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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년의 꿈, 금융이 열다!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2021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9.8(수)~9.9일(목),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등 총 55개社 참여하여 비대면
면접 및 채용상담 진행
- 은행권 우수 면접자는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1회 면제 혜택
-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운영(www.financejobfai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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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9월 8일(수)~9일(목) 양일간,

2021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ㅇ 동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
(

,

,

,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금융권 55개 기관이

참여하여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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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꿈, 금융이 열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요
‣ 일시/장소 : 9.8일(수)~9일(목) / 온라인 개최*
*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
‣ 주최 : 금융권 55개 기관(은행11, 금투7, 보험11, 여신7, 금융공기업13, 협회6)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주요 내용 : 온라인 개막식(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채용설명회, 토크 콘서트, 비대면 면접, Live 채용상담 등

※ 금융위원회는 청년정책과 신설(9.7일)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함께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2

주요 내용

(1) 개막행사 (9.8일)

□

개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온라인 공개됩니다.

* 금융위TV(www.youtube.com/FSCKorea)에서 생중계

ㅇ (일시/장소) 9. 8일(수) 10:30 ~ 11:00
ㅇ (참석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세훈

/ IBK

기업은행 본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

* 이세훈 사무처장은 개막행사에서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

금융권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신규 일자리의 발굴과 함께,

ㅇ 신성장·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을 돕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한 금융권에 감사를 표하며,

ㅇ

청년 인재채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 및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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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이 금융권
일자리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권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지속 혁신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금융권에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유능한 인재

,

채용이 가장 확실한 가치투자인 만큼, 신규인력 채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박람회가

“

청년들의 꿈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2) 행사 구성

□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全금융권 채용 일정 및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상시 제공합니다.

ㅇ 박람회 홈페이지에 금융권 취업백서

,

·

인적성 직무검사,

AI

자소서

분석 등 금융권 취업준비생을 위한 콘텐츠를 상시 제공합니다.

□

(채용설명회) 각 기업 인사담당자가 채용 전형, 인재상, 취업
준비생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ㅇ

41개 금융회사가 업권별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직자 토크콘서트) 금융권 협회 개社
(6

)

社

및 은행(6개

)

현직자가

본인의 취업 전략과 회사 특징 업무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 (예) ‘금융기업과 금융협회가 하는 업무 차이는’, ‘나는 1분 자기소개
이렇게 했다’, ‘나이는 은행 취업에 걸림돌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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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면접) 6개 은행 기업
(

9일(목) 양일간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일(수),

8

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

* AI 역량평가 평가 우수자 1,726여명 대상 / ZOOM 플랫폼 활용

ㅇ

우수 면접자(30%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공채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비대면 채용상담) 43개 금융기관은 8일(수)
비대면

Live

,

9일(목) 양일간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 채용상담 신청한 1,054여명 대상 / ZOOM 플랫폼 활용

*

< 행사 시간표 >
시 간

9.8(수)

9.9(목)

10:00~11:00

온라인 개막식 영상 상영

현직자 토크콘서트 (금융협회) Ⅱ

11:00~12:00

현직자 토크콘서트 (은행) Ⅰ

채용설명회 (지방은행)

12:00~13:00

채용설명회 (증권사) Ⅰ

13:00~14:00

채용설명회 (공기업) Ⅰ

14:00~15:30

채용설명회 (공기업) Ⅱ

채용설명회 (증권사) Ⅱ

15:30~17:00

채용설명회 (보험사) Ⅰ

채용설명회 (보험사) Ⅱ

17:00~18:30

현직자 토크콘서트 (은행) Ⅱ

실시간
비대면
면접

-

채용설명회 (카드사) Ⅰ
채용설명회 (카드사) Ⅱ

채용설명회 (공기업) Ⅲ

* 세부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 참고

※ [별첨] 금융위원장 축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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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비대면
면접

-

참고 1

채용박람회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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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권역

은행
(11)

생명
보험
(4)

손해
보험
(7)

금융회사별 채용담당자 연락처
회사명

채용담당자 연락처

BNK경남은행

055-290-8226

광주은행

062-239-5709

KB국민은행

02-2073-8416

중소기업은행

02-729-6395

NH농협은행

02-2080-7437

DGB대구은행

053-740-2119

BNK부산은행

051-620-3904

㈜신한은행

02-2151-5027

우리은행

02-2002-4344

전북은행

063-250-7156

하나은행

02-2002-2079

교보생명보험

02-721-257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02-772-6632

한화생명보험

02-789-8571

NH농협생명

02-3786-7153

DB손해보험

02-3011-3310

KB손해보험

02-6900-2318

서울보증보험(주)

02-3671-758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2-3786-1237

삼성화재해상보험

02-758-4120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02-3702-6058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02-370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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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금투
(7)

카드
(7)

금융
공기업
(13)

회사명

채용담당자 연락처

KB증권 주식회사

02-6114-0188

NH투자증권

02-768-7394

메리츠증권

02-6454-4722

미래에셋증권

02-3774-8314

삼성증권 주식회사

02-2020-7357

신한금융투자

02-3772-2161

한국투자증권

02-3276-5305

KB국민카드

02-6936-2925

비씨카드 주식회사

02-520-4895

삼성카드

02-2172-8878

신한카드(주)

02-6950-8573

주식회사 우리카드

02-6968-3476

하나카드

02-6399-3369

현대카드

02-3150-6090

금융결제원

02-531-1243

기술보증기금

051-606-7438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017

신용보증기금

053-430-4215

예금보험공사

02-758-0133

한국거래소

02-3774-8834

한국산업은행

02-787-6308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34

한국예탁결제원

051-519-1869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3121

한국주택금융공사

051-663-8534

한국증권금융(주)

02-3770-8715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02-2090-9136

※ 행사관련 문의 : 박람회 사무국 (02-218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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