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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

노벨 경제학 석학 ‘로버트 C. 머튼’ 특별초청 강연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16:00

장소

BNK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

주최
(무순)

금융중심지혁신포럼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
국제금융포럼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주관(무순)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사)한국금융공학회, (사)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후원(무순) BNK금융그룹,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초대의 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올해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5개 공공기관 등 30개 사 3856명이 근무하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99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세계적 석학 ‘로버트 C. 머튼’ 교수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 발전에 대해
부·울·경 지역 대학 교수님, 학생,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귀중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 9월
금융중심지혁신포럼
국제금융포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인호 상임의장

후원(무순) BNK금융그룹,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무순)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사)한국금융공학회, (사)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구

분

15:45~16:00

세부 프로그램

15분

▒ 등록, VIP 티타임

등록

16:00~16:15

▒ 환영사 : 부경대학교 김영섭 총장
▒ 축 사 :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
15분 인사말
▒ 축 사 :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Photo Time)

16:15~16:30

15분

금융중심지혁신포럼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
국제금융포럼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무순)

BNK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

장소

2019년 10월 21일(월) 16:00

일시

주최

▒ Dimensional Fund Advisors 안내(머튼 교수님 소속회사)

안내

▒ Robert C. Merton(’97 Novel Laureate)
주제 : Trust v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Finance
(금융에 있어서 신뢰 vs 기술혁신)

노벨 경제학 석학 ‘로버트 C. 머튼’ 특별초청 강연
16:30~17:45

75분

17:45~18:15

30분

강연

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
▒ 좌장 :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 금융중심지혁신포럼회장

Q&A

1) 사회 : (사)한국산업경제학회 손판도 회장(동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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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버트 C. 머튼 교수님 강연은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범천동
우체국

BIFC

문현2동
주민센터
성서초등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부산시 문현동 소재)

한국은행

오시는 방법
문화센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1번, 3번 출구 도보 5분
버 스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 참석 여부 회신 및 문의 :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정설 간사 051-464-63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