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제목: 한국FPSB,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시대”에 재무상담

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 재무상담은 재무 테라피스트의 역할로 고객의 심리적인 안정도 추구

- 코로나로 재무설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설계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재무설계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질 듯  

□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급격한 생활변화와 경제적 위기 등으

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자격 미국 인증기관인 CFP보드가 지난해 실시한 ‘코

로나19 사태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CFP자격인증자 고객

은 코로나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64%)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심리적인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놓고 상담하려는 고객의 문의도 매우 증가

(78%)했다고 한다.

□ 코로나 시대에 고객의 심리적 안정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해답은 미국

의 설문조사 기관인 하트 앤 마인드 스트레티지사(2018년)가 내놓았다.  

CFP자격인증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

게 재무상담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FP자격인증자와 재무상담을 진행할 때(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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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에서 71%로, 차분함은 42%에서 57%로 상향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받

는 스트레스는 23%에서 4%로 걱정은 23%에서 8%로 각각 큰 폭으로 경감된다

는 것이다.

□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CFP자격인증자가 재무 테라피스트(Financial 

Therapist)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CFP자격인증

자는 좋은 시기 뿐만 아니라 나쁜 시기에도 현재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안도감을 불어넣어 고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라고 덧붙였다. 

□ CFP자격 국제본부인 국제FPSB는 2019년말 전세계 26개의 회원국의 CFP자격

인증자수는 대략 190,000명으로 2013년 이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노

멀시대에도 향후 몇 년간은 CFP자격인증자 수가 증가하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재무설계는 주로 고객과 대면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채널과 화상회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

처하고 있다. 이제 고객과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어 어디서나 편안하게 고

객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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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전도 업계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를 재무설계사가 조정하는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에 대한 신

뢰성이 높아져서 재무설계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해 첫 CFP자격시험은 5월 15일~16일에 이틀간 치를 예정이다. CFP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AFPK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AFPK자격시험 

시행일은 CFP자격시험 보다 약 2달 빠른 3월 20일이다. 원서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참조자료 2021년도 CFP®, AFPK® 자격시험 일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