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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고객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 곁에 이미 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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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됩니다.
함께 상의하며 어려움을 나눠 갖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들 세상 속으로 은행이 들어옵니다.

THE BANK MOVES 
INTO THE
WORLD



[ 보고 개요 ] 



은행은경제의혈맥이자자원배분의중심기구로서국가경제와사회발전에폭넓게공헌해야할책임을다하기위해

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

최근들어은행산업은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위한핵심전략산업으로의성장이요구되고

있으며, 이를위해자기규율을바탕으로한책임경 의필요성이더욱절실해지고있습니다.

이에우리은행들은고객과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는한편금융시장의안정과발전을위해다음과같이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객과함께사회와함께’하는은행이되겠습니다.

은행은최고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투명경 을적극실천하여고객과상호신뢰관계를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의안정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행은금융시장에불안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고중대한문제가발생하 을때에는

이를적극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원에힘쓰겠습니다.

은행은지속가능경 을바탕으로새로운가치창출과미래의성장동력을확보하여사회발전에기여하겠습니다.

은행은이와같이은행산업본연의역할뿐만아니라사회적책임과환경적책임을다하기위해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공익성을제고시켜나갈것을약속드리며, 이보고서는그약속을지키기위한첫걸음이될것입니다.

많은분들의아낌없는격려와도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과공익성제고에대한약속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_ 유지창

한국산업은행
총재 _ 김창록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_ 정용근

신한은행
은행장 _ 신상훈

우리은행
은행장 _ 박해춘

SC제일은행
은행장 _ John Filmeridis

하나은행
은행장 _ 김종열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_ 강권석

국민은행
은행장 _ 강정원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_ Richard F. Wacker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_ 하 구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_ 양천식

수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_ 장병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_ 김규복

대구은행
은행장 _ 이화언

부산은행
은행장 _ 이장호

광주은행
은행장 _ 정태석

제주은행
은행장 _ 윤광림

전북은행
은행장 _ 홍성주

경남은행
은행장 _ 정경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_ 한이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_ 유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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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원칙

2006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등을참고하여수립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 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측면의 활동실적 등을

이해관계자에게투명하고효과적으로공개하고자합니다.

■■■■보고범위

2006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전국은행연합회 21개 정사원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종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성과를유사한분야별로통합하여보여주고활동실적이중복으로집계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다음과같이4개분야로보고하 습니다.

1. 문화ㆍ예술`ㆍ스포츠

2. 지역사회`ㆍ공익

3. 환경

4. 학술`ㆍ`교육

일부데이터에포함범위및기준일자가다른경우가있으며이러한경우는별도로표시하고있습니다.

■■■■보고기간

보고기간은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성경과

전국은행연합회사원총회는‘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표준안’을제정(2006. 6. 7.)하고, 은행전체의사회공헌활동

실적을연차보고서로발간하여공표하기로하 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2006년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발간계획’을수립(2007. 2. 6.)하고편집위원회를구성ㆍ운

하여보고서발간을준비하 습니다.

보고서소개



참여은행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
wwwwww..kkddbb..ccoo..kkrr

농협중앙회
금융전략팀
wwwwww..nnoonngghhyyuupp..ccoomm

신한은행
홍보부
wwwwww..sshhiinnhhaann..ccoomm

우리은행
홍보팀
wwwwww..wwoooorriibbaannkk..ccoomm

SC제일은행
기업문화팀
wwwwww..ssccffiirrssttbbaannkk..ccoomm

하나은행
홍보팀
wwwwww..hhaannaabbaannkk..ccoomm

중소기업은행
고객지원실
wwwwww..iibbkk..ccoo..kkrr

국민은행
사회협력지원부
wwwwww..kkbbssttaarr..ccoomm

한국외환은행
업무협력팀
wwwwww..kkeebb..ccoo..kkrr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wwwwww..cciittiibbaannkk..ccoo..kkrr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
wwwwww..kkoorreeaaeexxiimm..ggoo..kkrr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wwwwww..ssuuhhyyuupp..ccoo..kkrr

신용보증기금
인사부
wwwwww..kkooddiitt..ccoo..kkrr

대구은행
공공금융부
wwwwww..ddaaeegguubbaannkk..ccoo..kkrr

부산은행
지역사회공헌부
wwwwww..ppuussaannbbaannkk..ccoo..kkrr

광주은행
고객지원부
wwwwww..kkjjbbaannkk..ccoomm

제주은행
총무지원부
wwwwww..ee--jjeejjuubbaannkk..ccoomm

전북은행
종합기획팀
wwwwww..jjbbbbaannkk..ccoo..kkrr

경남은행
지역공헌부
wwwwww..kkyyoonnggnnaammbbaannkk..ccoo..kkrr

기술보증기금
홍보팀
wwwwww..kkiibboo..oorr..kkrr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wwwwww..kkhhffcc..ccoo..k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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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공기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숨을 쉽니다.
고객이 원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객이 계신 곳 어디에나 은행이 있습니다.

THE BANK MOVES
INTO
EVERYWHERE



[ 은행산업과 사회공헌활동 ] 



I  은행산업개요 I

우리나라은행은설립목적과특성에따라일반은행과특수은행으로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따라설립된금융기관으로시중은행, 지방은행및외국은행국내지점이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

경제의균형발전을위해해당지역을중심으로설립되었습니다. 

일반은행은「은행법」및「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에서

규정하고있는고유업무, 부수업무및겸 업무를취급하고있으며고유업무와부수업무의

경우별도인가없이 위할수있으나이에해당하지않는업무를직접겸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겸 인가를받아야합니다. 현재일반은행은예금수입, 대출및지급결제

등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권업무와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취급

하고있으며신탁업과신용카드업을겸 하고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는은행의보험업

진출(방카슈랑스)도허용되었습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공급하지못하는특정부문에대하여자금을원활히공급함으로써일반상업금융의

취약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별특수은행법에의해설립된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간의 예금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더

많은부분을의존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재 업중인특수은행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I  전국은행연합회와은행 I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통하여건전한신용거래질서의확립과금융인의자질향상, 복리후생의증진을기하여

그사회적지위를향상시킴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습니다.

은행산업개요 I 전국은행연합회와은행 I 은행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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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928. 11. 1. 사단법인경성은행집회소설립

1975. 11. 1. 사단법인전국은행협회로개편

1984. 5. 9. 사단법인전국은행연합회로개편

1995. 7.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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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007년 3월말현재 7개시중은행, 5개특수은행, 6개지방은행및 3개은행

관련기관등21개의정사원과36개외국은행국내지점이준사원으로가입하고있는비 리

사단법인입니다.

I  은행사회공헌활동 I

최근지속가능경 이기업의핵심가치의하나로대두되면서이해관계자들은기업에대하여

투자를통한고용확대등기업본연의역할뿐만아니라사회적책임과환경적책임도함께

수행해줄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은행연합회와은행은자원배분의중심기구로서은행산업에

기대되고있는경제적책임과함께사회적책임과환경적책임을체계적으로수행함으로써국가

경제와사회에더욱폭넓게기여하기위해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설치(2006. 2. 27.)하 습

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은행별사회공헌활동강화, 사회공헌활동의체계적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경 ’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은행별 및 공동으로 사회공

헌활동을 강화·추진하여 왔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구성원 공동 이익의 향상

즉 공익에의 기여도에 따라 소극적 공익활동, 중립적 공익활동 및 적극적 공익활동으로

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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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의사원

■정사원 (21)
ㆍ일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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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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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ㆍ은행관련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사원 (36)

ㆍJPMorgan Chase Bank, N.A.
ㆍ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ㆍBank of America
ㆍMizuho Corporate Bank
ㆍCALYON
ㆍBNP Paribas
ㆍAmerican Express Bank
ㆍING Bank N.V.
ㆍIndian Overseas Bank
ㆍ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ㆍScotiabank
ㆍDeutsche Bank AG
ㆍABN AMRO
ㆍU.B.A.F.
ㆍDBS Bank
ㆍ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ㆍSociete Generale
ㆍUnited Overseas Bank

ㆍThe Yamaguchi Bank
ㆍNational Bank of Pakistan
ㆍThe Bank of New York
ㆍHSBC
ㆍBank of China
ㆍ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ㆍCredit Suisse
ㆍ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ㆍUBS AG
ㆍBank Mellat
ㆍ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ㆍBarclays Bank PLC
ㆍChina Construction Bank
ㆍWachovia Bank, N.A.
ㆍ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ㆍBank of Communications
ㆍ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ㆍ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은행사회공헌실무협의회설치

은행사회공헌활동추진계획수립

은행공동사회공헌사업추진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표준안제정

▼

▼

▼

* 은행사회공헌협의회
ㆍ구성 : 은행연합회장(의장), 산업은행총재, 농협중앙회신용대표이사,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대구은행장, 은행연합회부회장(̀총 10인)

ㆍ기능 : 은행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수립, 
은행공동사회공헌사업실시, 사회공헌활동홍보등

은행사회공헌협의회*설치



은행산업개요 I 전국은행연합회와은행 I 은행사회공헌활동

첫째, 은행은 자금중개, 지급결제 및 신용창조라는 은행의 기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경제의 혈맥으로서 공익에

기여하는소극적공익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둘째,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자금유입이지속적으로이뤄지도록함으로써지역금융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등 중립적 공익활동을 통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함께추구하고있습니다.

분야별대표적공익상품

지역사회·공익(̀예금)

지역사회·공익(̀대출)

분 야 공익상품명
2014 Winter Sports 예금(̀농협중앙회)
2014 인천아시아드예금(̀농협중앙회)
2011 세계육상선수권유치기원통장(대구은행)
부산국제 화제통장(부산은행)
광주문화수도후원통장(̀광주은행)
u-bank 스타트정기예금(̀산업은행)
지역사랑예금(̀농협중앙회)
사촌통장(̀농협중앙회)
농촌사랑카드(̀농협중앙회)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농협중앙회)
아름다운은행(̀신한은행)
사랑의약속정기예적금(̀신한은행)
의인후원정기예금(̀신한은행)
아빠의향기(̀신한은행)
희망! 새출발보통예금, 희망! 새출발자유적금(̀우리은행)
사랑의열매통장(̀SC제일은행)
하나행복나눔신탁(̀하나은행)
고구려지킴이통장(̀기업은행)
독도는우리땅통장(̀기업은행)
캥거루통장(̀국민은행)
KB포인트리카드(̀국민은행)
KB의사카드, KB교육자카드(̀국민은행)
KB캥거루적립식주식투자신탁(̀국민은행)
KEB나눔예금(̀외환은행)
어민사랑예금(̀수협중앙회)
어촌사랑예금(̀수협중앙회)
KGPS카드(̀수협중앙회)
대구사랑마이홈러브카드(대구은행)
대구광역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카드(̀대구은행)
주시마이홈러브카드(̀대구은행)

태극기사랑정기예금(부산은행)
아이(I)꿈통장(부산은행)
후원예금(̀광주은행)
선생님사랑통장(̀광주은행)
제주사랑주거래서비스통장(제주은행)
제주애향카드(제주은행)
JDC제주사랑카드(제주은행)
웰컴투전북사랑예금(̀전북은행)
경남사랑통장(̀경남은행)
통일로세계로적립신탁(̀경남은행)
탑스자 업자스피스대출(̀신한은행)
사회책임경 대출(̀신한은행)
일반헌혈, 혈소판및등록헌혈, 장기등록자등에
대한부동산담보대출금리할인(̀국민은행)
대구시희망경제특별보증대출(̀대구은행)
SOHO PLUS LOAN3(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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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18개국내일반은행+ 외은지점
2) 2006년 9월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 2. 

은행계정`1) 원화대출금 형태별 대출현황

주 : 18개국내일반은행+ 외은지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 2. 

2006년
09월말

2006년
3월말

2005년
12월말

은행1)  중소기업 대출 추이

29
0
,8
91

25
7,
27

0

26
7,
0
41

2006년
6월말

27
9,
83

3

중소기업43%

대기업6%

가계자금48%

공공및기타자금2% 은행간거래1%

문화·예술·스포츠

2006년
12월말

2006년
09월말

2006년
06월말

2006년
03월말

2005년
12월말

은행1) 총여신2) 추이

89
5,
19

6

93
0,
23

4

79
5,
24

1

81
5,
14

7

86
1,
31

0

단위 : 10억원

주 : 1) 18개국내일반은행
2)총여신= 은행계정여신+신탁계정여신+종금계정여신

자료 : http://fisis.fss.or.kr(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 1) 17개국내일반은행(̀수출입은행제외) 및외국은행국내지점
2)총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7. 1.

2006년
11월말

2006년
09월말

2006년
06월말

2006년
03월말

2005년
12월말

은행1) 총예금2) 추이

57
8,
41

9

57
8,
47

6

56
1,
94

5

54
8,
81

1 57
2,
95

6

단위 : 10억원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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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

환경

셋째, 은행은공익법인설립, 사회복지재단에대한기부등수익의일부를사회에환원하는

적극적공익활동을통해서사회구성원공동이익의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분 야 공익상품명
독도사랑학생부금(̀수협중앙회)
늘푸른예금(̀농협중앙회)
녹색환경신탁(̀기업은행)
바다사랑예금(̀수협중앙회)
독도사랑예금(̀수협중앙회)
독도사랑카드(̀수협중앙회)
청량산사랑카드(̀대구은행)
DGB우리독도카드(̀대구은행)
녹색시민통장(부산은행)
사이버예금(̀광주은행)
자연사랑신탁(̀광주은행)
새만금사업성공기원예금(̀전북은행) 주 : 1) 17개국내일반은행(수출입은행제외) 및외국은행국내지점

2)역외유출비율= (예금-대출)/예금x100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호를토대로작성

은행1)  역외유출 비율2) 추이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5.00% -

0.00% -

-5.00% -

-10.00% -

-15.00% -

-20.00% -

-25.00% -

I  I  I  I  I  I  I  I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역외유출비율
지역자금의‘역외유출비율’은지방에서조성된자금이역외지역
(주로서울등수도권)으로유출되는비율을말함
ㆍ지역자금의‘역외유출비율’이높다는것은산업기반이나지역 금융의
취약성을의미하며, 이는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임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금융현황과활성화방안’, 「SERI 경제포커스」,  
2005. 6. 13., p.6.)

기관명 법인명칭 설립 출연금(억원) 주요산업
농촌문화복지증진사업
장학사업
학술·교육·연구지원사업
충북지역인재육성사업
강원지역인재육성사업
국내외장학사업
학술연구비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장학사업
학술·교육·연구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설립·운
어린이집설립·운
자원봉사활동지원
중소기업근로자자녀치료비지원
및장학금지원
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사업
장학사업
불우아동및저소득소외계층지원
금융교육및차세대교육
지역사회및기업인의사업기반발전
마이크로크레딧지원
장학사업
문화·체육사업
장학사업
장학사업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지원
문화예술·체육사업

공익법인설립현황

신한장학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신한은행강원장학회

신한은행희망재단

외환은행나눔재단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광주은행장학재단
경남은행장학회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Citigroup Foundation

기은복지재단

신한은행충북장학회 1988. 4.

2004. 7.

1994. 12.

1996. 11.

2006. 1.

2006. 4.

1994.

1990. 12.

2005. 12.

2005. 12.

1981. 11.
1986. 2.

2006. 10.

농협문화복지재단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3,004

28.5
12.4

15.6

500

300

52

-

100

18.5
10

50

75



은행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객을 바라봅니다.
고객이 기다리기 전에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객의 시선, 고객의 마음 그 곳에 은행이 있습니다.

THE BANK MOVES 
INTO THE 
BOTTOM



[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 ]



I  공동활동성과 I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

(2006. 2. 27.)하고매년 11월둘째월요일부터 1주일간을‘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으로

제정(2006. 6. 9.)하 습니다.

은행연합회와 21개사원은행은‘제1회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2006. 11. 13.~11. 19.)’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혼자사는 노인’과‘조부모와 손자·손녀만 사는 가정’

5,750세대를 은행 본·지점과 연결하는‘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월동생활

용품전달과함께보살핌봉사를실시하 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을‘은행 환경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자연환경 정화

운동을 펼치는 등 환경적 책임 수행에도 노력하 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물품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 은행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집중적으로실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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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금액(억원) 참여인원(명) 참여인시1)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5.0 1,165 4,088
은행환경보호의날 2.3 7,442 17,813
은행별사회공헌활동 12.8 6,003 33,738
계 20.1 14,610 55,639

제1회은행사회공헌활동주간실적

주: 1)참여인시=Σ(참여인원수 x 참여인원 1인당평균참여시간)

사회공헌활동 평균 지원금액

국내일반기업2̀)은행1̀)

16
,7
35

6,
27

8

주 : 1)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2) 197개일반기업의2005년중실적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ㆍ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06.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비율1)

국내일반기업3̀)은행2̀)

2.
57

%

2.
21

%

주 : 1)지원금액/당기순이익
2)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3) 197개일반기업의2005년중실적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ㆍ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2006.

사회공헌활동 참여 인원 및 인시1)

참여인시2)참여인원

35
2,
92

8명

1,
17
8,
77
9
인
시

주 : 1)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2)참여인시=Σ(참여인원수 x 참여인원 1인당평균참여시간)

해외주요은행의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지원금비율1)

미국3̀)한국2̀)

2.
16

%

0
.6
8%

일본5̀)국4̀)

0
.8
2%

0.
05

%

주 : 1)한국 : 지원금액/법인세비용차감전수익, 외국 : Grant/Pre-tax profit
2)한국 :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2006년기준
3)미국 : CitiGroup·BOA·JP Morgan·Wells Fargo·Wachovia,

2005년기준 (단, Wachovia는 2004년기준)
4) 국 : HSBC·Royal Bank of Scotland·HBOS·Barclays·

Lloyds TSB, 2005년기준
5)일본 : Mitsubishi UFJ·Mizuho, 2005년기준

자료 : The Banker(July 2006), 각은행홈페이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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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합성과 I

지원금액및당기순이익대비지원금비율

은행은 2006년 중 사회공헌활동에 3,514억원을 지원하 습니다. 이는 은행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2.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익 대비 지원비율은 해외 주요은행에 비해

매우높습니다.

사회공헌활동참여

은행은 2006년 중 352,928명(누계)의 임직원이 1인당 평균 3.34시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 으며, 이는 은행전체 임직원(121,910명) 1인당 연간 2.8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것에해당됩니다.

분야별지원금액및비율

은행은 2006년 중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 1,514억원(43%),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에

1,231억원(35%), 학술 및 교육 분야에 742억원(21%), 환경분야에 27억원(1%)을 지원하

습니다. 은행은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에 비해 특히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높았으나일본기업에비해서는환경분야에대한지원비율이낮았습니다.

사회공헌업무담당부서

은행의사회공헌업무는3개은행에서전담부서를설치하여수행하고있으며, 그밖에홍보부ㆍ

고객지원부ㆍ경 기획부·인사부·총무부등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사회공헌업무담당인원

은행은 사회공헌업무를 최소 1명, 최대 7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당 평균 담당 인원은

3.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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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분야별 지원 금액 및 비율

43% 1,514 
문화·예술·스포츠

1% 27
환경

35% 1,231
지역사회·공익 3,514

국내 제조업의 분야별 지원금 비율

국내 서비스업의 분야별 지원금 비율

일본기업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원금 비율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 부서 단위 : 개사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 인원 단위 : 개사

21% 742 
학술ㆍ교육

47%
지역사회·공익

40%
지역사회·공익

41%
지역사회·공익

16% 문화·예술·스포츠

17%문화·예술·스포츠

22% 문화·예술·스포츠

10% 환경

10% 환경

1% 환경

36% 학술·교육

33% 학술·교육

27% 학술·교육

준법
감시부

기타

2

55

사회
공헌부

경
기획부

고객
지원부

홍보부

2

6

3 3

5~6명 7명3~4명1~2명

1

5

11

4

5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자료 : 문형구,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와 현황 및 효율화를
위한공통지표」(연구발표자료), 2005

자료 : 문형구,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와 현황 및 효율화를
위한공통지표」(연구발표자료), 2005

자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5년사회공헌활동실적조사결과」, 2006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말기준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말기준

단위 : 억원



I  분야별성과 I

문화ㆍ예술ㆍ스포츠분야

지원금액및성과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총 1,514억원으로 전체 사회

공헌 지원금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

금액의75%에달하는1,141억원이문화ㆍ예술단체및시설을위해지원되었습니다. 그밖에

공연ㆍ전시회지원과스포츠대회, 스포츠팀및단체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지원금액과는달리지원건수측면에서는문화ㆍ예술단체및시설지원뿐만아니라

공연ㆍ전시회에도총323건(30%)이라는활발한지원이이루어졌습니다.

활동내용

문화ㆍ예술ㆍ스포츠분야에대한지원활동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공연ㆍ전시회 지원 : 뮤지컬 및 연주회 등의 공연 후원, 무료 전시회 개최, 독거노인 돕기 및 자선

콘서트개최, 전통문화축제지원, 명절맞이고유문화행사기획등

- 문화ㆍ예술단체 및 시설 지원 : 미술 아카데미 지원, 연극협회 및 메세나 활동 지원 등 아마추어를

포함한작가들의활동을촉진하여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

- 스포츠분야 : 스포츠 관련 협회 지원, 스포츠팀의 운 및 후원, 체육진흥기금 기탁, 세계 스포츠

대회후원, 기초스포츠종목육성및생활체육지원

지역사회및공익분야

지원금액및성과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총 1,231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지원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계층(40%, 485억원)과

공익행사및캠페인(32%, 392억원)에주로지원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시설 및 단체(16%, 202억원), 재해복구(5%, 59억원) 등 세부분야별로

비교적 균형 있게 지역사회 및 공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건수의 경우,

95%에해당하는총38,385건의활동이소외계층을대상으로이루어졌습니다.

활동내용

지역사회및공익분야에대한지원활동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사회시설및단체지원

은행별자원봉사단구성을통한정기적인봉사활동수행

사회복지센터, 농아원,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농촌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인 봉사

활동수행

복지재단, 협회, 사회사업수행NG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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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스포츠 세부분야(금액)

1%954
기타금전적지원

9%13,112
공연·전시회

75%114,184
문화·예술단체및시설

8%12,816
스포츠대회

7%10,296
스포츠팀및단체

지역사회 및 공익 세부분야(̀금액)

5%5,966
재해복구

16%20,228
사회시설ㆍ단체

32%39,252
공익행사및캠페인

40%48,559
소외계층지원

7%9,106
기타금전적지원

지역사회 및 공익 세부분야(̀건수)

0.2%43
재해복구

4% 1,643
사회시설ㆍ단체

0.4%142
공익행사및캠페인

95% 38,385
소외계층지원

0.4% 121
기타금전적지원

151,362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건

123,111

40,334

문화ㆍ예술ㆍ스포츠 세부분야(건수)

5%57
기타금전적지원

30%323
공연·전시회

47%501
문화ㆍ예술단체및시설

13%143
스포츠대회

5%51
스포츠팀및단체

1,075

단위 : 건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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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지원 : 소년소녀가장ㆍ무의탁독거노인돕기, 장애우지원(PC보내기, 채용박람회후원등),

연탄나눔, 김장담그기등소외계층에대한봉사활동수행

- 공익행사및캠페인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활동참여및지원, 사랑의헌혈캠페인, 재활용품수집ㆍ판매를통한

수익금전달

사회적기업지원, 공익재단출연및운 , 무료법률서비스등

- 재해복구지원

태풍및수해등으로재해가발생한경우자원봉사단을통한긴급재난구호팀운

긴급구호용품이나수재의연금을통한지원

- 기타 금전적 지원 : 급여 및 상여금 등의 우수리 공제 및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프로그램

으로불우이웃돕기성금전달등

학술및교육분야

지원금액및성과

학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규모는 총 742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지원금액의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학교발전기금(63%, 469억원),

장학금(15%, 110억원) 및학술ㆍ교육관련단체지원(14%, 101억원)에주로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건수 측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총 1,305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습니다.

활동내용

학술및교육분야에대한지원활동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술ㆍ교육행사지원

연구ㆍ세미나ㆍ학술대회ㆍ국제포럼등후원

지역주민등을위한금융교실ㆍ경제교실등교육프로그램운

- 학술ㆍ교육관련단체지원

금융학회등학회후원및학술발표대회지원

산학협력연구지원및벤처창업아이디어공모전협찬

어린이도서관설립지원

- 학교발전기금 : 대학교ㆍ연구소등발전기금출연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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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82
학술ㆍ교육행사

14%10,161
학술ㆍ교육
관련단체

63%46,993
학교발전기금

15%11.061
장학금

3% 2,554
기타금전적지원

학술 및 교육 세부분야(̀건수)

8%138
학술ㆍ교육행사

4%72
학술ㆍ교육관련단체

9%143
학교발전기금

78%1,305
장학금

1%14
기타금전적지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건

74,251

1,672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환경분야

지원금액및성과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규모는 총 27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1% 수준

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의 79%에 달하는 21억원이 환경보호사업에 지원

되었으며그밖에환경관련행사ㆍ캠페인에5억원(20%)이지원되었습니다.

지원건수의 경우에도 환경보호사업에 총 지원건수의 88%에 해당되는 239건의 지원

활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활동내용

환경분야에대한지원활동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환경보호사업지원

환경보호사업실시 : 남산가꾸기, 국립공원수목표찰부착사업, 신천치어방류, 낙동강보호등

환경보호사업지원 : 생태복원사업, 멸종위기동식물보호사업, 수목원보호사업등지원

환경보호단체지원 : 녹색연합ㆍ국립공원관리공단등지원및봉사활동공동실시

국제적활동지원 : UNEP/FI 등국제기구활동지원

- 환경관련행사ㆍ캠페인지원

행사개최및지원 : 환경캠프, 자연사랑음악회ㆍ미술대회, 전국환경사진공모전등

캠페인지원 : 천연기념물보호캠페인, 청소년을위한환경캠페인등

- 기타금전적지원 : 환경관련공익상품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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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세부분야(̀금액)

79%2,145
환경보호사업

20%558
환경관련행사ㆍ캠페인

1% 14
기타금전적지원

환경 세부분야(̀건수)

88%239
환경보호사업

9%25
환경관련행사ㆍ캠페인

3%9
기타금전적지원

2,717

273

단위 : 백만원

단위 : 건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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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및교육분야

현황및성과

은행의 공익 금융상품은 2006년 말 현재 86개(318만 계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203억원입니다. 또한은행은금융교육프로그램을통해 14만명을대상으로

456,903인시의교육을실시하 습니다.

활동내용

금융상품및금융교육분야에대한활동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공익금융상품

예금상품 : 예금금액또는수익의일정비율을은행이기금으로적립하여사회공헌활동지원

카드상품 : 카드사용액의일정비율을은행이기금으로적립하여사회공헌활동지원

대출상품

▶사회책임경 을실천하는우량중소기업을대상으로다양한우대를제공하는대출상품

▶소기업이나소상공인을위한대출상품

▶신용불량자등의창업지원을위한무담보신용대출상품

기타상품및서비스 : 노약자, 장애인, 노숙자등에대한각종수수료면제

- 금융교육 : 다양한계층(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역주민등)을위한금융ㆍ경제교실등운

주 : 1)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중실적
2)수혜자인시 : Σ(수혜자수X 수혜자 1인당평균교육이수시간)

주 : 21개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2006년말기준

수혜자인시2̀)수혜자수

금융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14
5,
87

5명 45
6,
90

3人
時

사회공헌기금조성액상품계좌수상품수

공익금융상품 현황 및 성과

20
,3
55

 백
만
원

86
개

31
8만

계
좌



은행은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고객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에 은행이 있습니다.

THE BANK MOVES 
INTO THE 
PEOPLE



[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 



CEO 김창록

설립연도 1954.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6-3

임직원수 2,245명

업점규모 49개 지점 (해외 8개지점 포함)

자본금 8조 2,419억원

총자산 104조 5,233억원

당기순이익 2조 1,008억원

한국산업은행 설립

주식인수, 사채보증, 외자도입업무 취급

산업금융채권 일반매출 실시

갑류 외국환은행업무 취급

본점 이전(̀종로구 관철동 10-2)

신탁업무 취급

유가증권 인수, 매출, 모집업무 취급

기업 해외투자 인허가업무 취급

법정자본금 증액(̀10조원)

사외이사제 도입

금융감독위원회경 건전성감독수감기관편입

국채전문딜러 자격 취득

본점 이전(̀ 등포구 여의도동 16-3)

방카슈랑스 업무 취급

자본금 1조원 증자

(증자후 납입자본금 8조 2,419억원)

수탁회사 업무 취급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혁신평가 우수기관 및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2006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등급 획득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산업은행은 고객중심경 , 내실위주경 , 인재중시경 을 경 이념으로‘Global Investment

Bank’가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구조조정 및 컨설팅 등 핵심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를 선진 우량은행 수준으로 개선하고 핵심업무의 경쟁력 제고 및 업무관행, 의식 등을

Global Standards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며, 적정이익 실현을 통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

성장 및 국제적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Fee Business 업무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

입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2006.12. 기준

1954. 04 

1961. 12

1969. 02

1973. 03

1985. 03

1989. 01

1990. 08

1993. 12

1998. 01

1998. 12

1999. 05

1999. 07

2001. 07

2003. 09

2004. 04

2005. 01

2005. 03

2005. 12

2006. 12

최상의금융서비스를
통한고객의최대만족

국제적수준의건전성과
수익기반달성

GLOBAL INVESTMENT BANK

창의와도전정신을
갖춘인재육성

고객중심경 내실위주경 인재중시경

세계수준의국제투자은행장기Vision

동북아를 업거점으로한Asia Leading BankVision 2011

빈곤층및소외계층
지원

‘1사1촌운동’을통한
도농교류활성화

‘새터민지원사업’
전개

‘산은사랑나눔재단’
설립운

지속적사회공헌을통한공기업의사회적책무수행

✴✸✻✮✪ ✭✮✿✮✵✸✹✶✮✷✽ ✫✪✷✴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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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765 -

환경 3 40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381 35

지역사회·공익 1,288 1,360

총 합계 3,437 1,435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t산은장학금u

산업은행은 임직원 급여의 10,000원 미만 끝전을 모아 은행에서

매칭 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을 산은장학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산은장학금은 소년ㆍ소녀가장,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장애가

정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및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

습니다. 현재 2기까지 126명의 불우청소년에게 지급되었으며, 3기

100명을추가모집중에있습니다.

t산은창업지원기금u

산업은행은 산은창업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빈곤계층 및 금융소

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은창업지원기금의 재원조달은 산업은행의 기부 및 공익형 예금

시판을 통한 일정률의 기금적립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이 이 기금의 수혜대상이며 현재 총 27명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창업지원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t산은가족자원봉사단u

1996년 3월 산업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을 구성원으로‘산은가족

자원봉사단’을 창단하 습니다. 산은가족봉사단은 자원봉사단, 이웃

사랑팀, 봉사지원팀, 긴급재난구호팀으로 각각 봉사활동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웃사랑팀은 삼성농아원, 주몽재활원 등 6개 복지시설에서 매월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지원팀은 자원봉사단 지원

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재난구호팀은수해및재해발생시피해지역에

파견되어긴급복구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t사랑나누기캠페인u

산업은행은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연 2회 헌혈행사와 매 분기

마다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씩 성금

모금 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있습니다.

t농촌사랑 1사 1촌운동u

산업은행은 2005년부터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마을과 자매

결연후특산물구매등교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주민 서울초청행사와 어린이 경제교육 및 환경체험

캠프, 어린이 철새탐사 및 농촌체험 캠프 등 다양한 도농교류사업도

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회장 정대근

설립연도 1961. 8. 15.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임직원수 15,622명

업점 규모 987개 지점 (해외 1 개 지점 포함)

자본금 9조 2,773억원

총자산 229조 679억원

당기순이익 1조 545억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설립

공제(보험)업무 개시

공공예금업무 전산화(국내은행 최초)

농협선물(주) 설립

매일경제 금융대상 금상 수상

수신ㆍ여신ㆍ신탁부문 ISO 9001 인증

(국내은행 최초)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축협, 인삼협 통합)

한겨레신문 은행선호도 조사 5년 연속 1위

농협CA투신(주) 설립

농협문화복지재단 설립

NH투자증권 설립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5대

협동조합에 선정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농협은농업인의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지위향상및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해‘농업인의삶의

질’향상을추구하고있습니다. 또한‘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ㆍ소비자ㆍ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농협은 비전인‘세계일류 협동조합 금융그룹’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그룹으로의도약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마케팅역량강화로 업력배가와 로벌경쟁을위한 Infra구축, 기본사업의

양적ㆍ질적확대, 신성장동력확충을역점추진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농협은‘고마운 농협ㆍ꼭 필요한 농협’이 되기 위해 나눔경 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참여형사회공헌확대, 특화된사회공헌사업추진, 공익연계마케팅전개를

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1. 08

1961.10

1991. 04

1997. 03

1998~1999

1999. 12

2000. 07

2002. 06

2003. 01

2004. 08

2006. 02

2006. 10

「나눔경 」을통한사회적책임이행
인간사랑나눔 지역사랑나눔
환경사랑나눔 교육·문화사랑나눔

고마운농협·꼭필요한농협

공익연계마케팅전개참여형사회공헌활동확대

소외계층기부금지원및봉사활동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지원

-사랑의쌀나누기등

재해·재난피해복구

문화·예술공연지원

임직원봉사활동활성화

농협문화복지재단
-각종문화행사개최및지원
-농협장학금지원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촌사랑운동전개
- 1사1촌자매결연

무료법률구조사업

소비자보호사업

공익금융상품개발을통한
지원기금조성
-사촌통장
-지역사랑통장
-도농상생예금
-농촌사랑카드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등

특화된사회공헌사업추진

마케팅역량강화로
업력배가

역점추진

VISION 달성

기본사업의
양적·질적확대

로벌경쟁을위한
Infra 구축

신성장동력확충

종합금융그룹으로도약

세계일류협동조합금융그룹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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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07,072 8,740

환경 1,038 12,691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4,798 1,827

지역사회·공익 17,457 106,632

총 합계 130,365 129,890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공익재단‘농협문화복지재단’운 )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농협문화복지재단’을 2004년 7월에

설립하여 농촌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도시와농촌이균형적으로발전하는데이바지하고있습니다.

2006년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기금은 3,004억원이며 2008

년까지6,000억원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2006년주요성과

- 농촌지역자연속맑은콘서트개최(17회)

- 농촌청소년 로벌문화체험실시(180명)

- 전통문화공연단체및농촌문화계승지원(1,143백만원)

- 농촌지역독거노인및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돕기, 농촌사랑

간병인육성지원등농촌복지증진지원(222백만원)

- 농촌대학생400명에대한장학금지원(754백만원)

- ‘도전골든벨(KBS)’참여등장학사업실시(1,184백만원)

- 농협문화복지대상시상(363백만원)

( 농촌사랑운동전개 )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지원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함께해결하고자추진중인농촌사랑운동은우리농업에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건강 증진과 도시민ㆍ농업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시키는도ㆍ농상생운동이자나라사랑운동입니다. 도ㆍ농교류활동의

일환으로 1사1촌 자매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기업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ㆍ농

상생의장을마련하 습니다.

2006년주요성과

- 농촌사랑회원모집 : 200만명(누계 337만명)

- 1사1촌자매결연 : 6,712쌍(누계 14,498쌍), 자매결연

교류를통해 1,395억원농산물판매

- 한국경제신문주간사회공헌대상수상(2006. 11. 9.)

(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

농업인의 농과일상에서발생하는법률적분쟁과억울함을해결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부족, 법원과 원거리 거주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 소송절차의 복잡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06년주요성과

- 무료법률구조 : 6,316명(누계 66,254명)

- 무료법률구조기금출연 : 13억원(누계 146억원)

- 법률상담 : 651회실시하여 17,065명교육, 2,017명상담

(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

농업인은 일상 및 농활동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피해구제및권리보호절차에대한인식부족으로정당한소비자

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06년주요성과

- 소비자보호원을통한구제 : 224건 (누계 6,374건)

- 농협자체해결 : 12,984건 (누계 148,332건)

-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을위해‘농협이동상담실’운

: 56개시ㆍ군지역, 5,485명교육, 827명상담

( 공익금융상품개발을통한지원기금조성 )

무의탁 노인 등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고 농촌사랑운동 등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금융상품을 판매하여 1994년

부터 2005년까지 환경보전, 소외계층지원, 농촌지원기금 등 총 354

억원을조성하여지원한바가있습니다.

2006년주요성과

- 사촌통장, 지역사랑예금,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등다양한

공익상품개발·판매로273억원의기금을조성

- 1사1촌운동등농촌사랑운동, 지방자치단체발전기금, 독거

노인등소외계층주거시설개보수지원과양로원, 소년

소녀가장에게쌀, 김치, 이불전달등다양한지원실시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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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8,457 1,101

환경 251 2,651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21,514 39,586

지역사회·공익 17,639 7,546

총 합계 47,861 50,884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Happy Messenger‘신한은행봉사단’)

2004년‘신한은행봉사단(단장: 신상훈은행장)’을설립하여전통문화

보존,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

하고전부점에서문화재지킴이활동,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인간사랑

참여 캠페인, 결식아동 지원, 사랑의 연탄·김장 나눔, 긴급 재해복구

지원등릴레이식나눔사랑을전행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 미래세대육성을위한국내외장학사업 )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신한은행 희망재단’이라는 장학

재단을 설립하 습니다. 신한은행 희망재단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학술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주요사업은 국내장학사업으로

매년 소년소녀가장과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해외장학사업으로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한인 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매년 1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역인재

육성을위해‘신한은행강원장학회’와‘신한은행충북장학회’를별도로

운 하고있습니다.

( 기업메세나의산실‘한국금융사박물관·신한갤러리’)

신한은행은 한국금융의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금융사박물관’을 설립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거리인 중구 태평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금융사박물관은 총359평

규모에 3,000여점의 금융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사

박물관과 함께 운 하고 있는‘신한갤러리’는 특별 기획전을 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각종 전시회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젊은 유망

작가들의예술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 공익연계프로그램 )

최근에는 아름다운 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NP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나눔교육, 저소득빈곤층 지원사업과 같은 공익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경제교실,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행사, 선생님

해외보내기 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또한사회책임경 대출, 아름다운펀드,

의인후원정기예금, 사랑의약속예적금등공익상품을개발하여판매

함으로써기업의사회적책임을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 환경보전프로그램 )

신한은행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

에서전국18개국립공원에자연친화적인내용의수목표찰부착을통해

등산객들의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연환경의소중함과환경보전의중요성을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

환경 훼손현장 고발’을 주제로 환경부 후원 하에 매년‘전국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평 공원 가꾸기 사업, 천연기

념물(동·식물) 보호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그린

복리신탁, 낙동강 살리기 통장 등 환경상품을 개발하여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 금융기관 협의체인‘온실가스 정보공개 프로젝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가입함으로써 지속가능경 의

한 축인 환경관련 금융기관 로벌 이니셔티브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박해춘

설립연도 1899.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임직원수 14,154명 (비정규직 3,528명 포함)

업점 규모 734개 지점 (해외 19개 지점 포함)

자본금 3조 1,797억원

총자산 186조 5,305억원

당기순이익 1조 6,427억원

대한천일은행 설립［(구)한국상업은행］

조선신탁주식회사 설립［(구)한일은행］

증권거래소 상장 1호

국내 최고 민 화 은행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결합

한빛은행 설립

우리금융그룹 출범

평화은행 분할 합병

우리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우리은행-우리종금 합병

우리은행 총자산 140조 돌파

은행권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가치체계 )

우리은행은‘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고객, 도전,

정직, 인재차원의WOORI WAY라는 4가지핵심가치를선정하여공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우리은행이‘우리나라 1등 은행’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위

해구성원모두가최선을다할것입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우리은행은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을통해‘함께하는사랑, 꿈과희망을키우는나눔금융’

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비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목표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임직원 직접참여 위주의 기업

자원봉사활성화로새로운은행이미지창출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와 임직원의 일체감 조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확산,

‘우리사랑기금’조성 및 운 활성화로 일체감 조성, 비 리단체 연계를 통한 공익마케팅 활동

강화, 행내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통해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모두가 win-win

할수있는기업시민의역할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는우리은행이되겠습니다.

2006.12. 기준

1899. 01

1932. 12

1956. 03

1982. 10

1998. 07

1999. 01

2001. 04

2001. 12

2002. 05

2003. 07

2006. 02

2006. 12

❀✸✸✻✲ ✫✪✷✴

우리은행

WOORI WAY

Woori’s Goal 고객에대한헌신과공감을통해고객과함께하고자
노력하는우리인의존재目的입니다.

Woori’s Power 창의와혁신을통해더높은목표를지향하고성과를
창출하려는우리인의부단한意志입니다.

Woori’s Rule 신뢰와상호존중을바탕으로건전한금융질서를지켜
나가는우리인의한결같은姿勢입니다.

Woori’s Quality 로벌일류금융전문가로서열정을가지고자기
역량을개발하는우리인의기본적인資質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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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3,521 -

환경 38 250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20,930 -

지역사회·공익 3,971 3,683

총 합계 28,460 3,933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Together Woori 임직원자원봉사캠페인 )

우리은행은‘Together Woori’임직원자원봉사캠페인을 2004년 5월

부터시행해오고있습니다. 이캠페인은상·하반기각2개월씩전부

실점이 자발적으로 봉사처 및 봉사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에는 158개 부점에서 2,728명의 임직원이

이캠페인을통해자원봉사를실천하 습니다.  

( 우리사랑기금·우리어린이사랑기금조성운 )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우리사랑

기금·우리어린이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랑

기금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1구좌 당 1천원 씩 모금하여, 은행 내 봉사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해복구·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4,60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월평균 29백만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은 임직원이 급여일에 1만원 미만 끝전에

대해 일괄 모금하여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및 북한어린이 돕기 사업에

지원하고있습니다. 

( NGOㆍNPO단체와연계한사회공헌활동전개 )

우리은행은 NGOㆍNPO단체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랑의 헌혈행사, 수해복구 자원봉사,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등을 개최

하고우리은행임직원이직접참여하여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줄수있는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 사회소외계층지원활동 )

우리은행은 우리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

교류와 도서벽지어린이 서울 초청행사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마을 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 과실수및 텃밭분양, 자매결연마을생산쌀임직원판매, 자매

결연마을 생산배추 전량 수매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경남거제명사초등학교와함양금반초등학교의도서벽지어린이

각 40명을 초청하여 우리은행의 주요시설 견학 및 서울여행과 같은

초청행사를매년시행해오고있습니다.

( 환경개선활동 )

우리은행은 우리의 자연보호 및 환경개선활동을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1산 남산가꾸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왕벚

나무를 남산에 식수하고 임직원이 참여하여 서양등골나무 제거 및

등산로청소등자연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John Filmeridis

설립연도 1929.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임직원수 6,019명

업점 규모 403개 지점

자본금 1조 2,366억원

총자산 56조 8,258억원

당기순이익 1,546억원

조선저축은행 설립

한국저축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제일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시중은행 최초 가용 총수신 20조 돌파

예금보험공사와 뉴브리지캐피탈 간의 당행

발행주식 매각을 위한 본 계약 체결

뉴브리지캐피탈과 SCB간 당행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완료

SC제일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자본금 1조 1,160억원 (유상증자 864억원)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경 전략 )

SC제일은행은한국금융산업의선도은행을비전으로하고Leading The Way(앞서가는선도은행)

라는전략적의도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전략적의도는은행의성장을조정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올바른 전략과 은행 운 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기본적인

틀을제공해주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을 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 사전 예방, 개안수술, 안과병원

설립, 의료 교육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

적 지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지원프로그램이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질

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노력할것입니다.

2006.12. 기준

1929. 07

1950. 05

1958. 12

1995. 04

1999. 12

2005. 01

2005. 04

2005. 09

2005. 12

한국금융산업의선도은행/ 아시아, 아프리카및중동지역에서의선도은행비전

진정한파트너- 모범적리더십브랜드약속

신속·적극 신뢰 창의 국제적 개척정신핵심가치

참여 경쟁력있는포지셔닝 원칙적인경

우리의 장점인 고객관리
및경험을활용할수있는
매력적이며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참여한다.

세계적인금융서비스와현지
토착화 그리고 창의력을
결집하여 경쟁은행을 앞서
간다.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철저한 비용 및 리스크
관리로균형잡힌경 을
추구한다.

접근방법

✼✽✪✷✭✪✻✭ ✬✱✪✻✽✮✻✮✭ ✯✲✻✼✽ ✫✪✷✴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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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370 -

환경 -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150 -

지역사회·공익 1,290 475

총 합계 2,810 475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Seeing is Believing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시각장애의

예방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개안수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마라톤과 산책 및 산행

도우미, 안과병원과 연계한 진료 및 수술, 시각장애 예술인 지원, 시각

장애 어린이와 함께 하는 여름캠프, 각종 행사 시 시각장애 체험관

운 등다양한프로그램운 을통해시각장애인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사랑나눔캠페인 )

SC제일은행의‘한사랑 나눔캠페인’은 2002년 이래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모금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임직원

본인이 약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하는직장내모금캠페인입니다. 이에더해임직원의모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은행에서 출연하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점자도서관, 기타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NGO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휴가제도도입 )

SC제일은행은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의 활성화와 임직원 봉사

활동의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자원봉사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연간 2일간의 유급 자원봉사휴가

(사회봉사휴가 3일 별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실적은 연 인원 475명,

연봉사시간 2,850시간에달하고있습니다.

( 자선바자 )

매년 연말 본점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자선 바자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전액을사회소외계층지원을위한기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 각종전시회및행사지원 )

전시공간을확보하기어려운예술인또는각사회단체에본점로비와

본점 앞 광장을 개방하여 예술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

자선기금모금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김종열

설립연도 1959. 12.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임직원수 9,180명 (비정규직 포함)

업점 규모 610개지점 (해외 6개 지점포함)

자본금 9,872억원

총자산 123조 9,012억원

당기순이익 1조 458억원

서울은행 설립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하나은행 설립

충청은행 인수 (P&A)

보람은행과 합병

서울은행과 합병

중국 청도국제은행 인수

하나금융지주 출범

하나금융 공익재단 출연

국내은행 유일 36년 연속흑자달성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하나은행의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식회사로서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및이를달성하기위한고객만족입니다. 또한시장중심, 고객중심, 사람중심, 성과중심의4대

기본이념을바탕으로하여성과중심의문화, 사람중심의문화, 다양성의문화, 즐거운직장을기업문화

로정착시키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하나은행은‘초우량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비전으로 은행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네트워크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고객, 주주, 공동체 직원의 가치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우량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하나은행은 소외된 이웃, 자연,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동체 기여를 위해 나눔은행, 푸른은행,

문화은행이라는3가지사회공헌활동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라세부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속적

으로실천ㆍ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59. 12

1971. 06

1991. 07

1998. 06 

1999. 01 

2002. 12 

2004. 01 

2005. 12

2006. 06

2006. 12

소외된이웃과함께하는기업
- 장애인후원사업
- 소년소녀가장후원
- 결식아동돕기

경제와문화가함께하는기업
- 하나클래식아카데미운
- 하나여성 마을잔치
- 하나달력디자인공모전

자연을저축하는기업
- 하나자연사랑푸른음악회
- 하나자연사랑포스터그리기대회
- 자녀와함께숲찾아가기운동

금융파트너로서의
고객만족추구

고객

비즈니스파트너로서의
주주가치극대화

주주

즐거운직장으로서의
직원가치창조

직원

금융선도기업으로서의
사회적책임구현

사회

4대미션

공동체기여

나눔은행

푸른은행 문화은행

✱✪✷✪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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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9,942 -

환경 331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11,616 -

지역사회·공익 35,657 1,123

총 합계 57,546 1,123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하나금융공익재단 )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나캐피탈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 으며, 노인요양시설 건립, 유아 보육시설

건립운 , 사회복지지원사업및 임직원자원봉사활동을목적사업으로

하고있으며,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아보육시설건립운 을통하여

저출산고령화의사회문제해결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주요한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날로선포하여정기적으로시설을방문하여봉사활동진행),

한국해비타트 참가, 사랑의 김장나누기, 결식 아동지원사업, 사회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스키캠프 등을 개최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 나눔은행프로그램 )

기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장애인

복지후원사업, 결식아동을 위한 자선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전개

하고 있습니다 . 1997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인연을 맺고 매월

급여일에 5천원씩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후원을하고있으며, 1997년장애우를위한화장실만들기, 사랑의나들이

행사, 1999년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PC보내기, 2000년 장애우 채용

박람회후원등다양한부문에걸쳐서장애우지원을하고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한국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소년소녀가장 63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지원하는형태로실시되고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최초의 행복나눔신탁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우리

주위의불우이웃에게도움을주고있습니다.

( 푸른은행프로그램 )

1993년부터하나은행에서는어린이들이자연을사랑하는마음과 미술

재능을 아름답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 포스터 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환경부의 공식후원대회로 매년 전국에서

25,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기 대회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단체부문 우승학교에

친환경적 공간인‘꿈의 미술실’을 꾸며주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양평에 환경보전의 숲을 가꾸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숲 찾아

가기행사, 푸른음악회등자연환경을가꾸고보전하기위한프로그램

들이있습니다.

( 문화은행프로그램 )

하나은행은예술을사랑하는문화은행, 무료전시공간운 , 미술품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 및 미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1991년 청담동과 평창동에 신진작가들을 위한 무료전시공간인‘하나

사랑’을 개관하여 신진작가 초대전 및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1996년미술품에여신담보가치를부여함으로써미적가치 뿐만아닌

경제적가치의부각을통해미술품시장의경제적활성화를시도하 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거리의미술관을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하나 클래식 아카데미, 하나 미술 아카데미, 하나 달력디자인

공모전, 하나 여성 마을 잔치, 하나빌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 하여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대표축구팀후원 )

하나은행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활동 및 대표팀

공식후원은행지위를활용한스포츠마케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축구꿈나무육성을위한한국중학교축구연맹전스폰서로

참여를 하 고, 오필승코리아 적금, 태극펀드상품에서 조성된 금액을

기부금으로해남동초등학교축구선수단의월드컵관람을지원하 으며,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하여 한국 축구 발전에

커다란기여를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강권석

설립연도 1961. 8.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임직원수 8,949명

업점 규모 466개지점 (해외 9개지점포함)

자본금 2조 2,914억원

총자산 106조 1,142억원

당기순이익 1조 533억원

중소기업은행 설립

기은전산개발㈜ 설립

뉴욕지점 개설 (국외지점 1호)

기은팩토링㈜ 설립

㈜기은캐피탈 설립

KOSDAQ에서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

기은 SG 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PB 브랜드 WIN CLASS 출범

제4회 2006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획득 (은행권 최초)

국제표준 ISO20000 인증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텔레마케팅 부문)

최우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은행 연속 선정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기업은행은경 이념을바탕으로경 목적을달성하기위해고객제일주의와혁신과창의의문화

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 은행의공익성기능을강화하고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및사회적책임의

완수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기업은행은국내외경 환경변화를고려하고금융시장의치열한경쟁구도하에서경쟁력확보와

자생력을키우기위해‘IBK2010 로벌50대선도금융그룹’이라는비전과전략과제를선정하여

실행하고있습니다 .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기업은행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확대,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추진 및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과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1. 08

1991. 03

1991. 11

1992. 07 

1999. 04 

2003. 12 

2004. 10

2005. 05 

2006. 04

2006. 05

2006. 08

2006. 10

2006. 12 

기업은행의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

공익연계마케팅전개참여형사회공헌활동확대

사회소외계층를위한기부금지원

이웃사랑실천운동지속적전개

사회공헌관련행사지원및인프라
구축

임직원자원봉사활동활성화

기은복지재단설립

- 중소기업근로자자녀의난치성
질환치료비지원

-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

1직원 1기업멘토링실시

공익상품개발확대

- 우리나라역사지키기

- 우리땅독도지키기

- 내고향, 내고장살리기

특화된사회공헌사업추진

국가및지역사회발전을
위한공익상품개발

아름다운사회만들기
참여와나눔실천

중소기업및
중소기업가족지원

Vision IBK2010 로벌50대선도금융그룹

4대역량확보과제 핵심인재관리 통합CRM 구축 전략추진역량강화 조직문화재구축

재무목표 총자산220조원 시가총액15조원 ROA 1.5%

6대균형성장과제 개인여신
강화체계구축

핵심고객수신증대를
위한점포망재구축

바젤Ⅱ대응체계
조기구축

사업다각화
체제구축

기업여신고객
사전선별역량강화

본부· 업점
생산성제고

✲✷✭✾✼✽✻✲✪✵ ✫✪✷✴ ✸✯ ✴✸✻✮✪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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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2,721 -

환경 - 8,979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1,604 699

지역사회·공익 7,234 5,114

총 합계 11,559 14,792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따뜻한세상을위한사랑나눔실천 )

기업은행은은행차원의적극적인지원아래기은자원봉사단을중심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종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 고아원, 정신지체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수해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사랑의 헌혈행사 등 전직원의

참여를유도한다양한봉사활동을전개하 습니다.

( 밝은미래를위한희망나눔실천 )

기업은행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며

밝은미래를건설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기업은행은난치병질환어린이수술비지원, 도서벽지어린이초청행사,

어린이경제교실운 ,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교육프로그램지원등

미래의희망인어린이를위한다양한지원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 나눔실천을위한네트워크구축 )

기업은행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봉사, 환경보전등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매년농번기때마다자매결연마을을찾아정기적으로일손돕기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006년 6월 14일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인 충남

태안군안면읍정당1리를찾아농번기일손돕기로도농간형제의정과

사랑을나누었습니다. 이날일손돕기에는은행장을비롯한임직원50여

명이참여하 습니다.

기업은행은2006년 11월 17일북한산구기동계곡일대에서‘1사 1산

자연보호활동’을펼쳤습니다. 이날자연보호활동에는기업은행직원과

‘캠퍼스 IBK 대학생 홍보대사’30여 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줍기와

생태표지판세척, 산불예방캠페인등의활동을하 습니다.

( 기타지원및기부활동 )

기업은행은매년당기순이익의 1% 이상을사회공헌사업에출연하기로

하 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개발하고 사회공헌 관련

행사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은사랑나눔기금 모금운동, 무담보소액신용대출재원 기부,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약정, JA(Junior Achievement)Korea 지원, MBC

사회봉사대상 후원 등 2006 년에 총 102억원을 지역사회발전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 습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지원활동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 중소기업및중소기업가족지원 )

기업은행은 2006년 4월 5일 4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은복지재단을 설립하 습니다. 설립

첫해인 2006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녀의 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49명, 233백만원), 중소기업발전을위한학술연구활동(250백만원),

자녀장학사업(201명, 149백만원)을 시작하 습니다. 앞으로 기은복지

재단은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교육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기업은행은2006년 3월 2일‘1직원1기업자원봉사활동’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 1명이 하나의 기업을 담당하여 금융, 세무,

법률등경 컨설팅을하는상시자원봉사활동을시행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강정원

설립연도 2001. 11.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임직원수 25,572명

업점 규모 1,132개 지점

자본금 1조 6,819억원

총자산 약 211조원(신탁포함)

당기순이익 2조 4,721억원

합병은행(국민은행) 출범, 뉴욕증권거래소상장

증권거래소 국민은행 주식 상장

Moody’s로부터 국내 시중은행 최초

신용등급 A3획득

국내 금융권 최초 세계 500대 기업

선정(Financial Times)

ING 그룹과 새로운 전략적 제휴 약정 체결

중국 광주사무소 개소

국민카드 합병

인도네시아 BII 은행 지분 인수

정부지분 매각에 따른 완전 민 화

3개 노조 통합

S&P로부터 신용등급 A- 획득(BBB+ ▶ A-)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KB국민은행은‘편한은행, 튼튼한은행, 지혜로운은행’이라는경 이념을바탕으로고객만족향상,

자산건전성 제고, 상품개발 등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비전및경 전략 )

KB국민은행은 2007년 경 전략의 방향을‘미래 성장동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4대

핵심과제를선정하여실행할계획입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KB국민은행은‘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과 고객에게 다가가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만의 독자성이 부각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여

수혜자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2001.11

2001.11

2002.04

2002.05

2002.12

2003.03

2003.09

2003.12

2003.12

2005.01

2005.09

대한민국대표은행

지혜로운은행편한은행

고객관리강화
판매역량강화
고객만족향상
채널효율화

역동적조직문화
인력운용효율화
자산건전성제고

상품개발
지식경 확산
비용절감

튼튼한은행

진심으로최선을다해이웃과고객에게
다가가는사회공헌

모범적사회공헌
Model 제시KB국민은행만의독자성부각 수혜자의생활향상에

실질적인도움

업력강화 Clean Bank 구현수익구조개선
Global 수준
역량개발

4대핵심과제

2007년경 전략방향‘미래성장동력강화’

✴✸✸✴✶✲✷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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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7,941 -

환경 79 9,615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4,072 -

지역사회·공익 18,272 55,053

총 합계 30,364 64,668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2006 KB국민은행 어캠프 )

KB국민은행은서울특별시와 (사)KYC 좋은친구만들기운동본부와함께

어린이 어캠프를 개최하 습니다. 이번‘2006 KB국민은행 어

캠프’는 평소 어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들에게 어마을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이 캠프는 저소득층 어린이 1,79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운 하는 풍납ㆍ수유 어마을캠프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6차(풍납2차, 수유4차)에걸쳐각회차당5박6일간진행하 으며,

이에대한비용일체를KB국민은행에서부담하 습니다. 이러한활동은

2007년이후에도전국으로확대하여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

( 군부대위문품기탁 )

KB국민은행은 군부대를 방문해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로하는

행사도매년시행해오고있습니다. 2006년에는 11월 14일국군장병의

체육활동 지원 및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여 육ㆍ해ㆍ

공군장병들의체육과여가활동에사용할수있도록축구공등다양한

위문품40,000점을전달하 습니다.

( 대한적십자사긴급구호용품지원 )

KB국민은행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용품의 사전 비축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용품을 지원해 오고 있

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에는 총 30,000세트(해외 20,000세트,

국내 10,000세트)를지원하 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구호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사랑의김장나눔 )

KB국민은행은 2006년 11월 18일 불우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김장

담그기나눔행사는전국 12개곳에서 2,600여명의임직원들이배추

5만 포기(약 100톤 분량)의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지정한1만여무의탁독거노인및소년소녀가장가구에가구당10kg씩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쓰인 2억원의 재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직원들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고 김장

담그기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은행 차원의 사회봉사 활동과는 달리

각별한의미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 수해복구참여 )

KB국민은행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2006년7월22일부터8월5일까지사회봉사단575명이강원도

홍천, 평창, 인제군을방문하여수해복구자원봉사를실시하 습니다.

KB 국민은행사회봉사단은수해장소토사제거등재해지역복구활동,

구호물품 전달, 마을회관 건립 지원 등을 수행하 습니다. 또한 수해

지역의정리정돈뿐만아니라중장비등을동원하여수해지역에필요한

기반시설 복구에도 기여하 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강원방송

및 강원일보 등에 보도되는 등 KB국민은행의 위상을 높 을 뿐만

아니라많은지역민들로부터감사의말을듣기도하 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Richard F. Wacker

설립연도 1967.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임직원수 7,047명

업점 규모 353개 (해외 28개 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

자본금 3조 2,245억원

총자산 69조 4,415억원

당기순이익 1조 62억원

한국외환은행 설립

홍콩, 동경, 오사카, 사이공지점 개설 (국외지점 1호)

국내 최초 온라인 보통예금 개시

국내 최초 신용카드(비자) 업무 취급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

국내 최초 365일 자동화 코너 설치

외환은행 주식 일반 공개 모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북한 금호출장소 개점

국내 최초 외화 자동인출기 개발

이라크 자이툰부대 내 아르빌 지점 개점

사회복지공익법인‘외환은행나눔재단’설립

한국최우수은행(유로머니誌) 수상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외환은행은 무역금융 중심의 기업금융, 우수고객 위주의 개인금융, 다양한 카드 상품 등을 통해

‘Smart & Profitable Growth’를추구하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외환은행은 내부역량 강화 및 전략적 마케팅과 같은 경 전략 아래 이를 통한 업계 최고의

명성및경쟁우위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외환은행은불우이웃과소외계층에대한지원과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활동을중심으로체계적

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물질적지원과사랑의수고가함께가는실질적인사회공헌활동의실천을

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4가지방향및전략에의해사회공헌활동을실행하고있습니다.

- 첫번째, 사랑을전하는은행 : 태풍등긴급상황발생시자원봉사단구성하여구호활동실시,

사회복지시설등다양한봉사활동실천

- 두번째, 마음을나누는은행 : 사내밴드의자선행사와후원금모집을통한이웃사랑실천

- 세 번째, 희망을 주는 은행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및 환경보호운동 전개

- 네번째, 미래를밝히는은행 : 소외된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지원활동실시

2006.12. 기준

1967. 01

1967. 01

1972. 11

1978. 04

1989. 12

1990. 11

1991. 11

1994. 04

1997. 12

2002. 06

2004. 11

2005. 12

2006. 09

건실한자본기반
확립 수익력강화자산건전성제고 비용구조효율화

무역금융중심의기업금융
우수고객위주의개인금융
다양한카드상품

Smart & Profitable Growth

고객중심성장, 경 자원의효율적활용, 시장선도역량구축

최적의전략적마케팅
-‘고객마춤형상품제공’

자본과인력의효율적활용
- 성장과주주앞보상최적화
- 경쟁우위분야에집중

경쟁우위확보수단으로서
서비스역량강화
- 고객만족및생산성제고

업계최고의명성및
수준높은윤리경
- 윤리경 및사회공헌

내부팀워크강화
- 개방적의사소통및상호신뢰

'Global Standard'에
입각한인사관리
-‘적재적소’

✴✸✻✮✪ ✮❁✬✱✪✷✰✮ ✫✪✷✴

한국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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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9 876

환경 - 386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246 -

지역사회·공익 4,210 1,431

총 합계 4,475 2,693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외환은행이설립한사회복지법인‘외환은행나눔재단’)

외환은행은사회복지법인‘외환은행나눔재단’을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3년간사회복지법인에총97.5억원을출연하 습니다.

( 집중호우수해복구지원 )

외환은행은 수해로 인하여 수심에 잠겨있는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에 참여하 습니다. 임직원 모금액 125백만원, 은행 수재의연금

500백만원등총625백만원을각언론사에기탁하여수해복구에힘을

보탰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Micro-Credit 재원지원 )

외환은행은 2006년 10월 31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액

자금대출 기금에 20억원을 기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신용회복을 위한

기틀을마련하는데큰기여를하 습니다.

소액자금대출(Micro-credit)은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관심을

모은 방 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유사한 제도로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

금융을지원해그들이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돕는제도입니다.

채무조정만으로는 신용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운 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향후에도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금융소외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활동실천 )

외환은행은 개발도상국 불우학생, 동남아 지진참사 구호성금 지원,

국제빈곤아동돕기등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활동을적극적으로실천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을 위해 연간

1회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제 빈곤아동과의 1:1 후원 결연, 국제 빈곤아동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개발 지원, 재외 한국인 동포 초청 치료비 지원

등의활동을꾸준히해오고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및소외계층 )

외환은행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등소외계층을위해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의‘사회안전망구축

사업’지원, 노숙자무료점심제공및식비지원, 노숙자재활프로그램

지원, 한국해비타트운동본부‘사랑의 집짓기’지원 및 봉사활동 참여,

사랑의떡국나누기 행사 지원 및 참여, 노숙자, 빈곤층,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기관 지원,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건립기금지원 등 직원

참여의 봉사활동에서부터 기부활동에 이르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군장병위문행사실시 )

외환은행은 2006년 12월 7일에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25명이

육군 9사단을 위문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 을 전하 습니다.

아울러노래방기기등위문품을전달하여병사들이여가시간을즐겁게

보낼수있도록하 습니다.

육군 9사단(백마부대)은 1950년 10월 26일에 창설되어 6.25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 끝에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베트남 전에도 참여하여 용맹을 떨친 사단입니다. 외환은행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나눔경 을지속적으로실천할것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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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000 -

환경 100 5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1,461 80,000

지역사회·공익 2,700 1,800

총 합계 5,261 81,805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금융교육프로그램 )

배우고체험하는청소년금융교실씽크머니 (Think Money)
한국씨티은행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인식을 갖게 하고 어릴 때

부터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에 지혜롭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프로그램을 2006년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하여대한YWCA연합회와공동으로진행하 습니다.

씨티-이화 로벌금융아카데미
한국씨티은행은 2001년부터 이화여대 경 대학과 함께‘씨티-이화

로벌 금융아카데미’를 운 하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은행

임직원이 자산관리, 투자은행 업무 등 은행전반 업무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11학기에걸쳐, 580명이혜택을받았습니다.

( 차세대의교육프로그램 )

창의적인경제생활교육방법공모전석세스프로그램(Success Program)
씨티그룹은 2005년부터 대한YWCA연합회가 진행하는‘석세스 프로

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들이 창의적인 경제·환경·생활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방법을 널리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말에 공모작 중 우수프로젝트를 시상하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및기업인의사업기반발전 )

사랑의집짓기운동(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운동(Habitat for Humanity)에는 1998년부터 참여하여

9년째 집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채의 집을 건설하 으며 총 380여명의 씨티은행

직원들이 건축현장에서자원봉사활동을펼쳐왔습니다.

신나는조합(마이크로크레디트)
한국에서 씨티그룹재단은 1999년 그라민 은행을 통해 부스러기사랑

나눔회의 회원들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인‘신나는

조합’이설립될수있도록후원을시작하 습니다.

신나는 조합은 담보능력이 없는 세 이웃들에게 저리의 자활자금을

빌려주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마이크로 크레디트

(Micro-credit)’사업을지난8년간운 해오고있습니다.

씨티그룹–경희대학교NGO 인턴쉽프로그램
씨티그룹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씨티그룹-경희대학교 NGO 인턴쉽 프로그램’은 차세대 시민사회

리더를 육성하고 국내 다양한 중소규모 NGO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국내 NGO에서 경력 개발을 원하는 전국 4년제

대학 2, 3학년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 진행과정을 거쳐

255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90명의 인턴들은 2007년 1월 2일

부터 2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주요 6개 지역(서울 51명, 경기

13명, 경상도 17명,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에 위치한 30~40여개

주요시민단체에서활동하 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2003년부터한국여성지도자상을제정하여운 하고있습니다.

대한YWCA연합회와 함께하는 이 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하고그들의공헌을널리알리고자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제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윤정옥(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씨와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로 동원호 취재를

기획한 김 미(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방송 프로듀서)씨가 각각 선정

되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양천식

설립연도 1976.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6-1

임직원수 707명

업점 규모 23개 지점 (해외 12개 지점 포함)

자본금 3조 3,058억원

총자산 17조 4,485억원

당기순이익 1,683억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공포

한국외환은행 수은업무 대행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 개시

남북협력기금업무 취급 개시

경 혁신 최우수상 시상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

정부 5,000억원 증자(현물 납입)

신용등급 Aa3(Moody’s) 획득

- 국내(정부통합) 최고 등급임

혁신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

연간 여신지원 규모 30조원 돌파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수출입은행은우리기업의국제거래지원및최상의공적금융서비스제공을통한국민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 경 , 혁신경 , 인재경 , 신뢰경 을

바탕으로고객과국민에게신뢰받는은행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수출입금융의 창조적 선도은행,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전문은행, 대외경제협력 전담기관, 남북협력 전담창구, 국제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은행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 혁신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수출입은행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봉사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확충 등을

통해국제거래지원핵심은행으로서의역할에어울리는사회공헌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나갈것

입니다. 또한임직원들도이전의일회적인자원봉사로부터벗어나전직원이지속적이고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아픈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삶을추구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9. 07

1969. 10

1976. 07

1987. 06

1991. 03

1999. 11

2003. 09

2005. 05

2006. 10

2006. 12

2006. 12

수출입금융의창조적선도은행
해외투자및자원개발전문은행
대외경제협력전담기관

남북협력전담창구
국제정보서비스및컨설팅전문은행

국제거래지원핵심은행

수출입금융
해외투자및자원개발
중소기업
대외경제협력

남북협력
국제정보서비스
리스크관리
조직·인사·프로세스

핵심가치

비전

주요
전략부문

미션 우리기업의국제거래지원을위한최상의공적금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대외경제협력증진에기여한다

동반자경 혁신경 인재경 신뢰경

✽✱✮ ✮❁✹✸✻✽✑✲✶✹✸✻✽ ✫✪✷✴ ✸✯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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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 -

환경 -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47 49

지역사회·공익 206 530

총 합계 253 579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봉사활동 )

‘수은나눔봉사단’은 임직원 중 자원자로 구성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봉사단입니다. 봉사단은 임직원이 매월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거주하는 보육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노인 및 장애인 목욕 시키기,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지역긴급구호활동등을전개하고있습니다. 또한노숙자, 장애우,

무의탁아동등소외계층에대한봉사활동도실시하고있습니다.

( 기부활동 )

수출입은행은임직원개인기부활동을통해한국복지재단에매월정기적

으로불우아동을위해후원하고있습니다. 또한매월임직원의급여에서

끝전을 적립하여 아동보육원·양로원·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전개

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사랑의열매달기, KBS 수재의연금성금기탁,

탈북청소년돕기, 대한적십자사성금기탁등임직원이참여한지속적인

기부활동을시행하고있습니다.

( 장학사업 )

수출입은행은어린이날및명절에 등포인근초ㆍ중학교를방문하여

가정형편이불우한모범청소년에게장학금을전달하고미래의주인인

청소년의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밖에도JA Korea의청소년경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여초등학생

경제교육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국제화 고취 및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매년 로벌 비즈니스 열린

강좌를개최하고있습니다.

( 자매결연농촌마을지원 )

수출입은행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체육대회 참가, 마을주민 초청행사, 농산물 직거래

등 화합과 교류를 통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수출입은행이 정성을

모아지원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장병구(신용대표이사)

설립연도 1962.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임직원수 1,783명

업점 규모 106개 지점

자본금 11,581억원

총자산 155,487억원

당기순이익 1,186억원

수협중앙회 창립

여신(대출)업무 개시

수신(예금)업무 개시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개시

외국환업무 개시

신탁업무 개시

신용카드업무 개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 혁신운동 지속적 추진
- 2001. 04 ~ 2001. 09 New start 180운동
- 2002.02 ~ 2002. 11 Jump 2&2 운동
- 2003. 01 ~ 2003. 11 Dash-3M 운동
- 2004. 01 ~ 2004. 11 OK ACE 0506 운동
- 2007. 01 ~ 2008. 11 BLUE I 0708 운동

Moody’s 신용평가등급‘A3’획득

국내신용평가등급‘AAA’획득

S&P신용평가등급‘A-(s)’획득

준법감시인 도입 운용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은행 지정

고객중심사업부제 도입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경 전략 )

수협은‘고객과함께하는일류해양수산은행’을비전으로 업경쟁력강화, 성장인프라구축, 해양

수산금융활성화, 협동은행역할제고, 비전실현을위한평판구축을경 전략으로수립하여실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수협은 축적된 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나눔경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수협

가족이동참할수있는나눔경 활동을계속해서추진ㆍ확대해나아갈계획입니다.

2006.12. 기준

1962. 04

1963. 05

1969. 04

1974. 06

1979. 01

1988. 02

1991. 10

2001. 04

2004. 06

2004. 11

2005. 07

2005. 10

2005. 10

2006. 01

고객만족경

고객을단순히수익
획득의원천이아니라
성장과발전의동반자로
인식하고, 고객입장
에서판단·행동

효율성극대화

모든사업부문에서
효율성을극대화하여
상대적으로제약된
자본, 인적·물적
자원의한계를극복
하고경쟁력있는
은행으로성장

해양수산금융활성화

해양수산금융전문
은행으로서국내시장을
넘어동북아해양수산
금융을선도

협동은행가치실현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어업인, 회원조합과
상호Win-Win 가능한
분야 적극발굴 및
지속적지원강화

고객과함께하는일류해양수산은행

나눔경 실천을통한신뢰받는은행구축

추진목표

세부업무추친방향

축적된실천운동을바탕으로한특화된나눔경 전개

업무관련형윤리경 실천운동활성화

전수협가족이동참할수있는나눔경 활동전개

✼✾✱❂✾✹ ✫✪✷✴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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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711 -

환경 3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54 -

지역사회·공익 75 269

총 합계 843 269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사랑海헌혈행사 )

수협임직원들이참여하는‘생명나눔사랑海헌혈행사’는최근사회적인

혈액부족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나눔 경 을 통한 자선적 책임을

이행코자 헌혈증서를‘(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하는 사회

공헌활동입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혈증서의 기증으로

사회공헌, 봉사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2006년부터는 상·

하반기각 1회씩연간 2회확대실시하고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행사 )

아름다운 가게 행사는 쓰지 않는 헌 물건,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환경을 살리며

수익금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여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은 두번활용의날로지정하여수협의각부서및 업점에서는

고객의사용하지않는재활용품과임직원들의가정에서쓰지않는재활용

물품을기증받고있습니다.

수협은행과 아름다운 가게는 2006년부터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기증과자원활동을통해재사용과나눔의삶을실천하고있습니다.

2006년에는 임직원 1,306명으로부터 12,177점의 재활용품을 기증

받아 아름다운 가게 판매 행사에 참여하여 판매수익금 630만원을

아름다운가게재단에기부하 습니다.

( ONE-TO-ONE 운동 )

수협은행이‘1직원 1봉사활동 전개’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직원

스스로가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수있는동기를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서나 지점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 자연환경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는‘ONE-TO-ONE 운동’의 세부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전 부점이‘1부점 1단체 결연 운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할계획입니다.

( 푸른산타봉사단 )

수협은 2003년부터 지역별로 전국 15개의‘푸른 산타 봉사단’을

구성하여자원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지역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독거노인 등 1개 이상 후원처를 선정하여 후

원금 지급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활동으로

서울중부권역봉사단은독거노인에게직접담근김장김치와쌀, 미역,

굴을 전달하 으며 후원처(테레사의 집) 어린이를 초청하고 본부견학

및인근공원나들이행사를지원하 습니다.

( 사랑海동전모으기행사 )

수협은 임직원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 급여

지급시세후 1,000원미만금액을모금하고있습니다.

‘사랑海 동전 모으기’를 통해 조성된 모금액은 푸른산타 봉사단활동시

불우이웃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8명의 임직원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급여 끝전에서 모은 후원금액

만큼 추가로 은행에서 지원금액을 지원하는‘매칭 그랜트 제도’를

병행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 화환대신사랑海쌀보내기 )

수협은 업점 개점이나 이전식이 있을 때마다 축하화환 대신 쌀로

기증받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경 을실천하고있습니다. 축하화환은한번전시후시들면버려야

하는소모품으로낭비성이있으나쌀은불우한이웃을돕고지역사회에

환원하는나눔의선물로정착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김규복

설립연도 1976. 6.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임직원수 2,147명

업점 규모 85개 지점

자본금 -

총자산 43,752억원

당기순이익 -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 실시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6. 06. 01)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어음보험업무 시행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지정

매출채권보험업무 시행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을경 이념으로합니다.

( 비전및경 전략 )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비전은‘지속가능한 HOPE-KODIT 실현’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희망을

함께하는최고의종합지원기관이되는것입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코딧신용보증기금은나눔경 , 감동경 , 이미지경 을통한사회적책임완수를위해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기본방향>

1. ‘이웃사랑나눔단’을통한조직적인봉사활동

2. 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봉사활동(1사1촌자매결연추진등)

3. 중소기업과연계한봉사활동추진으로특화된고객만족실천

4. 전직원이참여하는신규프로그램발굴

<전략>

- 조직시스템강화

- 동기부여를통한자발적참여유도

- 홍보강화

2006.12. 기준

1961. 11

1974. 12

1975. 03

1976. 06

1995. 05

1997. 04

1998. 05

2004. 03

2006. 06

✴✸✻✮✪ ✬✻✮✭✲✽ ✰✾✪✻✪✷✽✮✮ ✯✾✷✭

신용보증기금

자립경 을통한자체성장동력확보
2007년부터보증부실률을4%대로유지
2008년부터사실상당기순이익으로재정자립실현
공적기관으로서위상확보및지속성장기반강화

고객요구분석·수렴을통한고객만족비전추진
경 환경변화분석을기초한실현가능한비전추진
신성장을지속적으로발굴하는미래지향적비전추진
변화관리가시스템화된지속가능한비젼추진

경 방침

경 목표

추진방향

비전 지속가능한HOPE-KODIT의실현

내실경

HOPE-KODIT 비전2008

윤리경 투명경 혁신경 전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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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 -

환경 - 104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7 -

지역사회·공익 81 428

총 합계 88 532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이웃사랑나눔단’중심으로사회공헌활동전개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이웃사랑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5년

12월 2,200여 명의 전직원이 참여하는‘이웃사랑나눔단’을 결성하여

체계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이웃사랑나눔단은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6년 한 해 청솔노인복지회관, 성심의 집, 방주원, 일심

재활원등전국20여개복지시설을200여회이상방문하여목욕, 청소,

식사준비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국적인

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 보증기업자녀난치병치료비지원 )

2006년 6월 1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보증기업 직원 자녀의 난치병

치료비 18백만원을 지급하 습니다. 이를 통해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동반자인 보증기업의 직원이 자녀의 난치병 치료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줄수있었습니다.

( 한강시민공원환경보호활동참여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관리사업소와‘1사-1지구’

협약을체결하고, 한강가꾸기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한강나무심기

행사(직원 및 가족 100여 명 참여)를 통해 꽃과 나무를 심는 한편,

수해로몸살을앓은밤섬을찾아가쓰레기를수거하는활동을펼치기도

하 습니다. 이와함께봉사단은정기적으로한강에서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있습니다.

( ‘중소기업현장봉사단’활동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중소기업

현장봉사단’을 운 하고 있습니다.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나마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 총18회 174명참여)

( 불우어린이초청행사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불우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속초 연수원으로 초대하여 2박 3일간 설악산, 통일전망대, 정동진

안보전시관 등을 관람하는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남 김해시 소재 방주원(고아원) 어린이 35명 및

보육교사6명을대상으로행사를진행하 습니다.

( 연말불우이웃돕기실시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마포구 관내 10여 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금및위문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특히상암동소재‘삼동소년촌’에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직원들이

‘도서모으기운동’을전개하여마련한도서를함께전달하고있습니다.

( 사랑의헌혈행사 )

코딧신용보증기금은부족한혈액으로인해고생하는환우들에게작은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업본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번

행사때마다직원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이화언

설립연도 1967. 10. 7.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임직원수 2,828명 (상시 근로자 총수)

업점 규모 202개 지점

자본금 6,606억원

총자산 23조 714억원

당기순이익 2,405억원

대구은행 설립

국내은행 최초 파랑새 폰 뱅킹 서비스 실시

국내 최초 사이버 독도 지점 개설

DGB봉사단 이웃 돕기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존경 받는 30대기업’선정, 금융권 1위

‘한국을빛낸CEO’윤리경 부문대상수상

‘제5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UN Global Compact가입

UNEP / FI 가입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꿈과풍요로움을지역과함께’

( 비전및경 전략 )

지역점유율50% ‘세계초우량지역은행’

지역점유율50%는지역금융시장에서질적·양적성장을통한리딩뱅크로서의지위를유지

강화하자는의미입니다.

세계초우량지역은행은경 성과, 손익측면에서세계초일류지역은행에버금가는수준으로

높이고경 및시스템을세계화하겠다는의미입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발전이 곧 은행의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7. 10

1995. 01

2001. 08

2003. 07

2004. 06

2005. 10

2006. 04

2006. 07

2006. 09

세계적인지역
은행을향한
수익중시경

커뮤니티와
함께하는지역

착경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

유비쿼터스
시대에대응한
지식경

열린문화
열린경

사회공헌사업·
프로그램개발

네트워크
관리강화

지역 착강화

지역 착
시스템정착

Ⅰ Ⅱ Ⅲ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환경분야

장학교육분야

고객조직화

직원1인1단체

1부점1단체

지역지도자
자문조직

봉사단활동
지원시스템

사회봉사인증
관리시스템

보상시스템

꿈과풍요로움을지역과함께

✭✪✮✰✾ ✫✪✷✴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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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2,068 1,600

환경 684 10,105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4,084 12,312

지역사회·공익 2,715 96,855

총 합계 9,551 120,872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DGB봉사단운 )

금융권 최초로 자발적인 참여로 운 되고 있는 DGB 봉사단은 대구

지역 18개, 경북지역4개, 서울지역 1개등총 23개의봉사단으로구성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현재 2,626명(가입률 90.30%)의 임직원이

다양한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총 496건의봉사활동에 19,627명의

인원이참여했습니다. 또한2004년부터봉사활동마일리지제도를도입

하여임직원의봉사활동을장려하고있습니다.

( DGB러브펀드운 )

대구은행은 2003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

하는‘DGB 러브펀드’를 운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서 출연(매칭 그랜트)하여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내의보내기운동, 무료급식소지원등다양한사랑나눔활동에쓰여지고

있습니다. 러브펀드 모금행사는 현재 약 90%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

하고있습니다.

( 내고향사랑운동전개 )

기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1촌을 뛰어넘어 1봉사단1촌을 실천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23개시군에속한마을과대구은행 23개봉사단이자매결연을

맺고있으며, 다양한봉사활동을비롯하여마을회관시설개선, 농산물

구입등결연마을의현안을풀어나가는데적극앞장서고있습니다.

( 독도사랑운동전개 )

대구은행은 독도가 우리 토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독도사랑을 실천

하기 위해 2001년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점하 으며 지속적인 독도

사랑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 사이버독도지점을통해발생한이자의

일정부문과자체기부금으로독도기금을마련하여매년독도박물관과

독도경비대에성금및필요물품을전달하고있습니다. 또한 2002년

부터 매년‘독도탐방행사’및‘독도사랑 사생대회, 짓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노사가 함께 독도

사랑 한마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 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지역문화사업지원 )

대구은행은 본점 내에 문화예술 공간인 DGB갤러리를 마련하여 무료

전시및개방하는한편, 지역민들의편리한문화생활을지원하기위해

지역의 주요 문화공연 예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은행이 계간지로 발간하는‘향토와 문화’는 대구, 경북지역의 문화,

환경, 지역정보등을다루는문화종합지로, 지역문화와관련된다양한

주제를통해지역문화발굴및계승사업에기여하는한편, 지역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및 여성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구미, 포항지역까지 행사범위를 확대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주최 및 후원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대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에기여 )

대구은행은 지역발전 기여도가 큰 국제대회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최근에는은행장이직접세계육상선수권

대회유치단의일원으로활동하는등은행차원에서도대회유치를위한

다양한활동을전개하 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구에 유치하는

데도많은기여를하 습니다.

( 울릉도섬말나리생태복원사업지원 )

대구은행은세계적희귀종인울릉도섬말나리생태복원사업을추진해

오고있습니다. 섬말나리는지구상에서울릉도에만유일하게자생하는

백합과의 꽃으로 1996년‘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섬말나리 생태복원팀과 연계하여 섬말나리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식을 바로잡고 생태계 보고인 울릉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

는 한편, 4차에 걸쳐 400여 포기의 섬말나리를 식재하 습니다. 또한

사이버독도지점의 수익금으로 매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릉

도에섬말나리동산을조성하고군락지에표지판을설치하 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이장호

설립연도 1967. 10. 25.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0-38

임직원수 2,673명

업점 규모 220개 지점

자본금 7,334억원

총자산 22조 5,428억원

당기순이익 1,839억원

부산은행 설립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 부은선물 설립

‘내사랑부산운동’부산시 유공표창 수상

‘내고장 사랑21 PROGRAM’시행

부산은행지역봉사단 창단

국내 금융권 최초 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

‘존경받는 30대 한국기업’선정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간

제 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대통령표창

수상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경 전략 )
부산은행은‘동남 경제권 일등은행’이라는 경 비전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과함께더높은가치창조를’이란경 이념실천의일환으로나눔경 을사회공헌활동의기본

방향으로정하고있습니다.

그간 부산은행은 2003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지역 최대의 봉사단체를 운 하며

다양한봉사활동을펼치고있으며‘내고장사랑21프로그램’을통하여활발한사회공헌을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제부산은행은지역사회의도약과발전을위하여사회공헌의새로운비전을제시하며

문화사업등다양한분야에서도사회공헌역량을집중하기위해체계적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사업으로2007년장학재단설립, 세자녀가정지원, 부산지역문화재복원지원, 문화단체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마당, 빈곤층 지원 등 기존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천프로그램들을계획추진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7. 10

1972. 06

1997. 06

2000. 01

2001. 09

2002.12

2003. 06

2004. 06

2005.12

2006.12

지역

지역경제와사회발전에
기여하는든든한은행

지역과함께더높은가치창조

고객

가장거래하고싶은
내고장은행

주주

장기적으로가장
투자하고싶은은행

임직원

가장근무하고싶은
최고의은행

경 이념(Philosophy) 地域과 함께 더 높은 價値創造를

경 비전(Vision) 동남경제권 일등은행

경 목표
Triple Four
총자산 40조원, 순이익 4,000억원, 점유율 40%

전략방향
업체질의질적변화시도 고부가가치사업강화

리스크관리제고로지속성장견인 지역사회로부터높은신뢰확보
인적·물적자원의효율적관리

핵심추진과제
신성장동력 발굴 및 거점 확충 수익구조 선진화
마케팅 Mix 역량 제고 역동적 기업문화 창조

혁신Slogan Challenge for Change(변화를 위한 도전)

✹✾✼✪✷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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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426 324

환경 14 1,684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566 1,996

지역사회·공익 5,127 2,685

총 합계 7,133 6,689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자원봉사 )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지역봉사의 날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

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2년에 창단한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은 부산

전역을 활동대상으로 하는 15개 지구 봉사대를 비롯하여 울산, 양산,

김해지역 또한 봉사대가 결성되어 모두 18개 봉사대를 구성, 매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생활하천이나 시민

공원등에서환경정화활동을실시해오고있습니다또한정기활동과수시

활동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 범시민도서교환전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봉사단과 함께 부산은행에는 전문

상설봉사팀인 釜銀볼런테크와 직원들의 순수 자원봉사 동아리인

‘조은이웃’이 조직되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찾아더욱마음을열고깊이있는전문봉사활동을펼쳐가고있습니다.

( 사회복지 )

부산은행은 장애우와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기울임으로써‘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또한사랑을나눌수록희망은커진다는신념

으로 장애우, 노숙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함께 사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장애우 등산대회에

참여하고, 노숙인 무료급식 활동, 경로위안행사 개최, 사랑의 호프데

이를통한결식아동돕기기금전달, 소년소녀가정결연사업인‘참사랑

울타리 운동’의 전개 등으로 이웃을 위한 소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 환경보전 )

부산은행은인류의공동과제인환경보전을위한활동을꾸준히전개해

나가고있습니다. 지역에뿌리를둔향토은행인부산은행은‘푸른부산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시민통장을 개발해공익기금을조성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등의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하천인 온천천, 학장천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부산 하천 살리기운동에도

앞장서고있습니다.

( 문화예술 )

부산은행은 우리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발전에기여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쏟고있습니다.

또한부산광역시교육청이전개하고있는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에적극

동참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도서배부 캠페인 및‘One Book

One Busan운동’등을 참여·지원하고 있으며 5년 간에 걸쳐범시민

도서교환전을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시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제공하고있습니다.

( 장학·교육 )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장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실질적이고 건전한 경제

생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독특한 형태의 어린이 독서ㆍ경제체험 학교를 통하여

독서기행 및 문화재 탐방과 함께 금융경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선상 체험학습을 통해 내실있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우리

고장의천혜자연과함께체험학습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 저소득 아동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인‘한새 방과후 학교’는 교육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초ㆍ

중학생의특기ㆍ적성교육기회는물론학부모, 지역주민의평생학습의

장을동시에마련하기위해진행하고있습니다.

부산은행은 금융캠프를 개최하는 등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와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지원, 학교 발전기금 후원 등의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부산은행은지역교육발전과미래인재육성을위해

현재 장학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노력해나갈것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정태석

설립연도 1968. 11. 20.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번지

임직원수 1,491명

업점 규모 124개 지점

자본금 2,204억원

총자산 13조 9,972억원

당기순이익 901억원

광주은행 설립

광주광역시 시금고 업무 개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신탁업무 개시

신용카드업무 개시

자본금 1천억원으로 증자

제4세대 전산시스템 OPEN

직업능력개발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전라남도금고 전담은행 선정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국내신용평가‘AA’등급 획득

세계 1,000대 은행으로 선정

자본금 2,204억원으로 증자

Fitch Rating社 신용등급 BBB+ 등급 획득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및비전 )

광주은행은최고의종합금융서비스를통하여고객과사회를보다풍요롭게하는것을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정직과 신뢰, 창의와 열정으로‘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초우량지역은행’이되기위한비전을제시하고있습니다 .

( 경 전략 )

2007년경 목표를‘강소은행도약을위한기반구축’으로설정하고, 이에따른세부경 전략에

따라실행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광주은행은‘우리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바라는 은행 및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위함이며, 지역사회와광주은행의일체감형성뿐만아니라, 행복ㆍ사랑ㆍ나눔실천으로직원

개개인의자아실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68. 11

1969. 01

1973. 02

1983. 05

1985. 02

1989. 12

1994. 01

1998. 11

1999. 02

2001. 03

2004. 06

2005. 06

2005. 12

2006. 08

강소은행도약을위한기반구축

성장기반강화

수신M/S 확대
여신M/S 확대

상품및서비스경쟁력제고
공공금고관리및지역 착활동강화

자산관리강화

우량여신증대지속추진
핵심예금증대및수신구조지속개선

선제적건전성관리강화
유가증권운용력제고

수익기반강화

신용카드활성화
Cross-Selling 확대
외환수익기반강화
디지털뱅킹강화

내부역량강화

성과관리시스템강화
비용통제강화및효율성증대
직원역량강화
시스템인프라구축

기
본
방
향

임직원자원봉사활동활성화
참여위주의봉사활동강화
담당직원(CM) 지정및활용
지역사랑봉사단운
- 지역별봉사활동
- 정기적인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및무의탁자매결연
사회공헌기금조성 (Matching Grant)
- 예 : 매월급여에서일정액모금
사랑의호프데이개최
광주·전남환경대상제정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등
- 봉사활동인증서발급

적극적이고능동적인자원봉사활동

행복ㆍ사랑ㆍ나눔실천으로자아실현 지역사회, 지역민, 광주은행일체감

차별화된지역 착프로그램운용

고객중심 창의와열정정직과신뢰

핵심목적(존재이유) 

최고의종합금융서비스를통하여고객과사회를보다풍요롭게한다

고객이가장선호하는은행
함께일하는것이즐거운은행
우리사회의가장모범적인은행

비전화된미래(vision 2015)

최고의안정성과수익성을갖춘초우량지역은행

핵심가치(우선적가치관)

경 전략

✴❀✪✷✰✳✾ ✫✪✷✴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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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056 162

환경 10 3,280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700 766

지역사회·공익 1,497 782

총 합계 3,263 4,990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지역발전 )

광주은행은 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로 자치단체 업무지원, 주민

편의시설및체육시설기부, 지역협력사업활성화에앞장서고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버스

승강장 및 노선도 설치와 목포시‘빛의 거리여행’루미나리에 설치

등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축제행사등지역사업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효사랑브랜드사업참여

및지역축제지원, 광주 7080 충장로축제등성공적인지역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광주은행

29개지역사랑봉사단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 사회복지 )

광주은행임직원의지역내소외된이웃과사랑을나누기위하여봉사

활동외에도매월급여에서일정금액을출연해2002년부터광주ㆍ전남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어르신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모금액으로 이웃사랑 1% 나눔운동을 통하여

복지 차량 및 사랑의‘쌀기증 행사’등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과 함께 결식아동 돕기‘사랑의

HOF-DAY’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행사 및 지역

사랑봉사단의 시설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앞장서서실천하고있습니다.

( 환경보전 )

광주은행은 맑고 깨끗한 우리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역사랑 봉사단’을 중심으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의 자연보호활동과‘개나리회’에서 매년 개나리

심기 식목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활동을 통해 매년 협의회에서 주최하는‘무등산사랑

범시민 대회’에 참가하여 실천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 외에도 지역환경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및 후원을 매년 시행

하고있습니다.

( 인재육성 )

광주은행은 각종 교육 및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발전기금 출연, 학자금 대출지원, 청소년 금융교육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재)광주은행장학회에서

지역인재에 장학금 전달, 연구기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역 인재

육성기금 지원과 함께 미래 경제활동 주역에 대한 청소년 금융교육

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 문화예술 )

광주은행은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남도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세계문화중심도시로서의도약에기여하고있습니다.

특히 광주은행은 1995년부터 개최한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 후원을

시작으로 2005년 5회까지 공식 후원하 으며, 광주시립예술단 등

예술단체 공연 지원, 목포문화진흥재단 출연, 연극제와 발레단 후원

등으로지역사회예술진흥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광주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후원, 광주국제공연 예술제 후원,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을 음악회 개최,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자각종문화예술지원활동을펼쳐나가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 경 이념 )

제주은행은고객을위한앞선은행, 미래를위한알찬은행, 인간을위한바른은행이라는경 이념을

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을추구하고있습니다.

( 비전및경 전략 )

제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착 경 을 강화하고, 거래고객 저변확대 및 안정적 수익기반

조성을통해‘2010 Local Top Bank’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제주은행은‘지역사회의책임있는동반자역할’에초점을두고사회공헌활동을지속할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환경보전, 장학교육, 공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성과와 가치를 지역도민과

함께공유하여사회공헌활동에있어서제주도내기업을선도하는모범적향토기업이되기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아울러 제주은행은 사회복지관련 도정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항상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CEO 윤광림

설립연도 1969. 3. 20.

본점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임직원수 470명

업점 규모 36개 지점

자본금 776억원

총자산 2조 4,825억원

당기순이익 142억원

제주은행 설립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제주시 금고업무 취급계약 체결

신탁업무 취급

VISA 카드업무 개시

종합온라인 전산시스템 가동

총수신 1조원 돌파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0 Local Top Bank 비전 선포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2006.12. 기준

1969. 03

1972. 12

1980. 01

1983. 05 

1984. 06 

1995. 07 

1996. 12

2002. 05

2006. 07

중기경 전략

2007 경 목표

2007 경 전략

비전 2010 Local Top Bank

지역 착경 강화, 거래고객저변확대
경 시스템의효율성증대, 안정적수익기반조성

2010 Local Top Bank 달성을위한획기적인도약및
안정된리스크관리기반구축

당기순이익 : 160억원
ROA : 0.65%
ROE : 10.83%
BIS자기자본비율 : 11.20%
고정이하여신비율 : 1.0% 

지속적인양적성장을통한전부문도내M/S 1위달성
안정적경 을위한수익기반구축및수익중시경 추구
리스크관리체계재정비및리스크Taking 기법발전
성과주의문화정착및 IR 활동강화

✳✮✳✾ ✫✪✷✴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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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69 250

환경 21 2,550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467 1,392

지역사회·공익 1,072 450

총 합계 1,729 4,642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제주은행봉사단 )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 봉사를 꾸준하게 전개하고 대표향토 기업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3년 9월에‘제주은행 봉사단’

(단장 : 오경화)을 설립하 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각종결연사업등을통하여지역사랑을실천하고있습니다.

( 사회공익프로그램 )

제주은행은 아름다운재단, 한국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가게 운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제주지역의주요생산품인감귤의홍보및판로개척을

위해 시행 중인 감귤작목 주주제와 제주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제주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은 도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매우 폭발적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지역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 및 각급학교 난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전개 등 교육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월실시하는사랑의진지상과전문요양원자원봉사활동은

어르신에대한공경과효도를실천코자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래 서비스 통장 및 제주사랑카드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기금 출연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에 충실

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 결연프로그램 )

제주은행은 1부점 1자매결연 사업, 1인 1사회복지단체 가입을 통하여

전 부점과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주 이웃사랑의 넉넉한

인심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모범이되고자

앞장서고있습니다.

( 도정협력프로그램 )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성장과 발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외자 유치 및 도외 기업의 본사 이전 지원,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고등학교 난방시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행사,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명운동,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 감귤

작목 주주제 등을 시행 또는 후원함으로써‘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제주은행의발전’이라는모토아래제주특별자치도완성을향한동반자

역할을다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환경보전프로그램 )

제주은행은 청정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늘푸른 환경 조성에 솔선

수범하기위하여‘제은푸르미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푸르미 운동은

공원, 관광지등인구 집지역뿐만아니라하천과해안가처럼사람의

손길이자주미치지못하는장소를찾아광범위하게시행되고있습니다.

또한 업점주변의환경정화를위해매월 1회 업점환경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연대하여‘1사 1바다 가꾸기’,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의지속전개와‘제주오름가꾸기’, ‘해수욕장환경지킴이’

운동은지역사회에서매우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또한환경의날

등의 환경사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홍성주

설립연도 1969. 12. 10.

본점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임직원수 963명

업점 규모 76개 지점

자본금 1,782억원

총자산 5조 6,481억원

당기순이익 313억원

전북은행 설립

본점건물 신축 이전(연건평 12,951평)

국내최초 Drive–in Bank 개설

신 종합전산시스템 국내은행 최초 ISO9001인증

금융기관 최초 다산금융상 은행부문 대상 수상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시

종합수익·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방카슈랑스업무 시행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OGI편입

Moody’s 신용평가 실시(Baa3/P-3)

신 ALM시스템 오픈

2005 한국의 CEO대상 금융부문 수상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수상

(증권선물거래소)

2005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수상(한국경 학회)

Moody’s 신용등급 상향(Baa3/P-3→ Baa2/P-2)

여신종합관리시스템, 통합단말시스템 오픈

통합인터넷뱅킹시스템 오픈

자원봉사활동공로 대통령표창 (행정자치부)

연혁

개요
2006.12. 기준

1969. 12

1993. 06

1995. 06

1998. 08

2000. 01

2000. 02

2002. 12

2003. 09

2003. 12

2003. 12

2004. 11

2005. 05

2005. 06

2005. 12

2006. 03

2006. 04

2006. 07

2006. 12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경 전략 )

전북은행은 21세기‘일류지역은행’으로성장ㆍ발전하기위해고객만족, 지역만족, 주주만족, 직원

만족을바탕으로소매금융중심의내실성장을도모하고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전북은행은 지역기여활동을 위해 5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인재 육성,

체육및문화행사활동의적극지원, 고용창출을사회공헌활동의기본방향으로하고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 내 조성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중소·

세기업육성과지역상공인및도민의가계자금을지원하겠습니다.

- 두번째, 지역특화금융서비스제공은지역내가장편리한은행으로서지역특성에맞는특화

서비스를개발하여금융편익의극대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 세번째, 지역인재육성은지역사회에이익환원을위해발전기금및장학금등을적극지원

하겠습니다. 

- 네번째, 체육및문화행사활동의적극지원은예술과전통문화의고장을계승·발전시키기

위해여러문화단체와지역민의사회체육활동을중심으로한다양한체육행사를지원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고용창출은대표적향토기업으로서지역인재를최우선으로채용하겠습니다.

Slogan : 21세기일류지역은행

비전 경 이념 기본경 방침

21세기‘일류지역은행’
으로성장·발전

고객만족·지역만족
주주만족·직원만족

소매금융중심의
내실성장

✳✮✸✷✫✾✴ ✫✪✷✴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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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1,134 -

환경 30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968 4,890

지역사회·공익 384 185

총 합계 2,516 5,075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지역인재육성및장학사업지원 )

전북은행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육성을 위하여 도내 소재 장학

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출신 초·중·고·대학생의 학자금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전북애향장학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정읍시민장학재단, 전북충효

장학재단에2006년 317백만원을지원하 습니다.

( 지역의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 )

전북은행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

주요 문화행사로는 전주국제 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한지문화

축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풍남제, 남원춘향제, 무주반디불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다수이며, 전주마라톤대회, 컬링선수권대회,

단체장배각종대회등체육행사도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총

42건의 지역 문화·예술·체육행사에678백만원을지원하 습니다.

( 지역사랑봉사단 )

전북은행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지역사랑봉사단’을 창립하고,

재해복구 지원, 무의탁노인 돕기, 장애우 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호프데이 행사 실시로 모금된 금액을 교육청

및기관에전달하여불우청소년을돕고있습니다.

( 친절교육서비스실시 )

전북은행은 도내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에 대해 친절 교육

서비스를지속적으로실시, 지역 착화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친절 전문강사팀인 CE(Customer Emotion, 고객

감동)아카데미팀 14명을 중심으로 도내 공공기관(관공서, 경찰서 등)

및 기업체 등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은고객감동실천과고객지향적인서비스사례소개, 직장인의

기본예절과 응대요령, 호감가는 표정만들기, 전화응대 예절 등을

미디어매체를이용한이론설명과실기를병행하여질적향상을꾀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05년에는 17개 기관

2,700여명, 2006년에는 29개 기관 3,000여명에 대해 무료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 청소년금융교육실시 )

전북은행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자라나는청소년들이올바른경제관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은 금융교육부문에도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정경득

설립연도 1970. 5. 22.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임직원수 1,986명

업점 규모 139개 지점

자본금 2,590억원

총자산 19조 4,951억원

당기순이익 1,555억원

경남은행 설립

기업이미지 통일화(CI) 도입

본점 신축 이전

총자산 5조원 돌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총자산 10조원 돌파

제9대 정경득 은행장 취임

경남은행 봉사단 창단

신용등급 AA+ 획득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설립

총자산 19조원 돌파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및경 이념 )

경남은행은 주주가치 증대, 직원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비전인 초우량 지역은행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은행,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은행,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경남은행의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은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역할수행을통한사회적책임완수

입니다. 또한이에따른사회공헌활동전략으로봉사단활동을통한전임직원의참여와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통한아동및청소년지원, 노인및장애인지원, 문화·예술지원, 체육단체지원,

환경개선지원사업등5대핵심사업을수립하고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06.12. 기준

1970. 05

1987. 10

1992. 05

1995. 09

2001. 03

2002. 09

2004. 03

2004. 09

2006. 03

2006. 05

2006. 12

주주가치증대 지역사회공헌 직원복지향상

최고의수익성과
안전성을갖춘은행

고객에게최상의
서비스를제공하는은행

직원들이신바람나게
일하는은행

초우량 지역은행

✴❂✸✷✰✷✪✶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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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990 30

환경 115 114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574 2,299

지역사회·공익 2,132 290

총 합계 3,811 2,733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지역내아름다운산가꾸기사업 )

경남은행은 지역내 유명산인 정병산, 천주산, 무학산 등 등산로에

등산안내 표시판, 정상표시석, 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창원시역점사업으로추진한안민고개

데크로드 설치구역(등산로 입구)에 보행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와함께하는사랑의구호품전달 )

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경남ㆍ울산지사와 연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취약계층 2,100여 세대에

부식세트를준비하여은행봉사대를활용하여전달하고있습니다.

( 사랑의김장담그기 )

경남은행은 동절기에는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울산지역 여성단체

협의회와공동으로김장담그기행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행사를

통해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계층 불우이웃에게 개별 전달하고

있습니다.

( 문화ㆍ예술지원사업 )

경남은행은 지역 내 경남은행의 대표적 문화예술사업인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제1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의식을 제고하고

가족간의화합을도모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순수문화 예술 단체인 경남 오페라단의 정기공연을

총4회에 걸쳐 후원하고 지역민을 초청하는 관람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행사도지원하고있습니다.

( 지역봉사활동강화 )

경남은행은 2004년 9월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경남은행 봉사단’을

통하여지역내각종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하천정화활동, 농번기 농촌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한이헌

설립연도 1989. 4. 1.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임직원수 951명

업점 규모 51개 지점

자본금 7,980억원

총자산 11,016억원

당기순이익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기술보증기금 설립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보증잔액 10조원, 벤처확인평가업무 시행

설립근거법 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법)

총보증공급 100조원 달성

‘2006벤처기업대상’대통령표창 수상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경 이념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중시 미래경 , 고객감동 현장경 , 변화선도 혁신경 이라는 경 이념을

바탕으로 경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중시 미래경 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기금의 발전적 미래상 구현과 발로 뛰는 고객 착 업전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는 혁신적인 경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비전및경 전략 )

기술보증기금은 VISION 2010인‘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금융 특화ㆍ전문화, 기술평가 역량 강화, 경 안정 기반 구축, 경 혁신

지속 추진이라는 경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기본방향및전략 )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인 참여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12. 기준

1986. 12

1989. 04

1997. 03

1997. 10

1998. 08.

2002. 08

2004. 08

2006. 10

경 이념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비전

기술중시
미래경

고객감동
현장경

변화선도
혁신경

✴✲✫✸ ✽✮✬✱✷✸✵✸✰❂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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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 -

환경 -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12 24

지역사회·공익 55 242

총 합계 67 266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무료급식 봉사활동 )

기술보증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1회당 약 400명 정도의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사 1촌 농촌사랑운동 )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 5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1사 1촌 자매

결연을 맺고‘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 습니다. 이 운동은 기보사랑

봉사단 150명이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하 으며, 이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농촌사랑운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급여 우수리 공제로 불우이웃돕기 )

기술보증기금은 사회공헌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매월 전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액의 5천원 미만액을

공제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한국복지재단 추천 및 자체 선정한 저소득 가정 등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제미래포럼 활성화 지원 )

기술보증기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부산경제미래포럼’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미래포럼은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와 언론, 경제유관단체, 기업 및 금융기관

인사로구성된순수자생적지역경제연구모임입니다. 앞으로도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학생발명경진대회 후원 )

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꿈나무를 지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에서 주최하는‘전국 학생발명경진대회’에 이사장 상장

및 상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CEO 유재한

설립연도 2004. 3.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임직원수 382명

업점 규모 13개 업점

자본금 3,766억원

총자산 4,445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공포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보금자리론(모기지론) 최초 공급

공사 MBS(주택저당증권) 최초 발행

‘윤리헌장’및‘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제정·선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범

공사 SLBS(학자금대출증권) 최초 발행

‘고객서비스 헌장’제정·선포

보금자리봉사단 발족

e-모기지론 출시, 통합콜센터 오픈

재해복구 특별보증 실시

공사 통합노조 출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개발

연혁

개요

【 비전및경 전략 】

( 비전 및 경 전략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자금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주택금융사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 일류기업’을 비전으로 금융시장 선도,

선진경 체제 구축, 조직역량 강화를 경 전략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설립 3년차의 신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자체 마스터플랜에 의한 활동은 물론,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전사적·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두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봉사단 결성을 통한 실천적

봉사 활동과 보금자리펀드 조성을 통한 기부금 지원 활동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주된 공적 미션인 주택금융 지원과

국민 복지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으로 해비타트를 비롯하여 어촌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12. 기준

2003. 12

2004. 03

2004. 06

2004. 11

2005. 08

2005. 10

2005. 11

2006. 05

2006. 06

2006. 07

2006. 10

2006. 12

사회봉사 기부금지원

보금자리펀드신설
불우이웃돕기성금지원
재해구제성금지원
자매결연어촌계지원

보금자리봉사단

Habitat 운동
어촌사랑자매결연1사1촌운동
Green 환경운동
수해지역피해복구자원봉사
아름다운토요일행사
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

CEO 경 리더십

주택금융산업을이끌어가는세계일류기업

국민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조직역량강화금융시장선도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정립
전문인력과 적절한 복지제도 강화
정부 공공정책에 탄력적 대응

선진경 체제구축

성과중심 책임경 체계 구축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정보인프라 구축

열린경
노사화합·현장경
전 직원의 경 참여 확대

혁신경
경 효율성 제고
혁신인프라확충·역량강화

고객경
고객 만족·가치 제고
고객지향적 프로세스 구현

조직구성원의 역량 결집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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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실적

문화·예술·스포츠 - -

환경 - 40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 -

지역사회·공익 49 418

총 합계 49 458

단위 : 백만원, 명

【 주요사회공헌활동 】

( ‘해비타트 운동’실시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세 가정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인‘해비타트 운동’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희망의 마을’건축현장에 직원

20여명이참가하여, 목재나르기, 골조세우기등직접집짓기체험과

함께 봉사 활동을 수행하 습니다.

( 어촌사랑 자매결연을 통한‘1사1촌운동’전개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촌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어촌 환경보호 및 봉사를 통한 어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강후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1사1촌운동’을 전개하 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어촌마을에 컴퓨터 세트와 복합기를 기증하고, 지역

특산물(새우젓) 공동구매 행사를 시행하 습니다.

( 환경보호운동 )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와 숭례문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공원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어촌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갯벌 및 마을 정화활동을 시행하 습니다.

( 수해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등포구 양평동에서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 습니다.

(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개최 )

한국주택금융공사는‘나눔’과‘순환’의 실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임직원의 기증물품 총 1,500여 점을

일일 판매 자원봉사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 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은행은 희망과 같습니다.
고객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설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에 은행이 들어옵니다.

THE BANK MOVES 
INTO THE 
FUTURE



[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



I  설문조사결과 I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은행사회공헌활동의추진방향을모색하고추진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

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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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기간 : 2007년 3월 19일~ 30일

설문조사대상 : 전국은행연합회정사원기관의사회공헌업무담당자(81명)

설문조사응답률 : 80%

설문조사방법 : 서면조사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은행이미지제고

수익성향상

직원의자긍심제고

사회적의무이행

0 20 40 60 80 100

29%

7%

21%

43%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외부인식 수준

높음

보통

낮음

14%

7%

79%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은행 임직원 관심도

높음

보통

낮음

57%

36%

7%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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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저해요인

외부요구

담당인력부족

전문성부족

이해부족

0 10 20 30 40 50

22%

17%

3%

14%

정보부족 17%

부서간협조부족 5%

예산부족 11%

CEO의관심부족 3%

법·제도미흡 8%

은행 사회공헌활동 지원제도

자원봉사휴가제도

자원봉사자표창제도

자원봉사자등록제도

매칭기프트제도

29%

23%

12%

24%

사회공헌활동의무제도 12%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 방향

체계적인계획

전담부서및인력전문화

NPO·NGO연계
프로그램개발

사회공헌활동홍보및
평가체계화

7%

7%

7%

14%

14%법·제도확충

임직원교육및인식제고 22%

은행산업및개별은행
특성분야개발

29%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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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지속가능경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이새로운 로벌경 패러다임

으로 정립되면서 세계적 기업들은‘3가지 축(Triple Bottomlines)’에 입각하여 경제적·

환경적·사회적책임을수행하고, 그노력과성과를지속가능경 보고서를통해이해관계자

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은행산업은 은행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 보고서에 그 실적을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은행산업은우리사회와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금융부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

완수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향아래사회공헌활동을추진할계획입니다.

첫째, 지금까지수행해왔던사회공헌활동을더욱강화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은행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선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역할과

책임을다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을통해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

은행은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 내부적으로 지속가능경 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자·평가자·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등지속가능금융이은행의경 문화로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벌차원의사회공헌활동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국제기준인 UN 국제협약(UN Global Compact),

UNEP 금융기관 선언(UNEP/FI), 적도원칙 등에 참여하고 그 이행에 노력하며, ‘은행사회

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대한약속을성실히이행하겠습니다.

( 은행사회공헌활동의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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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기여

사회공헌활동 강화 추진

기존 사회공헌활동의 확대·강화

은행 공동사회공헌 추진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성과 공개

사회와국가의지속가능발전지원

지속가능금융시스템도입및정착

환경을 고려한 대출심사체계 도입

공익상품개발및사회책임투자(SRI) 지원

로벌 차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로벌 기준(UN Global Compact,
UNEP/FI 등) 참여 및 이행

기후변화협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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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고객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 곁에 이미 은행이 있습니다.

THE BANK MOVE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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