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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 위한 해외 IR 개최
< 싱가포르ㆍ홍콩ㆍ상해 IR >
•일

시 : 2015. 9. 20 ~ 25

•주요내용 : - 제14회 마린머니 싱가포르 선박금융포럼 참가를 통한 부
산금융중심지 정책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개별
금융기관 방문
- 금융산업 육성 관련 정부기관(싱가포르 통화청(MAS), 홍
콩 금융관리국(HKMA), 상해 금융판공실 등) 업무협력방

█ BIFC 금융강좌 협약 체결
•일시/장소 : 2015. 9. 8, 부산경제진흥원
•주요내용 : 부산금융중심지 입주기관 등 금융관련기관(12개*) 간 협력
사업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도모 및 시민 금융역량
제고
(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BNK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해양금융종합센
터,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회차

주 관 < BIFC 금융강좌 일정 > 강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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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포트폴리오 제안

안 논의

< 프랑크푸르트 IR >
•일

시 : 2015. 9. 29 ~ 10. 4

•주요내용 : -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개최
- KfW IPEX 은행과 해양금융종합센터 간 MOU 체결식 참
석을 통한 KfW IPEX 은행 부산 유치 논의
-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FMF)와 프랑크푸르트 경제개
발원(FED) 개최 ‘핀테크세미나’ 참가, 핀테크기업(360T)
및 현지금융기관(DEKA Bank, Deutsche Bank) 방문

- 전유문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New Nomal 시대의 자산관리 방법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파생상품 투자
글로벌 금융시장과 위험자산의 이해
금융의 과거, 현재와 미래 : 금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
재테크보다 중요한 안전테크
해외증권투자와 해외시장참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지식
외부강사
생활속의 경제원리와 현명한 경제생활
기술보증, 기술평가
세테크 전략
외부강사
금현물 투자기법
100세시대를 준비한 은퇴재무설계

█ 코마린컨퍼런스 2015 개최
•일시/장소 : 2015. 10. 20 ~ 22, 벡스코
•주요내용 : 국내외 해양ㆍ조선 관계자가 모이는 최대규모 전시회의 컨퍼
런스 개최를 통한 해양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인지도 제고

█ 2015 한국선박금융포럼 개최
(9th Annual Marine Money Korea Ship Finance Forum)
•일시/장소 : 2015. 10. 28,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주요내용 : 선박금융 현황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방향 모색

█ 제2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개최 알림
•일시/장소 : 2015. 11. 3, 웨스틴조선 부산
•주요내용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전
략 수립 및 핀테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논의

█ 해양ㆍ금융통합협의회 발족
•일시/장소 : 2015. 9. 17, 해양금융종합센터

█ 제6회 부산머니쇼 개최 알림

•주요내용 : 해양 및 금융 업계의 실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업계 주

•일시/장소 : 2015. 11. 5 ~ 7, 벡스코

요 이슈논의를 통한 해양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발전방안
모색

•주요내용 : 60개 금융관련 기관 160여개 부스 운영 및 재테크 관련 세
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