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LDCLUB NEWS

KEB하나은행은 

유러머니(Euromoney)誌 

로부터 자산관리와 외국환 

부문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Best 

Private Bank in 

Korea)’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자산관리의 

명가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입증했다. 

유러머니(Euromoney)誌 선정 

KEB하나은행, 2016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18일 영국 런던에서 유러머니(Euromoney)誌로부터 PB부문 국가별 최고상인 ‘대한민

국 최우수 PB은행(Best Private Bank in Korea)’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KEB하나은행은 총 13회 중 통산 

9회를 석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시켰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더 뱅커(The Banker)誌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은행’ 및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

행’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통합은행의 최대 강점인 자산관리와 외국환 부문에서 모두 국내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은행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유러머니誌는 더 뱅커誌와 함께 세계 3대 글로벌 금융전문지로 1969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권

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90개국 약 450개 2,400여 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서베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국가별 프라이빗 뱅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제13회 프라이빗 뱅킹&자산관리 서베이’에서 KEB하나은행은 전반적인 자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 자산

승계 관련 상속/증여 자문 역량 △ 기술적 혁신 △ 다국적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 가족 단위의 자산관리 서비스

인 패밀리오피스 등 총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로 선정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시상식에서 “‘전 직원의 PB화’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점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

용한 글로벌 역량, 외국환 시너지를 융합하여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국내외에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

혔다. 또한 “다음 달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 및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제도에서도 최적화된 

자산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KEB하나은행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면서 전 지점에 ‘행복파트너’를 배치해 

기존 PB손님이 아닌 손님들에게도 ‘전행 VIP 대상 자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아시아지역 PB 전문 매체 

Asian Private Banker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맞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 PB 전문 Asian Private Banker誌 선정 

KEB하나은행,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수상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16일 아시아지역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전문 매체인 ‘아시안 프라이

빗 뱅커(Asian Private Banker)’誌가 홍콩에서 개최한 제5회 ‘Awards for Distinction 2015’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

었다. 아시안 프라이빗 뱅커誌는 아시아지역의 프라이빗 뱅킹 및 웰스 매니지먼트 관련 내용을 다루는 전

문 매체로서 매년 주요 PB은행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별, 분야별로 가장 성과가 우

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주최측은 KEB하나은행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2015년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낸 점과 함께, 자산관

리(PB) 역량과 글로벌/외국환관리(FX) 역량을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한 점을 높

이 평가했다”며 “한국 최초로 ‘인터내셔널 PB센터(International Private Banking Center)’를 오픈함으

로써 하나금융그룹 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무 노하우[종합자산관리(PB, Private Banking), 해외직

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유치,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ing)]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동시에 선진 자산관리기법을 제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상 이유를 꼽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영업1부PB센터 김영훈 PB부장은 “해외기관이 인정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의 프라

이빗뱅커(Private Banker)로서 명성에 걸맞게 손님들에게 차별화되고 앞선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겠다”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최근 해외 유수의 언론기관으로부터 괄목할 만한 수상을 이어가면서 국내 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도 자산관리 역량 및 외국환관리 업무 등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1  2월 16일 홍콩 J.W.Marriott서 

열린 시상식 수상 직후 

기념촬영. 영통지점 성선영 

PB팀장, 영업1부PB센터 

김영훈 PB부장, APB Richard 

Otsuki(리차드 오츠키) 수석 

리포터(왼쪽부터). 

2  영통지점 성선영 PB팀장, 

APB Shruti Advani(스루띠 

아드바니) 수석 편집장, 

영업1부PB센터 김영훈 

PB부장(왼쪽부터).

1  2월 18일 영국 런던 

플레이스터러스홀에서 열린 

시상식 직후 기념촬영. 

Euromoney Helen 

Avery(헬렌 에버리) 

수석편집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시상식 사회자 

겸 영국 유명 코미디언인 

Mark Dolan(마크 돌란) 

 (왼쪽부터).

2  시상식 직후 당행  

직원들과 함께 수상 기쁨을 

나누고 있다. PB사업부 

손권석 차장, 영업부PB센터 

김용태 PB팀장,  

런던지점 정동춘 지점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방배힐지점 박소영 

PB팀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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