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활동보고서
한 국 F P S B

2 0 1 5  F P S B  B u s i n e s s  R e p o R t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2015 Business RepoRt



Contents

CEO MEssagE

FPSB KOREA

미션  06

핵심 목표  07

연혁  08

FPSB KOREA 주요활동  09



02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2015 Business RepoRt

CEO MEssagE

재무설계로 가계를 건강하게   

개인재무설계 제도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FPSB는 지

난 2000년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CFP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재무설계 전문가인 CFP 및 AFPK인증자들을 배출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전한 가계운용을 돕

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국FPSB는 지속적인 재무설계전문가 양

성을 위해 2015년에 1만2천여명에게 CFP 및 AFPK 교육을 실시하

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재무설계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29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5년에 382

명의 CFP 합격자와 3808명의 AFPK 합격자를 새로 배출하여 지금

까지 누적합격자는 CFP가 1만411명, AFPK가 9만3464명에 달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무설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FP와 AFPK 교재의 전면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2016년에 새 교재를 발간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

로 구성하고 관리를 돕게 되는 금융상품분석사 자격과정을 개발하여 2016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FPSB 그리고 CFP 및 AFPK 인증자들의 이런 노력으로 재무설계의 활용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2015년에 서민을 위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16년엔 한국

FP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재무설계의 확산이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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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금융의 세계적 조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개인재무관리와 금융웰

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FPSB는 금융의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업무추진과 함께 저성장•고령

화 시대에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로를 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FPSB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한국FPSB  회장  윤 병 철 



F I N A N C I A L 

P L A N N I N G

S T A N D A R D S

B O A R D  O F  KO R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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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B KOREa  

미션

한국FPSB는 국제기준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재무설계 및 금융 전문자격자를 양성·인증하고 개인재무설

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의 국민적 보급과 발전을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금융소비자 보

호에 앞장섬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재무설계 

보급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재무설계 및 

금융전문 

자격자 양성·인증

가계경제의 

건전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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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B KOREa      

핵심목표

 
5대 핵심목표

➊ 

역량기준 향상

➋

재무설계사 및 
금융전문가 
양성·인증

➌

금융소비자 보호

➍ 

대외활동 및 
홍보

➎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CFP자격자에 대한 역
량기준을 설정하여 유

지하고 발전시킨다.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

계사를 양성하고 인증

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시험관리 제도를 운

영하고 이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유지 개

선해 나간다.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재무설계사의 윤리기

준을 설정하고 실무에

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

게 하여 고객우선원칙

을 실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 

일반소비자에 대한 재

무설계 홍보로 인지도

를 향상시키고 재무설

계의 국민적 보급으로 

금융편익을 제고한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

제협력으로 글로벌 스

탠더드를 수용하고 학

계와 산학협동 및 공

동연구로 개인재무설

계의 발전에 이바지한

다. 

• 국제FPSB의 비전 및 
장기전략 현지화

• 정기적 직무분석(Job 
Analysis) 실시 및 역량 
프로파일 유지 관리 

• 역량에 기초한 핵심항
목(Core Topics) 설
정 및 교재개발

• 교육기준 설정, 교육기
관 인가 및 관리

• 자격자 인증기준 설
정, 자격시험 관리, 제
도개선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SIF 
및PLIM아카데미)

• 윤리규정, 업무수행기
준의 설정, 운영 및 개선

• 고객우선원칙 준수로 금
융소비자 보호에 앞장

• CFP, AFPK 자격자에 
대한 자율규제기관

(SRO)

• 일반소비자에 대한 재

무설계 홍보로 인지도 
향상

• 재무설계의 국민적 보

급으로 금융편익 제고 

• 개인재무설계의 글로

벌 스탠더드 적극 수용

• 학계와 산학협동 및 

공동연구

2015 주요 활동

- CFP, AFPK교재 연례
개정

- CFP, AFPK교재 전면개
편 추진 

- 금융상품분석자 자격

과정 개발 추진

-  CFP(2회), AFPK(4회) 
자격시험 실시

-금융전문가 양성(SIF) 
- 인재개발 교육(풀림아카

데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

한 정책세미나 지원

- CFP, AFPK 자격표장 
관리 

- CFP시험합격자 경제신
문에 광고 

-CFP자격 TV광고 

- 국제FPSB 회원국 총회 
참석

-한국FP학회 지원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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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B KOREa  

연혁

2004
01. 한국FP협회에서 분리 독립
     한국FPSB설립(초대회장 윤병철)
02. AFPK교재 1차 전면 개편
03. CFP교재 1차 전면 개편

2005
07. 국제FPSB 회장 및 이사국 초청 세미나 개최

2006
01. 대학을 AFPK 교육기관으로 승인하기 시작

2007
04.  부설 금융전문교육기관 SIF(Seoul Institute of
     Finance) 설립
05. CFP 누적 합격자 2천명 돌파
06.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AFPK지정교육대학으로 승인
09. AFPK 누적 합격자 3만명 돌파
     펀드상담전문가(AFC) 교육과정 개발
12. 한국FP학회 창립 지원

2008
06. 자산관리전문가(AAMS) 교육과정 개발
10. SIF교육원 개원(여의도 소재)

2009
01.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CFP지정교육대학원으로 승인
03. 웰스매니지먼트(AWMA) 교육과정 개발
06. AFPK교재 2차 전면 개편
     은퇴설계전문가(ARPS) 교육과정 개발
09. CFP누적합격자 5천명 돌파
     AFPK누적합격자 5만명 돌파

2010
04. CFP교재 2차 전면 개편
10. 국제FPSB평의회 서울회의 주최

2011
12. AFPK지정교육대학 20개교 돌파

2012
02. 재무설계 및 CFP자격 버스 외벽 광고
04. 한국평균 가계 모형 개발
07. 풀림아카데미 설립

2013
04. CFP자격 라디오 광고 
07. 공적금융상담 표준 매뉴얼 개발
11. 캡스톤 케이스 3종 개발, 
    PTP 교육과정 개발 
12. CFP 교육수료자 3만명 돌파  
     AFPK 교육수료자 23만명 돌파 

2014
01. 국회 정무위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건의 
04. CFP 및 AFPK 교재 3차 전면 개편 착수 
11. CFP시험 합격자(누적) 1만명 돌파 

2015
01. 6개 케이블TV에 CFP자격과 재무설계 광고  
12. AFPK 교육수료자 25만명 돌파 
     AFPK 합격자(누적) 9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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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B KOREa      

주요활동

1. 역량기준 향상

01 CFP, AFPK 교재 연례개정 10

02 CFP, AFPK 교재 전면개편 추진 

03 금융상품분석사 자격과정 개발 

2. 재무설계사 및 금융전문가 양성·인증 

01 CFP 자격시험  12

02 AFPK 자격시험  

03 자격인증 

04 CFP 지정교육대학원 

05 AFPK 지정교육대학

06 FPSB 지정교육기관 

07 금융전문가 양성 및 인재개발 교육

3. 금융소비자보호

0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  17

02 CFP, AFPK 자격표장 관리

4. 대외활동 및 홍보

01 CFP 자격시험 합격자 신문광고  18

02 케이블 TV광고 

03 ‘CFP합격자의 밤’ 개최

04 한국FP협회 활동 지원

5.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

01 국제협력  20

1) 국제FPSB 회원국 총회

2) 국제FPSB 컨퍼런스콜 참여

3) 국제FPSB 동북아 회의 

4) FPSB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5) FPSB의 지배구조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02 산학협동  21

1) 한국FP학회 지원

2) 연구용역  

별첨 1 SIF 22

별첨 2 PLIM 아카데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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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기준 향상

01	 CFP, AFPK 교재 연례개정

한국FPSB는 세법이나 금융제도 등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내용 중 개정된 부분과 최신 통계자료 등을 반영하여 

CFP와 AFPK 교재를 연례개정하고 있습니다. 연례개정을 거쳐 새롭게 발간된 교재는 그 해 하반기 시험(AFPK의 경우 

9월 시험, CFP의 경우 11월 시험)부터 다음 해 상반기 시험(AFPK의 경우 6월 시험, CFP의 경우 5월 시험)까지 1년간 적용됩

니다. 2015년에 AFPK 교재는 3월 1일, CFP 교재는 4월 1일자로 개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015년 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 주식 거래단위 변경(가격에 상관없이 1주), 주식 1일 상하한

가 변경(상하 30%), 보험업법과 국민연금제도 개정, 연금계좌세액공제, 세법 개정 등으로 항상 최신의 제도와 법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	 CFP, AFPK 교재 전면개편 추진

한국FPSB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역량분석결과와 재무설계 업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교재를 전면개편하고 있

습니다. 재무설계 교육에 대한 최근의 글로벌 트랜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재무설계 영

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FPSB는 교재 전면개편 방향을 “지식에서 실무역량 중심으로”, “이해에서 분석과 대안 중심으로”, “부분심화에

서 종합적 접근으로” 라는 3가지로 정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23명의 집필위원을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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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현자 서울대교수 등 총 6명을 감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전면개편된 교재는 AFPK의 경우 2016년 3월 1일 보급하여 2016년 9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CFP의 경우 

2017년 4월 1일에 보급하여 2017년 11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03	금융상품분석사 자격과정 개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질수록 재무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설계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출발점은 금융상품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금융상품의 선택과 최적의 포트폴리오 관

리는 재무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FPSB는 금융권 전체에 걸쳐 주요 금융상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게 하는 한편, 투자지침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투자설

계역량을 길러주는 금융상품분석사 자격과정을 개발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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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설계사 및 금융전문가 양성·인증

01	 CFP 자격시험 

2015년에 CFP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CFP교육을 받은 사람은 1113명입니다. 이로써 CFP교육을 시작한 2002년

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CFP교육수료자는 모두 3만 80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CFP자격시험에서 382명의 합격자가 새로 배출되었습니다. 모두 1283명이 지원

했고, 1230명이 응시하여, 응시인원 대비 평균합격률은 31.1%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배출한 CFP합격자

는 1만 411명에 달합니다. 

CFP시험 합격자는 AFPK자격인증자로서 한국FPSB가 정한 교육(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 재무설계 원론, 화폐의 시간

가치,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부동산·은퇴·세금·상속 설계, 재무설계사례)을 이수한 다음, 시험에서 과목당 40/100점 

이상, 전체평균 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이들 합격자는 4E(교육, 시험, 경력, 윤리)의 요건 중 경력과 윤리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켜 CFP자격인증을 받은 후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에게 재무설계를 해주는 전

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CFP 자격시험 지원 및 합격자 현황 (2015)                                                                                       (단위: 명)

2015년 총계 

지원인원

1,283
응시인원

1,230
합격인원

382
응시율

95.8%
합격률

31.1%

96.7%

35.3%

27회

지원인원 764

응시인원 740

합격인원 261

94.4%

24.7%

28회

지원인원 519

응시인원 490

합격인원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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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FPK 자격시험 

재무설계 입문 단계의 자격으로 CFP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AFPK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5년 

AFPK교육을 받은 사람은 1만1298명 입니다. 이로써 AFPK교육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AFPK

교육수료자는 25만 88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AFPK시험은 2015년에 4회 실시했으며 3808명의 합격자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4차례 시험에는 모두 1만8968명

이 지원했으며, 1만5115명이 응시하여 응시인원 대비 평균 합격률은 25.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배출

한 AFPK 시험 합격자는 모두 9만3464명에 달합니다. 

AFPK 시험 합격자는 한국FPSB가 정한 교육(재무설계 직업윤리, 재무설계 개론,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부동산·은퇴·세

금·상속설계)을 이수한 다음, 시험에서 과목당 40/100점 이상, 전체평균 70/100 이상을 획득한 사람 입니다. 이들 합

격자는 3E(교육, 시험, 윤리)의 요건 가운데 남아있는 윤리서약을 충족시켜 AFPK자격인증을 받은 후 CFP의 감독 아

래 재무설계를 하거나 고객 재무상태의 평가와 분석 등 부분적인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FPK자격시험 지원 및 합격자 현황(2015년)                                                                                     (단위:명)

2015년 총계

지원인원

18,968
응시인원

15,115
합격인원

3,808
응시율

79.7%
합격률

25.2%

82.0%

25.9%

57회

지원인원 5,734

응시인원 4,700  

합격인원 1,215

79.9%

25.1%

59회

지원인원 4,461

응시인원 3,566

합격인원 895

80.7%

23.8%

58회

지원인원 4,281

응시인원 3,454  

합격인원 823

75.6%

25.8%

60회

지원인원 4,492

응시인원 3,395

합격인원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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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및 CFP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AFPK 및 CFP 연도별 합격자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AFPK

CFP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
 3,334 

 5,514 
 8,463 

 13,373 

 22,330 
 

 21,289 

 25,340 

34,106 

 30,501 

 19,977 
 17,028  15,921  16,349 

 14,001 
 11,298

0 50  657 858  1,395  1,992  2,234  3,042 
4,936  5,917 4,755 3,432 3,074 2,654 1,942 1,113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75 
 2,466 

 3,895 

 5,333 
 4,816 

 6,797 

 8,023 

 11,956  12,228 

 6,909  6,949  7,155 
 6,519 

 5,135 

3,808

0  97  352  333  482  535  722 
 1,146 

 1,553  1,411 
 1,048  941  862  547 382

AFPK

CFP

(단위: 명)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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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인증 

2015년에 CFP자격인증을 신규로 받은 사람은 510명, 2년으로 제한된 자격유효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한 사람은 

1495명입니다. AFPK자격인증을 처음 받은 사람은 3730명, 2년인 유효기간이 끝나 자격을 갱신한 사람은 8708명

입니다. 이로써 2015년 말 현재 유효한 CFP자격인증자는 4106명, 유효한 AFPK자격인증자는 2만 7707명에 이르

고 있습니다. 

각국의 CFP인증자수 

04	 CFP 지정교육대학원 

2015년말 현재 CFP지정교육대학원은 국민대 경영대학원, 한림대 대학원, 상명대 경영대학원, 경북대 대학원, 숭실

대 경영대학원, 가천대 경영대학원으로 6개 입니다.

05	 AFPK 지정교육대학 

2015년 12월 말 현재 AFPK교육대학은 총 38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73,684 

1990.12
호주

5,513  

2006.05
중국

16,525   

2013.11
이스라엘

205  

2009.04
네덜란드

122  
1997.10
독일

1,467    

2014.12
터키

1996.03
뉴질랜드

313 

2002.03
브라질

2,304  

2014.01
콜롬비아

8 

1996.01
캐나다

16,685  2000.06
대한민국

4,106    

1995.06
영국

1,015     

2008.10
아일랜드

404    
1997.10
프랑스

1,681    

1999.04
스위스

299   2002.03
오스트리아

314   
1998.11
남아공화국

4,574   

2006.11
인도네시아

1,241   

1998.12
싱가폴

842  

2000.04
말레이지아

2,697    

2001.10
인도

1,910   

2009.03
태국

147   
2005.01
대만

772   

2000.11
홍콩

4,702     

1992.05
일본

20,294  

전세계 총 인증자

161,824

국제FPSB 가입일
국가, CFP인증자

(단위: 명)

(2015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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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지정교육대학(38개교) 

 • 동의대학교 • 서울대학교 • 상명대학교 • 인천대학교

 • 영남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인하대학교 • 한림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계명대학교 • 건양대학교 • 충북대학교

 • 건국대학교 • 대구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열린사이버대학교 • 국민대학교 • 한신대학교

 • 인제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전주대학교 • 전남대학교

 • 경북대학교 • 건양사이버대학교 • 울산대학교 • 제주대학교

 • 숭실대학교 • 충남대학교 • 서원대학교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 나사렛대학교 • 경상대학교 • 대구카톨릭대학교 • 배재대학교

 • 영진전문대 • 숙명여자대학교

06	 FPSB 지정교육기관

한국FPSB는 대학 이외의 교육전문회사와 금융회사의 사내교육과정을 FPSB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하여 CFP및 

AFPK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FP에듀가 지정교육기관에서 제외되었고, 에듀윌이 FPSB지정교육기관으로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회사로서 CFP 및 AFPK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FPSB지정교육기관은 크레듀, 에듀윌, KG패스원, 미래

이코노믹(이그잼스쿨), 해커스패스,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등 7개입니다. 또 금융회사 가운데 FPSB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 2개 회사의 사내교육과정입니다.

07	금융전문가 양성 및 인재개발 교육

한국FPSB 부설 금융전문가 교육기관인 SIF(Seoul Institute of Finance)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 교육, PB전문교육, B2B금융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국FPSB 부설 인재개발 교육기관인 PLIM(Professional Life thru Integrated Management)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직급별 교육, 팀장 교육, 신입사원 교육, 퇴직자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별첨자료에 수록

            -별첨1: SIF(Seoul Institute of Finance)

            -별첨2: PLIM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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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보호

0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

한국FPSB는 2015년 10월 19일 한국FP학회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지원하여 금융자문업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02	 CFP, AFPK 자격표장 관리

CFP 및 AFPK 자격의 사칭 및 상표 무단 사용자(명함 및 개인소개물에 자격인증자 표시) 6명에 대해 ‘표장의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기준규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위반내용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그 처리 결과를 

한국FPSB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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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활동 및 홍보

01	 CFP 자격시험 합격자 신문광고

CFP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일간 경제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일반인에게는 CFP자격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CFP합격자에겐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6월 1일엔 27회 CFP시험합격자 261명을, 12월 

1일엔 28회 CFP시험 합격자 121명을 “만나세요. 당신의 든든한 재무동반자 CFP”란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경제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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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케이블 TV 광고 

탤런트 김상경이 출연한 TV 광고물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싸워줄 사람 CFP”를 제작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3개월 동안 6개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방송을 하였습니다. 

 광고 방송사 및 프로그램 

 • TvN : 삼시세끼 어촌편, 코미디 빅리그, 강용석의 고소한 19, 수요미식회 

 • JTBC:  썰전, 유자식상팔자, JTBC뉴스룸

 • KBS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SBS 골프 

03	 ‘CFP합격자의 밤’ 개최

12월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2015년에 CFP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CFP합격자

의 밤’행사를 열어 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한편 재무설계 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04	한국FP협회 활동 지원

한국FP협회가 개최한 “FP컨퍼런스 2015”, “베스트 파이낸셜 플래닝 콘테스트” 행사 등을 지원하여 재무설계 및 

CFP, AFPK 자격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와 재무설계의 품질향상을 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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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

01	국제협력 

1) 국제FPSB 회원국 총회

2015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FPSB 상반기 회원국 총회에 한국FPSB를 비롯한 

2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FPSB 비전 2025 전략의 적극적 추진 ▷FPSB 지배구조 개선 ▷글로벌 컨슈머 리

서치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고,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총회의장 선출방식 변경 ▷OECD 금융교육 가이드라인 지지 

등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FPSB의 하반기 회원국 총회에서는 ▷CFP 성장전략 ▷재무설

계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 향상 ▷금융규제 환경 등을 논의했고, ▷지배구조 개선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개정안 ▷CFP자격표준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기준, FP 역량 프로파일 및 FP 교육체계 등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2) 국제FPSB 컨퍼런스콜 참여

2월 11일 진행된 국제FPSB의 상반기 컨퍼런스콜에서는 ▷FPSB 2015 최우선 활동 ▷2014년 말 CFP자격인증자수 

▷글로벌 컨슈머 리서치 프로젝트 ▷FPSB 상반기 평의회 일정 ▷로보 어드바이저 리서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월 15일 진행된 국제FPSB의 하반기 컨퍼런스콜에서는 ▷FPSB 평의회 초대회장 선출 ▷미국 FPA의 인터내셔널 전

략 ▷글로벌 컨슈머 리서치 프로젝트 ▷FPSB 하반기 평의회 일정 ▷2016년 FPSB 이사회 이사 추천 ▷글로벌 FP 아

카데미 커뮤니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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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FPSB 동북아 회의

12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FPSB 동북아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회의에서는 ▷CFP 전문가의 가치 

▷CFP 자격인증 프로그램의 도전과제 ▷동북아 회원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4) FPSB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금융소비자의 가계 재무관리 실태, 재무설계의 기회 및 장애요소, CFP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FPSB와 GfK 컨설팅사가 실시한 “재무설계의 가치와 CFP 자격제도”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참여하

였습니다. 국제FPSB의 동경 총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FPSB 및 한국FP협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

들에게 뉴스레터로 알림으로써 비즈니스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5) FPSB의 지배구조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국제FPSB가 요청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개정안 ▷회원국 평가제도(Member Evalu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개정안 ▷재무설계의 기본 지식체계(FP 역량프로파일, 재무설계 교육체계, 재무설계 업무수

행기준) 개정안에 대해 한국FPSB의 최종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국제FPSB의 동경 총회에서 확정되

었습니다.

02	산학협동

1) 한국FP학회 지원

2007년 한국FP학회가 발족한 이후 한국FPSB는 매년 한국FP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무설계의 학술적 

연구와 실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FP학회는 춘계(5월) 및 추계(12월)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지인 ‘파이낸셜플래닝 리뷰(FPR)’ 제8권 1호~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춘계 학술대회 (5월 15일 서강대)

   ‘금융이해력이 가계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 총 10편의 논문 발표 

 • 한국FP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10월 29일 서울YWCA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 논의

 • 동계 학술대회 (12월 4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개인재무관리’, ‘파이낸셜 플래너의 외적 특징이 금융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총 9편의 논문 발표

2) 연구용역

한국FPSB는 한국FP학회에 의뢰하여 한국의 가계재무상태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에는 “한국의 가계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 2014년 가계재무상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한국 가계의 자

산, 부채, 수입, 지출 등에 대한 평균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재무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벤

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2015 Business RepoRt

SIF(Seoul Institute of Finance)는 사단법인 

한국FPSB의 부설금융교육센터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최적성을 갖춘 

종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가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사에겐 

신뢰(Trust), 최적화(Optimization), 약속(Promise)을, 

교육생에겐 

비전(Vision), 통찰력(Insight), 전문성(Professionalism)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전문자격교육, PB전문교육, B2B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S I F 란

별 첨  1

교 육 목 표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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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자격교육

SIF는 2015년에 삼성생명과 공동으로 컨설턴트의 高능률 도약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3개의 분야별 MBA 

전문자격 과정을 개발하여 439명의 교육 인증자를 배출하였습니다.

02	 PB전문교육

SIF는 고객지향형 PB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융권 최고의 PB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였으며 700여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삼성금융MBA 2015.02.12 ~ 11.20

삼성재무MBA 2015.04.06 ~ 10.08

법인컨설팅MBA  2015.05.14 ~ 09.09

2015년 PB아카데미(고급)과정               2015.03.21 ~ 04.12

•  PB 22명을 대상으로 재무적 역량 강화 및 대외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2015 Business RepoRt

03	B2B금융교육

SIF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최적성을 갖춘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해 금융권의 직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엔 모두 7개사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 보험

PB Specialist 과정(세무) 2015.03.23 ~ 11.04

PB Specialist 과정(부동산)  2015.03.23 ~ 11.04

PB 워크샵 2015.05.14 ~ 05.15

신임 예비PB 과정 2015.07.02 ~ 07.03

예비PB, JuniorPB 특강  2015.12.01 ~ 12.08

•  구 외환은행의 PB 팀장, 주니어 PB 120명을 대상으로 

세무 및 부동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예비PB, 주니어 PB, PB팀장을 대상으로 직무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아카데미 STEP4 노후설계 과정 2015.09.03 ~ 10.06 자산관리 아카데미 STEP4 부동산 과정 2015.10.15 ~ 11.13

•  PB 100여명을 대상으로 STEP4 노후설계 및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VM SPOT 연수    2015.01.29 WM SPOT 연수 2015.10.15

•  PB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와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KJB광주은행CI 응용편

3.

1.

2.

4. 5.

변경전 변경후

금융마케팅 A to Z   2015.05.30 ~ 05.31 2015 신규직원 입문 과정 2015.06.19

•  신입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CA/CM 레벨업 과정 2015.05.18 ~ 10.20

기업컨설팅  2015.06.03 ~ 12.19

Go! 프로 과정 2015.07.22 ~ 12.04

헤리티지 Club VIP 특강 2015.12.14 ~ 12.21

•  삼성생명 CA/CM을 대상으로 은퇴, 세무, VIP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법인영업 FC를 대상으로 CEO의 세무, 노무, 지원금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슈퍼급 FC, 지역단장, 헤리티지 클럽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VIP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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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경력FP입문과정 2015.01.12 ~ 03.11

•  타 보험사 경력이 있는 경력FP를 대상으로 세금설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YGP 입문과정 2015.02.06 ~ 05.06

YGP 체계과정 2015.05.19 ~ 07.21

법인컨설팅 2015.06.03 ~06.05

•  신입 YGP(young generation planner) 및 경력 YGP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판매스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법인영업 FC를 대상으로 CEO의 기업 경영과 세금 문제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 컨설팅 전문가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She’s AIA 2차월 과정 2015.01.20 ~ 12.15

•  AIA 생명의 신입 여성 FP를 대상으로 전문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 서울본부 워크샵 2015.10.08

•  단장,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금융강사단 발대식 2015.03.10

•  퇴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재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삼성카드 신입사원 생애설계 교육 2015.03.30 ~ 03.31

•  신입사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및 재무설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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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부설 인재개발 전문 교육기관인 풀림아카데미(PLIM, Professional Life thru Integrated Management)는 

조직원의 삶의 가치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통합적으로 높여나가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마음가짐 및 역량을 배양하는 등 직급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조직원들의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직문화개선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자들에게는 인생2막의 계획과 적응을 돕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직 단계에서부

터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 첨  2

PLIM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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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생애설계 교육

1) 하나은행

60여명의 하나은행 지점장을 대상으로 30여년의 은행생활을 마감하고, 행복한 인생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

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친 교육과 개인별 상담을 통해 전직과 경력관리에 필요한 실전적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하였습니다. (7월6일~8월21일, 12월3~31일) 

2) 만도

만도의 정년퇴직자 25명에게 퇴직 후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생애목표수립, 전직기술, 그리고 은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은퇴준비는 물론 회사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8~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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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율촌화학

농심의 계열사인 율촌화학의 정년퇴직자 20명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

규모 외식창업, 인터넷 스몰비즈니스, 임대업, 귀농

귀촌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전직의 방향 설정과 함께 실행에 필요

한 사항을 준비하고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6~20일)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0~50세 직원 25명에게 생애설계를 위한 기초지식과 필수정보를 제공하여 퇴직 후에 성공

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전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9~10일)

5) LG 유플러스

LG 유플러스의 부장급 500여명을 6회에 걸쳐 고령

화 저성장 시대에 자기 주도적으로 생애설계를 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

다. (9월9~18일 사이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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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고경력 과학기술인

미래부에서 관리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50여명에게 성공적인 경력전환에 

필요한 기초지식, 필요한 정보, 재취업, 기술창업, 생애설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18~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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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급별 교육

1) 경기도청 및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공직자 250여명에게 고전, 역

사, 예술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인

문학에서 배우는 리더십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행

정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월27일~7월30일 사이 

8회)

 

     - 5급 공직자: 고전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교육

     - 6~7급 공직자: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교육

     - 8~9급 공직자: 예술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2) 한라인재개발원

한라그룹의 건설, 자동차,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2015년에 승진한 직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역할변

화에 따른 역량향상을 통해 그룹의 미래 인재로 성

장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2월 9일~9월 

22일 사이 15회)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직원 100여명에게 긍정적 사고를 확

대시키고 계층간의 소통을 돕는 조직활성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12,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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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롯데케미칼

울산, 대산, 여수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감독자 150여명에게 ‘성찰과 감사’라는 주제로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고 스

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3~5일)

 

5)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230여명의 직원을 과장 이하, 차부장, 팀장으로 구

분하여 PC를 이용한 경영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문

제해결 과정을 가상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율과 경쟁사의 공장가동률에 따라 회사의 경영전

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게 하였습

니다. (3월23일~7월23일 사이 7회)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자격 취득을 앞둔 60여명에게 문제해결 

능력, 팀웍, 핵심가치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9월1~4일)

  

7) 대교

대교의 핵심인재 60여명에게 리더십을 함양하는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12~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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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화인재경영원

한화그룹의 신임팀장 90여명에게 맞춤형 리더십교

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상을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강

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신임팀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하게 하는 다양한 사례와 스킬을 익히도록 하였습

니다. (5월13~28일 사이 3회)

 

9)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신입사원 800여명에게 조직생활에 

적응토록 하는 한편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

기 위해 수련회를 열어 단합을 다지게 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9월1~15일)

   

10)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신입 영업사원 40여명에게 고객의 성향

과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커뮤니

케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8월15~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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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부화재

동부화재의 혁신리더 50여명에게 효과적인 업무 처

리를 돕는 워크스마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9일)

 

12)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의 과장급 100여명에게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14~29일)

 

13)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의 관리자 300여명에게 마케팅역량

을 강화시키는 실천형 교육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3월23~27일 사이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