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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고객에게 최상

의 상품과 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하고 언

제나 정직과 성실로 고객을 응대해야 합

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우수한 인재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료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며 성공

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책임 
각각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씨티그룹의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며 주주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후배들에게는 우리의 

전통을 물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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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당기순이익——사업 부문 및 상품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5	  % 변동  

  사업 부문 및 상품별  당기순이익	

글로벌 소비자금융	 	
미국 카드	 $3,890	 $2,754	 	41%
미국 소매 배급	 2,027	 1,752	 	16
미국 소비자 대출	 1,912	 1,938	 	(1)
미국 상업 비즈니스	 561	 729	 	(23)
미국 소비자  	 $8,390	 $7,173	 	17%
	 	
국제 카드 	 $1,137	 $1,373	 	(17)%
국제 소비자 금융 	 40	 642	 	(94)
국제 소매 금융	 2,840	 2,083	 	36
국제 소비자금융 합계 	 $4,017	 $4,098	 	(2)%
	 	
기타	 $(351)	 $(374)	 		6%
글로벌 소비자금융 합계 	 $12,056	 $10,897	 	11%
	 	
기업 및 투자 금융	 	
자본 시장 및 뱅킹 	 $5,763	 $5,327	 		8%
기업금융상품 	 1,426	 1,135	 	26
기타 	 (62)	 433	 	NM
기업 및 투자 금융 합계 	 $7,127	 $6,895	 		3%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스미스 바니	 $1,005	 $871	 	15%
프라이빗 뱅크 	 439	 373	 	18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1,444	 $1,244	 	16%
	 	
씨티그룹 대체 투자 	 $1,276	 $1,437	 	(11)%
	 	
기업/기타 	 $(654)	 $(667)	 		2%
	 	
계속  사업 당기순이익 	 $21,249	 $19,806	 		7%
중단 사업 당기순이익1	 $289	 $4,832	 	(94)%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2	 -	 $(49)	 		-
	 	
당기순이익 합계 	 $21,538	 $24,589	 	(12)%

계속 사업 희석주당순이익		 $4.25	 $3.82	 	11%

재무 실적 요약

1  1 2005년도 “Travelers Life & Annuity” 사업의 매각이익 21억 달러 (세후)수익과 자산 운욯 사업부의 매각이익  

21억 달러(세후) 포함.
2 2005년의 회계 변경(Fin 47 : 임차시설비 관련)에 따른 4천9백만 달러 반영.

NM——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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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리더십 팀
(이름을 보려면 연차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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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발전에 마음이 뿌듯합

니다.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체 성장에 초점을 맞추

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각 사업부를 통합하여 고객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주님들께, 

미래를 위한 투자
씨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 즉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기업,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기회를 재빨리 포착할 수 있는 민첩한 기업, 자부심

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

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여러분께 보내드린 서신에서 저는 전세계 지점망 확

충, 기업 및 지역 간에 조직 전반에 걸친 역량을 활용, 고

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술의 통합, 하나의 기업으로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의 전략 우선 순위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

다.

2006년에는 이러한 전략 목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커다

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기업 확대
•  온라인 뱅킹 사업인 “씨티은행 다이렉트”의 출범으로 

100억불에® 달하는 예금 유치 

•  7-Eleven®과 제휴하여 미국 내에 5,500개의 ATM를 

설치하고, 카드 파트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북미 지

역에서 80,000 이상의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37개국

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  새로 추가된 5개국에서 직접 수탁 및 결제 서비스 개

시

사업부 연계
•  보스턴 및 필라델피아 센터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소매 금융, 기업 융자, 모기지, 투자 금융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씨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씨티 스미스 바니, 씨티은행, 씨티모기지, 

씨티 카드 및 학자금 융자 고객들에게 제공. 이 결과에 

따라, 모델을 가다듬어 미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  새로 추가된 8개국에서 “Bank at Work” 프로그램 출

범(12페이지 참조)

• 엄선된 씨티파이낸셜 지점에서 씨티은행 상품을 제공 

 하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
용을 낮추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신용 카드를 선보

이고(8페이지 참조) 인도에 생체 인식 ATM 도입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를 20% 줄임으로써 비

용 절감

• 서비스 담당자들이 콜센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비스를 제공할 뿐만 상품 구매를 유도

효과적인 자본 분배
•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Limited 

(12.3%), Akbank (20%) 및 Guangdong Development 

Bank (20%)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식을 매입하

고, 2007년 초 ABN AMRO Mortgage Group, and 

Egg Banking plc의 인수를 포함하여 Grupo Financiero 

Uno, Grupo Cuscatlán (14페이지 참조), Quilter의 인

수를 발표

• 약 170억불의 자본을 주주들에게 반환

•  Citibank, N.A가 무디스로부터 지금까지 소수의 금융 

기관에게만 주어진 신용 등급인 Aaa를 받았으며, 

2007년 초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Citigroup Inc.의 

신용 등급을 AA/A-1+로, 또 Citibank, N.A의 신용 등

급을 AA+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2006년 동안 우리가 달성한 업

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들

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2007년도에도 계속해

서 더욱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쳐나가 더욱 눈부신 성과

를 거둘 것입니다.

2007 년 우선 과제
우리 기업은 올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

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부문 성장—우리 기업은 상품군을 다변화하

여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미국 소비자 부문에서 더

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지 두 번째 맞는 해로 미국 

내 소비자 부문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

시에 이들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

해 공통 기술 플랫폼을 구현할 것입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성장—우리의 목표는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한 미국 외의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더욱 활발

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지점의 약 70%가 

신흥 시장에 집중돼 온 것처럼 핵심 시장에서의 지점 개

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핵심 인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용 은행이자 영국 

최고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업체인 Egg Banking plc를 

인수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뱅킹 사업에서의 역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의 향상—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

리 기업의 2007 년 주요 과제 중 하나이지만, 단지 현재의 

기업 활동으로부터 비용을 무리하게 절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현

재의 기업 운영 방식을 재고하여 운영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007년 1/4분기 동안, 우리는 기업의 비용 구조

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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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들을 과감하게 없애 보다 간결하고 민첩하며 효과적인 기업

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수익 성장 속도를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재무 실적
2006년의 재무 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럭

저럭 괜찮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의 주당 순수익은 11% 상승하였

으며, 2006년 70억불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계속 사업의 순이익은 7%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주

주가치 수익률은 20%에 가까이 달해 금융 서비스 기업 그룹 중에서

도 중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좋은 성과를 이룬 부분

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총수익은 896억불을 기록하여 7% 증가하였지만 계획했던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족분은 예상보다 좋은 신용여건과 낮

아진 세금으로 결국 상쇄되었지만, 부족한 결과는 현실로 인지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수입 손실은 대부분 소비자 사업에 기인하여, 수익률 곡선이 순

탄치 못했으며 소비자 스스로가 금리가 낮은 주택 융자로 전환하였

고, 또한 보다 자체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를 드러

내 보였습니다. 

경비 지출은 15%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2006년 초 주식 보상과 관

련하여 기업 전반에 걸친 회계 변경으로 인한 3% 포인트가 포함됩니

다. 이 회계 변경을 제외하면, 2006년 동안 하루에 평균 3개의 지점

을 개설하는 등 자체 성장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함으로

써 경비 증가가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낮아진 대손 비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향상되었으

며, 이는 미국 소비자 사업 부문에서의 매우 낮은 수준의 파산 신청

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신용 환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또한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27.3%의 세율을 기록하여 

세금 혜택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나쁘지 않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한 해를 마감하

였지만, 향상된 신용 여건 및 세금과 같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낸 

방식은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을 전망하면서, 우리는 몇몇 요소를 제외하고 전세계 신용 환

경이 호전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여신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

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신용 악화를 예상하고 있으

며 이에 맞게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과 경비 증가 사이의 보다 나은 관계를 통해 당기순이익 

증가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엄청난 신용 호재라든지 

세금 혜택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One Citi
이 연차 보고서의 표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기업은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진일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기업은 마침내 

<Citi >라는 하나의 공통된 브랜드 이름을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얼마 전 씨티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통해 뛰어난 기업들을 한 데 끌어 모았습니

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그 발전 과

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우리 

기업이 추구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공통의 전사적 접근 방식을 수립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객의 성공이 우리 자신의 성공이며 고객을 위해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고 고객이 어디에 있든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공통의 브랜드인 하나의 Citi, 

그리고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2006년 11월 18일, 우리 기업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글로벌 지역

사회 공헌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개 국가에서 약 45,000명의 

우리 직원(친구 및 가족 포함)들이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아

낌 없이 투자함으로써 우리 기업 직원들은 씨티의 유구한 역사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제 아내 페기와 저는 중국의 라이슈 지역의 한 마을을 함께 방문하여, 

저는 이 곳에서 소액 금융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제 아내는 학교의 페인트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둘

이 힘을 합해 씨티의 어느 소액 금융 고객을 위해 파 재배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07년 11월 17일에 

다음 번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에 대한 계획이 구상 중에 있

습니다.

감사의 말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기 전에 더들리 메컴(Dudley Mecum )과 앤 

조단(Ann Jordan )에게 이사회에서 보여준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 모두 4월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더들리는 

1986년에 기업의 전신인 “Commercial Credit”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 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이사회 멤버이며 우리회사 성공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앤은 한 때 회사가 “Primerica Corporation”로 알려졌던 

1989년에 이사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앤은 중요한 의사 결정자였으

며 씨티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신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20년 동안 일해 오신 포드 대통령에 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좋은 벗이었으며 그의 조

언은 우리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그리워할 것이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우리 기업은 100여 개 국가에서 근무하는 325,000명의 직원들의 노

력에 힘입어 지난 해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용이 편리하고 

혁신적이며 씨티에게 있어 수많은 글로벌 성장 기회에 재빨리 대처

할 수 있는 고객 위주의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우리가 이

룬 변화는 주주의 가치를 꾸준히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원은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여정이 장기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

아 뵙겠습니다.

찰스 프린스(Charles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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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는 이제 급격한 기술 발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무역 및 투자 장벽, 시장 기

반 경제의 확산, 중국, 인도 및 신흥 시장 국가의 교육 및 기타 생산성 향상 정책의 실시

로 인해 대규모 잠재 시장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인도와 중국의 입지 상승 

등 유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글로벌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기회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현

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성, 성장 및 이러한 성장에서의 다각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건전한 정책이 필

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국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이 고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와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인재들에게 매력적이며 고무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급격

한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민간 부분 경제 기관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씨티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겪는 것과 마

찬가지로 씨티를 포함한 모든 민간 부문 기관들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척 프린스 회장이 강조하

는 기업의 초점 및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인재에 걸맞은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

항, 가능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씨티의 컨트롤 , 업무절차  및 기타 목적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 

재구성, 전략적 운영의 역동성, 장기 및 단기 업무 실적 간의 올바른 균형,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

적 규제 및 기타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문화 및 절차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씨티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주주들에게는 높

은 수익을 보장하고 기업 활동을 펼치는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

습니다.

저는 직원, 주주 및 고객 등 씨티 커뮤니티 속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정

치 시스템에서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환경이 어려운 때라도 경제

적 성공을 위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

은 성장에 대한 다각적인 참여와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경제적 안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

다. 이러한 요소들은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서 시

장 기반 경제와 무역 자유화가 폭넓은 대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목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입안자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성공적이며 건실한 민간 부문 기

관들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수년간 심각한 금융적 불균형, 지정학적인 위험 및 기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탄탄한 

경제 조건과 시장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은 안정적인 경제와 시장

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성공적인 운영과 미래에 대한 만반의 채비를 위

해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까지도 인색해야 합니다.

씨티는 이에 따른 도전에 맞서 해결하고 다양한 상품과 글로벌 확장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강점

들을 한 데 모아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힘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주주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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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씨티 역사는 고객을 위한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

업부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한 협력

의 역사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입니다.

one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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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년 말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고객

이 <Coffee Bean & Tea Leaf >에서 조그마

한 스캐너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 놓는 순

간, 이 세 사람을 포함하여 생체 인식 프로

젝트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물건 값을 지불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

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씨티는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생체 인

식 신용 카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씨티

의 <Clear Platinum Card >를 소지한 고객

들은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각종 매장에

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즐기거나 혹

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신용 카드가 필

요 없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니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던 고객 

혁신이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업무 및 전산 전문가들과 카드 및 씨티은행 

사업부의 직원들로 구성된 팀은 서로 힘을 

혁신
싱가포르 씨티은행의 신용 지급 상품 사업부 책임자인 아난드 캐베일(Anand 

Cavale), 핵심 카드 책임자인 니콜 앙(Nicole Ang), 그리고 상품 관리자인 니겔 

시아(Nigel Siah)는 작년에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합해 고객들에게 지급 수단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해진 

신용 카드 사기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해 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라며 니겔이 말했습니

다. “또한, 신용 카드 시장과 고객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씨티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기

분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 곧 선보일 예정

이지만, 싱가포르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최

초라는 사실에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구상안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

다.”라며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왜냐하

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부의 직원들이 한 데 

모여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겔 시아/아난드 캐베일/니콜 앙, 싱가포르



GMAC 는 오랫동안 GM 의 핵심 부분을 이

루어 왔으며 이 기업의 실적이 전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사태의 복잡

성과 긴급성을 인식한 씨티는 GM의 딜레마

를 해결하기 위해 <Cerberus Capital Man-

agement >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십억 불에 달하는 GMAC 거래에는 오랫동

안 우리 기업의 소중한 고객이었던 제너럴 

모터스를 대신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 사업

부인 자본시장 및 뱅킹과 씨티 대체 투자

(CAI)의 씨티  사모펀드  그룹의 인력과 자

원, 그리고 전문 지식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18년 동안 이 번 거래는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거래였습니다.”라며 자본

시장 및 금융 사업부의 <North American 

Financial Entrepreneurs Group> 공동 책임

자인 브래드 콜먼(Brad Coleman)이 말했습

니다. “또한, 씨티의 주식, 채권  및 투자 금

융 프랜차이즈의 힘을 충분히 활용했던 거

래이기도 합니다.”

씨티의 다양한 사업부의 인력으로 구성된 

팀은 이번 거래를 위해 땀을 흘리면서 그 누

구로 따라올 수 없는 자본 시장의 접근, 

GM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M&A에서부터 

금융 지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

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였습니

다.

“GMAC는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의 결과였

습니다.”라며 CAI의 수석 법률 고문인 밀리 

킴(Millie Kim)이 말했습니다. CAI의 <Citi-

group Private Equity> 관리 파트너인 존 바

버(John Barber)의 추가말: “이번 거래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였으며 이러한 해결책은 씨티만의 강점으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금융 기관 인수 합병 사업부의 전무 이사이

자 공동 책임자인 데이빗 헤드(David Head):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성공적인 결

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긴밀한 협력 관계
씨티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제너럴 모터스는 

신용 등급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금융 사업부인 <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리 킴/브래드 콜먼, 뉴욕

결국, 씨티는 Cerberus가 GMAC로부터 51%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뱅킹, 매매거래 및 투

자 프랜차이즈의 전문 지식을 모두 활용하였습

니다. 더욱이, 씨티의 이 GMAC 이야기는 Eu-

romoney와 Investment Dealers’ Digest에서 

선정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뽑

혔습니다.

밀리: “GMAC는 제가 씨티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힘들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Cerberus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사업부 

전무 이사이자 공동 책임자인 레너드 테슬러

(Lenard Tessler): “씨티는 이번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

니다. 씨티는 오랜 고객인 GM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정했

습니다. 이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호세 로페즈/크리스틴 레이놀즈, 뉴욕

아만다 맬루추는 그리스에서 “Bank at Work” 프

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이것이 매

우 독특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기업 고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고 소비자 대인관계 기술을 기업 쪽에서 활용함으로
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리스의 소비자 사업부의 
Alternative Distribution   책임자인 아만다가 말했습
니다.

우리 기업의 자본시장 및 뱅킹 사업부와 글로벌 소비
자 그룹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고객 직원들에
게 소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티의 혁신적인 프
로그램인 “Bank at Work”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다양한 사업부들이 공통
의 목적을 갖고 한 데 힘을 합할 때 이룰 수 있는 잠재
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윈-윈” 전략입니
다.”라며 자본시장 및 뱅킹 사업부의 Alliance 제품 관
리자인 호세 로페즈(Jose Lopez)가 말했습니다. “우
리의 기업 고객들은 자신의 직원들이 양질의 서비스
를 받고 있는 그 대가로 소비자 사업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신규 고객들
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시하였
습니다.”

오랜 기업 고객인 싱가포르의 <Chartered Semicon-
ductor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ank at Work”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첫 90일 동안, 우리는 이 기업
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지점 하나를 오픈하였으며 
1,300여 개의 계정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전세계적
으로는 12,000 개의 기업과 150만 고객들이 “Bank at 
Work”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습니다.

“매우 영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소비자 사
업부의 사업 개발 책임자인 크리스틴 레이놀즈(Chris-
tian Reynolds)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능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
니다.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건 결국 우리의 고객입니
다.

그리스의 글로벌 거래 서비스 기업 팀을 이끌고 있는 
클레오 림베리스: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일 아침 회사에 출

근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Bank at Work ” 

프로그램

클레오 림베리스/아만다 맬루추, 아테네



기업의 전환점



라울 아나야/페르난도 퀴로즈, 라틴 아메리카

우리 기업의 전환점은 파나마 운하에서부터 출

발했습니다. 그리고, 102년 후,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점차 성장하고 있는 소매 시장에서 씨티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Grupo Financiero 

Uno>와 <Grupo Cuscatlán>을 인수함으로써 최

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씨티의 역사는 전신 기업인 Interna-
tional Banking Corporation(IBC)이 파나마 운하 건설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파나마에 기업 뱅킹 
사무소를 개설했던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기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금융 사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입지는  <Grupo Finan-
ciero Uno>의 인수로 소비자 사업 부문이 이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곧 이은 <Grupo Cus-
catlán> 인수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을 강화시켰습니
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씨티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사업부들이 서로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서로 간의 성장을 도
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소비자 그룹의 책임자인 라울 아
나야(Raul Anaya)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업 금융 
사업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 사업이 이 지역에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자본시장 및 뱅킹 책임자인 페르난
도 퀴로즈(Fernando Quiroz): “이러한 인수 사업으로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자본시장 및 뱅킹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 프랜차이즈에게 중요
한 성장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지역 최대의 신용 카드 발행사인 <Gru-
po Financiero Uno>를 인수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연간 3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카드 시
장에서 우리 기업의 카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Grupo Cuscatlán>(<Grupo Financiero 
Uno>와 마찬가지로 현지 및 미국의 법적 승인을 받아
야 함)의 인수를 통해 기업 금융, 소비자 금융 및 소매 
금융 사업 부문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토
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울: “이러한 인수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환경을 바뀌
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 페르난도 
및 그의 팀과 협력하는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왜 

그토록 신나는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팀



2006년 11월 2일, 보스턴의 보일스톤가 491번

지에 우리 기업의 신규 지점이 개설되었으며 이

제껏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일어날 순간이었습

니다. 

이 지점 개설로 씨티은행은 보스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스턴 지역 외의 기타 주요 미국 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티 지점에는 우리 기업의 최상의 웰스 매니지먼
트 사업부인 씨티 스미스 바니가 포함되어 뱅킹 및 브
로커리지 서비스를 동일한 위치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전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수의 지점을 개설하면서 한 해
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보스턴(및 필라델
피아) 지역의 씨티은행 및 씨티 스미스 바니 고객들에
게 더욱 다양한 소매 금융, 상업 융자, 모기지 및 투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씨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씨티 스미스 바니 측을 관리하고 있는 앤 
그린우드(Anne Greenwood)와 씨티은행 측을 운영하
고 있는 팀 설리반(Tim Sullivan)은 자신들이 뭔가 중
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고객에게 다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
는 것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일이지는 몰라도 매우 흥
미로운 일입니다.”라며 앤은 말했습니다. 

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이룬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상품을 더욱 더 많이 선보
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점을 개설한 지 몇 주 지나자 팀의 생각은 적중했습
니다. 어떤 여성 고객이 은행에 들어와 CD 이자율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은행과
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 고객은 웰
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편에 있는 씨티 스미스 바니 담당자에게 안내했습니
다. 곧 이어, 이 고객은 큰 규모의 자금을 씨티 스미스 
바니로 이체했습니다.

씨티은행이나 씨티 스미스 바니 혼자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앤 그린우드/팀 설리반, 보스턴



씨티는 40년 이상 소액 금융 지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BRAC에 대한 거

래로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기념비적인 거래에서 <Citi Microfinance Group>, 방
글라데시 씨티 및 기타 다른 파트너들은 방글라데시
에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5백만 이상의 회원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빈곤 퇴치 비정
부 기구인 BRAC를 위해 세계 최초로 AAA 등급의 현
지 통화 증권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액 금융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 거래로 BRAC는 
6년간 1억8천만 불 규모의 자금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더욱 많은 자금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품질의 금융이 지니는 힘과 역량을 120만 
명에 달하는 빈곤 가정에게 제공하였습니다.”라며 방
글라데시의 기업 금융 사업부의 “Structured Fi-
nance” 책임자인 샴스 자만(Shams Zaman)이 말했
습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자금이 절
실히 필요한 수 천명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혁신적인 소액 신용 금융으
로 여겨지는 이 거래는 씨티가 어떤 방식으로 현지의 
입지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급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써 BRAC 가 방글라데시에서 상업적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 수도 있었던 자금을 제
공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BRAC 거래는 씨티 내의 협력을 통해 이
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씨티
는 현지에서 BRAC, 감독 기관 및 현지 파트너들과 협
력하는 가운데 이번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씨티의 소
액 금융 그룹은 금융 전문 지식을 제공하였고 글로벌 
소비자 사업부에서는 BRAC의 소액 융자 신용 정책, 
절차, 보고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
써 전반적인 현지의 실사를 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그룹에서는 구조 조정 전문 지식
을 제공하였으며, 수출 금융 그룹은 글로벌 기관 파트
너와 투자자, FMO(네덜란드) 및 KfW(독일)와 공조하
여 거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소액 금융의 역할을 노
벨 재단에서 인정했을 때 BRAC와 같은 거래는 바로 
미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샴스: “BRAC 와 같은 사례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보다 많은 소액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침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샴스 자만과 소액 융자 고객, 방글라데시

다양한 솔루션



씨티는 전세계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다변화된 금융 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동안, 우리는 주요 목표에 점차 접근해 가는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전세계적으로 1,200여 개의 신규 소매 은행과 소비자 

금융 지점 개설

7-Eleven®과 ATM 사업 제휴를 시작하고 더 많은 고객

을 유치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Shell와 

The Home Depot와 같은 파트너들과 카드 비즈니스를 

확장

사이프러스, 스웨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및 베트남에 

직접 수탁 및 교환 서비스 도입

자사의 온라인 은행인 “씨티은행 다이렉트”를 선보여 

미국에서 첫 9개월 동안 100억불의 예금을 확보

쿠웨이트와 두바이에 자본시장 및 뱅킹 지점 오픈

대만에서 유가증권 대여 업무 시작

러시아, 인도, 중동, 브라질 및 캐나다에서 글로벌 주식 

사업 확대

하나의 기업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보스턴 및 필라델피아 금융 센터에서 시험 운영 프로그램

을 통해 소매 금융, 상업 융자, 모기지, 투자 상품 등의 다

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씨티가 가지고 있는 힘

을 씨티 스미스 바니, 씨티은행, 씨티모기지, 씨티 카드 및 

학자금 융자 고객들에게 제공

소비자 융자 그룹과 협력하여 카드 고객들에게 씨티 주택

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등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다짐

미국 내 선별된 씨티파이낸셜 지점에서 씨티은행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

씨티 스미스 바니 지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 및 씨티 신

용 카드 제공

8개 국가에서 “Bank at Work” 프로그램 시작: 칠레, 체코,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터키

글로벌 기업금융상품 서비스와 씨티 스미스 바니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130개 이상 국가에서 현지 통화로 주식 

보상 관련 이익을 이체 

자본시장 및 뱅킹의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중요한 고객들에

게 더욱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헤지 펀드 실행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싱가포르에서 생체 인식 신용 카드 서비스를 시작하

고 인도에서 소액 금융 고객을 위한 생체 인식 

ATM을 선보임으로써 고객들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8페이지 참조).

인터넷 및 기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할 때 더욱 강화된 인증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온

라인 보안 강화 – 전세계적으로 이를 구현한 주요 금

융 기관 중 유일

보스턴, 필라델피아 및 내셔널 증권 거래소 투자와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위한 첨단 테크놀로

지를 제공하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를 구입하는 등 주

식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단행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를 20%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 통합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대한 투자

Grupo Financiero Uno 및 Grupo Cuscatlán를 인수
(14페이지 참조)함으로써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소매 및 기업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견고한 
플랫폼 구축

터키에서 세 번째 규모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은행인 
Akbank로부터 20%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터키에서의 사업 영역 확
대

“광동 개발 은행”의 주식 20%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에서
의 사업 입지 확대

Egg Banking plc를 인수함으로써 국제 소비자 금융 사업
을 더욱 확대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Limited 
(HDFC)의 주식 12.3%를 매입함으로써 인도에서의 사업 
영역을 더욱 견고히 구축

FDS, Inc. 포트폴리오의 인수를 완료하여 현재 3,700만
개 계좌와  83억불의 자산을 관리



국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씨티는 미국 외에서의 기회에 더욱 초점

을 두고 있습니다. 씨티의 국가별 책임자

(CCO)들은 이들 시장으로 연결해 주는 중

요한 요소이자 우리가 사업 활동을 펼치는 

각 지역에서 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씨티 국가별 책임자

알제리아
Kamel B. Driss
아르헨티나
Juan Bruchou
아루바
베네수엘라 참조
호주
Les Matheson
오스트리아
Helmut Gottlieb
바하마
Margaret A. Butler
바레인
Mayank Malik
방글라데시
Mamun Rashid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
고 참조
벨기에
José de 
Peñaranda
de Franchimont
볼리비아
Federico Elewaut
브라질
Gustavo Marin
브루나이
Glen R. Rase
불가리아
Stefan Ivanov

카메룬
Asif Zaidi
캐나다
Kenneth E. Quinn
케이맨 제도
바하마 참조
채널 제도
(저지)
Philip Hooper
칠레
Fernando Concha
중국
Richard D. Stanley
콜롬비아
Franco Moccia
콩고
Michel Losembe
코스타 리카
Jorge Mora
체코 공화국
Javed Kureishi
덴마크
Mark Luscombe
도미니카
공화국
Máximo R. Vidal
에콰도르
Bernado J. Chacin
이집트
Elia Samaha
엘 살바도르

Gijs Bert Veltman
필란드
Kari Laukkanen
프랑스
Jean-Claude 
Gruffat
가봉
Funmi Ade-Ajayi
독일
Susan S. Harnett
가나
Joseph Carasso
그리스
Christos Sorotos
괌
Madhusudhan
Seshadri
과테말라
Juan A. Miro
아이티
Gladys M. Coupet
온두라스
José Luis Cortés
홍콩
T.C. Chan
헝가리
Sajjad Razvi
인도
Sanjay Nayar
인도네시아
Peter B. Eliot

아일랜드
Aidan M. Brady
이스라엘
Ralph Shaaya
이탈리아
Giuliano 
Malacarne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Jamal Hussein
자메이카
Peter Moses
일본
Douglas L. 
Peterson
요르단
Ziyad A. Akrouk
카자흐스탄
Daniel J. Connelly
케냐
Ade Ayeyemi
대한민국
Yung-Ku Ha
쿠웨이트
Raj Dvivedi
레바논
Walter Siouffi
룩셈부르크
Marc Pecquet
마카오
홍콩 참조

말레이시아
Piyush Gupta
Mexico
Manuel Medina-
Mora
모로코
Nuhad K. Saliba
네덜란드
Freddy Boom
뉴질랜드
Mark A. Fitzgerald
나이지리아
Emeka Emuwa
노르웨이
P°al Rokke
파키스탄
Zubyr Soomro
파나마
Francisco Conto
파라과이
Ignacio Morello
페루
미정
필리핀
Sanjiv Vohra
폴란드
Slawomir S. Sikora
포르투갈
Paulo Gray
푸에르토리코
Alvaro Jaramillo

카타르
Farhan Mahmood
루마니아
Shahmir Khaliq
러시아
Mark T. Robinson
세네갈
Charles Kie
싱가포르
Catherine Weir
슬로바키아
Igor Tham
남아프리카
Zdenek Turek
스페인
Sergio de Horna
스리랑카
Kapila 
Jayawardena
스웨덴
Clas Ronnlov
스위스
Per Etholm
대만
Morris Li
탄자니아
미정
태국
Gary Newman
트리니다드 토바고
Dennis Evans

튀니지
David Garner
터키
Steve Bideshi
우간다
Shirish S. Bhide
우크라이나
Nadir Shaikh
아랍에미리트연합
Mohammed
Al-Shroogi
영국
Michael J. 
Kirkwood
우루과이
Daniel Varese
베네수엘라
Francisco
Aristeguieta
베트남
Charly Madan
버전 제도
푸에르토리코 참조
잠비아
Saviour Chibiya

참고: 씨티가 사업 활동을 하지만 씨티 국가별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은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뉴욕

바하마 멕시코 브라질

바베이도스중국볼티모어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2006년 11월 18일, 45,000명 이상의 씨티 직원들은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100여 개 국가의 475개 도시에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네덜란드



에콰도르

터키 중국 대한민국영국

페루 인도 케냐

500,000	명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100,000	명 분의 음식이 제공

되었습니다.  10,000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으며,  8,000	톤의 음식이 모

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 대만



1. Damian M. Kozlowski

CEO, 씨티 프라이빗 뱅크

2. Alberto J. Verme

공동 책임자, 글로벌 투자 금융

3. Michael Schlein

사장, 해외 프랜차이즈 관리

4. Enrique Zorrilla Fullaondo

책임자, 커머셜 자본 시장, Banamex

5. Michael S. Helfer

수석 법률 고문

기업 비서실

6. Stephen R. Volk

부회장

7. David C. Bushnell

수석 리스크 관리 책임자

8. Lewis B. Kaden

부회장

최고 행정 담당관

9. Robert Morse

CE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본시장 및 뱅킹

10. Jorge A. Bermudez

사장/CEO, 상업 비즈니스 그룹,

글로벌 소비자 그룹-북미;

CEO, 씨티은행 텍사스

11. 척 프린스

회장겸 CEO

12. Sir Win Bischoff

회장, 씨티그룹 유럽

13. Douglas L. Peterson

회장/CEO, 씨티은행 일본

14. Manuel Medina-Mora

회장/CEO, 남미 및 멕시코,

CEO, Banamex

15. Kevin Kessinger

최고 업무 및 전산 책임자

16. Michael Klein

공동 사장, 자본시장 및 뱅킹

부회장, Citibank International plc

17. Ellen Alemany

CEO, 글로벌 기업금융상품 

18. Paco Ybarra

공동 책임자, 채권, 통화,

및 상품

19. Bonnie Howard

최고 감사인 

20. Robert Druskin

 최고운영책임자

21. Geoffrey O. Coley

공동 책임자, 채권, 통화,

및 상품

22. Zion Shohet

책임자, 전략 및 M&A

23. Charles D. Johnston

회장겸 CEO

글로벌 프라이빗 고객 그룹

24. Raymond J. Quinlan

회장겸 CEO

북미 지역 소매금융 판매

25. Carl Levinson

사장/CEO, 소비자 융자 그룹

26. Michael L. Corbat

책임자, 글로벌 기업 은행

27. Robert E. Rubin

이사회 위원 /회장, 운영 위원

28. James A. Forese

책임자, 글로벌 주식

29. William J. Mills

CEO,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자본시장 및 뱅킹

30. Alan S. MacDonald

CEO, 글로벌 뱅킹, 부회장,

Citibank, N.A.

31. Nicholas E. Calio

SVP, 글로벌 정부 업무

32. Thomas G. Maheras

공동 사장, 자본시장 및 뱅킹

33. George Awad

CEO,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글로벌 소비자 그룹

34. Raymond J. McGuire

공동 책임자, 글로벌 투자 금융

35. Vikram A. Atal

회장겸 CEO

씨티 카드

36. Ajay Banga

회장겸 CEO

글로벌 소비자 그룹-해외

37. William R. Rhodes

회장, 사장겸 CEO, Citibank, N.A.

회장, 사장겸 CEO, Citicorp Holdings

Inc., 부회장, 씨티그룹

38. Hans Morris

CFO; 책임자, 금융, 전산 및 업무

자본시장 및 뱅킹

39. Leah C. Johnson

SVP, 글로벌 기업 사무

40. Randolph H. Barker

공동 책임자, 채권 , 통화,

및 상품

41. Sallie L. Krawcheck

CFO

42. Steven J. Freiberg

회장겸 CEO, 글로벌 소비자

그룹-북미

사진에 없음:

Stephen Bird

CEO, 아태 지역, 글로벌 소비자 그룹

씨티 리더십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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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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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ichael Armstrong

회장, 이사회

Johns Hopkins Medicine, Health

Systems & Hospital

Alain J.P. Belda

회장겸 CEO, Alcoa Inc.

George David

회장겸 CEO,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Kenneth T. Derr

회장(은퇴), Chevron

Corporation

John M. Deutch

교수,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oberto Hernández Ramírez

회장, Banco Nacional de Mexico

Ann Dibble Jordan*

컨설턴트

Klaus Kleinfeld

회장겸 CEO, Siemens AG

Andrew N. Liveris

회장겸 CEO

The Dow Chemical Company

Dudley C. Mecum*

상무이사, Capricorn

Holdings, LLC

Anne M. Mulcahy

회장겸 CEO, Xerox Corporation

Richard D. Parsons

회장겸 CEO, Time Warner Inc.

찰스 프린스

회장겸 CEO, 씨티그룹

Judith Rodin

회장, Rockefeller Foundation

Robert E. Rubin

회장, 운영 위원

Franklin A. Thomas

컨설턴트, The Study Group

씨티 이사회

본 연차 보고서의 커버 및 편집주 단락은 FSC가 승인한 크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Mohawk Options Crys-

tal White(Green-e 로부터 인증을 받은 100% 재생 가능한 풍력 발전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로 인쇄되었습

니다. 배기 가스 방출이 없는 풍력 발전 전기를 사용하여 이 용지를 제작함으로써, 1년 동안 24대의 자동차

가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19,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281,114 파운드의 대기 오염 가

스 배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지는SmartWood로부터 FSC 표준(전세계 삼림에 대한 환경 친화적이

고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 주며 경제적인 관리를 촉진)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17일부로 은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