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북 은 행

희망이음 프로젝트 우수기업 탐방 후기 <SQUARE>
- 윤혜원, 배아영 -

고객을 위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은행

‘전북은행’ 파헤치기



1. 기업 소개

2. 기업 분석

3. 채용 안내

4. 기업 탐방 후기



문헌정보학과 4학년 윤혜원

통계학과 2학년 배아영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역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전북은행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전북은행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스퀘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팀원끼리 머리를 맞대고
전북은행을 분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을 위해 선뜻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은행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쉬운 접근성

2. 용기

3. 노력

4. 따뜻한 마음



대표자 : 임용택

기업형태 : 중견기업

설립일 : 1969년 11월 18일 (48년 차)

주요업무 : 금융업무, 영업수익 외

당기순이익 : 약 520억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1969년 주식회사전북은행 창립
1999년 신종합 전산시스템국내은행 최초

ISO 9001인증

2000년 mobile/internet banking
서비스 개시

2005년 가장 신뢰받는기업상 수상

2010년 기업지배구조우수기업 선정
2012년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지역

사회공헌부문대상수상

2014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장관표창

2015년 대전 세종아름지점개점

2015년 KS-CSQ콜센터 품질지수평가 1위 수상
2016년 자회사 프놈펜상업은행(PPCB) 인수 완료
2016년 판교금융복합지점개설



즐거운 직장, 강한 은행

vision

경영전략

: 차별화된 소매영업 기반 확보

중점추진과제

자산의 질적 개선

신성장 사업 발굴

리스크 관리 강화

시너지 창출



- 지역민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내의 높은 충성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 총 자산과 자기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영업지역이 전북으로
한정되어 있다.

-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현저히 작다.

- 다른 지역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 전북 성장계획과 더불어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핀테크서비스를 활성화 해
스마트 금융 전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비대면 방식이 증가할 경우
보안이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 적대적 M&A나대형은행의
합병이 위협적일 수 있다.



지배구조 평가등급이란?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센터(CGS)에서는

매년 전체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한다.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지표로 제공한다.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우량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우량한 기업은 지배구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인재상

4년제대학교졸업예정자및당해년도기졸업자

남자는병역을필(必)하였거나면제된자

학년평균성적이 4.5점기준 3.5이상인자

TOEIC 700점이상

지원자격



각 대학으로 원서가 교부되고 각 학교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추천자를 선발한다.

전북은행의 인사담당자가 각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다.

자기소개서가 당락에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성,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면접은 인사담당자, 임원 및 행장님과 이루어진다. 업무관련지식,
업무적합도 뿐만 아니라 인성, 조직적응력 등을 평가한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니 깔끔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좋은 인성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합격자에 한해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가 취소된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당사의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게 된다.



금융권자격증 및 컴퓨터 자격증

자신감 갖기

역량 찾기

토익, 학점 신경 쓰기



Beer Time 실행 Book Cafe 조성 매월 4회 식사비 제공

장학금 제공 의료보조금 지원 금융 아카데미 운영



전북은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행이

지역민들을 위해 엄청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기업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꼭대기 층에 위치해

창밖으로 보는 풍경은 근무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식당 외에도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보안이 철저한 금고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나중에 부를 축적했을 때 꼭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JB SQUARE

우리는, JB    금융그룹

전북은행으로
오세요!!!!



페이스북(5건)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16016311813357&set=a.384962891585376.91543.100002150048912&type=3&theater

• https://www.facebook.com/hplinkjb/posts/1945013142489067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91234874291501&id=100002150048912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390291917719130&set=a.384962891585376.91543.100002150048912&type=3&theater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8058233275832&id=100002150048912

인스타그램(5건)

• https://www.instagram.com/p/BX5GdxsAnhd/?taken-by=nyewoni_

• https://www.instagram.com/p/BWuj7q2Ay6K/

• https://www.instagram.com/p/BWxLHkaAxK0/?taken-by=nyewoni_

• https://www.instagram.com/p/BWuj7q2Ay6K/?taken-by=nyewoni_

• https://www.instagram.com/p/BWpsklKgWAj/?taken-by=nyewoni_

블로그(8건)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108808395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86696700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81218418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81218418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63331192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39044234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23259988

• http://blog.naver.com/julia1450/221009084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