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위 부위원장-이란 SEO위원장 면담 및 축사
정은보 부위원장은 행사 시작 전 이루어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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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은보 부위원장,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양국간 금융
협력 강화 및 자본시장 발전방안 등을 논의
1. 행사 개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 화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면담 갖고 이후 한 이란 금융협력세미나에 참석
한 이란 금융협력세미나는
지난 월 한 이란 정상회담을
금융협력세미나
정상회담 계기로
이루어진 정은보 부위원장의 테헤란 방문 당시 논의되었던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개최
동 행사는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공동
으로 주최하였으며
이란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환
주최

금번 행사에는 샤푸어 모하마디(Shapour Mohammadi) 이란 증권거래
위원회(SEO)위원장을 비롯한 이란 고위공무원 11명*이 참석

하는 등 금융세일즈외교 수행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과
사업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초청연수 금융협력 포럼 등을 소개하며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유
민간기관 간 교류를
교류 활발히 할수 있음을 설명
이란 채권거래소
간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국거래소
협력사업과 한
이란
예탁결제원간 협력사업을
협력사업
협력사업 언급
하며 한국의 우수한 자본인프라가 이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국의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
지원
금융협력세미나에서는 축사를 통해 이란 공무원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방문이 양국간 금융협력에 새로운 이정표가
환영
이정표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증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이며 지난 월 정상
양국간의 금융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절실
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부위원장의 테헤란 방문에 이어 이번
위원장의 방문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
방문
초석
이라고 언급
한편 면담에서 이란측은
이란측 한국 금융당국의 환대와 관심에 감사를
감사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016.10.25(화) 10:00～13:3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표시하며 향후 양국간의 금융협력이
더욱 공고해질수
있도록
금융협력
공고
금융당국간의
금융당국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관심 부탁한다고 발언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이란공무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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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2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