역에 대한 문학기행, 문화재답사, 박

물관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학 특집프로그램

으로 금융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부산은행은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정책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운

동의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자전거 1,000대를 해운

대 올림픽 공원과 삼락체육공원, 부산시내 시민 자전거 교실 등 40여 곳에 전달함으

로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화명 시민공원에

‘낙동강 사랑 푸르미 자전거 학교’를 개소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낙동강변을 찾

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자전거 타기 및 고장난 자전거 고치기 강습과 자전거를 빌려 주

고 있으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헬멧과 무릎 보호대도 같이 비치하고 있

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부산은행은 문화예술의 향기 가득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지

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산의 대표적 문화예술 단체인 부산예총과 부산문화재단으로의 기부를 통해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

산은행은 부산육상의 장기적인 발전과 우수인재의 타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부산은

행 육상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육상경기연맹 운영 지원, 육상 신기록

수립선수와 지도자 포상, 육상꿈나무 지원, 골든폴 장대높이뛰기 대회 지원, 각종 마

라톤 대회 지원 등을 통해 체육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부산은행은 낯선 타향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에

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깊어가는 향수

를 위로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사업은 이땅에 살고 있는 모

두가 한 가족이라는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다문화가정의 화합분위기 확산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단
(18개 봉사단)

가족봉사단
(무료급식)

긴급재단구호
봉사단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

부산은행
코스모스회

봉사활동
동아리

CEO
최종의사결정
(지역봉사단장)

지역문화홍보부
(사회공헌활동총괄)
(지역봉사단총괄)

경영위원회
(주요사항의결)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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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러브포인트, 사랑의 집수리, 안

전화장실 만들기, 김장나누기, 연탄나

누기, 사랑의무료급식, 홈헬퍼 파견사

업, 지역봉사단 버스지원 

288 12,751

2 8,059

24 435

1 190

343 21,811

28
376

(4,877)

건강지키기 체성분분석기 지원, 입학축

하 교복, 학용품 지원, 장학사업, up스

쿨 결연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청

소년 금융교육

저탄소 녹색도시만들기 자전거 기증 및

자전거 학교 개소, 나무심기 및 꽃씨나

누기, 꽃밭만들기, 하천사랑운동, 해수

욕장 환경정화, 도심환경정화 

BS부산은행 조은극장 개관, 문화재 복

원 사업, 시민초청음악회,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지원, 육상실업팀 창단, 배드

민턴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결혼이민자가정 고국방문, 아시아공동

체학생 체험활동, 인도네시아 노동자

축구대회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

아 문화축제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단위: 억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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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

부산은행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연극과 뮤지컬

에 대한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의 연극 및 뮤지컬 제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창작연극, 뮤지컬 발굴 및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최초의 네이밍 소극장인

‘BS부산은행 조은극장’을 개관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이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

운동으로 개관한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과 2관은 부산지역의 소극장으로

는 최대규모로 좋은 관람여건을  제공하여 지역민에게 한층 높은 감동을 선사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경제위기 속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지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S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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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 어떤 가

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부산은행

은 사회공헌활동을 핵심가치로 여기며 지역과 함

께,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과 행복

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선포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

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2002년 창단

된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은 전임직원 참여로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시설방문, 환경보전활동 등 릴레

이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기쁨을 공

유하고 어려움은 나누며 좋은 동반자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Beyond the wall(벽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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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문화쉼터 『BS부산은행 조은극장』개관

부산은행은 지역 문화재인 금정산성 보존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문화재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태풍으로 붕괴된 금정산성 북문

복원 및 장군지휘소인 장대 복원을 지원하여 2009년 5월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은행은 이와 함께 문화재 사랑 캠페인과 문화재 청소 등 문화재 사랑을 실

천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성 북문 및 장대 복원』을 통한 문화재 사랑 실천

일자리 창출을 위한 『BS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산은행 조은극장 개관식

금정산성 장대 복원 낙성식

BS 희망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협약식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7.3 29.2 32.0

18,471 36,350 30,851

3,942 3,849 3,172

2,707 2,750 2,451

1,038 1,073 729

A2 A2 A2

- - -

BBB+ BBB+ BBB+

6 6 6

17 17 12

84.8 86.4 89.8

18,180 19,044 21,811

154 159 343

4 4 5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이 장 호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235개 

1967년 10월 25일

2,756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고객중심의 CS를 통한 ‘고객감동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Best Service’를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Best Service, 최고의 친절은

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로 친절한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CS평가

제도 개선, CS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CS 실천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지역밀착 영업과 경쟁력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에서는 ‘고객만족헌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다짐을 마음에 직원들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중심의 CS를 추진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 배점을 확

대하여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Best Service를

목표로 영업점 창구환경 개선과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지능형 창구시스템’을 설치하

여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면 순번대기기에 업무별 또는 창구 직원별 선택을 하여 업

무를 처리하고 CS 우수직원 대해선 국내외연수를 통해 더욱 더 친절한 고품격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미소아카데미’운영 등을 통해

더욱 친절한 고객 응대에 힘쓰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부산은행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환경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진 직속으로 『녹색경영 추진

TFT』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내부의 친환경 문화조성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

이대상 녹색경제교육, 지역 내 환경보호 운동 확대,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역량있

는 기업 발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부산은행은 에너지 및 물자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물자절약

3R (절약 Reduce, 재사용 Reuse, 재활용 Recycle) -YES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운

동의 효율성 제고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각부실점 에너지 지킴이를 주축으로 한 물

자절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으며, ‘물자절약 우수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공단과 저탄소 녹색에너지 문화 구축을 위한 Green Energy Family

상호협약을 맺고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을 전개하여 전년대비 절감한

전력 사용량에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

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민과 함

께하는 나무심기 행사에도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부산은행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

해 유류를 원료로 하는 온풍기와 에너지소모가 많은 에어컨을 에너지절약형 기기

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설치, 백열등과 할로겐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제품사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1회용 종이컵 사용자제를 위하여 전지점 고객 접대용 찻잔세트 일괄 배부, 전

직원 개인용 머그컵 사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유휴동산 재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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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해결 방안을 도

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전행적 차원에서 고객만족도를 향

상시키고자 노력 ☞2009년도 개선건수 : 50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관공서, 학교, 거래처 등에 친절교육을 실시

☞2009년도 교육실적 : 22개 기관, 4,670명

전 영업점에 대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고 고객에

게 직접 평가 받음으로써 더 나은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

은행에 내점한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기

시간지연에 따른 고객불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25일과 월말 등 창구가 혼잡한 날

에는 전 직원이 창구업무를 지원

고마운 고객에 대한 사연을 직원대상으로 공모하여 이를 책

자로 발간하고 직원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에 참

고함은 물론 해당 고객에게는 감사의 상품권 제공

거래감사 또는 생일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직원이 자필편지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송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금융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서 일반 영업점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세무, 상속, 신

용회복, 정책자금대출 등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받아 부

산은행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차원 높고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의견엽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

집된 고객정보 및 VOC내용을 CRM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은행 인트라넷에 등재하여 전직원의

CS마인드 공유자료로 활용

고객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의회 

대외기관

친절교육

CS평가

창구업무
집중근무제

고마운 고객

책자발간

고객감동을 위한
Happy Card 발송

119 금융구조대

운영

고객의 소리

(VOC)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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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절약 12가지

낙동강 사랑 푸르미 자전거 학교 개교식

공익 추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빈곤 기반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목적으로 저소득자의 소액저축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랑자유적금과 BS지역사랑 통장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와 민간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당행은 통장 개설과 함께 일반

고시금리보다 높은 4.6%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입출금 편의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탄소 녹색도시 가꾸기 분위기 확산과 환경보호 등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미래산업인 녹색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클린녹색 예·적금

및 BS 클린녹색기업 우대대출의 운영을 통해 기부금 조성, 금리우대,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녹생성장을 통한 사회책임금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부산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

레딧 사업 등을 위해 177억원을 출연하

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568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산은행은 금융위기와 경제여건으로 일시적인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만기도래한 대출금을 일부 상

환 등의 조건없이 대출만기일 연장 또는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기일 및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사전안내제도’, ‘중소기업 만기연장 등 특

례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유동성 지

원 협약 체결’을 통하여 12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BS

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BS금융소외 자영업자특

별대출, BS조달청 네크워크론 시행, 중

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및 유동성 지원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정부의 『신성장 동력』정책 추진의 핵심인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를 강

화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및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클린녹

색정기예·적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녹

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 ‘BS클린녹색기업 우대대출’ 자원으로 활용되어 미래산업인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가입 고객이 자전거 타기 서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전거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여 주고,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

하거나 친환경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별도의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 상품 만기해지 계좌의 세

후이자지급액의 3%를 기부금으로 적립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사업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12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03년 4월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

으며, 이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준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법규 준수

당행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운영조직, 직무범위, 운영절

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공정경쟁자율준수 프로그램인 준법감시(Compliance)제도는 ①조직면에서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독립성이 보장된 준법지원부 및 각 부실점별 준법감시담당자

가 지정되어 있고, ②내용면에서 윤리경영의 총괄, 윤리준법 교육, 윤리준법준수 자

율점검, 윤리준법준수 모니터링, 위반사례 전파 및 피드백, 위반자제보제도운영, 고

객보호업무에 대한 적법성 점검, 계약의 체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점검, 법규준

수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법규준수실태의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정, 금융상

품안내장 심의, 자금세탁방지(AML)업무, 민원, 법규조사, 내규 제ㆍ개정 처리의 적

법성 심사, 법률자문 및 소송대행,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

충을 방지하기 위한 지분증권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클린녹색예금 우대서비스 협약식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윤리준수 서약서제출

전 부실점 준법감시담당자 집합연수 실시, 신입직원연

수나 직급별 연수시 병행실시, 현장교육, 전자문서전

달교육 등 실시

준법감시부 내에 윤리실천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필요하면 표창·징계를 실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으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제도

휴대용수첩/매뉴얼/업무용다이어리 발간 등

윤리점검·교육 및 위반자 제보를 통한 문제점 분

석·개선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 및

전 직원 대상으로 매월, 분기별 실시

윤리준수서약 

윤리교육실시

윤리실천점검·감사

비리제보제도운영

윤리프로그램홍보

윤리프로그램 평가·개선

지분증권(유가증권 등)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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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경영대상 시상식
중소기업유동성지원업무협약식

GEF(Green Energy Family) 운동 협약식

자전거 기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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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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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실현하기 위해 2006 년 7월 14일 ‘광주은행 지역사랑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지

역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지역별로 나누어 총 32개 봉사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0여 명의 광주은행 전 임직원이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매월 하루를 ‘사랑·나눔 실천의 날’로 정하고 각 봉사단별로 자율적인 참여 아래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지역공헌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공헌사무국」을 신설, 지역은행의 소명을 인식

하고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지역공헌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아

름다운 기업문화를 가진 은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광주은행은 지난 1월 광주·전남 적십자 성금 모금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장애인의 날에 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식당」에서 독거노인

대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광주공원에서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또

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지역불우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매월 555만

원, 연간 누적 6,600만원의 결연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제6회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HOF-DAY행사’를 개최하여 행사 수익금과 임직원의 성금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광주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KJB사랑샘터 1호점과 2호점을 운

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

하여 김장 김치 1,500여 포기를 지역의 소외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외

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기원 나무심기 행사, 광

주충장로 축제 지원, 무등산 사랑 범시민대회 참가 등으로 지역사업과 특화 축제 등

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에서 추천 받은 대학생 72명에게 1억 3,600만원을 지급함

으로써 2009년까지 총 3,205명에게 19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8

회째를 맞은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및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록금 전자금융 이벤트를 통한 대학생 해외 배낭여행 연수 지

원,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등으로 지역 인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을 심어주고 경제 지식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의식 확

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광주은행은 지역사랑봉사단 운영과 “Back to the Green”캠페인 추진, 영산강 녹색

탐방단 운영, 「KJB 녹색의 날」 시행 등을 통해 환경보호운동을 증진하고 녹색금융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매월 1회씩

전행 차원의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시내도로 정화활동, 버스승강장 청소, 광주천 정

화활동을 실시하고, 전남 및 시외지역 봉사단은 지역의 환경보호활동과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실시한 「영산강의 숨결을 찾아

서」 녹색탐방단 운영과 환경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단체와 개인에게 환경대

상을 수여하는 광주·전남 녹색환경대상 후원으로 지역민의 환경의식 고취와 환경

친화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광주은행은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후원, 창립41주년기념 역사 사진전 개최, 임방

울국악제 후원, 메세나 후원 등 지역 문화예술산업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지역 유일의 실업팀인 광주은행 역도부를 운영하여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외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각종

시·군 체육행사 후원, 3.1/5.18 마라톤 후원 등으로 지역체육 발전 및 지역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을 세우며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지역 출신 산악인 김홍빈

대장을 격려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광주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

판이 될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

치를 적극 후원하고, 유치 확정 후에도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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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성금전달, 설추석 명절 이

웃돕기, 장애인의 날 복지시설 격려 방

문, 무료급식 봉사활동, 임직원 어린이

재단 후원 활동 전개, 다문화가정돕기

바자회,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호프데

이, KJB사랑샘터 운영, 한마음 김장김

치 나눔행사,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기원 나무심기, 지역 향토 군부대

격려 방문, 충장로축제 지원

(재)광은장학회 운영, 지역별 장학회에

장학기금 후원,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

회 개최, 청소년금융교육 실시, 광주시

교육청과 전문계고 산학협력 취업지원

지역사랑봉사단 운영, 「Back to the

Green」 운동, 「영산강의 숨결을 찾아

서」녹색탐방단 운영, 지역 41개 봉우리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환경대상 후원,

「KJB 녹색의 날」 실시

광장음악회 후원, 광주연합합창제 참

여, 임방울 국악제 행사 후원, 창립41주

년 기념 역사 사진전 개최, 광은역도부

운영, 지역마라톤대회 후원, 산악인 김

홍빈 후원,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

회 후원

112.4

19.3

5

22.3

159.0

686

630

3.240

230

4,786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광주은행지역사랑봉사단 (단장 은행장)

부단장 (개인고객본부장)

본 부 광주1영업본부 광주2영업본부 광주3영업본부 전남동부영업본부 전남서부영업본부

경영기획본부봉사단 동구사랑봉사단 서구사랑봉사단 북구사랑봉사단 여수사랑봉사단 목포사랑봉사단

개인고객본부봉사단 광은광산사랑단 남구효사랑봉사단 사랑봉사단 순천사랑봉사단 나주사랑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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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본부봉사단

리스크관리본부봉사단

서울사랑봉사단

광주은행119봉사단

사회책임 경영 조직

산악인 김홍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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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

광주은행은 인재육성기금 및 대학발전기금 출연 등 지속적인 장학사업의 추진

으로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81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는 3월 10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

정하여 모범학생으로 추천 받은 대학생 72명을 본점으로 초청하여 1억 3,600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까지 총 3,205명에게 19억원

여원의 장학금을 지급, 지역 내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회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 목포, 순천, 광양,

해남, 장흥, 강진, 보성 등의 지역에

인재육성 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여수, 광양, 백운, 금화, 전남 장학회

등 지역 내 장학재단에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닦아 나가고 있

습니다. 

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민의 순수 민간자본 1

억 5000만원과 직원 50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광주·전남의 대표

적인 향토은행으로서 지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2006년 7월에 창단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을 주축으로 총 31개 봉

사단을 구성하여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으로

서 고객과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 아래 약

1500여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아름다운

동반자 역할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은행

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에서 MAB(Most

Admired Bank : 가장 존경받는 은행)으로 인정받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향한 힘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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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잡은 “광주은행장학회 ”
광주은행은 7월에 『녹색금융 경영 선포 및 현판식』을 갖고,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금융 경영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녹색금융 경영체제를 운영,

광주·전남지역의 우수한 녹색 인프라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산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서 KJB광주은행을 녹색금융 선도은행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섰습

니다. 

이와 함께 전행적인 “Back to the Green운동”을 전개하여 호남의 젖줄인 영산

강을 이해하고 영산강 유역의 생태 체험을 실시한 「영산강 숨결을 찾아서」 녹

색탐방단 운영으로 지역사랑과 환경

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KJB녹색의 날」로 선

정하여 전직원이 녹색넥타이와 스카

프를 착용하여 친환경 녹색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을 선도하는 “Back to the Green운동” 전개

광은장학회 장학증서수여 장학회 발전기금전달 녹색금융 경영선포식 영산강숨결을 찾아서 녹색탐방단

광은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KJB녹색의날 시행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6.2 17.0 15.9

9,767 13,481 12,293

1,504 1,453 875

1,127 1,034 620

398 417 210

- - -

- - -

BBB+ BBB+ BBB+

6 6 6

10 10 10

- - -

4,437 5,873 4,786

55.5 67.3 159.0

2 2 2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송기진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136개

1968년 11월 20일

1,485명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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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광주은행’을 비전으로 하는 고객서비스 헌장을 발

표하여 슬로건인 즐거움(Fun)과 관심(Interest), 가치(Value), 열정(Energy)의 하이 파

이브(High-FIVE)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광주은행 전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각종 고객의견 접수 채널을 통한 의견을 해당 본부부서에 통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

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게 곧바로

홍보하고 있으며, 직원들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고객만족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잘된 점은 칭찬하고 부족했던 점은 다 같이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고객감동을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7월 1일 『녹색금융 경영 선포 및 현판식』을 갖고,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금융 경영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녹색금융 경영체제에 들어갔습

니다. 이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여 광주은행의 주요경영전략으로 실천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의 우

수한 녹색 인프라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를 기본으로 하는 『Back to the green』 운동을

펼쳐 환경 보호활동, 에너지절감 등 생활 속에서도 녹색 금융을 실천하자는 운동

을 전행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12

월부턴 매달 첫째주 목요일을 「KJB녹

색의 날」로 선정하여 친환경 녹색캠페

인과 함께 녹색금융 상품 가입고객에

게 금리우대까지 제공하는 행사를 전

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광주은행은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맞춰 출퇴근시 홀짝제(2부제)를 시행하

고, 전 영업점 및 365열린코너의 돌출간판을 완전 소등하고 있으며, 여름철 영업점의

냉방온도를 기존 26℃에서 27℃로 1도 상향하고, 냉방기의 가동시간을 아침7시30

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1시간 줄였으며, 엘리베이터 3층 이하 운행 중지로 계단 이

용 장려, 총 8대의 엘리베이터 중 2대 운행중단, 에스칼레이터 운행중단, 그리고 하계

에는 전 임직원이 노타이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또한 전력낭비와 물자절약을 위해

본점의 경우 1일 3회(아침7시, 점심시

간, 저녁9시) 사무실 전등을 소등하고

있으며, 복도 및 화장실 공간 등은 완전

소등 등의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년에 2번(반기 1회) 인터넷을 통한 고객제안제도 접수

고객지원센터(콜센터), 고객엽서, 인터넷접수 등의 상시 고

객의견 접수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VOC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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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지침

우리의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광주은행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로 고객을 가족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처리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고객과의 시간을 제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SLOGAN

“하이파이브(High-FIVE)”

Fun
즐거움

Interest
관심

Value
가치

Energy
열정

KJBANK VISION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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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광주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광은인턴 제도를 통해 상반기 87명, 하반기 70명

등 총 157명의 인턴을 채용했고,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 119명 등 총 276명의 일

자리를 창출했으며,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전

직원의 월급여 반납과 연차휴가 의무사용, 신입직원 급여 20% 삭감을 추가 실시하

기로 하고 채용확대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청년실업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경제계에는 물론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32억원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11

월에 기부 협정식을 가졌으며, 향후 10년

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예금에 대해서

도 전액 출연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

들이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여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사회곳곳으로 확산되기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광주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였으

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의 회생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

담부서의 신설과 Pre Work-out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에 가장 먼저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역 명가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소호명가(所湖

名家) 선정과 중소기업 전용대출인 하이클러스터론 및 하이썩세스론 판매, 녹색경영

선포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와 지역 우수중소기업 CEO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제의 근간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련의 금융시스템 및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육성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았습

니다.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와 지

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 중추은행으

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한 바를 인정 받

아 지난 12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

는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기관부

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환경 금융

광주은행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그린솔라론 상품을 개발하여 약 2,310억 원을 녹색기업에 대출하였고, 녹색대출

종합상품인 “KJB 그린론”과 녹색전용 예금상품인 “그린스타트 예금”을 출시하여 금

융계와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특별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탄소그린카드”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탄

소은행 제도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지역환

경운동의 붐을 조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기업대출

에 환경점수를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 인

프라구축을 통해 거래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비전 및 전략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

리경영 전반의 정책과 활동을 관장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경영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집행, 윤리경영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윤리경영 교육계획 수립, 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원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사적

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은 업무분장 익월말까지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개설된 주식 등 유가증권의 계좌에 대한 유가증권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이후 업무종

료년도말까지 매년 당해년도 중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에는 익년1월말까지 주관부서에 제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필요한 경

우 포상을 통해 우대조치 실시

매년 직원에게 배부하는 업무DIARY에 임직원의 복무

윤리 및 서약서를 인쇄하여 각 부점장 주관 하에 교육

실시 후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입 직원들에게는

집합교육 실시 후 직접 서약서를 작성

인트라넷 진입시 매월 2회 윤리경영에 대한 개인별 체

크리스트 확인

임직원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실시

지점장 및 부점장이 주기적인 현장교육 실시

윤리경영 관련 자료를 직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인트라

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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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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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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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인턴 입문교육

제14회 중소기업금융지원포상시상식
(대통령표창수상)

KJB 그린론 상품출시

주요법규
부패방지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공정거래관련법, 남녀차별금지법, 

금융관련법규 등

교육훈련

내부통제

윤리경영프로그램

윤리강령,행동규범

위반자처벌제도

감사제도

위반자처벌제도







윤리경영내부통제 위험관리

KJB 녹색의 날 시행

고객만족센터 직원들과 고객감동 실천다짐

차 없는날 가두홍보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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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 전 임직원은 제주도민의 은행으로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이를 통

해 지역에서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는 지

역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제주의 상부상조 정신인

‘수눌음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은행 전직원의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

고,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 속에

서 2003년 제주은행 봉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2009년 11월 28일 제주은행과 제주지역 신한금융그룹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은 ‘2009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하여 배추 1,400포기를 도내 저소

득층 가정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를 비

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자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이념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제주은행은 제주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 ‘아이러브 제주’ 는 올

해 4회째로 도내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자랑스런 제주’, ‘근검절약’을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대상 1명을 포함 총55명의 수상자가 나왔으며, 수상작은 제주 은행 전 영

업점 객장을 순회하며 전시되었습니다.

환경 부문

제은 푸르미 운동은 2004년 4월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를 위하여 최초 전

개한 이후 2009년 12월말 현재 총 56회에 걸쳐 참가인원만 약 3,500명에 이르고 있

습니다. 공원, 관광지 등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하천과 해안가처럼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찾아 시행

해 오고 있으며, 매월 1회 각 영업점 주관

하에 점주권 환경정화에도 앞장서고 있

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WCC(세계자연

보전총회)의 제주 개최를 기원하는 제은

푸르미 운동과 함께 전국적인 서명운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제주은행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 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도내 유

적지 및 박물관 등을 찾아다니며 제주의 혼과 얼이 담긴 문화를 공부하고 보존하는 제

주은행의 ‘문화사랑’ 활동입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제주 모

충사의 만덕관과 제주국립박물관에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답사활동 등을 병행, 문

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주 역사와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부문

2003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글로벌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

가 세계적인 관악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후원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지난 2003

년 관악제 조직위에 2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제주국제관악제의 발

전을 위한 협찬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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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헌혈, 사랑의 김장나눔, 사랑의

밥짓기, 아름다운 토요일, 사랑의 보따

리, 1사1촌 자매 결연 운동, 사랑의 도

시락, 사랑나눔 푸드 마켓 후원, 어르신

족욕봉사 활동,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

봉사 활동, 사랑의 헌혈 증서 전달 등

재테크 금융교육, ‘병아리떼 쫑쫑쫑’ 어

린이 벼룩시장, 아이러브 제주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 경제/과학 캠프, 청소년

금융교육,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보이스 피싱 금융교육 등

제은 푸르미 운동,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서명 운동, 제주 곶자왈 탐험대, 가

족과 함께 하는 오름기행, 저탄소 녹색

도시! 자전거 제주도일주, Good Day

to Walk, 안쓰는 사무용품 나눠쓰기 운

동, 바다정화활동, 곶자왈 한평사기 운

동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 도내 마라톤 행사

후원, 새마을문고 도서 기증, 제주은행

장기 야구대회 개최, 평생학습 후원, 통

역안내센터/관광정보센터 운영, 제주육

상경기연맹 후원 등

제주국제관악제 후원, 재일동포를 위한

장례/벌초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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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17

4,488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제주은행 / 봉사단장

조직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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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지원부

각 부점 개별봉사팀

영업점 봉사단본부부서 봉사단

제주은행 / 총무지원부 / 홍보팀제주은행 / 운영위원회

제은 푸르미운동

사랑나눔푸드 마켓 기증품 증정2009 김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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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

향토기업 제주은행은 제주지역 모든 상공인들의 발전이 제주은행의 발전이라

는 생각아래 지역경제 및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2006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판매대행을 실

시, 2009년 말 현재 판매누계액  137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뜨거운 성원

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이제는 외형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정착단계를 넘

어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권이자 지역경제 회생노력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지역 최대의 영업망을 근간으로 하는

가장 편리한 은행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

으며, 40년의 기간 동안 제주도민에게 가장 친근

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가족 같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국제자유도

시 제주의 미래와 지역민의 삶, 그리고, 지역적 현

실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수혜자와 함

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

에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길잡이 특별한 친구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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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활성화캠페인 
지역경제 회생노력의 아이콘 ‘제주사랑상품권’ 판매 

제주은행은 제주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과 소비습관에 대

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ㆍ경제교육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금융교육은 전 영업점에 대해 ‘1개 학

교, 1개 영업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현재 23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출장강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주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과학캠프’, ‘도서관에서 배우

는 과학과 경제의 만남’ 등 다양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주역을 위한 ‘청소년 금융교육’

퇴근 후 장보고가세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비용 후원금전달 과학경제캠프 보이스피싱예방교육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7 2.8 2.9

1,882 2,186 1,894

185 322 167

143 221 128

41 86 41

- - -

- - -

- BBB+ BBB+

6 6 6

4 4 3

85 85 86

4,484 4,621 4.488

17.4 17.9 67.9

2 2 2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허창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39개 

1969년 3월 20일

458명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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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은행의 존립기반이 바로 고객, 즉 “고객이 바로 제주은행이 존재하는 이

유”라는 CEO의 강력한 고객만족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을 전행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S부문 추진 전략 목표를 ‘전행적인 CS문화 확

산에 기반한 고객신뢰기반 확보’로 정하고 ‘강한 CS문화 구축’, ‘현장 CS지원 강화’,

‘CS제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3대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

히 본부조직 내 CS전담팀인 ‘고객만족팀’을 신설하였으며, 제주은행 서비스 철학과

원칙을 제정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조직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은행은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제주도민과 고객의 신뢰기반을 확대하

고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제주은행은 2010년 고객만족경영 원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보다 많은 고객의견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프로세스 및 VOC수집 채널을 보다 정교화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고객의 의견과 고객 반응은 다양한 분석자료로 영

업점과 관련 본부부서에 제공하고 실질적인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접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CS컨설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개인별 CS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이행할 예정입

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점 현장직원에 대한 직무별 CS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에 전담텔러 및 상담창구 직원에 대한 서비스 연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주은행 CS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 제공

하고, 한 발 앞선 밀착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과 거래고객에게 최상의 만

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지

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들과 연계한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생태구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사랑 금융상품’ 과 ‘저탄소

푸르미 적금’ 등의 녹색금융상품 등을 출시하여 지역의 친환경 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

전총회’의 제주 개최를 앞두고 명품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세계 환경수도

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일조하기 위해 전임직원은 ‘제은 푸르미 운동’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제주은행은 2008년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

에 따른 총체적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에너

지 및 물자 절약을 위한 지속적 실천’을 전임

직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오

피스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온

실가스의 자발적 감축과 친환경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제주은행은 업무용동산의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사용연수를 최대한 증가시키

고, 사무용품 구매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산소모품인

토너 및 잉크의 대부분을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활용품 사

용률을 극대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 영업점 창구 이용고객에게 다음

날 경험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영업점 평가와 고객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매월 미스터리 샵퍼에 의한 영업점 현장 서비스 실태를 점

검하고 영업점에 피드백하여 접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

하고 있음

•영업점 현장지원 : 매월 고객만족팀에서 영업점을 직접 방

문하여 영업점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본부지원 필요사

항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음

•매월 CS부진 영업점에 대해서 현장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을 운영 접점 서비스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고객만족도 조사 및 VOC에서 도출된 고객관점에서 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분기 부행장 주관 CS위원회를

개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점검함

•영업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전행적인 CS문화 확산을 위해

본부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매 반기 단위로 측정하고

본부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영업점 단위의 CS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급으로 CS

리더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는 CS리더의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CS리더 워크샵과 각종 교육 지원

을 통해 지점의 CSO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

접점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영업점 CS현장 

지원 프로그램

CS위원회 운영

본부부서 

서비스 조사

영업점 CS리더 

운영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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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후 냉난방 설비 및 조명기기 교체

•사무실 절전과 복도 등 공용부분 전등 50% 소등

•절전형 콘센트 설치

•지하복도 및 화장실 센서 등 설치

•영업점 간판 점등시간 조정

•하절기 노타이 근무 및 혹서기 반팔 티셔츠 착용 근무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전개

•컴퓨터 절전모드 적용 및 이석시 컴퓨터 끄기

•냉난방기 사용시 적정온도 유지 (에너지 지킴이 운영)

•누전 점검 수시 시행

•유류절감을 위한 'Good day to walk' 프로그램 시행

•출퇴근시 직원간 카풀제 활성화

•업무용 차량 및 유류 사용 관리 철저

•‘잠자는 사무용품 찾아쓰기’ 캠페인 전행적 전개

•물자 단가표 배부(단가 인식) 및 물자절약 당번제 운영

•재활용 토너 사용 및 양면인쇄, 다분할 인쇄 권장

•1년에 4회(매분기) 재활용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 

전력사용

절감

유류절약

소모품 절약

구    분                                              내    용

자전거 출퇴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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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제주를 대표하는 의녀 김만덕의 유덕을 재조명하고 업적발굴 및 계승을 위한 ‘만덕

사랑적금’은 만기시 예금 세후 이자의 1.0%를 은행재원으로 조성하여 (사)김만덕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작은정성 밝은세상’은 기금마련 목적의 상시 캠페인으

로, 예·적금 거래와 연계하여 고객과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참여를 희망하는 고

객의 출연금’과 그와 동일한 액수의 '은행출연금’으로 기

금이 조성되며, 적립된 재원은 언론사 모집성금(불우이

웃, 이재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

탁되어집니다. 

※기금의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은행은 ‘밝은세상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적립현황 및 기부집행내

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제주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51억원을 출연하였으

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영난

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향토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전담 조직을 2008년 9월11일부터 설치하여 향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

항에 대한 상담, 중소기업의 신용관리, 신용보증서 제도, 정책금융 이용방법 등 다양

한 자문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KIKO기업 포함)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전담 창구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을 2008년 10월21일에 설치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금융거래제도 이용상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저탄소푸르미적금’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

소화함과 동시에 탄소배출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을 구현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를 활용한 상품으로 예금이

자의 일정 비율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공익사업 등 지역의 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익형 상품입니다.

‘곶자왈 한평사기 금융상품’ 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중한 자연

자산인 곶자왈에 대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2016년까지 곶자왈 가운데 사유지 2백만평 규모를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매입하는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에 적극 참여코자 제주은행은 특별

금리 우대 및 고객의 명의로 곶자왈 한평

을 기부하는 곶자왈사랑 금융상품(예금,

적금, 카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제주은행은 변화된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2003년 제정하여 임직원 전원이 윤

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제주은행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직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각종 금융관련 법규의 제정 및 실천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초 임직

원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전임직원의 결의를 시작으로 ‘전화금융 사기자금 지급정지

제도’시스템 구축, 임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윤리경영과 법규준수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의 사이버 연수, 다양한 법규준수 프로그램 및 사고예방대책 이행 여부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직원 전원이‘임직원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결의’기간

을 마련하여 각 부점별 부서장, 영업점장의 주관하에 임

직원윤리규범 실천 준법서약서 선서 및 낭독을 실시함

(금융거래, 주식거래 및 재무관리에 대한 임직원 윤리규

범 실천지침)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피해보상 및 분

쟁처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불공정 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의 방

지를 위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직원들

에 대해서 매분기 유가증권거래 명세를 준법감시인 앞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임직원들

의 자사주식 단기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에 대한 교육 철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당행 내부통제 관련 사고예방 규칙에 의거하여 각 부

(실)점의 소관업무 수행시 관련법규의 준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업무 중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

항 등을 부(실)점 스스로가 수립/확인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도

자율적인 법규준수 분위기 확산과 룰의 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매월 자가진단항목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진단으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

윤리경영, 윤리규범, 자금세탁방지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윤리/준법 의식제고 및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차

등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관련법령, 처리 및 구제절차 등

을 교육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에 의한 근무환경 악화

를 예방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생산

성 향상을 이룸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결의

거래자 피해보상 

업무처리 세칙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

내부통제기준 규정

준법감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업점 관리자 

Compliance 자가진단

윤리경영 법규준수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임직원사이버연수)

성희롱예방교육

(임직원사이버연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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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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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사랑적금

저탄소푸르미적금

저탄소도시 자전거제주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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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2008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공공금융부를 신설하고 지역사랑봉사단

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활동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을 사회공헌활동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사회 봉사단 활동 강화, NPO, NGO와의 연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니즈

에 부합하고 은행업무와 연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지역 밀착화와지역내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주체

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은행의 역할과 소임을 제고하고 불우한 이웃과 더

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전북은행은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사랑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매년 소년/소녀가장돕기 호프데이, 무의탁독거노인 초청

식사대접, 사랑의 헌혈운동,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시설에 대한 사랑의 쌀 전

달,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에 대한 이웃사랑 쌀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한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그동

안 추진해온 지역밀착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완주군 13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일손돕기, 농

촌마을 농/특산물 팔아주기, 농촌마

을 축제행사 지원 및 참여, 직원가족

동반 농촌체험활동 등 지역은행으로

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직접참여

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

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전북은행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육성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지역

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어 지역출신 초/중/고/대학생의 학자금 및 연

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전북애향장학재단에 매년 5천만원씩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2006년부터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매년 1억원씩(2015년 까지 총 10억원)의 장

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완주군애향장학재단(매년 1억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정읍

시민장학재단, 전북충효장학재단 등 각종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도

내 대학교에도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금

융/경제캠프를 실시하여 경제주체 이해, 소득과 세금, 투자이야기 등 놀이식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금융지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전북은행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 지역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전주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천년전주 푸

른도시 가꾸기」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지산 숲길 가꾸기, 완산

공원 푸른 숲 가꾸기, 학산 숲길 가꾸기,  숲의 날 나무심기 등에 적극 참여하여 푸

른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수해복구를 위한 중장비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예술과 전통문화

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이지역의 예술

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문화단체와 손잡고 지역민들의 예

술,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

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

단 장(노동조합위원장) 명예단장(은행장)

단 장

기획분과, 홍보분과, 조직분과, 총무분과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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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과 자매결연활동, 소년소녀가장돕

기 사랑의 호프데이, 무의탁 독거노인 초청

행사, 지역의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 재래시

장상품권 활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사랑

의 헌혈행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모금참

여, 사랑의 쌀 나눔행사, 설/추석 맞이 사회

복지시설 지원 

지역내 장학재단 장학기금출연, 지역대학 발

전기금 기탁, 어린이 금융/경제캠프, 금융교

육 시범학교 출장교육, 도내 초/중/고 장학

금 지원, 저소득층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운동, 1사 1산/1

하천 가꾸기운동, 전주천정화 자원봉사활

동, 숲의날 나무심기 행사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신년음악회 개

최, 여자배드민턴실업팀 창단및운영, 전북은

행장배 여성바둑대회 개최, 이창호배 아마바

둑대회지원, 지역의 체육행사 지원, 전주국

제영화제 지원, 세계소리문화축제지원

지역사회내 국제행사 지원, 결혼이주여성친정

보내기 사업 지원, 농촌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지원, 한일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봉사단 조직별 역활

총 계

사랑의 쌀 전달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전북은행 지역봉사단

군산지역 봉사대 익산지역 봉사대 시외지역 봉사대전주지역 봉사대

구 분

지역사랑봉사단

운영위원회

각지역봉사대

사회봉사활동 총괄

봉사활동 심의 및 운영

지역별 봉사활동 선정추진

역 할

80 2,177

23 99

(3,535)

1 600

16 225

1

121 3,101
신년 음악회

Zoom-in

전북은행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자

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보호하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여유있고 건

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전주시와 「1사 1산, 1하천 」 단체를 결연하여 모악

산/ 건지산 및 전주천 정화사업 등 내고장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

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단체 및 지자체와 손잡고 각종 캠페인

을 전개하면서 지역의 믿음직한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자원봉사정신으로 삶의 의미와 질을 높여 나감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

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함

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창단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천여 전임직원은

전라북도내 81개 영업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단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5일에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에서 실시한 포상에서 유공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

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매년 소년소녀가장돕기 호프데이 행사를 실

시하여 모금한 금액을 도내 교육청 및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지역내 무의탁 독

거노인을 본점 21층 식당으로 초대하여 정성스런 식사대접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

하는 등 불우한 이웃·소외된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사랑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성금모금 지원,

재난복구반 파견 등 지역의 어려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

는 전북은행은 고객만족, 지역만족, 주주만족, 직

원만족의 경영이념 아래 “지역사회의 발전은 곧 은

행의 발전” 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을 지역은행의 우선적 실천 덕목으로 강조해

왔으며 전시효과나 구호에 그치는 공헌활동 보다

는 조용한 가운데 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실질적

인 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

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금융서비스제

공, 지역인재육성,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의 적극

지원 등 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키워 나가는

경영을 펼쳐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은행

으로 성장,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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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아름다운 사람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   Korea’s Most Convenient Bank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전주천 정화 자원봉사활동

건지산 숲길 가꾸기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호프데이 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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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6.1 6.8 7.2

3,902 4.884 5,030

406 539 802

253 418 529

83 115 176

A3 A3 A3

6 6 6

12 12 12

442 1,402 3,101

48 58 121

0 1 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홍 성 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83개 

1969년 12월 10일

1,059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통한 「Korea’s Most Convenient Bank」 정착을 목

표로 전직원 모두가 ‘고객중심 사고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윤리경영과 사회책임 경영을 추진하는 편리한 은행’의 일원으로서 역

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편리한 은행 만들기」 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고객 편의성에 기초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제공 등 차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고 있으며, 직원 마인드

비전 및 전략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

북은행도 본격화되는 녹색경영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 동참은 물론 지역은

행으로서 지역핵심 추진사업의 적극적인 참여기반 마련, 녹색 생활화를 위한 지역

대표 환경보존사업의 지속적 발굴,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GREEN

CITY 참여, 자치단체별·기관별 녹지시설과의 결연추진 등 녹색사회공헌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온

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친환경제

품 사용 확대를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친환경적 상품의 지속적 개

발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앞장 서 나

아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2008년 6월 「작은 관심 큰 실천 운동」의 실시로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 향상에 솔

선수범하고 물자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쿨비즈운동, 웜비즈운동, 전직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불필요한 전등소등, 미사

용 사무기기 전원끄기, 실내적정온도 유지, 카풀이용, 이면지 사용 및 사무용품 재활

용 등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최

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전북은행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 소모용품 사용,

1회용 종이컵 및 용품사용 자제, 노후화된 냉/난방기시설을 친환경적 냉/난방시설

로 교체, 불필요한 서류보고서 축소 및 전자결제시스템 확대, 「보고서 量 DOWN

質 UP」운동 등 친환경적 제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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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창구서비스혁신 및 편리한은행 만들기」 추진 전담부서 

신설 운영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평가를 위해 정기적인 창구서비스

모니터링 (SMS) 및 고객만족도조사(CSI) 지속 실시

•영업점의 CS교육을 총괄, 창구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CS리더 선발양성

•직원 개인별 CS활동 및 서비스 수준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로

관리 

•인터넷, 엽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

하여 행내 그룹웨어에 게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CS마인드

공유자료로 활용 - 신속한 답변 지도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선·관리

•수수료 면제 쿠폰 - 불만제기 고객에게 사안별 평가, 제공

•상담전화안내 - 영업점장 사진 및 연락처 명시 안내문 점두

게시 

•도내 관공서 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상 친절교육

실시

•「창립40주년기념 편리한은행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고객의 소리 채널(인터넷, 엽서 등) 을 통해 상시 접수된 고객

제안사항에 대해 관련부서를 통한 제도 개선 요청 및 관리

「서비스지원팀」 

신설 

CS 평가시스템

SD(Service 

Designer)

CS마일리지

VOC

(고객의소리)

CE아카데미팀 

운영

대고객 
아이디어공모전

고객제안제도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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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

전북은행은 사회적책임과 공공적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규범, 행내규정을 준

수하여 모든 은행 업무에 건전하고 적절한 운용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지역만족, 주주만족, 직원만족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체가 되어 각종 법령이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며 ‘건전경영의 견지

를 통해 고객의 번영과 지역의 풍요한 발전에 공헌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일상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확산 및 새로운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 특별 업무제안공모’ 등 아이디어 제공/실

천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S스타 및 CS우수직원’ 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

를 부여하는 동시에 CS우수직원을 초청하여 ‘CEO와 함께하는 CS내공다지기’ 행

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객감동 경영에 대한 CEO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

며, 고객만족 우수사례 공유 및 직원참여 CS포럼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CS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출범식

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풍남제, 남원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김제지

평선축제 등이 있으며 매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장을 제공하는 등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

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많은 기업들이 경영을 이유로 아마스포츠 실업팀을 해체하는 가

운데 향토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자배드민턴 실업팀을 계속 운영하

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전북은행장배 여자배드민턴대회를 창설, 개최하고 있으

며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단체를 적극 후원하고 있어 이 지역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창호 국수를 배출한 전주를 바둑의 메카로 조

성하고 이지역 바둑인의 저변확대로 바둑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매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전북은행은 지역사회내 국제행사인 세계인축제한마당, 한중청소년국제교류활동, 이

주여성 기 살리기 프로젝트, 아시아지역전주국제청소년환경캠프, 농촌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NGO, NPO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

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익 추구

전북은행은 지역내 고리대출 및 사채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신용

자 신용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용도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

하는 지역서민의 실질적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07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최고 1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저신용 특화대출 상품인 서브크레딧론을 출시하

여 일용직 근로자, 영세상인,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고 있는 3만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1,500억원이 넘는 대출을 지원하였고 2009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희망홀씨나누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현안사업을 지원

하고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새만금사업 성

공기원 예금」,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기념 「내고장 희망예금」, 「애향전북예금」, 전

라북도출산장려사업 지원을 위한 「전북아이나라예금」 등 다양한 애향형 상품을 개

발하여 예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전주애향카드를 시작으

로 군산사랑카드, 상공인우대카드, 전

북사랑카드, 전북자원봉사자카드, 새

만금카드, 전주시복지카드, 완주군복

지카드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

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전북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64억원을 출연하였

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038억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비전 및 전략

전북은행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투철한 윤리의식을 강화하

고자 2000년 12월 「전은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에서 천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004년 9월 임직원 행동규범 중 반

드시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였고 실천다짐대회를 통해 전임직원이 이 내

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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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보자 보호제도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성차별 예방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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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홀씨나누기 대상 수상

중소기업 지원

전북은행은 「대/중소기업상생 협력 협약」, 「수출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중소기

업청)」, 「특별출연협약(보증기금 및 지역보증재단)」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

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하여 지원 받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환어음의 환가

료 우대 및 환전수수료 우대, 신용등급

산정시 가점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중소기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전북은행은 녹색성장기업 및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위해 여

신 신상품인 JB Green Biz Loan을 500억원 한도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

대상은 그린에너지산업, 친환경상품제조기업, ISO14001 시리즈 인증업체, 녹색제

품 구매협약 체결기업 등에 지원하며 대출 취급시 신속한 여신지원을 위한 전결권 확

대 및 여신심사우대, 기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우대, 여신수수료 우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추진 Co2저감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전주시

시범사업분야인 전기, 수송부문에 대하여 포인트 적립을 위한 Co2저감녹색체크카

드를 출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지원 업무협약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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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전 『상생경영, 나눔경영, 행복경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행복 추구’』를 바탕으로 2004년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경남은행만의 독특

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경남은행

자원봉사단’을 창단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지방은행 최초의 공익재단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설립으로 지역구성

원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경남은행은 지역 여성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장바구니 취업상담창구’를 운

영하고 있으며 전문 취업 상담사가 상주하여 각종 취업상담과 취업지도를 도왔습니

다. 또한 경남은행은 설과 추석을 맞아 경남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제작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지원하

였습니다. 지역별로 각 2000부씩 제작

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하고, 각 지역

출향인사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 농·특

산물 소비 증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경남은행은 5월 ‘창립 39주년 기념식 및 장학행사’ 를 가졌으며 경은장학회 장학행사

가 함께 열려 경남·울산지역 13개 고등학교에 학습기자재 기증 및 가정형편이 어려

운 경남·울산지역의 성적우수학생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71년 설

립된 경남은행 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

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결식아동 방과후 교실 돕기’,

‘지역 아동센터 도서 기증’, ‘학교발전기

금’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경남은행은 김해시와 에코트리(Eco-Tree) 친환경 실천캠페인 후원을 통해 녹색정책

에 동참하고 후원협약에 따라 에코트리 캠페인의 지속적 홍보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필요한 수목(樹木)을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람사르 서포터즈활동’과

‘범국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기반이 경남에 뿌

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경남은행은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회장 은행으로서 경남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오페라단, 고성오광대, 풍물예술단 버슴

새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

제 후원’, ‘진주 향토문화지 발간·기증’ 등을 통해 경남·울산 메세나운동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이어 ‘2009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 축구대회’

를 개최하고, ‘경남은행장배 2009 울산

여성연맹 축구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를 개최하여 여성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경남·울산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경남은행은 ‘2009 새희망 집짓기 운동’을 후원함으로써 난방시설 및 장판교체, 화장

실수리 등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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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여성 취업상담창구 운영

지역특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

2009 경남은행자원봉사대축제 146 3,404

연중 사랑나눔 활동

(떡국나눔, 송편빚기, 김장담그기, 연탄배달 등)

찾아가는 청소년 금융교육

연극 뒤집기 흥부전과 꿈꾸는 금융교실 7.1 142

경은장학회 장학금 지원 및 학습기자재 기증
(14,495)

손수건 사용캠페인

아름다운 산가꾸기 사업

범국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4.4 761

에코트리(Eco-Tree) 친환경 실천캠페인 

후원 협약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사생실기대회

경남메세나상 ‘문화예술영재상’ 후원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 16.5 669

축구대회 개최

경남은행 육상실업팀 운영

다문화가정 환경개선 및 합동결혼 지원 0.3 55

174.3 5,031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경은장학회 장학행사   

낙동강변 환경정화활동

버슴새‘흙의소리’공연 후원

장바구니 취업상담장구 운영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은 행 장
(최종 의사결정/봉사단장)

사랑나눔재단

5대목적사업추진

1)아동·청소년 지원

2)노인·장애인 지원

3)문화·예술지원

4)체육지원

5)환경개선사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총괄
●�자원봉사단 운영
●�재단법인 경은장확회
●�경남·울산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운영

●�경남 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

●�윤리경영 기획·실행
●�윤리강영 재정 및 
세부실천 방안 마련

●�윤리경영 교육

●�녹색금융 전담반 운영
●�녹색금융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어·수산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직원 공감대 조성

지역공헌부 준법지원실 기업고객지원부

사회책임 경영 조직

분       야▶

전달조직▶

역       할▶

사회공헌 윤리경영 환경경영

경남은행은 5월 1일부터 두 달간 ‘2009 경남은행 자원봉사대축제’를 실시하였

습니다.

2009 경남은행 자원봉사대축제는 ‘다함께 봉사를~(Volunteer Activity To-

gether)’이란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활동과 농촌일손돕기, 지역축

제지원 등 28개 지역봉사대가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 행사였습니다. 축제기

간 일반행원부터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전 임직원이 사랑나눔을 위한 봉사활동

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두 달간 총 90여건의 봉사활동이 이뤄졌으며, 누적

봉사시간은 3,000시간이 넘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자원봉

사대축제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

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자원봉사 기업상’을 수

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은행은 금융교육과 문화 체험의 접근성이 열악한 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극 뒤집기 흥부전과 꿈꾸는 금융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1부 금융교육은 ‘신용이 짱이다!’라는 주제로 신용의 중요성과 청소년기 용돈

관리의 중요성, 저축습관 길들이기 등에 대한 금융 지식을 교육하고, 2부 연극

공연은 가족마당극 ‘뒤집기 흥부전’ 관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남은행은 대상 학생들의 올바른 소비습관 배양을 위해 ‘용돈기입장’을

별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참여 학교에는 금융·경제도서를 기증하

였습니다.

지난 한해 경남지역 17개 지역 순회

공연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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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

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끈끈한

지역밀착화 경영’으로 지역민 복지수준 향상에 기

여하고자 ‘경남은행 자원봉사단’과 2005년 지방은

행 최초로 설립된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전 임직원은 ‘좋은일이 생깁니다’라는 슬

로건과 함께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나눔의 힘’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의 힘’으로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지역민의 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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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남은행 자원봉사대축제 ‘다 함께 봉사를~’ 연극 뒤집기 흥부전과 꿈꾸는 금융교실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2.4 23.7 20.4

13,413 27,029 18,272

2,256 2,801 2,565

1,610 2,102 1,936

600 742 628

- - -

- - -

BBB+ BBB+ BBB+

25 25 51

25 25 51

- - 94.5

1,792 5,170 5,031

66 109 174

3 4 4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문 동 성

마산시 석전동 246-1

149개

1970년 5월 22일

1,867명

신
용
등
급

사랑의 연탄배달               신입행원 농촌봉사활동

2009 경상남도 자원봉사기업상

연극 뒤집기 흥부전과 꿈꾸는 금융교실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좋은일이 생깁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권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급별 CS교육과 영업점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여 지속적인 서비

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S리더들의 정보공유 공간인 CS카페 개설·운

영을 통해 CS 교육자료 및 우수사례를

등재하여 서로간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응대에 대한 서비스 뿐만아니라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외기관 CS교육

지원을 통해 당행의 고객만족 노하우를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체계적인 녹색금융 전

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 조직을 신설하고 직원 공감

대 형성을 통해 녹색금융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관련 내부 규

정 및 시스템 개선, 금융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 직원의 Green Life 실천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경비절감은 위기극복의 기본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비절감 실천지침’ 4대

항목을 선정하여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캠페

인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통신비 절감, 용도품 절감, 소모품 절

감이 ‘경비절감 실천지침’의 4대 항목이며, 직원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실천 가능한 세

부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적정온도 유지의 실천방안으로 하절기

에는 ‘쿨비즈(Cool Biz)’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

기에는 ‘겨울철 가디건’, ‘내복 입기 운동’을 실시하

는 등 온실가스 4%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종이 사용을 줄이고 수림대 보호를 위한 람사르 기업서포터즈 『손수건 사용 캠페

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이 캠페인은 기존에 사용중이거나 오래

된 손수건을 수집하여 천연원료로 리폼하여 손수건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무실과 화장실에 부착함으로써 화장

지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

습니다.

이밖에도 전산 소모품인 단말기 리본과 레이저 프린트 토너를 재생 소모품으로 교

체하고 업무용 동산 재활용 등의 꾸준한 실천으로 경비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

습니다.

찾아가는 CS아카데미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69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응대, 전화응대, 자동화기기 및 영업점환경 관리 등 고

객서비스와 관련된 전 부문에 대하여 매월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상태를 점검, 평가하여 개선

당행 홈페이지, 고객의견카드, 고객만족센터 전화 등을 통해

고객불만사례, 칭찬사례, 업무질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서비스 개선

CEO가 고객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최종 정리까지 확인하여

피드백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도모

전 직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점별 CS리더 1명을 선

발하여 강사양성교육을 진행, 양성된 리더는 매주 영업점 자

체 CS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체득화를 위해 노력

다양한 테마 중 영업점에서 희망하는 테마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CS교육 지원

SMS

(서비스모니터링)

VOC

(고객의소리)

CEO

열린마당

영업점별 

CS리더 양성

영업점 맞춤 

CS교육

지역사회 찾아가는

CS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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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건 사용캠페인

공익 추구

경남은행은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해 2천여 전직원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습

니다. 노사가 마음을 모아 연차 휴가의 자발적 사용으로 전직원 연차수당 반납과 임

금동결, 전 임원진과 부점장 전원의 5~20% 급여 반납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 인

턴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하반기 178명의 인턴이 채용되었으며, 인

턴십기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경남은행 입사지원시 우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경남은행은 2009년 7월부터 지역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공헌차원의 신용대출상품으로, 저소득층 및 저신

용층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억원 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경남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16억원을 출연하였으

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8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경남은행은 2009년 5월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

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지역의 창업, 수출, 녹색성장, 설비투자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에우선적으로 지원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망중소기업현판 교부’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

는 한편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금리 우대

를 비롯해 대기업협력업체, 수출망중소기

업, 방위산업체 선정시 가산점의 혜택이 주

어지게 됩니다.

환경 금융

경남은행은 녹색금융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녹색금융 관련 제도 도입, 여·수신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힘

쓰고 있습니다. 이어 녹색산업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를 판매하

여 태양광, 풍력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녹색

산업에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람사르총회 기업서포터즈로 녹색성장

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산가꾸기’사업,

습지보존을 위한 각종 ‘환경정화활동’을 꾸준

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7월 경상

남도람사르환경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

습니다.            

비전 및 전략

경남은행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2000년 10월 윤리강령과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임직원의 올바른 행

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내부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법규준수

경남은행은 2004년 2월 공정거래 및 고객보호규정을 도입하였고 고객보호를 위하

여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준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매월 Compliance

Journal과 테마윤리경영과제를 선정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

녹색성장펀드

희망나눔대출전직원 일자리 나누기 동참 

윤리경영 실천 제도 및 프로그램

업무수행 시 취득한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투자행위

를 금지토록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영업점 전직원, 자금

운용인력 등 매월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

임직원이 윤리강령 및 제규정 위반시 이를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각종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보자 보

호 및 우대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의 제보를 활성화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사례를 통한 윤리의식 강화 및 월별테

마윤리경영과제를 선정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

별 행위가 없도록 교육 및 지도를 강화

유가증권 

계좌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위반행위

신고제도 및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제도

윤리경영 

교육

성차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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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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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초우량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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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발생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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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산업은행은 이웃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따뜻한 은행, 한국을 대표하는

Global CIB가 되고자 기업의 사회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공헌 전

담조직을 설치하여 4개의 특화된 분야(이웃, 문화, 교육, 농촌)에서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하여는 ‘07년 공익재단인 산은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산업은행은 연간 4회이상 무의탁독거노인 등 온정이 필요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우 및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방문하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는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 벗

이 되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겨울의 문턱

11월에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직원 및 다

문화가정 주부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소년

소녀 가장, 장애우 가정 등 사랑이 필요한 이

웃들에게 손수 1만포기의 김장을 담궈 전달

하는 사랑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부문  

산업은행은 학생들의 학업 중도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된

산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현재 31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매월 학자금 및 생활 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1회 진행하는

산업시찰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 탐색 및 긍정적 직업관 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은사랑나눔재단을 통하여 새터민 장학금, 재외동포장학

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2001년부터 9년간 매년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서울문화 체

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꿈나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며, 또한, 전국 각 지점을 통하여는 해당 지역 학교를 방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문

산업은행은 환경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쓰레기 수거 활동을 매년 실시하

고 있으며, 전국 영업점에서는 매월 주변 환경정화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밀착형

환경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업무종료 이후

에는 건물내 자동 일괄 소등제 실시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부문 

산업은행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메세나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은 물론 매년 5~6개의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 협찬, 고유의 창작공연 활

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

행은 매년 본점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

련하여 작가들의 해설을 곁들인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산업은행은 산은사랑나눔재단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학생들에

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 지점, 선양사무소 등 중국 지

점에서는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금액을

모아 현지 장애인 학교 및 조선족 학생

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한글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

는 등 산업은행의 사랑실천은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

홍보실

사회공헌팀

산은사랑실천단 긴급재난구호단 지점별자원봉사단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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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홈리스 등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희망의 집짓기 해비타트 활동 1,177 1,241

•미소금융중앙재단 앞 기부

•산은사랑나눔재단 앞 출연 등 

•산은장학금 및 산학연구기금 기부

•초·중·고 방문 경제교육 4 45
•도서벽지어린이 서울 초청

•학술단체 후원

•백두대간 자연정화 활동 - 2,272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및

마라톤 대회 지원
16 17

•재외동포 장학금 지원 및 중국 장애인 

학교 지원, 한글학교 봉사 등 0.1 2

1,197 3,577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문화 ·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해설이 있는 미술 전시회

산은재외동포장학금 전달

산은장학생 경제교육

사랑의 김장나누기

산업은행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청년실업해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를 목표로 산은사랑나눔재단을 통하

여 “희망의 디딤돌-기능사 양성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42명의 첫 수료생들을 배출하였고,

이중 27명을 취업에 성공시키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 표

면처리, 특수용접, 전기제어 3개 부문

에 대하여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연계

형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은 앞으로

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각해

져가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무주택으로 신음하는 가정들에게 아담한 보금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희망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09년 10월 산은금융그룹 출범에 따른 그룹 공동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

었으며, 경기도 화성에서 그룹 소속 5개사의 임직원 100여명과 일반 자원봉사

자들이 소중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산업은행은 매년 그

룹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의 집짓기

7070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 성장 견인과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산업은행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

에 환원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사랑나눔 실천으

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

해 왔습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선뜻 내

주던 우리의 옛 선인들처럼 나눔정신 실천으로 어

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미래를 꿈꾸

게 하는데 일조하는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은행,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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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해비타트를 통한 희망의 집짓기 운동 전개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22 157 122

125,787 441,310 276,823

11,417 8,901 58

20,476 3,503 7,611

5,586 223 377

Aa3 Aa3 A2

A A A

A+ A+ A+

13 14 7

13 14 22

87 90 91

997 620 3,577

76 73 1,197

3 3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민유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58개 (해외지점 7개, 해외법인 5개 포함)

1954년 4월 1일

2,524 명 

신
용
등
급

희망의 디딤돌 제1기 수료식

희망의 디딤돌 제2기 협약식

취업캠프



비전 및 전략

산업은행의 고객만족경영 비전은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최대의 만

족 제공’으로 고객만족경영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산업은행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는 직원들을 상대로 CS교육 및

CS클리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절차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산업은행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 보호를 중요한 경영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공공적 금융역할을 강

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생산)기업, 에너지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이용합리

화 기업 등 환경 친화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친환경영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도 높

은 에너지 절약활동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경비절감에 의한 수익성 향상

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

산업은행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자원, 유류 사용 등의 절감을 통하여 녹색경영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산업은행은 사무용품의 친환경 제품 구매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73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정보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대고객 수집정보를 엄격히 관

리하고, 외부기관 앞 정보제공범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을 정하여 운영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접수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행내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Feed-back 실시

영업점의 서비스수준 및 응대태도를 파악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개선 추진

VOC(Voice of Customer)시스템의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

여 신속한 문제해결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거래고객에 대한 업무처리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상벌을 통하여 CS문화확산

고객정보보호

고객제안제도

고객만족도 조사

VOC

설문조사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중식 및 퇴근시간 이후 일괄소등

•LED 등 설치

•엘리베이터 제한운행

•자판기에 전원차단용 타이머 부착으로 근무 종료이후 및 

휴일 전원차단

•지하주차장 전등 소비전력 관리철저

(오후 7시 이후 70% 소등, 12시 이후 90% 소등)

•화장실 센서등 설치

•쿨비즈 운동 시행(반팔 티셔츠 작용)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기 운영

•흡수식 냉방기 설치로 냉방전력 절감

•세면대 절수형 수전 설치

•세면대 수압조절로 사용량 절감

•중소시설을 이용한 수돗물 재활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직원차량 요일제 시행 및 위반차량 제재

•직원카풀 및 경차이용 권장

•외부차량 5부제 실시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설치

전력사용량 

절감

수돗물 절약

승용차 운행제한 

실시로 에너지 절감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구    분                               내    용

품 목 수 량 금액(백만원)

프린터 120 50

토너 507 90

합계 62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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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리더교육

공익 추구

산업은행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은

SRI 좋은 세상 만들기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RI 펀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더 높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투자철학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산업은행이 판매하고 계열사인 산

은자산운용이 운용중인 이 펀드는 IPS(산업정책연구원)의 SRI 기준에 의거하여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펀드

보수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경-제로인 한국펀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투자성과 뿐만 아니라 그 철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2009년 산업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1,14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연대은행과 연계하여 진행중인 “산은창업지원기금”은

연 2%의 금리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005년부터 5년간 총 21억원

규모로 89명(선발 진행중인 15명 포함)의 창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은 경기회복촉진, 성장잠재력 확대 등을 위하여 6개 전략부문(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확충, 서비스산업지원, 경쟁력강화지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사회

책임지원)에 중소기업전용 특별자금을 운용하여 금리를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

원 확대를 통한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유예 및 절차 간소화, 금융애로 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자금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중 유일하게 3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용 긴급운영자금을 운용하

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Green 및 IT 분야에서의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국

가성장잠재력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금융

산은그린코리아펀드는 글로벌 녹색성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국내기업 주식에 주

로 투자하여 중장기 초과 성과의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업종대표 우량주에 일

부 분산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이처럼 산업은행은 환

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 보호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육성자금을 지원

하는 등 친환경 영업정책을 펼치며 공공적 금융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산업은행은 윤리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직무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공정하거나 불합

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한 윤리ㆍ정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담조직인 윤리준법실에서 법규준수 등 준법교육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

를 구축 운영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산업은행은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은행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하여 자발적인 내부통제 장치로서 준법감시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혐의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준법감시교육 및 준법감시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를 충실히 준수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준수 등을 위

한 영업점에 대한 방문교육과 업무담당자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측정(외부청렴도)대상기관 474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상위등급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선도

적인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준법감시 시스템 운용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반 운영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장금이네” 창업지원산은창업지원기금 협약식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은행의 비전달성을 위한 윤리적 이념

이해관계자별 윤리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높은 청렴성 유지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반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임직원들이 제반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제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건전 업종 등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

윤리경영부문에 대한 부점평가 실시와 개인 표창, 

우수부점 포상금 지급 등 우수사례에 평가보상 실시

전직원 대상으로 월 1회 윤리경영 및 준법 교육 실시

윤리규범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윤리교육 실시후 서약서 제출)

부득이하게 금품, 향응 등을 받게된 경우 신고

(신고된 금품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

명절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윤리의식 제고 캠페인 실시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 및 제보  

이해상충방지 상담·자문 및 현장 준법지원센타 등 현장 중

심의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실시

윤리헌장

윤리행동강령

임원직무

청렴계약제도

유가증권 매매계좌

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클린카드제도

평가 및 보상제도

준법감시 교육

준법서약서

CLEAN

신고센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윤리상담실 및

사이버 신고

기타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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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농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2006년부터 나

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네 가지 특화된 분야로 나눠 체계화된 사회공

헌활동을 수립, 나눔을 통한 사회책임경영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 부문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농촌사랑운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나눔경영

활동입니다. 농협은 농촌사랑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 밖에도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촌 의료지원활동’, ‘농업인 무료법률

구조사업’, ‘사랑의 집 고치기’, ‘소비자보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단체

와 기업체 등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농촌지역에 연결시키는 ‘농촌 희망가꾸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특히 창립 48주년을 기념

하여 임직원 1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였으

며, 연말연시 소외계층 물품지원 및 봉

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농협은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건전

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문가 19명으로 구성

된 강사진이 ‘청소년금융 과정’, ‘금융

자산관리 및 재테크 과정’, ‘부동산 세

제 및 재테크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

적으로 8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초·중·고 학생 9,780명을 비롯하여 모

두 11,93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환경 부문

농협은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 주제로 개최된 “2009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후원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홍보관’을 직접

개설·운영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협의 ‘친환경농업홍보관’은 환경호르몬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등을 알림으로써 관람

객들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다양한 환경 관련 단

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지

역 환경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농협은 도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전통 농경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관한 농업박물관은 그 동안 농경문화 연구와 농경유물 발굴·보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약 5천여 점의 농경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유물

2천여 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두레마당’, ‘농업역사교실’ 등

농업 및 농경문화 교육강좌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체험교실’, ‘나는야 꼬마

농부’ 등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농경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또한, 농촌문화의 계

승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농업인

을 발굴하여 ‘농협문화복지대상’을 시

상하고 있으며, 농촌사랑을 주제로 ‘전

국주부글잔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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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랑운동

•농촌의료지원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운동

•무료법률구조사업 811 62,342

•소비자보호사업

•농촌 어르신 말벗 서비스

•농촌지역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농협장학금

•NH장학관 건립

•청소년 희망 공부방 지원 166 1,067

•농촌지역 학교 도서 보내기 (11,930)

•농협금융교실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후원

•환경단체 지원
9 2,102

•농업박물관 운영

•지역문화축제 지원
142 1,736•농협문화복지대상 시상

•주부 글잔치 개최 

•농촌결혼여성이민자 모국방문사업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개명 지원

1,134 67,247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수)

환경

문화·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경영진

지역본부(도, 광역시)
지역단위 사회공헌활동 추진

영 업 점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추진

문화홍보부
임직원 자율

사회공헌활동 추진

본부부서
목적사업 관련

사회공헌활동추진

농협문화복지재단

사회책임 경영 조직

인간사랑나눔 지역사랑나눔 환경사랑나눔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적책임 이행

교육 · 문화 사랑나눔

청소년 금융교실- 경기도 동주천시 보영여고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 농협 친환경농업홍보관

농업박물관 전시실

농촌 의료지원사업 협력기금 전달

농협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농촌 출신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사업 규

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약 5만명의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34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2010년에도 총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11억 원을 투입하

여 “NH장학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NH장학관”은 500여 명 수용규모로, 2010년 하반기에 준

공하여 2011년 신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이 밖에도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희망공부방’에 교육 기자재와 급식비 등을 지원

하고, 농촌지역 학교에 도서보내기 사업을 펼치는 등 농촌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2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여

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다문화여성

대학’운영, ‘여성결혼이민자 개명’ 지원, ‘다문화가정 서울 나들

이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3월 3일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

합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발

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농협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협약체결농협장학금 수여식 NH농협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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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961년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경영 캐치프레이즈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를 새로 제정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농협 건설을 위해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함께

하는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불어 잘 사는 화

목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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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40 260 271

273,518 409,747 455,493

17,511 2,879 7,394

12,352 2,403 4,451

2,406 2,400 3,236

A1 A1 A2

A A A

A+ A+ A+

5 6 6

85 98 112

89.2 91.1 87.3

200,470 213,559 67,247

1,516 675 1,134

1 1 4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최 원 병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1,132개 

1961년 8월 15일

13,672 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농협은 ‘고객만족이 농협의 최우선 가치’라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전사적 차원의

서비스품질 향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일등은행 구현’이라는 CS비전 달성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영업점 직원의 세련되고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CS 향

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컨설팅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고객서

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농협의

고객서비스 수준은 금융기관 중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지

속적인 CS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서비스 일등은행 구현을 목표

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규 준수

농협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청렴 계약제’를 도입하고 뇌물이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

을 요구하여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농협은 협력업체로 하여금 농협의 불공정 사례를 ‘계약사무모니터’를 통해 농협의

준법감시인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농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물자절약 2020운동”

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자절약 2020운동은 20% 구입절감, 20% 물자절약을 실천하여 연간 140억원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자는 전사적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먼저 물자절약 5대 항목(전기, 소모품, 물, 전화, 차량)을 선정하고

요일별 중점 실천항목을 지정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물자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사무소에는 물자관리전담자를 두고

매월 실천항목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

편, 사내 정보망에 물자절약방을 개설

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물자절약 아이디

어 상시 발굴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농협은 금융상품 홍보물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각종 종이류 사용에 있어

서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점포 신설시 마감재 사용

에 있어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직원 에너지절약생활화 운동 전개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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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준칙('06.5.4)에 고객정보  보호에 관

한 사항 명시

연 6회 서비스품질표준을 토대로 영업점 서비스 수준 점검을

통한 CS 개선과제 도출

연 2회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영업점 및 NH농협에 대한 거래

만족도, 충성도 등 거래고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CS 전

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영업점 직원의 서비스 스킬 향상을 위한 맞춤형 CS 현장교

육 연중 실시

후선부서 직원의 친절한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사적

CS 추진 분위기 조성

불친절 민원 접수 및 처리, 개선활동 지속

고객정보

보호

서비스컨설팅

고객만족도 

조사

CS 클리닉

후선 부서

전화친절도 조사

VoC 관리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사무실 냉난방 기준 강화(하절기 27°C, 동절기 18°C)

•동절기 내복입기, 하절기 티셔츠 착용 

•사무소 내 개별 냉난방기 사용 금지

•승강기 일부 가동중지 및 닫힘 버튼 사용중지

•점심시간 소등 및 복도·공용공간 조도 100LUX 이하 유지 등

•업무용 동산 사용기간 연장

•종이컵, 종이타올 사용 자제

•이면지 사용 의무화 및 컬러인쇄 지양

•회의 및 보고 자료 프린트 최소화 등

•양치 시 컵 사용

•세면기 물은 70% 이내로 받아 사용 등

•통화시간 단축 (용건만 간단히)

•사적 용도의 통화 금지 등

•업무용 차량 대수 및 배기량 축소

•규정 운행속도 준수

•업무용 차량 공휴일 운행 금지 등

전  기

소모품

물 

전  화

차  량

구    분                                             내    용

농업인 지원

농협은 2009년 농업인 직접지원 2,907억원 포함하여 농업인 실익증진 및 회원조

합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총 4,9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영농자재 무상지원, 양곡매입자금 지원,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기

계은행사업, 농업·농촌개발 지원 등을 통해 2,907억원의 실익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및 농

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에 2조 8,65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1,122억원의 실익을 제공

하는 등 총 2,061억원을 회원조합에 지원하

였습니다. 농협은 2010년도에도 농업인 실

익증진 및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총 5,392

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농협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57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5,5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추구

농협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

한 대한민국 통장’과 ‘고향사랑 두배로 통장’을 새로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은 총판매금액의 0.1%를 농협이 기금으로 조성하여 저소

득층 가정에 쌀과 김치 등을 제공하고, 독도사랑 활동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고향사랑 두배로 통장’은 총판매금액의

0.1%를 연간 30억원까지 농협이 조성하여

1사1촌운동 등 농촌사랑 운동과 소외계층

에 대한 사랑의 쌀·김치 나눔 행사 등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고향사랑 두배로 통장’ 판매를 통해

2011년까지 총 90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

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농협은 운용자금과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 한도로 전액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인 ‘프랜드론Ⅱ’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

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프랜드론Ⅱ’는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성장가

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중

소기업은 최고 30억원, 개인사업자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금리보다 최고

1.0%P를 우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

업점장 전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농협 임직원은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어 농업농촌 발전과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협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농협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2009년

을 ‘윤리경영 활성화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비윤리적 관행을 제거하여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지속적인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금융

‘초록세상 적금’을 출시하여 승용차요일제, 자전거 이용 등 녹색성장운동 참여 고객

에게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참여 고객에게 최고

0.6%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녹색마이너스 통장’, 한식세계화 사업자 및 지자체 지

정 우수 음식점 사업자 등에게 최고 1.0%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녹색성장 NH 푸드론’

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성장 NH에코

카드’를 개발하여 고객사용금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 대중교통 및 재활용품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농협은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 대통령 현황 보고

고향사랑 두배로 통장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통령상 수상

녹색성장 NH푸드론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3行 : 솔선수범, 친절봉사, 공명정대

•3不 : 금품향응, 무사안일, 사리사욕 

•임직원의 내부제보를 통해 윤리경영 위반행위 등을 개선

하며, 제보자 신원 보장과 표창 및 포상 실시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협약을

체결, 임원보수에 반영

•비합리적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모임시 참석자의 지

위고하를 불문하고 비용 균등 분담 실천운동 전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부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일정조건의 계약내용에 대해 대상업체에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운영

•내·외부망을 이용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코너 운영

•통신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원교육 실시

•분기 1회 이상 자기점검을 통해 법규준수 생활화

•사무소단위별로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윤리적 리스크를 발

굴하여 개선하는 프로그램 운영

NEW 3行 3不  

실천운동

내부제보센터 

운영

윤리경영 경영협약

(MOU) 체결

“NH-PAY문화”

운동

계약사무

모니터링

임직원행동강령  

상담코너운영

윤리경영 교육

준법감시 자기점검

윤리실천

프로그램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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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기업은행은 「따뜻한 세상, 밝은 미래, 행복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당기 순이

익의 1% 이상을 기부하여 소외계층, 중소기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후원하

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Only Customer’ 오직 고객행복을 위

해 2005년 4월에는 사회공헌사업 전담 부서(현 고객행복부)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지

배구조와 투명성에 바탕을 두고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IBK자원봉사단은 지역사랑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전국영업점을 대상으로 사랑의

릴레이 헌혈행사를 실시 하였고 독거노인 무료 한방진료 봉사, 사랑의 김장 담그

기 및 쌀 전달 봉사활동 등 지역밀착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20곳

을 선정하여 매월 따뜻한 후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태안군 안면도 정당1리

마을을 찾아가 고추따기, 고구마 캐기

등 일손돕기를 통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

한 농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ICC산학연결 사업 전개와 중소기

업 기술인력 매칭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관련 연구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프

로보노 활동(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식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는 공익활동)의 일환으

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당행 직원이 경제교실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여 48개교, 11,544명의 학생들에게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환경부문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에너지 빼기, 사

랑 더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절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저소

득층 지원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아

미노산 액상비료,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판매하는 녹색구매대회 후원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과 지구를 살리는 올바른 소비방식 교육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1사1산 환경 가꾸기 운동 역시 환경 보존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IBK기업은행의 모습입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악연주단 해외 공

연 후원 및 지방 전통문화제 후원 등 문

화ㆍ예술단체에 대해 후원을 하고 있습

니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사격부, 국제

배구대회, 어린이 축구교실, 전국 휠체

어 농구대회, 국민건강 걷기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IBK기업은행은 2008년 8월부터 시작해온 지구촌 빈곤국가 11개국 아동 547명

에게 매월 양육비를 후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 소재은행에 대한 선진금융 시

스템 교육 및 저개발국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하였습

니다.  또한 2008년 안산외환송금센터 개점에 이어 이태원 외환송금 센터를 개점

하여 매주 주말에 송금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IBK미소
금융재단

IBK행복
나눔재단

IBK자원
봉사단

자원
봉사대

임직원

봉사
동호회

퇴직직원

고객
행복부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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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 및 쌀 전달 자원봉사

•1사1촌 고구마 캐기 봉사활동 648 15,278

•무료급식 배식봉사 등

•중소기업 정책 학술대회 개최

•장학금 지원 37 256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12,450)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1사1산 클린운동 2 3,256

•국악연주단 해외 공연 후원

•지역문화제 후원 46 326

•축구 꿈나무 육성 및 발굴 후원 등

•지구촌 빈곤가정 아동 후원 및 1:1 결연 

•저개발국 학교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3 547

학교발전기금 후원

736 19,663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 예술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1사1촌 고구마 캐기

IBK 사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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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사랑나눔
기금 

운영위원회

IBK기업은행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네트워크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홍보 한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IBK기업은행은 18만여개 거래 중소기업

중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청년구직자

에게 알림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청년일자리창출 센터」를 구성, 노동부 등 17개

취업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노하우 벤치마킹, 13,006개 중소기업 구인수요조사, 일자

리 창출 사업계획 수립 등 6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2009년 2월 3일 국내 최초 중소기

업전문 무료 취업포털 「잡월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소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 18회의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80,296명이 방문, 5,785명이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총 1,97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출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일자리창출기업지원 특별우대펀드

를 454개 업체(1,375명)에게 약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행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2009년 10월 29일 취업자 수 1만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들에게 치료비를, 성적이 우수하

거나 생활형편이 곤란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후

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한 전국의 379명의 학생들

에게 장학금 323백만원을 후원하였으며, 희귀난치병 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1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71명, 362백만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가정의

큰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행복나누미로서 중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

는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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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은 ‘Only Customer’ 정신으로 오직

고객행복을 위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사

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

회의 능동적 나눔실천을 위해 2005년 4월 사회공

헌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IBK자원봉사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또한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

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 중소

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사회

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전달식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

‘Only Customer’고객 행복을 위한 영원한 동반자!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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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전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치료비 및 장학금 후원 

Zoom-in

잡월드 ROAD SHOW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출범식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24 147 151

103,535 227,493 207,638

15,555 10,930 8,416

11,679 7,670 7,105

3,549 3,436 1,907

Aa3 Aa3 A2

A A A

A+ A+ A+

0.5 0.5 0.5

24 24 24

91 91.3 90.5

13,118 12,168 19,663

137 139 736

3 3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윤용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613개

1961년 8월 1일

9,783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IBK기업은행은 “고객만족 최고은행 달성”을 위해 고객접점직원의 CS역량 극대화,

CS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접점현장의 권한 강화 정책, VOC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전

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은행권 최초로 Service Identity를 SMART

Service로 제정하여 Smile (항상 미소짓는), Multi (다양한 정보제공), Active (적극

적인 상담), Rapid (신속한 업무처리), True (언제나 진실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을 전직원의 행동강령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고객만족을 위하여 CS교육과 평가, 보상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에도 CS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SMART Service 실천연수」를 실

시하고,「SMART Service 가이드북」(160p)을 제작하여 전행적으로 통일된 응대 매

뉴얼을 통한 IBK기업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별로 CS현황 분석보고서를 통해 각 영업점의 CS취약점에 대한 근복적

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고객만족 추진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CS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CS Boom-up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고객불편사항 발굴을 위한 리서치를 실시하여 접점

Process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상담뱅크, 기업승계컨설팅, 우수고객자산관리 세미나, 문화이벤트 등의 고객

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도 및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

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점포 서비스, 아미고 라운지(고객 휴식공간), IBK

점프전용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의 Hit상품 및 2009년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나의 알파 My APT 카드”를 제

공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상품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상품을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IBK기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우량 녹색중소기업을 육성 발굴하여

금융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빌딩 구축, 녹색기술 제품조달 확대, 녹색

환경 조성, 녹색생활실천, 탄소배출 감축활동 전개 등 녹색경영을 통한 녹색성장

리딩뱅크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방지 등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

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당행은 본·지점 건물에 에너지자원의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여 이산화탄소배

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LED조명기구·자동센서조명

기구·방열단열시스템 설치 및 세면대수도꼭지 절수기

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빌딩」을 구축하였으며, 본점

옥외주차장 일부를 녹색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엘리베

이터 이용자제를 통한 에너지절약 운동과 건강을 연계

한 건강계단 「에코헬스웨이」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IBK기업은행은 고객용 쇼핑백을 표면 무코팅 처리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였

고 환경마크 인증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등 업무용 기계·비품 신규 조달시 에너지

절약형 녹색기술 제품을 조달·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알뜰살뜰 365일 근검절약

운동」, 「복사용지 쿼터제실시」, 「에너지 Officer」활동 활성화를 통해 물자를 절약

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경영 

「Green IBK 프로젝트」 지속 추진

태양광발전시설, LED 간판 및 조명, 물안쓰는 소변기, 자판기타이머 등 그린제품

을 설치하여 당행의 녹색경영을 상징하는 Eco-Branch를 구축할 예정이며, 에너

지사용량을 측정·관리하는 온실가스시스템인 「IBK 탄소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기업

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세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회원사 스스로 자사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

는 CDP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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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고객의소리 접수 채널

CS마인드, 고객응대기법, 화법, 

이미지메이킹 등 교육

창구응대 및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CS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칭찬직원, 고

객우수추천직원, CS발전에 기여한 직원등

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거래고객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행 최초의 전용메신저

고객의 칭찬, 불만, 건의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엽서,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

CS교육 : 임점컨설팅, 이미지컨설팅,

직급별 창구응대기법, 거래업체 

교육, 전직원SMART Service

실천연수 등

CS평가 : 고객의 관점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CSI조사 실시

CS보상 : CS마일리지 제도

IBK 바로메신저 서비스

고객의 소리(엽서, 고객센터, 

홈페이지)와 E-mail 상담

전자민원 채널 운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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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램

구    분                               내    용

에코헬스웨이

태양광 발전시설 하이브리드 가로등

일자리 나눔통장

공익 추구

IBK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청년취업난 극복을 위해 판매금액의 0.1%(10

억원 한도)를 은행부담으로 조성하여 취업난 해소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

자리 나눔통장’을 출시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의 사용실

적에 따라 발생된 포인트 일부를 지정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랑Plus 체크카

드’를 선보여 전국민적으로 기부문화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액의 일부

를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에 기부할 수 있

는 ‘나라사랑 큰나무

통장·카드’를 출시하

여 공익을 위한 사회

환원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기업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598억원을 출연하였으

며, 저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2,6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영원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인건비와 에너지 절약 등 자체 경비 절감을 통하여 2009년 ‘일자리 창

출기업지원 특별우대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펀드로는 일자리 창출 기

업에 대한 대출이자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비용 부담의 최소화와 함께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복지에 관심

이 있는 기업체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

고 이를 재원으로 임직원 신용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여ㆍ수신 복합상품인 ‘근로자 섬

김 예금ㆍ대출’을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중환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이용금액의 일부를 현금캐시백

으로 지급하는 ‘상쾌한 공기 로하스 카드’를 출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천연소재인 옥수수전분을 이용한 카드 발급으로 폐기 시 완전히 분해되는

소재의 친환경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산업, 녹색기술산업, 환

경마크인증기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성

장 기업대출’, ‘녹색성장 브릿지론’을 출시하였고 고객의 가입금액 1만원당 10포인

트를 적립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관련단체 등에 기부하는 ‘녹색성장예금’

상품 등으로 환경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IBK기업은행은 윤리·정도경영 달성을 위해 「고객행복 강화」, 「부패율 Zero화」, 「제도

개선 및 사전 예방활동」등 3단계 과제를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내부의 청렴도 취약 요인을 진

단하기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IBK 기업은행은 준법지원체제 강화 및 준법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업점장 준법자가

진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법규준수매뉴얼을 발간하고

법규준수문제은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법규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

지업무 운영실태를 조사 · 점검 ·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정도경영 실천을 생활화 하기 위

하여 고객에 대한 전화리서치를 통해 매월 고객의 애로사항을 피드백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각종 용역, 물품 등 계약체결시, 절차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금품향응 등을 주

고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

는 제도

기업은행의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직무수행과 관

련하여 높은 청렴성 유지와 윤리 경영실천에 대한 혁신의지

를 공고히하기 위해 도입 　

경비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건전한 업종 또는 호화사치 업소로 인식되

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제를 시행 　

기업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경

쟁력있는 금융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행동준

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 제도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부득이하게 금품 향응 등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 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신고된 금품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

는 제도

건전한 금융풍토 조성을 지원하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및 압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

매주 기업은행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임직원 스스

로 진단하게 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제고시키는 프

로그램 　

매월별로 임직원이 중점적으로 지켜야할 윤리항목을 선정하

여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 　

정기적인 윤리의식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경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청렴계약제

임원직무

청렴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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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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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Plus체크카드

IBK 녹색부동산 담보대출 IBK 친환경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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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수출입은행은  『‘사랑과 나눔’ · ‘공익’을 실천하는 수출입은행』 을 비전으로 봉사 · 기

부 · 장학 · 글로벌 나눔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

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참여로 2005

년 “수은나눔봉사단”을 발족하여 봉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며, 매월 임직원의 급여

끝전을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

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글로벌 사회공헌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전문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하여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및 결손가정 어린이 등 도움의 손길이 긴요한 이웃

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상생 정신의 실천을

위해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 성수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어 의료봉사

실시 등 마을 주민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지방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의 3개 고등학교의 우수교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소기업 자녀 장학

금 지원, 지역사회 소외청소년 장학금 지원, JA Korea 청소년 경제교육 등 활발한 장

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강화도 마니산을 1사1산으로 정하고, 매

년 마니산을 방문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장비 등을 기증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녹색성장산

업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에

너지관리공단 주최 “2009 대한민국 녹색

대전”의 중소기업 홍보관 개설을 후원하

기도 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부문 

예술의 전당과 “문화햇살사업 파트너십”

을 맺고 문화소외계층의 아동 및 장애인

에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수출입은행은 2007년부터 3년간 미얀마 빈곤지역에 식량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며, 스

리랑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긴급지원, 케냐 수자원개발사업 지원, 몽골의 한 · 몽

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세계 각지

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

극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이

주민 모국어 책 지원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최종의사 결정

사회공헌 실무협의회

사업결과 및 집행점검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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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무료 급식 등 봉사활동

- 미소금융사업 재원 출연 12.9 609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등

- 고객중소기업 자녀 장학금(52명)

- 1사1교, 3개 지방고교 후원금 2.9 -

- 서울남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45명)

- 1사1산 환경보호운동(마니산) 등 0.3 49

-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 지원 등 0.3 -

- 미얀마 빈곤지역 식량지원

- 스리랑카 내전 난민 지원 2.9

-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 외국인노동자 의료 지원 등

19.3 658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문화·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사회공헌 운영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인사부 사회공헌팀

7개 본부별, 10개 지점별 사회공헌활동 시행

총 계

자매결연마을 의료봉사 성로원 어린이집 봉사활동

스리랑카 내전 난민 지원

고객중소기업자녀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봉사

1사1산 환경보전 활동

문화햇살사업 파트너쉽수출입은행은 2009년 6월 18일 사회연대은행이 결혼이민자 가

정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이크로크래딧(무담보 소

액대출)사업에 5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부터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회적기업 지원단체인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인 ‘정선재활용센

터’에 3천만원 상당의 시설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의 운영을 위해 지난

3년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수출입은행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전

기부와 더불어 은행내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보노 차원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1

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

원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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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1% 이상과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등을 재원으로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입은행 전 직원들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

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과 함

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단체

와 연계하여 국내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지

원을 한층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

금 지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구호기구와

협력하여 해외 빈곤국에 대한 식량지원, 식수지원

등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

습니다.

‘사랑과 나눔’, ‘공익’을 실천하는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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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마이크로크래딧 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적극 지원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23.6 36.0 42.0

23,716 52,515 40,638

2,458 1,939 267

1,843 940 258

643 1,015 82

Aa3 Aa3 A2

A A A

A+ A+ A

2 1.5 2

1 1 1

88.0 88.3 89.0

1,164 1,077 658

18.3 18.3 19.3

2 3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김 동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23개(본점, 국외사무소 12개 포함)

1976년 7월 1일

688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고객만족도 1위 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경제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대외경제협

력은행’으로서, 수출입과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투자 등 우리기업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치를 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RM/멘토제

내실화 등 고객만족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원의 고객만

족 마인드를 제고하여 고객만족경영 활동을 한단계 레벨업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여신부점의 고객만족활동을 강화하여 “고객과 하나 되기” 프로그램인 핵심고객 만족

프로그램과 중점 지원산업 ‘Informal’ 모임, 긍정마인드 전파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활동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여

신지원사례 중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여신부점에 전파하였습니다. 금

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신제도 안내자료를 정비하고 CRM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정

보제공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직원의 고객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

객응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고객만족 관련 우량 도서를 배포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 실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당행의 외부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속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수출입은행은 공적금융기관으로써 정부의 시책인 저탄소 녹생성장에 이바지하고

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 매년 전력, 연료,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 총량제 목표치 설정 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시스템 냉방 공급, 저효율 조명기구 교체, 승강기 군(群)

관리 시스템 운행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

일제 준수와 통근버스 운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등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절수기 설치, 세면기 저수압 조절 등 물

사용량을 줄여 나가고 사무실 냉방 28도 이상, 난방 18도 이하를 유지하는 등  실

천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요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저효율 백열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 하였으며, 할로겐 램프를 LED조명으로 교

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기, 프린터기,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와 용지, 각종

물품 및 소모품 구매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하고 그 범위와 물

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지구 온

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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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여신담당 심사역을 RM/멘토로 지정하여 고객기업에 대한 맞

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RM 24명, 멘토 47명 지정 및 활동, 멘토 각각 최우수(1), 우

수(2) 총 12건 선정

고객의 요구/애로/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모범사

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전파

※ 총 18건 선정 및 포상(7, 12월)

해외진출고객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고객 환리스크 관리 지

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해외진출상담 : 행내전문가(2,631건) 및 자체 상담(1,059건)

※ 환위험 컨설팅서비스 : 64개 기업, 실무전문가 교육 : 196개

사 275명 등

고객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여신부점

특색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뮤지컬, 연극 관람, 고객

기업 현장체험 등)하여 실시

※ 간담회, 문화행사(연극, 영화관람), 체육행사 등 실시 : 368개

사 941명 참가

중점 지원산업을 담당하는 플랜트, 선박, 녹색, 자원, 해외투

자를 대상으로 고객기업의 실무진과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meeting

※ 총 15개사 앞 실시

고객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격려를

위한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고객기업 관심 갖기 운동)

※ 연간실적 : 408개사, 연간목표(중소기업 150개사) 대비

238% 달성

여신담당 직원들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응대 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응대 모니터링 실시

※ 부서 내 교육 후 실시(6월) 및 부서평가에 반영

RM/멘토제도

여신지원 
우수사례 전파

해외진출
컨설팅센터

핵심고객 
만족 프로그램

중점 지원산업
'Informal' 모임

긍정마인드 
전파운동

고객응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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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 지원

수출입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8억원을 출연하였습

니다.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은행은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중 중소기업에 총15.8조원을 지원함으

로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사상 최초로 4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모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일괄적인 만기 연장 및 금리인하를 시행하여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1월 중소기업지원단을 신설하였고, 수출중소기업 네

트워크대출,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시설확장 증설용 수출자금 등의 신규 지원제도

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수출

중소기업포럼'을 창립하여 고객기업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고, 중소기업의

환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위험 관리 컨설팅서비스', '환위험 관리 설명회' 등 다양

한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10년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을 공식 출범

하고, 2009년 중 12개 시범사업(pilot project)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총 20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 금융

수출입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녹색성장금융

부를 설치하였으며, 1조3천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보

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0년 금융지원 목표로 2조 2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과 함께 고도 물처리 등 환경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녹색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제도를 통하여 국내 녹색기업의 육성 및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14개 기관

으로부터 1,035억원을 모집하여 수출입은행 탄소펀드를 설립(2009년 9월 29일)하였

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온실가스 감축(CDM) 사업에 대한 수출입은

행의 금융지원 및 탄소펀드를 통한 탄소배출권 선구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전 및 전략

수출입은행의 윤리경영은 법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소

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유일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국가·사회적

책임의식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고객 및 국민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

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객과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Clean Bank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법규준수

수출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 제도를 2007년 5월 도입

하여 준법감시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준법감시업무를 통할하고, 부서별 준법담당자는 소속 부

서의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직무 수행시 제

반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준법감

시업무 실태 등 각 부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준법감시 조직 및 프

로그램을 통하여 법규준수가 업무 수행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사항임을 임직원 모

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적수

출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임원이 재직기간 중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토록 하기 위하

여 도입된 제도로서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청렴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에 내부 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

용을 규정화하여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근무부점의 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부

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

이 곤란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임직원 행동강령 및 운영지

침 등의 준수여부와 윤리실천 의식수준을 행내 인트라넷 상

의 ‘윤리실천 자기진단표’ 를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프로

그램으로서 2006년 7월 첫 시행 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직무

청렴계약제도

내부 제보자 

보호제도

클린신고센터

윤리실천 

자기진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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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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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포럼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설명회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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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수협은 ‘WIN START 2009’를 비전으로 경영혁신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금융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임직원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양수산은행

으로의 특화와 고객관리 강화 및 기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의 근간인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중앙회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수협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아름다운가게 행사 참여 : 사회공헌단

체인 아름다운가게와 파트너쉽을 체결

하고 고객과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아

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임직원이 직접 판

매하고, 판매대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

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동전모으기 행사 : 임직원 급여 지급시 세후 1,000원 미만 금액을 모금하여

푸른산타 봉사단 활동 시 불우이웃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 자

투리에서 모인 후원금액만큼 추가로 은행에서 기부금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제

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하여 전라북도 고

창군에서 어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

니다. 대학생들은 어촌에 방문하여 3박

4일간 어촌의 일손을 거들고 바닷가 환

경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어촌마

을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또 마을회관 청소와 조개채

취를 거들며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

었습니다.

2009 추석 사랑의 이웃찾기 : ‘사랑海 이웃찾기’의 일환으로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를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수협의 이미지 제고 및 수협의 사

회적 책임 이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난 판매행사 : 임직원 개편과 관련 다량 접수된 취임축하 ‘난’을 임직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 하

였습니다.

학술·교육부문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 :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원은 현업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조합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채권을 건 별로

검토하여 취급 시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현장 교육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맞춤형 정책자금 교육은

조합 정책자금 대출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합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

상시킴으로써 조합의 발전과 건전한 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도연구 보존을 위한지원 : 수협은 독도의 연구·보전을 위해 독도관련 단체의 모임

인 독도연구보전협회에 ’97년 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9

년에는 독도연구보전협회의 유관단체인 독도수호전국연대가‘다케시마의 날’철회 촉구

를 하기 위해 일본 시네마현에 항의 방문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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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海동전모으기행사, 사랑海푸른산

타봉사단,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

아름다운가게 행사, 사랑海 이웃찾기, 난

판매행사, 송파구 장애인 주간행사, 대한

법률구조공단, 어민사랑기금-어업인문화

복지재단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 독도연구보전

지원

ONE TO ONE 운동

사랑海 Summer Festival, 대한체육회

업무제휴, 대구약령시 한방 문화축제 행

사 협찬, 제2회 부산항축제 후원, 먹거리

사랑 실천운동본부, 바다사랑실천연합

운동본부

77.0 2,556

3.4 31

1.4 3,773

0.3 9
(413)

82.1 6,369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

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 경영 조직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총 계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단장
행장

부단장
준법감시인

봉사 지원팀
준법감시실

영업점
강동권외 15개 권역

본부부서 (5개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외 4개본부부서

윤리
경영

아름다운가게 봉사활동

대학생 어촌 봉사활동

한마음 봉사단 현장교육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윤리문화

확산

체계성 

윤리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 활성화

차별성 

지속적인 윤리준법
의식 교육강화

지속성 

WIN START 2009 

푸른수협

나눔수협 고객중심수협

86

수협은행은 2003년 12월부터 권역별로 전국 16개의 ‘푸른산타 봉사단’을 구성

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수협정체성에 부합한 어촌지

역 불우이웃 돕기 행사로 전환하여 상반기에는 봉사활동, 하반기에는 불우 어

촌민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푸른산타 봉사단의 활동은 직원들이 급여 중 1천원 미만 자투리 금액

을 모아 조성한 사랑海 동전모으기 기금과 수협은행이 매칭 그랜트한 기금으

로 운용되며 기업체와 연계하여 조성된 어촌사랑기금은 자매결연 어촌계의 어

촌사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단장인 수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 쌀 등 생계비품 전달과 더불어 집안청소

와 묵은 빨래 정리 등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에

서 130여명의 불우 어촌민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학비, 생계비품 등을 전달하였

습니다.

수협은행의 ‘ONE TO ONE 운동’은 ‘1직원 1봉사활동 전개’를 목표로 전 직원

이 연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윤리의식을 고취하

고 직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서나 지점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자발적

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자연환경 보호 활동,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

기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ONE TO ONE 운동의 세부실천방향으로 ‘1부점 1단체 결연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전 부점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푸른산타봉사단푸른산타봉사단 ONE TO ONE 운동ONE TO ONE 운동

수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나눔

경영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

니다. 그동안 축적된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특화된

나눔경영과 전 수협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나눔경

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풍

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수협이 만들어가겠

습니다.

5대양을 향한 넓고 푸른 꿈을 지원하는 넓고 푸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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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海푸른산타 봉사단 ONE TO ONE 운동 실시

Zoom-in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7.8 19.9 18.7

11,408 13,383 11,976

1,517 352 632

879 76 330

408 117 120

A2 A2(S) A2(N)

a- A-(S) A-(S)

- - -

19 17 16

21 19 18

- 90.10 87.19

5,069 4,952 6,369

8 9 82

3 3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이주형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109개(출장소포함)

1962년 4월 1일

1,885명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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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수협은행은 “실천하는 CS , 변화하는 CS,  창조하는 CS” 의 슬로건과 “1등 고객만

족은행”이라는 비전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체계적인 CS교육시스템 구축과 CRM시스템을 통한 고객상담 및 노하우 공유로 품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CS마케팅 전문

강사를 통해 영업점 접점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점검과 피드

백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최상의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S리

비전 및 전략

수협은행은 ‘청정한 수협, 싱싱한 바다, 행복한 어민’을 목표로 푸른바다지킴이 운동,

독도사랑 운동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해 에너지절약 등의 환경보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수협은행은 저탄소 녹색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한마음 에너지 절약운동 선포 및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수

협은행은 에너지와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이 전 지구적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원인

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사난방 온도 낮추기 및 차량5부제, 개인용 전열기기 사

용금지, 점심시간 본점 전기 일괄소등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간소복

장(넥타이 안 매기, 웃옷 안 입기, 반팔셔츠 입기)을 권장하는 등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청사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수협은행은  1인1컵쓰기 운동으로 종이컵을 배치하지 않고 머그컵을 사용하며, 각

종 사무용품은 리필 또는 이면지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난방

시설을 냉난방 통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

으며, 차랑 5부제 운동으로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를 절약하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균질화된 서비스 역량 배양을 위한 단계별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CS 클리닉(영업점 접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

한 임점교육) 실시

직원상호간 칭찬을 통한 칭찬문화 확산으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신명나는 일터 문화 조성

CS 서비스마일리지 운영으로 CS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

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응대서비스 관심 제고 및

수준향상 도모(CS스타 , CS골든스타)

영업점별 CS리더 선정·운영으로 CS 생활화

영업점 POP(POINT OF PURCHASSE)의 표준화로 객장

환경개선 추진 　

체계적인 CS

교육 시스템 구축

칭찬 FUN-3운동

CS 서비스

마일리지 운영

고객 지향적

환경구축

CS 리더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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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수협은행은 윤리준법 및 부패방지, 사고예방 및 의식개혁을 위해 연1회 이상 영업점

현장교육, 부점 자체교육, 연수원 직무반 교육, 위성방송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1회씩 부점별 윤리경영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사례 등에 대한 직원

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실천운동의 효율적

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이나 지식에

대한 점검,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윤리적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관련 지식을 배

양하기 위해 윤리준법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법

규준수 위반사항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매뉴얼을 배포하여

전 직원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고객만족경영

고객중심 CS 심사마인드 교육 CS 교육

더, CS스타, CS골든스타 등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의 우대 분위기 조

성으로 고객만족서비스의 관심 제고 및 향상에 끊임없는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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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윤리문화 확산’, ‘윤리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 활성화’, ‘지속적인 윤리준법의식 교육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윤리경영활동

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특정 분야 근무직원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하여 유가증권 투자행위,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

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은행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제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과 공급업체가 상호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거래

중단 및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

생된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판기능 활성화　

우수사진이나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사회공헌활동 관

련 의사 결정에 직원 참여 유도

불공정행위

사전방지제도

청렴계약제도

내부제보자

신고제도

윤리경영 홈페이지
관리강화

윤리경영상
수여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환경부문

ONE TO ONE 운동 실시 : ‘1직원 1봉사활동 전개’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연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직원 스스로

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운동으로 각

부서나 지점에서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자연환경 보호활

동,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

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부문

사랑海 Summer Festival : 고객에게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지역 경제에 활

력을 주는 사랑海 Summer Festival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로 8회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국민에게 바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로 태안 몽산포해수욕장과 삼척

장호해수욕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430가족 총 1,700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참여고

객에게 어살체험, 고동잡기, 투명카누, 스노쿨링 등 다양한 어촌체험과 3박4일의 무

료 숙박을 제공하였으며, 해변콘서트와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 유익

한 행사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업무제휴 : 당행은 대한체육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한국 스포츠의 국제

적 위상제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중장기적인 스포츠 진흥 등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 문화축제 행사 협찬 : 수협은행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는 '약령춘추'를 협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전통한방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뜻있는 행사로서 내외국

인 4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제2회 부산항축제 후원 : 수협은행은 제1회 및 제2회 부산항축제를 후원하였습니

다. 부산항 축제는 가족체험형 관광 축제로서 선박과 항공 퍼레이드, 선상투어, 바다

생물체험, 컨테이너 터미널 견학, 음악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 축제 행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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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수협은행의 어민사랑예금, 어촌사랑예금, 어촌사랑카드, KGPS카드, 바다사랑지킴

이 예금은 수협은행의 고객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

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수협은행의 특화 상

품입니다. 또한 어촌사랑예금 및 독도사랑예금은 수산발전기금, 독도연구보존협회

성금 등 공익신탁기금의 조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공익신탁상

품입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수협은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을 위해 75억원을 출현하였으며, 저

신용자 등에게 희망홀씨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수협은행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업구조

개선단의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Fast-Track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을 통해 단기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금융

수협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고객의 녹색금융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으

로 환경기여 및 거래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그린플러스예금’을 출시하였으며

해양수산은행으로서 푸른바다 지키기운동 및 독도사랑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녹색성장 정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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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희망디딤돌’을 사회공헌 비

전으로 삼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회적책임(CSR) 완수, 의식제고

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들로부터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

족도 측정을 받아 고객이 만족을 표시하거나 칭찬직원을 추천할 때마다 고객과 직원

명의로 연탄 1장씩을 적립하고 자체 조

성된 기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전달하였

습니다. 사단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에 연탄 4만장을 기부하고 임직원 150

여명이 11월 전국 200여 저소득층 가정

에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술ㆍ교육 부문

어린이 신용 경제교실   신용보증기금은 7월 본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를 위한

2009년 「어린이 신용 경제교실」을 개최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신용 경제교실을 열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약 50명에게 무료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신용보증기금

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

층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PC보내

기’,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또한 마포구청과 결연을 맺고 ‘꿈

나무 키우기 장학사업’ 등을 통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지역밀착형 환경정화 활동   신용보증

기금 임직원은 청계산 및 호명산 인근

환경정화, 「한강 1社-1地區 가꾸기」, 영

업점 인근 하천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총 154회의 지역밀착형 환경정화활동

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전 사업에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개발도상국 보증제도 전수   신용보증

기금은 개발도상국에 보증제도를 무상

으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

는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에 총 13회에

걸쳐 39개국 217명에게 보증제도를 전

수함으로써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나눔단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희망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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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경영 조직

사랑의 연탄배달

어린이 신용 경제교실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사회적책임(CSR) 완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회공헌 의식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핵심역량을 활용한 활동

•‘어린이 신용캠프’개최  

•‘중소기업 현장봉사단’

실질적인 활동 강화

사회공헌 의식 제고

•사회공헌 Guide Book 제작

•사회공헌 문화 확산

내부시스템 구축

•‘개인이력관리시스템’도입  

•봉사활동 공인인증 실시

자발적 참여 확산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봉사 

활동 강화

•가족봉사활동 활성화

운영위원회

사무국

본사
지부

서울
서부
지부

서울
동부
지부

서울
강남
지부

경기
지부

인천
지부

부산
경남
지부

대구
경북
지부

호남
지부

충청
지부

•사랑의 연탄배달, ‘나누米’ 행사,
1.7 4,117

중기참사랑 현장봉사단 등

•「꿈나무 키우기」장학사업, 
0.4 757

「사랑의 PC보내기」등

•「한강 1社-1地區 가꾸기」등 - 1,672

•개발도상국 보증제도 전수 등 - 130

2.1 6,676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

환경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사랑의 PC 보내기

호명산 등반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개도국 보증제도 전수

Zoom-in

신용보증기금은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학생들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지

원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가능한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입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입상한 팀은 상금외

에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청년창업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초기부터 사업안정화까지 1인 전문담당자

를 두고 창업관련 교육, 경영컨설팅, 법무·세무 상담 등 신보의 창업지원종합

시스템(C3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돕고 금융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中企 사랑 현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업무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

적(’09년) : 총 18회, 170명 참여)

신용보증기금은 11월 임직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

한 ‘사랑의 달리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점 1층 로비에 러닝머신을 설치하

고 임직원의 여유시간을 활용한 참여를 유도하여 달린 거리에 비례한 금액(1km

당 1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적립된 약 2백여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라파엘

의 집’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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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삼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실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2005년에 봉사활동 조직인 ‘이웃사랑나눔단’(단

장 이사장)을 창단하여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각 지부별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BIBrand Identity를‘中企참

사랑’으로 선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사

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존

경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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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中企 사랑 현장봉사단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경영컨설팅중소기업 현장 봉사활동

사랑의 달리기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3.6 3.7 6.3

7,051 6,069 8,600

- - -

4,368 7,118 7,499

- - -

- - -

- - -

- - -

- - -

1,279 2,465 1,250

86.9 88.5 89.9

9,030 11,509 6,676

1.3 2.2 2.1

3 3 3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안 택 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86개 

1976년 6월 1일

2,404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전사비전 및 핵심가치와 연계성을 강화한 CS비전, 목표전략을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EST Partner for Enterprises’를 고객만족경영 비전으로 삼고 공공기관 고객만족

도 최상위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

한 추진전략으로 고객가치 창출, 선진CS시스템 구축, 고객감동경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시스템 및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지향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감동경영 종합대상(한국경제신문 주관)

을 수상하고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감동 경영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환경경영 비전을 ‘친환경경영 및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내실있는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및 신성장동력 확충

을 위한 녹색산업지원 강화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태양광발전 보증지원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통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신상품 개

발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신용보증기금은 자가 건물 본부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총 사용한도를 배정하고 부

점별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하는 등 전사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저

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5,485톤(’08년) → 5,150톤(’09년) 6.1%감소】

친환경제품 사용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자원과 에너지 절

약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

고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

무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가구 구매의 70.5%, 전자정보 기기의 94.7%를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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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서비스표준 정립 및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고객서비스헌장 정기점검 및 서

비스표준 이행

•보증서비스 이용고객 전수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정기실시 및 개선

- 조사결과 실시간 발표시스템 구축 및 매월 결과발표로

실질적 개선유도

•고객편의 중심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등 편의성 

개선노력 강화

•CS인재상(PIPE)에 맞는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내CS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BEST캠페인 연중전개 및 사기충전 고객감동한마당 

행사 전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 VOC 수집

- 신용이 CS-Call, 고객평가단, 고객니즈조사, 유관기관

업무설명회, 고객감동자문위원회, 홈페이지 고객광장, 

고객센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VOC의 정기적 분석

- VOC관리시스템, 채널별 분석도구 다양화

•VOC활용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직무만족도 조사, 본부부서 서비스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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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비즈 / 웜비즈운동*, 전열기구 사용제한 등 절전운동

- 쿨비즈 : 최저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절     전 노타이·반팔 티셔츠 착용 적극 권장

- 웜비즈 : 최고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가디건·조끼 착용 적극 권장

•승용차 홀짝제 운영, 업무용차량 운행 30% 감축 등

연료절감 •고연비(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제출서류 Zero화를 통한 자원절감 및 탄소저감

성     과 •친환경경영대상 특별상 수상(한국경제신문 주관, ’09. 8월)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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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
서비스 

품질관리

고객만족부문
조사

구성원
CS역량 제고

VOC 채널

VOC 활용

VOE 채널

식목행사

고객감동 경영대상고객감동 자문위원회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신용보증기금은 글로벌 금

융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특별보증

등 신상품 개발을 통해 급속히 악화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

기업 유동성지원 및 KIKO 등 통화옵션상품거래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구입특별자금 협약보증을 통해 5개 협약체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자재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매출채권 담보대출보

증을 통해 미래 매출채권을 활용한 새로

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성장

잠재기업 유동성 지원 협약보증」을 통

해 성장잠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 보증지

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

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만39세 이하 청

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협약보증을 통해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지원하

고 소상공인담보부보증으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지원   신용보증

기금은 성장잠재력이 큰‘저탄소 녹색성

장기업’의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성

장기반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보증지

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통한 환경적책임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확대   신용보

증기금은 사회형평적 채용, 사회적 약자

배려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 완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창

업지원, 보증공급, 전담서포터(F&D기업

서포터 : Friendly & Dedicated,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 전담직원으로 영업점당 1명 지정 운영) 지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

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통령 표창

창업스쿨 개최

친환경 경영 대상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윤리경영 실천 규범 체계 수립 

- KODIT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강령

(부패영향자율평가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기준 등)

•윤리문제 대응 및 실천점검 채널로 ‘참소리’ 운영 

- 윤리문제 상담 및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제규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개정시 사전 평가

•‘청렴의식 설문조사’ 및 ‘제도 및 시스템 진단’ 등 자체 진단

•전담조직의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추진 

- 직급·수준· 대상별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부점자체 연수, 사이버연수, e-book 발간, 

맞춤형 E-CS클리닉, 외부명사초청 강연 등 

체계적인 윤리교육 실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BEST’ 캠페인 실시

•임직원 윤리·CS마인드 정립 및 의지표명을 위한  

‘BEST신보’ 서약 실시

•협력업체 초청행사, 윤리서약식, 사회공헌활동 등의 

주제로 기(氣)를 불어 넣기 행사 실시

•사내방송 및 인트라넷을 통해 윤리경영 퀴즈 참여

윤리경영 규범

내부공익
신고제도

부패영향
자율평가

자체윤리
수준평가 등

체계적인
윤리교육

캠페인

주간행사
(사氣충전 고객
감동 한마당)

Monthly Quiz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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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년 ’09년 의무비율

장애우 6.3 8.9 2.0

여 성 28.1 31.6 25.0

지방인재 31.3 32.9 30.0

보훈대상자 9.4 10.1 8.0

(단위 : %,’08년 미채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윤리경영 

자기점검

•서비스 자가진단

•헬프라인시스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

•신용이 CS CALL

•자체청렴도조사

•감사활동

•협력업체 

만족도조사

•권익위 청렴도조사

•KoBEX 

실태조사

•고객의 소리

비전 및 전략

신용보증기금은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개념을

구체화하고 CEO의 실천의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환경적 책임, 이해관계자 만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를 ‘公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보증사업 수행,

녹색·친환경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경영전략’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 모니터링

윤리경영 계획수립, 실천과정과 활동결과를 자가, 내부시스템 및 외부채널을 통해 입

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와 보상에 반영

평가
·

보상

계획

수립
·

실천

활동

▼
자가진단

▼
내부진단

▼
외부진단

Feedback



지역사회ㆍ공익부문

기술보증기금은 나눔경영 차원에서

임직원의 급여우수리 등으로 조성된

기보사랑기금을 마련하여 부산 용두

산 공원에서 매월 400여명의 결식 어

르신, 노숙자에게 2006년 9월부터 무

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

십자바자회 참가, 사회복지시설, 어린

이재단 추천 및 자체 선정한 저소득 가

정 등의 정기후원, 독거노인결연사업, 1사1촌 농촌일손돕기, 한국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교육 부문

기술보증기금은 One-Stop창업지원프로그램인 벤처창업교실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지원제도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실무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아이템 등을 발굴하여 기술창업 의욕을 고취코자 대학

생 우수창업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발명에 대한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 개발

을 통하여 지식 혁신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발명 꿈나무를 발굴하고자 학

생 과학발명 경진대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1교 결연 학교 지원 및 지

역 학술단체인 부산경제 미래포럼 지원 등 다양한 학술 및 교육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지방보훈청과 2007년 1사1문화재 결연협약을 체결한 이래 문

화재의 보호 및 시민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 보존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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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

는 기금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

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전

환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엄의 실현과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시
중

은
행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은
행

관
련

기
관

|
기

술
보

증
기

금

사회책임 경영 조직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지역사회 공익 학술·교육 문화

본점 및 지역별 각 기보사랑봉사단

- 각종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추진         - 지역사회의 학회 및 포럼 등 지원

- 소외계층 문화체험활동 등 지원

활동분야▶

주관부서▶

역        할▶

이사장

최종의사결정

기보사랑실천추진위원회

•주요부서장 등  •주요사항심의

기보사랑봉사단(전담부서 홍보실)

•사회봉사활동 총괄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지원

지역별 기보사랑

봉사단 6개 지부

농촌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독거
0.6 473

노인 지원, 무료급식 봉사활동, 헌혈 등

부산벤처창업교실, 1사1교 결연지원 등 0.2

1사1문화재 활동 - 20

0.8 523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문화·예술
· 스포츠

분야별 주요 활동

총 계

단위: 억원 / 명

사랑의 PC기증적십자 바자회

사랑의 쌀전달

전국 학생 과학발명 경진대회부산벤처창업교실

Zoom-in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 8월 4일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이

공계 대학생 45명에게 장학금 225백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실직

가정, 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녀들이며, 장학금 225백만원은 공기업

간부직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해 부실점장 이상

직원들의 자율적인 임금반납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을 찾아 농번기 일

손 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된 농촌봉사활동에서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도왔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농

번기를 맞아 수확기에 접어든 사과따기와 배추뽑기 작업에 참여하여 부족한 일

손을 돕고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하여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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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

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 본연의 경영비전과 기금

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충실한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이 사회적 약자

와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문화

적 책임, 환경적 책임, 시민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

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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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장학생 대상 기보희망장학금 지원  1사1촌 농촌봉사활동

21세기 기술한국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기술보증기금

기보희망장학금 수여 농촌봉사활동

30
(123)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6 2.0 2.9

2,426 2,670 3,246

- - -

- - -

- - -

- - -

- - -

- - -

2.4 6.4 8.8

40 51 70

82.9 84.2 85.9

452 499 523

0.8 0.9 0.8

1 1 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진 병 화

부산시 중구 중앙로 77

53개

1989년 4월 1일

1,077명

신
용
등
급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고객이 바라는 바를 먼저 살피고자 하는 고객중심, 고객지향적 마인

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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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

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기술보증기금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질가치의 향상을 위해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

여 이를 제도개선 및 창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객 접점조직의 서비스를 업

그레이드 하기 위한 지속적인 CS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

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적극 부

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기술보증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점 및 각

지점의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교체시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부 구

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연료)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발생량도 적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도 대기환

경 개선을 위해 신규 차량 구매시 친환경 차량으로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기술보증기금은 환경친화제품 사용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뿐만 아

니라 페인트, 벽지 등 각종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작년 한해 구매한 제품 중

89.7%를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함으로써 환경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전자문서화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율을 높여 친환경 활동에 적극 앞장서

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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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CS 최우수기관인 교보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각 영업점

별로 맞춤형 교육인 『다윈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S

역량 제고

불친절, 민원유발 직원에 대해 Grey, Yellow, Red카드 부여

를 통한 개선을 독려하여 자발적인 CS향상 방안 추진

·의미 : CS Ethics Level Up & Feed-back program

지역별 민원발생 예상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제공하여 불만

고객에 대한 대응력 제고

전무이사가 주관이 되어 본부부서장 이상이 참석한 CS-

Level Up위원회를 개최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대고객서

비스 향상 개선책 마련

고객업무제안을 통해 제도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도모

다윈서비스

SELF프로그램

지역별 민원예보제

CS-Level Up위원회

고객제안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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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추구 

기술보증기금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09.7.24)을 시행하여

녹색성장 창업, 지식기반 창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 특례보증’(’09.2.16)을 시행하여 대기업의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리고 기업은행과 ‘성장잠재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09.2.26)을 통해 성

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09.4.20)을 통해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

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금융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강화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을 시행(‘09.3.2)하였으며, 우리은행과 녹색성장산업 중 하나인 LED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09.3.30)을 맺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녹색설비 브릿지론 협약보증’(’09.6.25)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장기적인 발전

을 위한 해당 분야의 설비투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은행 및 한

국 RFID/USN협회와 ‘RFID/USN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09.6.30)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효율적인 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외환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 800억원 규

모의 ‘특별출연을 통한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

니다. 협약보증의 대상은 외환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수출, 녹

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등 신성장

동력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특히 전체 보증한도의 10%인

180억원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별도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윤리비전으로 삼

아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시행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 지속유지

•기술금융 시스템 공신력 제고

•기술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고객참여 양방향 윤리경영 확대

법규 준수

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의 청렴성 유지와 국민과 고객으로 부터 신뢰

받는 기금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윤리경영 모니

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부패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변화된 공공기관 근무환경 및 고객의 높아진 윤리수준을 반영하기 위하

여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및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 마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금액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공익신고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정비 등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하

는 양방향 윤리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고객이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진행상황 및 평가등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기금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업무 관련 부조리 신고 창구

부득이한 금품, 선물 수수 시 신고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상담코너

보증(기술평가)상담 시 고객과 기금 직원 간의 청렴준수 사

항에 대한 공동 서명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가맹점에 대해 결제불가정책 시행으

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기금

계약담당자간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서를 교환하는 부패방지제도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해 윤리 투명

경영 강화　

직원 개인별 반부패, 청렴활동 등을 계량화하여 항목별 마일

리지를 가감

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선서 및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윤리의식 내재화 및 생활화를 위해 매월 초 인트라넷을 통한

자기점검 실시 

윤리경영 실천사례 전파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E-Mail

송부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함양, 온라인 교육 방

식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직원의 자발적 참여유도

보증업무처리 

공개시스템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렴협약서

클린기업카드제

청렴계약제도

임원직무

청렴계약

청렴마일리지

윤리경영 실천서약

윤리준법 자기점검,

윤리규범 Q&A

윤리경영 

Mail & Echo

윤리경영 실천위원회 운영

사이버 윤리교육

제

도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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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업무 협약식

녹색설비 브릿지론 협약 조인식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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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6월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보금자리봉사단을 조직하고

주거복지, 이웃사랑, 환경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

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이미지 개선 및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공익부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서울 중구 관내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집 고치

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불우아동을 지원하는 ‘신당 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해 도배와 장판 교체, 페인트칠 작업을 하며 낡은 시설을 수리하였습니다. 공사 노

조는 봉사활동을 위해 4백만원의 시설수리비를 기부하였습니다. 

공사는 아름다운 가게와 매년 재활용 행사를 통해 ‘나눔과 순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고 이를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을 통한 농어촌 지원을 위해 일사일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강후어촌마을’외에

2008년 추가로 충북음성에 위치한 ‘밤나무재마을’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농촌 경제에 기여하고 임직원에게 농촌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8월 ‘파랑새기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부서장급 직원의 임금반납을 통해

조성한 3천만원을 어린이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공사의 기부금은 어린이재단이 주

관하는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을 돕는데 쓰일 예

정입니다.

학술·교육 부문

공사는 2008년부터 중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중구청과 연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을 기탁해왔습니다. 장

학금은 기초수급생활권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모범청소년을 선정하여

연간 수업료로 1,50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배움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실시해 2009년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 권장도

서 등 약 15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환경 부문

‘남산환경정화’ 및 ‘1지회 1산 1하천 보호’ 등 관내 인근 산(공원)이나 하천을 지정하

여 정기적으로 청소 등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점심시간

과 업무종료시간 이후 건물 내 자동 일괄 소등제 실시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부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친인척 및 연고가 없이 일반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가정위

탁아동에게 “세계꽃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경

험 및 가족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매결연마을인 충북 음성의 초전리 마을주민을 서울에 초청하

여 청와대와 방송사 견학, 한강유람선 탑승 등 관광행사를 진행함으로 도농간 교류

확대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보금자리봉사단장

(공동단장 : 사장, 노조위원장)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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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쌀나눔, 연탄배달, 해비타트, 헌혈 등 2.2 604

장학금 지원, 사랑의 도서 기증 0.2 19
(10)

1지회1산1하천 보호 492

문화행사 체험 등 0.1 -

다문화가정 명절행사 0.1 22

2.6 1,137

분  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지역사회ㆍ공익

학술ㆍ교육
(교육수혜자 수)

환경

문화· 예술
· 스포츠

글로벌

분야별 주요 활동

사회책임경영 조직

총 계

아동센터 보수장학금 전달

단위: 억원 / 명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9

봉사단 사무국

(국장：업무지원실장)

영업점 봉사단

(지회장：영업점장)

본부부서 봉사단

(지회장：부서장)

(봉사단원：영업점직원)(봉사단원：본부직원)

파랑새기금 후원사랑의 연탄나눔

Zoom-in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넷째주(21~25일)를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정

해 전임직원이 이웃돕기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구청에 공사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쌀 1,000포대 등 추석

위문품을 기증하고 자원봉사모임인 보금자리봉사단원들이 중구 관내 지역을

돌며 무의탁 독거 노인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품을 전

달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중구청 관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노인

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쌀 및

다과류를 기증하고 무의탁노인을 위문하였으며 각 영업점은 관내 노인종합복

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 라는 비전대로 평소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가 어려

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공헌할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

겠습니다. 

공사의 공적 미션 중 하나인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해비타트 천안

아산지회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희망의 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의 삶터 마련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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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적 미션(국민의 복지증진)과 비전(서민들

의 평생금융친구)에 부합하도록 전임직원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보금자리봉사단』을 중심으로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복지, 장학지원, 노후생활지원 및 사회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단합과 나

눔’의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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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주간 행사 해비타트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분류 항 목 ‘07 ‘08 ‘09

자산총계(조원)

영업수익(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 순이익(억원)

경제 법인세 비용
(억원)

Moody’s

S&P

Fitch

1인당 윤리교육

윤리
시간

윤리교육 
개최 횟수

고객 고객만족도
만족 (100점 만점)

자원봉사자 수(명)

사회공헌활동
사회 총투자금액(억원)
공헌

전담직원수
(명)

1.3 2.6 3.4

1,781 3,626 4,367

137 2,558 187

100 2,598 357

39 41 -

- - A2

- - A

- - -

8 7 6

3 9 9

80.6 87.3 93.6

1,068 1,103 1,137

1.3 1.1 2.6

1 1 1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량성과

CEO

본점 소재지

영업점 규모

설립연도

임직원수

임 주 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15개

2004년 3월 1일

374명

신
용
등
급

사랑의 쌀 기증 행복한 점심식사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비전 및 전략

‘고객의 행복파트너’를 CS비전으로 설정하고 고객유형별 핵심CS가치를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고객의 행복을 돕는 고객만족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CS마스터플랜과 세부 로드맵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전사적인 CS역량을 강화하고 CS공통 역량과 직책에 따른 필요역량을 조사

하여 인재상에 맞는 CS교육프로그램 도출 및 CS마인드 체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재분류 및 고객유형별 CS추진방향 설정, CS리더와 집단심층인터뷰 참여직원

에 대한 전문코칭을 통해 CS개선방안 도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근본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선순환 구조의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사무

실 적정온도 유지, 차량운행 요일제, 중식 및 퇴근시간 이후 일괄 소등, 개인 전열기기

사용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일들을 전개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사용

에너지효율,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사무용기기 및 소모품의 친환

경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장기적으로 추

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1회용으로 사용되는 전산소모품 중 레이저 프린트 토너

를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를 실시하여 유류비

를 절감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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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제도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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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고객의 제도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포

상금 확대

고객만족경영의 통합의결기구인 ‘고객만족위원회’ 와 현장조

직인 ‘CS리더’ 운영

홈페이지, 컨택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고객의 소리를 통

합하여 분석, 개선방안 수립

공공기관 만족도조사, 자체고객만족도조사, 전화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해피콜, VOC답변만족도

조사로 효율적 피드백 실시

고객서비스 헌장

고객제안제도

CS추진조직

VOC 통합관리시스템

CS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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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익 추구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

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정수입이 없어 구체적 소득입증

이 어려웠던 불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신용회복지원기

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변제금을 납부한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0백만원까지 전세자

금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전세가격 불안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대해

서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5배, 신용등급별로 1천만원씩 확대하고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하는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

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개월간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전세자금 보증 등을 통해 22억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환경 금융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일 경우 선분양 조건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중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 및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녹색성장, 친환경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지방경제 활

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비전 및 전략

윤리헌장을 비롯한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이 기업문화

와 업무 관행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윤리경영

마인드 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제도

•5대 경영방침 선정, CEO메세지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 선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 전개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청렴도

상승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기 위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의무 이행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리경영 마인드 확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상시신고

제도 운영

법규 준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감찰활동의 강화와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상시 감사 제

도의 운영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상시제도의 수립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부부조리신고기준, 회의수당지급기준, 직무관

련범죄고발기준, 윤리경영협의회운영기준, 부패영향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세부활

동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금융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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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담당자 책임강화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불이행자 징계

외부 회의참석 수당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

임직원행동강령

내부부조리신고기준

회의수당지급기준

윤리경영사이버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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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문

한가위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정 주부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락종합사회복지

관에서 명절음식을 만드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

금자리봉사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해비타트아름다운 명절 행사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품격있는 기업의 특권

필자는 지난 3년 전 당시 문화부 관계자 등과 함께 문화예술을 바탕으

로 문화르네상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국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촉박한 일정에 숨이 턱에 찰 지경이었지만,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현장에서 영국의 저력과 영국 문화산업의 넘치는

힘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필자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기업과 예술간의 협력 방식이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저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술장르를 후원

하고 있는데, 그 후원이 후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을

끌어올리고 각 기업의 주요 고객들과의 유대관계 증진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조업 보다는 금융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 런던시티에 운집한 은행들은 물론,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이 예술을

활용한 문화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비록 일부 외국계 은행이라고 하지만, 은행권의

사회공헌실적이 미비하다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실적도 미비하고 미소금융에 대한 참여도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

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공헌백서에서도 은행권

의 사회공헌실적,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실적은 그 규모에 비

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과 우리의 현실이 같을 수 없으며, 문화적 차이도 같을 수 없다. 그

러나 사회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회적 품격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영국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은행들의 무형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한 발자욱 더 나서면 어떨까. 그것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경영

과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국메세나협의회 이병권 사무처장

지속가능경영 안에서 조화로운 사회공헌활동

‘한 기업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투자는 예전

과는 달라질 것이다.’ 가치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말이다.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환경적 성과와 사회적 성

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성공적인 가치투자의 길인

것이다. 은행의 가치는 그 은행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활동이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얼마나 조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벤트성의 일회성 활동이었다면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속가능경영활동의 틀 속에서 경제/환경/사회적 측면

이 조화롭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과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는 만족스러운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

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활동은 단지 보여 주기 위한 그 무엇

이 아닌 은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주주, 임직원 및 고객과 같이 발전

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된다. 

과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은행 본연의 임무와 별개로 추진된 반면 앞

으로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신 본연의 임무와 연계하여 확대될 것이다. 따

라서 사회공헌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가치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

거나, 에너지효율적인 설비나 주택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녹색금융이

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UN사회의 노력

에 공헌하는 길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활

동이 될 것이다. 

딜로이트 녹색경영센터 강동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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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5개의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1. 지역사회·공익 분야  

•지진, 폭우(홍수, 태풍), 폭설, 가뭄, 방화 등 자연재해나 사고에 의한 피해 지원

•복지, 의료 시설 및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캠페인 수행 및 지원

•저신용자,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새터민 등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의 지원 등

2. 학술 · 교육 분야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학교 시설 · 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3. 환경 분야 

•환경 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4.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 

•문화, 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회 등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 예술 단체 및 시설(개인) 지원 

•자립기반이 미흡한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 스포츠의 구단(선수) 및 대회(행

사) 지원 등

5. 글로벌 분야 

•전쟁, 재난 등에 의한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 실적은 각 분야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성격에 따라 1개의 분야

에만 포함하였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수혜자)

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해외 지원활동은 지원 대상에 관계없이

글로벌 사회공헌에 포함하였습니다. 

예 : ① 장애인음악회 후원 → 지역사회/공익

② 해외 장애인음악회 후원 → 글로벌

: : 법적의무부담금(예 :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사회공헌과

관계가 없는 영업·캠페인 등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예 : 시·도금

고 지원 등),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예 : 프로

골프대회 후원 등) 등과 같은 실적은 어느 분야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미소금융재단 설립, 신용회

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지원하

기 위한 출연은 지역사회 · 공익 분야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은

행의 ‘사회책임금융’ 부문에 출연금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홀씨대출(저신용자생계비대출 포함)*,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영

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외계

층’에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

등도 ‘사회책임금융’ 부문에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부록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사원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은행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 하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 등

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출한도 및 금리체계 등을 정하여 대출해 주는 제도

** 은행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 등을 대

상으로 별도의 대출한도 및 금리체계 등을 정하여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하에 대출해 주는 제도

•은행공헌활동보고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은행사회공헌활동 관련 전문가 제언

•2009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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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품명 내   용 비  고 구 분 상품명 내   용 비  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모범납세자우대통장

모교사랑정기예금

신한솔라파워론

녹색성장대출

신한희망대출

신한환승론

자전거정기예금

우리이웃사랑대출

우리이웃사랑근로자생계보증대출

2030청년창업대출

대기업협력기업상생대출

대기업상생보증대출

우리사랑녹색기업대출

우리 LED론

우리 RFID/USN론

그린파트너론

No Passbook제도

희망드림론

한지카드

신꿈나무적금

S-라인적금(그린)

오!필승코리아2010적금

-0.3℃대출

시네마론

하나소액대출

하나마이크로크레딧

피겨 Queen 연아사랑적금

Green Growth  e-공동구매정기예금

사업자우대적금

KB Green Growth Loan

KB환승론

KB행복드림론

KB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KB 내고장사랑카드

KB 연아사랑나눔 Gift카드

KB Green Growth Card

KB 업무택시 전용 기업카드

녹색자전거보험

KEB나눔예금

희망파트너대출

희망플러스신용대출

희망드림통장/적금

사랑나눔예/적금

행복나눔적금

친환경녹색예/적금

그린건강적금

뛰어라 세계로예금

자영업자유동성지원특례보증대출

소상공인희망나눔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DGB희망홀씨대출

우리프런티어지속가능 SRI증권투자신탁1호

유리다우존스바른기업인덱스증권투자신탁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1호

마이다스 그린 SRI증권투자신탁

KB지구온난화테마증권투자신탁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보

주택금융공사

행복키움통장

클린녹색적금, 클린녹색정기예금

BS희망플러스론

BS잡쉐어링우대대출

BS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대출

BS클린녹색기업우대대출

BS CNG (천연가스)버스 구입자금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KJB GREEN LOAN

작은정성 밝은세상

만덕사랑적금

저탄소 푸르미적금

제주희망나눔대출

제주애향카드

제주체육사랑카드

곶자왈 사랑

행복키움통장

전북아이나라예금

JB Green Biz Loan

서브크레딧론

Co2저감녹색체크카드

희망나눔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녹색성장펀드

kdb프리미어 정기예금

ⓤbest 정기예금

산은 그린코리아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행복한 대한민국통장

희망드림통장

행복키움통장

고향사랑 두배로통장

초록세상적금

NH전환대출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NH근로자생계보증대출

새희망대출

나라사랑 큰나무 통장·카드

일자리나눔통장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녹색성장예금

IBK녹색부동산담보대출

녹색성장 기업대출

녹색설비 브릿지론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환승론

상쾌한 공기 로하스카드

사랑Plus 체크카드

그린플러스예금

희망홀씨대출

녹색성장보증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녹색설비투자를 위한 브릿지론

신용회복지원자특례보증

장기전세주택입주자특례보증

지역사회 공익

학술 교육

환경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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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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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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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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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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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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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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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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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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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역사회 공익

환경

환경

환경

지역사회 공익

지역사회 공익

모범납세자 대상 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만기해지시 발생한 이자를 고객이 지정하는 대학에 기부하고 은행도 대학발전기금을 함께 출연

태양광발전소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부대서비스 지원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전거 이용에 관심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자전거 상해보험 무료 가입 및 금리우대, 그리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기부)

연소득2천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상품(국민연금 납입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최고 2천만원까지 연소득 인정)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상품(1인당 최고 3천만원, 정책금융수준 저금리 적용)

포스코 등 4개 대기업과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에 대한 유동성 제공 및 금리 우대하는 상품(대출한도 : 1,800억원)

삼성전자 등 9개 대기업, 은행, 보증기관의 협약을 통해 중소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대출한도 : 5,230.5억원)

친환경 및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최고 0.3%p 금리우대와 대출한도 5~10%확대,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 제공)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상품(LED기업에 최대 3억원 특별운전자금 지원 및 0.3%p 금리우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IT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상품(한국RFID/USN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등에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한도 확대)

미래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으로 중소협력기업에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적용(대출한도 : 300억원) 

정기예금 신규시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예금가입확인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통장발행 자원을 절약하고 통장을 만들거나 소각할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효과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한지를 여러 겹으로 접착 처리하여 만든카드로 소각 시 환경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 시에도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상품 

다자녀우대 둘째 0.2%, 셋째 0.3%, 사회봉사활동 우대금리 0.1

자전거타기장려, 자전거보험무료가입

2년제이상 납입평잔 0.1% 대한축구협회 기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탄소절감 등 고객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 상품

영화 제작자에 대한 콘텐츠 수출시 제작비 지원 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만기 이자지급액(세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부담으로 매년 출연하여 희귀·난치병 환아 등 불우이웃 후원

특정기간 동안 판매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이자(세전)의 1%를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형 녹색금융상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 등에게 다양한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적금관계대출」시에 대출금리 할인 등의 대출지원 서비스를 제공

환경보존 및 녹색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 상품

대부업체 거래 등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하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 “희망홀씨대출”상품

납세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외계층 지원, 신용보증재단 개인신용보증, “희망홀씨대출”상품

카드결제금액의 0.2%를 고객이 지정하는 후원지역 지자체(기관)로 기부하여 해당 기부금이 불우이웃돕기 및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등에 이용

상품판매금액의 0.5%를 사회소외계층에 기부

친환경매장 구매시 탄소캐쉬백 포인트 0.1% 제공, 철도, 대중교통 이용시 최고 10% 할인 및 자전거업종 이용시 최고 5% 할인, 친환경 카드자재 사용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승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는 콜택시 서비스,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경감, 사업자우대적금 우대이율 제공

자전거로 인한 상해 및 손해를 저렴하게 보장하는 금융권 최초 개인용 자전거 보험 상품 (당행 단독 판매)

나눔재단에 3억원 기부금 출연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노숙자 및 보호시설법인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면제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고객, 헌혈고객,소외계층(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저소득층 자녀와 후원자간 1:1매칭 적금에 대한 우대금리

친환경 활동(승용차요일제참여 등)에 따라 우대금리

그린건강운동참여 및 그린건강운동참여신청서 제출고객에 대한 우대금리(건강검진비할인혜택)

각종 육상대회,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참여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사회적책임투자 및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투자상품(판매수익의 10% 출연 공익기금으로 사용)

DJSI Korea에 선정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투자상품

녹색성장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상품(판매수익의 10%를 환경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

녹색관련기업 및 SRI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상품(판매수익의 10%를환경관련공익기금으로 사용)

환경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상품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자유적금에 일반 고시금리보다 높은 4.6% 특별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입출금 편의 제공

녹색금융 확산을 도모코자 자전거타기 서약고객 우대금리 제공과 상해보험 무료가입, 부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및 친환경차량 소유고객 우대금리 제공 등

은행권 대출승인이 어려웠던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하여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형 신용대출 상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근무기간이 짧거나 새롭게 취업한 직장인을 위한 사회공익형 신용대출 상품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와 무점포, 무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부 대출지원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출상품

친환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발굴하고 중점지원함으로써 장기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

부산시내 버스회사가 배출가스 절감용 압축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녹색금융대출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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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참여자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제주관광발전을 위해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관광발전기금으로 출연

도내 체육발전을 위해 제주도체육회와 업무제휴를 맺어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출연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 가운데 사유지를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공공신탁운동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금리우대 및 부대서비스

녹색성장기업 및 친환경에너지 효율기업에 대한 지원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환경부문 포인트 적립카드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을 위한 금융지원활성화상품

금융소외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되는 소상공인대출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녹색산업관련 펀드

상품가입시 당·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 극대화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하여 차별없는 고수익 제공

성장성이 높은 녹색산업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초과 성과 기대

예금평잔의 0.1%를 농협이 기금 조성(연간 10억원 한도),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예금잔액의 0.1%를 농협이 기금 조성(연간 5억원 한도), 노숙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지원

경기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적립식 상품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소외계층, 농촌사랑운동 지원, 예금평잔의 0.1%를 농협이 출연(연간 30억원 한도)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상품, 녹색성장활동과 거래기여도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농협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 신용회복기금전액보증서 대출

저신용 자영업자 지원 상품, 신용회복기금전액보증서 대출

3~6개월 이상 근로중인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상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분 보증서(95%) 대출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상품가입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면제혜택과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에 기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 취업난 해소 지원사업에 기부

임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를 기초로 해당 임직원에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지원

고객의 가입금액 1만원당 10포인트를 적립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관련단체 등에 기부

녹색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금액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단체 등에 기부(최고 5천만원)

대기업의 녹색설비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대중환경 자발적 참여자에게 이용금액의 0.5% 현금캐시백 지급,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발생된 포인트 중 90%는 본인에게 적립, 10%는 지정기부처에 기부, 2009년중 기부포인트 2배 적립카드를 통한 회원들의 기부문화 동참 유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고객의 녹색금융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보증

모기업과 설비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해 신용보증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상환중인 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

장기전세주택(SHIFT)에 입주하는 무주택서민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

2009년 사회공헌 금융 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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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수신(예금 및 적금)·여신(대출 및 보증)·카드·기타(신탁 및 펀드 등) 상품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