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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2013년도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추진 사업
부산시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금
융중심지 조성은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부로 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
고, 2013년도에는 금융중심지 기반조성과 더불어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유치 및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사업개요 :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102천㎡, ’08~’15년
- 복합개발(’08.4~’14.6) : 이전공공기관(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KRX, 농협 부산지역본부 등 입주
▷ 1단계(’08.4~’14.6) : 63층, 이전 공공기관 입주
▷ 2단계(’11.4~’15.1) : 25층, 상업시설 등
- 개별개발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별 개별개발

파생금융 인프라 구축
●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
- KRX 거래시스템 활용 효율적인 거래소 운영 가능
● 중앙청산소(CCP) 유치
- 장외파생상품 등 취급 청산회사 인가제 도입
- KRX 파생상품시장본부내 CCP 인가될 수 있도록 추진
● 상품거래소 유치 : 금거래도입(’13년), 종합상품거래(’15년)
-일반상품거래법 통과 및 KRX내 금거래 도입

선박금융 기반 조성
●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선박금융부서 이전
●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선박운용회사 유치 : 한국선박금융(주), 캠코선박운용(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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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및 금융IT 기업 유치
● 유치대상 : 선물회사, 금융IT기업, 이전공공기관 전산유지업체
● 추진계획
- 선물회사, 금융IT기업 등 유치활동 추진(상반기)
- 이전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유치활동(하반기)

금융전문 인력 양성
전문대학원 설립 및 분원유치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산 분원 유치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내, ’14. 9월 개원목표, 정원 30명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내 금융관련 5개 협회 공동 참여, 3개부 4개팀(25명)

금융전문인력 양성
● 실무종사자 순회교육 : 5개 과정, 180여명
● 부산시민 대상 특화금융아카데미 운영 : 연 2회
● 선박금융 아카데미 운영 : 3개월 과정, 실무자 20명

국제회의 유치 및 해외 IR 추진
국제회의 성공 개최
● 2013년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 ’13.5.5~5.8(4일간), 조선비치호텔, 150여명 참석
● 2013년 FIA(미국선물산업협회) 총회
- ’13년 6월, 파라다이스호텔, 300여명 참석
● 2013년 ACSIC(아시아신용보증기관연합) 총회
- ’13년 11월, 부산일원, 200여명 참석
● 2015 IDB(미주개발은행) 연차 총회
- ’15년 3월, 벡스코, 48개국 3,000여명 참석

국제회의 유치 추진
● 2014년 WFE(세계거래소연맹) 총회 : ’14년 10월, 43개국 300명
● 2018 SIBOS 회의 개최 : ‘18년 10월, 209개국 7,000여명

해외금융 기관유치
● 추진상황 : 금융위, 금감원과 연 2회 실시(’09년부터)
● 추진계획 : 런던 · 더블린 IR(5월), 상하이 IR(10월)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