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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좁아지는 금융권 취업 문, 금융자격으로 뚫는다

  한국FPSB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자격, 국내재무설계사 AFPK자격 인기

  금융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에게 생생한 직무 및 취업정보도 제공 예정 

□ 최근 한 취업포탈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 채용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이후 대졸 신입 채용 계획 중 최저 수준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 특히 금융 업종은 핀테크, 모바일 등 디지털이 화두가 되며, 점포 통합화와 축

소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문이 더욱 좁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에 금융권 취업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한 인터넷 카페가 작년 대형 포탈사

의 대표 인기 카페로 떠오르는 등, 대학생의 금융권 취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

져 가고 있다. 

□ 대학생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금융자격증 취득이다. 그 

이유는 금융회사의 신입채용 공고 우대사항에는 금융자격증에 대한 우대가점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금융자격으로 한국FPSB(회장 김용환)가 주관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와 국내재무설계사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가 있다. 대학생의 금융권 취업에 관

심이 높은 만큼 CFP/AFPK 대학생 접수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의 CFP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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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인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1.283명이며, AFPK는 무려 20,546명이다. 

□ 한국FPSB는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권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생한 금

융권 직무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 설명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 CFP 대학생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6월과 12월에 한국FPSB 대강당에

서 시행할 예정이다. AFPK는 지정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 약 

10개의 대학교를 방문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정대학이란 AFPK 교과과정을 학

교에서 학점으로 이수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자대 등 

전국 약 40곳이 있다. 

□ 금융권 취업설명회 또는 AFPK지정대학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한국FPSB 사

무국(02–3276-7612)으로 연락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다.

□ CFP 자격시험은 올해 5월, 11월 연 2회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5월 16일~17일 

과 10월31일~11월1일이다. AFPK 자격시험은 3월 21일, 8월 29일, 그리고 11월 

28일로 연 3회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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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한국FPSB 지정교육기관

[참고2] 금융회사별 AFPK/CFP 자격인증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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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