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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속에서도
채용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주신 6개 금융협회장님들을 비롯한
금융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박람회의 주인공은 청년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유익한 정보와 좋은 결과를 얻어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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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 시대의 최대 難題 : 일자리 부족
저희 세대는 인생 선배로서,
청년 여러분들께 무거운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자로서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여년전 당시,

40

우리 경제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고,
따라서 취업은 지금만큼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우리경제가 점차 성숙하면서
저성장이 기조적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일자리는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 20대 실업률 : (‘18) 9.5%, (’19) 8.9%, (‘20.1분기) 8.7%, (’20.2분기) 10.1%
20대 고용률 : (‘18) 57.9%, (’19) 58.2%, (‘20.1분기) 56.4%, (’20.2분기) 55.2%

청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채용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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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산업과 일자리 창출
금융권은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의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일자리 중 금융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비대면화로 인한 금융회사 점포 축소 등은
전통적인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 취업자수(만명) : (‘13)87.8, (’15)79.9, (‘17)79.4, (‘18)84.0, (‘19)80.0
금융·보험업 취업자수 비중(%) : (‘13)3.47, (’15)3.05, (‘17)2.97, (‘18)3.13, (‘19)2.94

그럼에도,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여지가 큰 분야중 하나가
금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IT

新산업을 통한 외연 확장 등
금융산업內 탈바꿈
과 각성
데이터

(transformation)

이 촉발되었고,

(awakening)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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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오늘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금융권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규인력 채용은 비용을 유발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investment)

이기도 합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로 현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인적투자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인적투자에 소홀한 회사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둘째, 회사의 미래 경쟁력은
“구성원의 다양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좌우됩니다.

·

성별, 나이, 문 이과, 학력,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 기준보다,
다양한 배경과 꿈을 지닌 인재들로 회사가 채워질 때,
환경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혁신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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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잠재력과 에너지를
미리 예단하여 스스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금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금융권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많이 보듬어 주고 품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가능한 넓게 채용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채용박람회가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구현시킬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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