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스위프트 기업 포럼 - 한국
“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일자: 2016 년 6 월 14 일, 화요일
시간: 오후 2 시 – 5 시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중구), 코스모스 룸
2016 한국 “SWIFT Open Day” 일환으로, 기업의 글로벌 현금 및 자금관리등의 최근 동향 및
이노베이션 내용 뿐만아니라, 기업을 위한 SWIFT 환경 및 솔류션에 대하여 소개 및
네트웍킹을 위하여 “스위프트 기업 포럼” 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국제 동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 상황에 적용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을 위한 이노베이션 환경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기업의 글로벌 자금관리
관제 및 시사점
한국기업을 위한 스위프트 환경 및 제공 내용
(업데이트, 솔루션 )
성공적인 기업 사례 발표
새로운 글로벌 자금결제 혁신 이니셔티브 소개 및
ISO 20022 기반의 계좌 정보 검증 정보공유
기업을 위한 은행 온보딩 서비스 소개

여기를 클릭하여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업포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애진 과장 (aejin.kim@swift.com 또는 022076-8249)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6 월 14 일(화) 귀하를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정길 이사
기업담당 대표
SWIFT

2016 스위프트 기업 포럼 - 한국
2016 년 6 월 14 일 | 서울
프로그램
환영인사
오후 2:00 ~ 02:10
이정길, 이사, 기업담당 대표, 스위프트 한국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자금관리 과제 및 시사점

오후 02:10 ~ 02:40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글로벌 기업 자금관리에 대한
심층이해 및 시장도전

박종우, 상무보, PwC 컨설팅 코리아
최적화된 기업의 글로벌 현금/자금관리를 위한 솔류션
오후 02:40 ~ 03:10



최적화된 글로벌 자금관리를 위한 스우프트 제공환경 소개 및
업데이트 (마켓 표준 및 관련 참조데이트등)

이정길, 이사, 기업담당 대표, 스위프트 한국
오후 03:10 ~ 03:30
오후 03:30 ~ 04:00

휴식시간
현대모비스 - 성공적인 기업 사례 발표
주성현, 차장, 현대 모비스
글로벌 자금결제 혁신 이시셔티브 (Global Payment Innovation)


오후 04:00 ~ 04:30

코레스 은행간 결제처리에 있어 혁신 – 기업의 글로벌 자금이체
(business to business payment)에 있어 혁신를 위한 스위프트
새로운 혁신 모델.

친웬 샤오, Payment Markets, 스위프트 아.태지역
ISO20022 와 계좌 정보 확인관련 내용 정보 공유
미에코 모리오카, 수석 표준 컨설턴트, 스위프트 아.태지역
기업을 위한 은행 온보딩 서비스
오후 04:30 ~ 04:50



기업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상대은행과의
기업의비즈니스 요구사항 기반 은행과 조율 및 정리 제공서비스

에이비스 퀵, 비즈니스 개발, 스위프트 아.태지역
오후 04:50 ~ 05:00

마감인사
코니 마, 이사, 기업 솔류션, 스위프트 아.태지역

오후 05:00~06:00

칵테일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