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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제증권감독기구와 함께하는 세계재무설계의 날(10월 5일)

       한국FPSB,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발표!

    - 2022년 콘텐츠 공모전, 정지혜 씨가 국제FPSB상(대상) 수상 

    - 국제FPSB 전세계 27개 제휴국은 세미나, 미디어 캠페인 등 행사 진행

국제FPSB상을 수상한 정지혜 씨(가운데)와 김용환 한국FPSB 회장(왼쪽 여섯 번째) 외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보호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주(올해 10월 3일~9일)를 「세계 투자자 주간(WIW, 

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여 전 세계 증권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글

로벌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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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FPSB는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준회원으로, 세계 투자자 주간 중 하루를

「세계재무설계의 날(WFPD, World Financial Planning Day)」(올해 10월 5

일)로 지정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

다.

□ 국제FPSB CEO인 놀메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 사무총장 마틴 몰로니와 나눈 

대담에서 세계재무설계의 날과 세계 투자자 주간의 목표를 공유하고  CFP자

격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금융교육 및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다고 밝혔다. (한국FPSB 유튜브에서 영상 제공)

□ 국제FPSB의 전세계 27개 제휴국은 재무설계의 중요성과 전문역량과 윤리성

을 갖춘 CFP자격인증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는데, △

미국은 재무설계의 DEI(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 포

용성))를 향상시키기 위한 솔루션 써밋 개최 △호주는 재무설계의 가치 제

고를 위한 리서치 발표 △홍콩은 유산(LEGACY)를 주제로 하는 웨비나 개최 

△영국은 재무설계 가치제고를 위한 미디어 켐페인를 실시했다.  

□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올해로 6번째 맞는 세계재무설계의 날을 기념하

여 국제FPSB 제휴국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세계재무설계

의 날을 기념하여‘Live your today. Plan your tomorrow’를 주제로 재무

설계의 가치를 제고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재무설계의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 지난 7일 한국FPSB 대강당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는데, ‘내일을 부자로 

오늘을 살아가요’를 출품한 정지혜 (37. 여) 씨가 국제FPSB상(대상)에 당

선되었다, 정 씨는 “결혼, 주택마련, 노후 등 주요 생애목표를 신뢰할 수 

있는 CFP 자격인증자와 함께 설계하자는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뮤직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밖에 △최우수상(한국

FSPB상) 오상우 씨, △최우수상(SBI저축은행상) 박하선 씨, △우수상(한국

재무설계상) 정희주 씨 △인기상 전지원(팀) 씨가 각각 수상했다. 당선작은 

한국FPSB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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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FPSB는 돈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담은‘재화담' 시리즈(총6화)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MZ세대를 위한 재무설계', '알기쉬운 재

무설계’, 알기쉬운 국민연금’등 교육 영상을 한국FPSB 유튜브의 한곳에 

모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올해 마지막 AFPK자격시험 원서접수를 17일부터 한국FPSB 홈페이지

에서 받는다. AFPK 자격시험은 다음달 12일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개 도시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참고자료

세계재무설계의 날 공식 홈페이지 : https://worldfpday.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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