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금융정보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중소기업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신용정보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일시 : 2013년 5월 24일(금) 오후 3:00-5:30
장소 :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금융정보학회 / 후원 :

초대의 말씀
학계와 현장의 금융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금융정보학회가 2013년 첫 번째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은행연합회
와 저희 학회가 함께 5월 24일(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정보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고용의 80%,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신정부의 일자리 창
출 등 거시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
업 대출 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능력 미흡이 중요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금
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평가,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의 품질을 개선
하고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현안들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심포지엄이 활기찬 연구발표 및 토론의 장임과 동시에 금융 전
문가 여러분들 상호간에 친목을 다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이 인 호

 프로그램 안내
시간

진행순서

15:00-15:10

인사말
이인호(한국금융정보 학회 회장)

15:10-16:1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함준호(연세대)

15:10-16:00

주제발표: 박창균(중앙대)

16:00-16:10

휴식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16:10-17:30

토론자
마상천(은행연합회) / 장박원(매일경제)
원승연(명지대) / 이순호(금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금융정보학회 소개
핚국금융정보학회는 금융정보의 생산, 공유, 및 이용 등에 대핚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정보통신, 법학, 소비자학 등 다양핚 분야의 학제간 연구에 특화함으로써
금융정보 관련 산업, 그리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핛 것을 목적
으로 하여 2010년 8월 창립되었었으며 그 임원진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이인호(서울대), 부회장: 함준호(연세대), 감사: 정형권(핚국은행)
이사: 강경훈(동국대), 구본성(금융연구원),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신인석(중앙대), 이굮희(서강대), 정순섭(서울대), 조성욱(서울대),
최현자(서울대), 핚재준(인하대)

사무국: 핚재준(사무국장), 홍유진(간사)

 오시는 길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 버스 : 파란색 103, 105, 152, 261, 405,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