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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감원-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세미나 개최
(조지아 중앙은행에 한국의 P2P ‧ 크라우드펀딩 관련 경험‧지식을 공유)

□ 금융감독원은 9.27.(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조지아
중앙은행(동유럽 소재)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ADB와 2018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세미나는 동
협정에 따라 조지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식공유 사업임
※ ADB는 조지아의 P2P‧크라우드펀딩 제도마련 작업을 지원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고, 금감원은 관련 지식 및 경험 등을 공유

< 협정(Cooperation Arrangement) 주요 내용 >
▶ (목적) 금융감독원과 ADB의 공통 관심사안에 대해 협력관계 강화
▶ (협력분야) 금융감독발전, 소비자보호, 핀테크, 지속가능금융, 금융포용 등
▶ (협력수단) 지식 공유사업 공동 참여, 정보공유, 직원 상호파견 등

세미나 개요

□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지아
중앙은행 및 ADB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및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 조지아의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제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가 제시한 다양한 논점에 대해 패널토론을 실시
P2P

P2P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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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금융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조지아와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ADB와 지식공유 사업을 지속하여 더욱 다양한 지역내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연수프로그램 주요 일정(안) >
시간

세 션

15:00-15:05

개회사

15:05-15:10

환영사

15:10-15:30
15:30-15:40

연 사
(금감원) 국제국 김용태 국장
(ADB) Shane Rosenthal, Country
Director, Georgia Resident Mission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감독제도 발표
한국의 P2P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석재승 수석

감독제도 발표

15:40-15:50

회사사례 발표

15:50-16:00

Q&A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유예섬 조사역

에잇퍼센트, 피플펀드

사회자: 이준규 박사(ADB)
패

16:00-16:50

패널토론

16:50-17:00

맺음말씀 및 폐회사

널: 금감원 석재승 수석, 유예섬
조사역, Malik Kotadia(ADB
컨설턴트)
(조지아중앙은행) Otar Gorgodze,
Head of Financial and Supervisory
Technologies Development Department
(ADB) Tariq Niazi, Director, Central
and West Asia Department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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