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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JB금융지주의 모태. 지주회사체제 전환 뒤 광주은행, 우리캐피탈 등을 인수해 현재 규모 형성.,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의 계열사 보유. 그룹전체로 보면 총자산 40조원 규모의 서남권 최
대은행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 및 가계에 금융지원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며 지역 경
제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 서울, 대전 등 역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객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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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전국 영업망을 가진 금융사와 은행간 시너지 영업을 강화,JB금융의 자산규모는 올해 40조원을 돌파했다. 순이자
마진(NIM) 하락에도 견조한 자산성장과 그에 따른 이자이익의 증가로 올 3분기(7∼9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6.7% 늘어난 165억원, 350억원을 기록했다. 

출처: 이데일리 ＂지방은행이 수도권공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中

JB금융그룹은 순익이 33.8% 급상승했다. JB금융그룹의 2016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3.8% 증가한 2019억 원이었다. 특히 당기순익은
2013년 603억 원, 2014년 1023억 원, 2015년 1509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50% 내외 급신장했다. 자산규모도 2013년 16조 원에 비해 세 배 가까
운 45조 원을 넘었다. JB금융의 이같은 지속적인 성장은 2011년 JB우리캐피탈, 2014년 광주은행-JB자산운용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
서 꾸준한 발전이 지속된 덕이다. 특히 타 지방은행과 다른 전략이 눈에 띈다. 수익성 위주의 여신관리와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수익도 깜짝실적의
요인이지만, 점포의 수도권 진출로 인한 틈새시장 공략이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출처 : 시사 1번지 폴리뉴스 “[금융이슈] 김한 JB금융 회장의 성공 리더쉽⑨” 中

순이익의 증가라는 기업 강점이 뚜렷하고
지방은행의 목적성에 맞는 방향성과 새로운 활로를 찾는 강점이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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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강점
-매년 50% 내외 급신장하는 이익
-자금보유량
-강력한 지역네트워크
-접근용이성
-지역 친화적 밀착 경영
-높은 수익성

●약점
-지역경제 부진
-지역사회 노령화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부족

●기회
-2011년 JB우리캐피탈, 2014년 광주은행-JB자산운용의 인수합병
-점포의 수도권 진출로 인한 틈새시장 공략
-해외 주요 은행에 대한 벤치마킹

●위협
- 영업기반인 전북 지역 경제 부진, 노령화
- 기회 측면이 지방은행의 목적성에 배반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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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봉사, 메세나 콘서트, 소리문화 축제 등등 연간 이익의 31%인 470억원정도를 사회기여
-은행최초 감정수당 지급

-기본 복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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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사 19층
기업탐방 후 지하금고 입실, 실제 업무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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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프로젝트 : 전북은행>

<전북은행 설명><전북은행 탐방>

<전북은행 탐방> <전북은행 실업무 탐방> <전북은행 지하금고 탐방>



4



4



4

ㅍ

1.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및 당해년도 졸업
2. 남자는 병역을 필(必)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학년 평균성적이 4.5만점 기준 3.5 이상인
4. TOEIC 700점 이상

전형방법
1. 원서교부 및 접수
2. 서류전형
3. 인성, 적성검사
4. 면접
5. 신체검사
6. 최종합격자 발표

1. 경제신문 꾸준히 읽기
2. 나의 역사 되돌아보고 기록해보기
3.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4.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세워 실천하기
5. 긍정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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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가까이 있어서 흔한 동네 은행인줄 알았는데 주변에 흔한
은행이어서 더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은행 전북은행을 안 것만으로 든든합니다.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상윤

은행 입사 준비 중이었는데 저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실
제 은행 업무를 관찰함으로서 소중한 금융정보와 재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은행원분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오승재



SNS활동내역

http://blog.naver.com/rlatkddbs55/221109351629

https://www.facebook.com/hplinkjb/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한 기업탐방, 희망이음 홍보.



이렇게 알찬 희망이음 프로젝트
이래도 아이 참가하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