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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FPSB, ‘세계재무설계의 날’기념, 국제 UCC 공모전 참여

 - AFPK 자격시험 성황리 원서 접수중! -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하는 국제FPSB의 글로벌 이벤트!!

- 주제는 CFP자격자에게 재무설계를 받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의 국제본부인 국제FPSB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함께 글로벌 이

벤트인 ‘UCC 공모전’을 연다. 

□ 국제증권감독기구는 115개 국가의 증권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의 규제·감독에 관한 다국간 국제협력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이

다. 매년 글로벌 투자자 보호 및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투자자 주

간’(WIW, World Investor Week)을 시행하는데, 올해는 10월 5일부터 11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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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FPSB는 세계투자자 주간을 맞아 ‘전세계 재무설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재무설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객에게 높은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재무설계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오는 10월 7일을 ‘세계재무설계의 

날’(WFPD, World Financial Planning Day)로 지정하고 비디오 공모전 이벤

트를 시행한다. 

□ 비디오 공모전의 주제는 “CFP자격자에게 재무설계를 받는 것이 당신의 미

래를 계획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How could meeting with a CFP 

professional help you plan your tomorrow?) 이다.

□ 응모방법은 위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3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 국

제FPSB의 WFPD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응모를 시작했으며 내달 16일 까지 접수 받는다. 

□ 국제FPSB는 우수작 5편을 9월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제FPSB

가 미화 $1,000씩을 각각 상금으로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한국FPSB에서는 

국제행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내국인 수상자에게 200만원을 추가 시상할 

예정이다. 

□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CFP자격자는 전세계 27개의 회원국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188,104명이 금융소비자의 미래를 위해서 재무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세계재무설계의 날을 맞아 국제 비디오 

공모전에 많은 참여자가 양질의 영상을 출품해서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제 비디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FPS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

리고 WFPD 공식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한편 국내에서 CFP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국내재무설계사(AFPK,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오는 29일(토)에 시

행되는 제2차 AFPK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어제부터 시작하여 18일까지이며,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크게 늘어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성황리 접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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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