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담당부서

2017. 11. 8.(수) 10:00 부터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총괄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저축은행중앙회 기획부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부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농협은행 개인고객부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SC제일은행 리테일여신상품팀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기업은행 개인여신부
KB국민은행 상품운영부
씨티은행 UPL부
수협은행 여신사업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천센터

배포

장상훈 실장(3145-8410),
유재욱 부장(2128-8305)
홍건기 상무(3705-5184),
한대호 상무(397-8608),
임우택 부장(042-720-1360),
고윤주 부행장(2151-2600),
박규희 부행장(2080-3025),
김홍희 부행장(2002-3211),
윤패트릭 부행장(3702-4970),
고태진 전무(2002-2003),
배용덕 부행장(729-6261),
오평섭 부행장(2073-8100),
카니 브렌단 부행장(2004-1400),
김철환 부행장(2240-2067),
김영기 남부지청장(2639-2300),
윤용남 과장(2670-4213),
박태홍 센터장(2620-6700),

제 목 : 금감원, 11.8(수) 「서민금융

&

2017. 11. 8.(수)
정미선 팀장(3145-8412)
김성욱 차장(2128-8244)
지순구 부장(3705-5704)
조정연 부장(397-8620)
정관석 팀장(042-720-1311)
안효열 부장(2151-3500)
권준학 부장(2080-3377)
홍윤기 본부장(2002-3180)
박종관 이사대우(3702-5212)
김영호 부장(2002-1229)
임형균 부장(729-7651)
왕덕봉 부장(2073-8951)
박은정 부장(2004-1518)
이정재 부장(2240-2051)
백승철 주무관(2639-2357)
고현정 주무관(2670-4103)
김병배 팀장(2620-6701)

취업 박람회」개최

은행 등 4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구인기업체 상담 실시

◈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17.11.8(수)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서민금융 & 취업 박람회 를
개최하였음
◦ 이번 박람회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직접 현장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 은행 등 4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구인 기업체가 참가하여 서민
금융 상담, 일자리 상담 등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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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서민금융 & 취업박람회 는 서민의 금융애로를 현장
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음
◦ 약 1,400명의 서민들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서민금융, 취업, 임대
주택 등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하였고, 170여명이
현장에서 채용될 예정
2017

※ ‘17.10.11~11.3 기간중 사전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30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희망
상담분야는 대출 109명(36.2%), 취업 36명(11.9%), 주택 32명(10.6%), 창업 24명
(8.1%), 채무조정 18명(5.9%) 등의 순서로 서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

< 박람회 개요>
□ (일시) 2017. 11. 8(수) 10:00~17:00
□ (장소)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2층)
□ (주요 행사내용) 금융 및 취업상담, 금융자문서비스 등 강연, 문화행사
□ (참여기관) 40개 기관

*

* 박람회 참여기관
·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중앙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평가정보, 금융감독원
· (지자체 등)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청,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중은행) 신한,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KB국민, 씨티, 수협
· (기업체) 중소기업 16개사

주요 행사일정
시간
10:00~10:45
10:45~10:55
11:00~11:50
12:10~13:45
13:45~14:35
14:55~15:45
16:05~16:55
17:00

내 용
개회식
금융감독원장 등 개별 금융상담
취업 특강
금융생활 뮤지컬
금융사기 대응요령 특강
생활법률 특강
금융자문서비스 특강
박람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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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국민개인과
가계가 우리경제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 서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연 3조원)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실직 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를 추진
◦ 아울러, 고금리나 다중채무 등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
거점점포 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금감원내
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채무불이행자와 성실실패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
<세부 행사내용>

□ 개회식 이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직접
서민금융 개별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박람회에 참여한 40개 기관들은 개별 부스에서 서민금융상품, 채무
조정, 신용조회, 대학생 대출, 임대주택, 취업 및 복지상담 등을 진행
◦ 또한, 개별상담과 병행하여 취업, 생활법률, 금융자문서비스 등
특강이 이루어져 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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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서민금융 및 취업 상담 내용

구분

내용
▪ 서민금융 및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
▪ 서민대출 및 재산증식 상담
(새희망홀씨대출, 서민수신상품 등)
▪ 서민대출 상담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
▪ 고금리의 저금리 대출 전환 상담
(바꿔드림론 대출)
▪ 창업․사업 운영자금 및 전통시장 소액
대출 상담(미소금융 등)
▪ 개인별 맞춤형 대출중개 상담
▪ 서민대출 및 재산증식 상담
서민금융 등 (햇살론, 서민수신상품 등)
상담 ▪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상담
▪ 소상공인 창업 지원 상담
▪ 전·월세자금대출 보증 상담
▪ 임대주택·주거복지 상담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담
▪ 신용정보조회 및 신용등급 상담
▪ 건강 상담
▪ 청·장년 취업 상담
취업 등
상담 ▪ 고용·복지·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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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기관
금융감독원
은행(9개)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장학재단
KCB 및 NICE평가정보
대림 성모병원
16개 업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청,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