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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 2018!

2018년 시민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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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20대 활동가들이 전하는 새해, 새소망
이슈리포트
공수처 설치!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20대 활동가들이 전하는 새해, 새소망

우리들이야기
서촌 궁중족발 인터뷰

오뚜기라면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함께합니다!

▶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탈북어린이 대상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지난 12월 15일 수은 본점에서 JA코리아와 함께
‘탈북어린이 경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수은 직원들은 남한정착기간 3개월 미만의 탈북어린이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년별 경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은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탈북어린이 경제교육을 후원하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제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JA코리아 앞으로 경제교육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올해 경제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30년간
변함없는 인기!
오뚜기 대표라면 ‘진라면’


프리미엄
짬뽕라면 열풍의 주인공!
진짜 짬뽕 ‘진짬뽕’

1988년 출시된 오뚜기 진라면은 대한민국 라면의 대표
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맛도 국물도 진
한 라면’을 의미하는 오뚜기 진라면은 순한맛과 매운맛
2가지로 출시되어 쫄깃하고 찰기있는 면발과 진한 사골
국물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라면 시장에서 프리미엄 짬뽕라면 열풍을
일으키며 최고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오뚜기 진짬뽕은
출시 1년만에 1억 7천만개가 판매되었으며, 2017년
9월까지 누적판매량 2억 1천만개를 돌파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뚜기는 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의
공식 라면 서포터로 선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진라면을 통해 대
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금메달 획
득의 염원을 담은 한정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진라면 골드 에디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뚜기 진짬뽕은 쫄깃하고 탱탱한 굵은 면발과
오징어, 홍합, 미더덕 등의 해물맛, 다양한 야채,
고춧가루를 센 불에 볶은 불맛, 치킨,
사골 육수로 우려낸 개운하고 진한
국물맛이 특징으로 진짜 짬뽕
그 이상의 맛을 자랑합니다.


탈북어린이
경제교육은 수출입은행이 운영하고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희망씨앗(SEED)’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성격에 맞게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과 다문화가정·탈북민의 사회적응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의 고유업무 특성을 살려
다문화가정 및 탈북민 등 우리 사회 새로운 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