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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3년만에 청년들과 현장에서 함께하게 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6

개 금융협회장님들을 비롯한

금융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금융의 주인공인 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채용박람회가
금융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께
금융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뜻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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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금융권의 청년 일자리 지원노력

.

유엔은 청년기(Youth)를
의존(Dependence)에서 자립(Independence)으로
이행(Transition)하는 시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자립을 판단하는 지표로
일자리, 독립주거, 혼인, 출산 등을 제시 하면서
*

가장 첫 단계인 일자리 확보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美 Census Bureau, The Changing Economics and Demographics of Young Adulthood
* OECD, Delivering for Youth

이 같은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창업과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기술 스타트업 집중 지원 ,
*

·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유도 등과 함께,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신설 추진
** 빅테크 기업 및 대형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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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 마련,
*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

청년분들의 취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학일자리센터(116개소) 중심으로 대학 1~2학년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지원
**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업무유형별로 일경험을 확대

금융권도 우수 인재의 창업기회 확보를 위해
프론트원 펀드 , 지역 혁신창업 펀드 지원,
*

**

창업 보육공간 운영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 발전에 힘쓰는 한편,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전체 펀드규모 420억원)
** 청년창업기업, 지역창업기업 등에 투자(전체 펀드규모 300억원)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5

차례에 걸쳐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청년들에게
채용설명회, 면접,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개혁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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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맺음말

그간 박람회 홈페이지에
약

57

만명의 청년들이 방문하여

금융권 일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람회가
청년들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

미래의 금융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여러분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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