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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FPSB, 세계재무설계의날(WFPD) 기념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준비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주제로 개인 또는 팀 응모 

  - 콘텐츠는 영상·웹툰·카드뉴스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9월 29일까지 접수

□ 국제재무설계사인 CFP자격을 인증하는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세계재무

설계의날(WFPD, World Financial Planning Day)’을 맞아, 지난 1일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접수중이다.

□ 국제FPSB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준회원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가 매

년 실시하는 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 10월 4일~10일)에 5년째 

참여하며 ‘세계재무설계의날(10월 6일)’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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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FPSB의 26개 회원국은 ‘세계재무설계의날’에 재무설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FPSB는 이번에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4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

다. 응모분야는 △유튜브 영상 △웹툰 △카드뉴스의 3개 분야중 하나를 선

택해서 이번달 29일까지 한국FPSB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본 공모전의 

수상작은 ‘세계재무설계의날’인 10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FPSB의 유튜브, 

블로그, SNS(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를 통해 수상작을 홍보 할 예정이다.  

□ 한국FPSB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주제는 “With U, 준비된 미래를 위해 지

금 당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지난 8월에 개설한 무료 재무설계상담 홈페이

지의 심벌인 ‘With U(당신과 함께)’에서 따왔다.  

□ 본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재무설계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적(소득, 지출, 부채, 교육·결혼, 투자, 노후, 위험관

리, 상속·증여) 자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을 함께 인생에서 아우른

다.’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이번 세계재무설계의날을 맞아 개최하는 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참여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되돌아

보고, ‘재무설계가 인생설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콘텐츠 공모전 FAQ

◆어떤 주제로 공모하면 되나요?

‘준비된 미래를 위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은 내용을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팀으로는 최대 4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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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공모작 제출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영상은 분량 30초 이내로 휴대폰 촬영으로도 공모가 가능하다.

웹툰은 8컷 이상 스토리 완결이 이뤄진 작품이어야 한다. 용량은 20MB 미만이며 가로 690px, 세로 길이는 

무관하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주제에 맞춰 제작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9월 29일 저녁 11시 59분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완료했는데 제출물을 수정하고 싶어요.

응모 후 출품작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수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응모해야 한다. 또한 만약 출품

한 작품이 표절, 모방작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당선작을 다른 공모전에 또 제출할 수 있나요?

수상작의 지식 재산권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 향후 활용 및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당선되지 않은 작품

은 한 달내 폐기 처리된다.

◆온라인 공모접수가 되지 않아요. 어쩌죠?

접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FPSB 전화 02-3276-7606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