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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들이 직면한 자본유출
부위원장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체질

취약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기초

강화와
강화

은행 정부 중앙은행 양자 다자간

협력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계 방어막 구축이
구축 필요함을 역설

제 목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금융포럼 참석 및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홍콩 방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 회 아시아금융포럼에 발표자

로 참석하고 최근 글로벌

위험요인 및 시장 동향파악을 위해

일

수 간 홍콩을 방문

(아시아 금융포럼 참석 ) 정은보 부위원장은 아시아 금융포럼
정책대화
발표자

일

세션 에

지정

로 참석

특히 통화스왑

등 양자

다자간 통화협력체계 구축과
구축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 강조
하였으며 각국 대표들은 동 제안에 큰 관심을 표명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와
강화 외환보유고
확대 양자 다자간 통화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정적 외화유동성
확보를
확보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성과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홍콩 현지에 진출
부위원장
한 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애로
간담회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 해외진출기관 지원방안을 모색

◀ 아시아 금융포럼 개요 ▶
▣ 주최 : 홍콩특별행정구정부(SAR)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 공동 주최
▣ 일시/장소 : 2017.1.16.~17, 홍콩 컨벤션 센터
※

세계 금융 및 비즈니스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매년 홍콩으로 초청하여
아시아 금융시장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 (2,800명 이상 참석)

▣ 주요 참 석자 : 금 융위 부 위원 장 , Norman Chan(홍콩 통화청 총재 ),

K.C.Chan(홍콩 재경·국고장관), Ashley Alder(세계 증권위원회 의장),
Andera Enria(유럽은행감독청 대표), Mohamed El-Erian(
PIMCO CEO),
Ding Xuedong(중국투자공사 회장) 등

(Fitch社 방문) 정은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社를
방문하여 아시아 국가신용평가 및 금융기관 평가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최근 한국의 경제 금융 등 상황 및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방향 시장안정 노력에 대해 설명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

글로벌 금융회사 * 이코노미스트들과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이코노미스트들
아시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
위험요인

(국제 금융인의 밤 참석) 정은보 부위원장은 홍콩총영사관이 주최한
제 회 국제 금융인의 밤 에 참석하여 우리 금융회사 및 금융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과
필요성 정부의 노력을 설명

또한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금융인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치하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
(금번 출장의 의의 ) 아시아 최대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법과 경험을 제시하여
한국
제시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제고
ㅇ 올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 글로벌 경제 금융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 우리의 대응방향을 점검
파악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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