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교육학점 취득 방법(요약) 

1.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CFP교육수료(기수료과정 포함) 

교육기관 과정명 비 고 

해커스금융 (fn.hackers.com) CFP정규수료과정 - 

유비온(와우패스) (www.wowpass.com) CFP합격보장 수료반 기수료자 과정 진행 

이패스코리아 (www.epasskorea.com/) CFP시험대비 프리미엄 패키지 비수료자 과정 진행 

토마토패스 (hrd.tomatopass.com/) CFP마스터과정 비수료자 과정 진행 

*기존 CFP교육수료여부는 한국FPSB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2. 사내 연수과정을 통한 계속교육학점 취득 

사내(행내)에서 최근3년(2016년~현재)사이에 개인재무설계(보험, 투자, 세금, 부동산 등 금융

교육)관련 내용으로 수강했던 자체 교육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 이력, 수료증, 교육 확인증 등의 자료를 팩스(02-6008-2160)발송하면 인정여부 확

인 후 1~2일내 휴대전화 문자로 회신을 드립니다.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기입) 

 

3. 외부 기관을 통한 계속교육학점 취득 

SIF금융교육센터(http://cyber.fpkorea.com/main/)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집합 은퇴설계전문자격(ARPS) 27 

집합 FP Summer Academy(2019-07-12~07-20) 과정별 상이 

사이버 [ALL-PASS] FP Conference 30~34.5 

사이버 법인세실무해설(2017.4) 18 

사이버 해외 ETF로 완성하는 투자 노하우 17.5 

모바일 스마트러닝(38개 과정) 57 

 

금융연수원(http://www.kbi.or.kr/)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집합 FP실무(종합 세무설계) 36 

집합 FP실무(금융자산 투자설계) 23 

사이버 개인세무와 절세전략 10 

사이버 부동산 투자상담기본 10 

사이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 5 



 

우편통신 개인금융종합마케팅 12 

우편통신 금융마케팅기초 12 

 

금융투자교육원(http://www.kifin.or.kr/)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집합 금융상품의 이해 22 

집합 금융투자세무 26 

사이버 부동산금융 10 

사이버 고객자산관리실무 10 

사이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 5 

 

보험연수원(https://www.in.or.kr/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집합 생명보험과정 50 

집합 손해보험과정 50 

사이버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10 

사이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 학습시간의 50% 

사이버 보험설계사 등록교육 학습시간의 50% 

 

이패스코리아(http://www.epasskorea.com/)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사이버 고객과 함께하는 명품 자산관리 V4.0 16.5 

사이버 만화로 배우는 금융경제이야기 10 

사이버 파이낸셜씽킹-핀테크가 만드는 미래금융 8 

 

유비온(http://selfedu.ubion.co.kr/) 

수강방법 과정명 인정학점 

사이버 실무에 꼭 필요한 스마트 금융지식 10 

사이버 CEO들이 모르는 41가지 보험과 세금 케이스 10 

사이버 행원들이 알아야 할 기초실무 레시피 9 

사이버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8 

 

위의 과정 외에도 학점인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정 수료, 금융자격증 취득 내역이 있는 경우 학



 

점 인정이 가능하며, 수료증 및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2019]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