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개발육성 우수 기업상 공적서 

                                              수상기업: KEB하나은행

                                                   대표: 함  영  주

 KEB하나은행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으로 출범하여 1991년 은행으로 전환 

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은행입니다. 특히 최

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한 KEB하나은행은 창업정신

인 “자주, 자율, 진취”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은행, 앞서가는 은행, 글로벌 은

행, 고객과 함께 하는 은행을 모티브로 국내 금융 산업의 다음과 같은 면에

서 큰 축을 이루었습니다.

1.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인재 육성

 KEB하나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비전달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역량

과 리더십을 겸비한 직원입니다.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분야별 경쟁이 심

화 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창의적 전문가의 육성과 확보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인재개발은 금융인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 인재에 바탕을 두고「직무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는 

「글로벌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교육체계

 KEB하나은행은 인적자원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

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체계인 CDP(Carrier 

Development Program)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본 제도는 은행 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각각 정의하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단계별로 계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분야 단위로 레벨별 학습을 실시하게 되며, 단계별 직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유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인재육성 기여도

 총 24개국 / 132개 network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2025 비전 및 전략목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글로벌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국내외MBA), KEB하나은행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육성을 위한 

GFM(Global Frontier Master) 과정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함양을 위

한 어학교육과정(13개어 종, 전 직원 상시학습)등 글로벌이익비중 40%를 실

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인재육성의 사회적 성과 창출 

 특히 [FX Leader(1단계)→외국환전문가과정(2단계)→FX Master(3단계)]

로 이어지는 외국환 전문가 프로그램처럼 PB School, RM School등 가히 

인재육성 사관학교로 불릴만한 금융전문가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KEB하나은행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KEB하

나은행을 국내최고의 Global은행으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며, 대한민국

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의 해외진출에 가교적인 역할하고 국내기

업의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합니다. 

 

5. 한국 금융 산업의 인재육성 위상재고

 KEB하나은행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양질

의 인재로 구성된 조직의 경쟁력은 지난 2016년 2월세계적 금융전문지인 유

러머니(Euromoney)에서 주는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2016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등 각종 분

야에서 대한민국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

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 심의위원회 에서는 KEB하나은행의 인재

육성을 위한 높은 열정과 한국 금융 산업의 위상 제고 및 선진화를 통한 국

가경제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인재개발육성 우수기업’ 수상자로 선정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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