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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FPSB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발대식 개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등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발족

   연세대, 성균관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24명 선정

□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20일 오후 4시 대강의실에서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발

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학생 기자단과 한국FPSB 관계자 등 30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중에는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방

안 강의와 기자단으로서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9.12.22.(일)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욱 부장 / 02-3276-7612, jwkim@fpsbkorea.org

한국FPSB 대학생기자단 1기 발대식에서 김용환 회장(윗줄 가운데), 조성목 부회장(오른쪽 옆)
을 비롯한 대학생 기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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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은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9일 1차 서류전형을 

마쳤고, 2차 개별 면접을 거쳐서 지난 16일 최종 24명을 선정하였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 주요활동은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와 개인재무설계사인 

AFPK를 알리는 것이다. 기자단은 카드뉴스와 UCC를 제작해서 SNS를 중심으로 

홍보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FPSB의 주요 행사에 자원봉사와 취재도 병행한

다.

  

□ 이날 발대식에서 대학생 기자단 1기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AFPK

자격자인 이빈(나사렛대 2학년) 학생은 “한국FPSB 대학생 기자단 제1기에 참

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다른 단원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재무설계를 알리는 메신저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

다. 

□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별로 우수상 

1명과 장려상 2명을 선정하여 우승 상금을, 참가한 모든 기자단에게는 참가비

를 지급한다. 마무리 시점에는 최우수 활동자와 우수 활동자를 선발하여 별도

로 포상할 예정이다. 

[참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자격 소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자격은 전세계 26개국에
서 시행되며,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전문성과 윤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전문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FPSB가 FPSB국제본부(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와 
업무제휴 및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여 CFP자격자를 양성하고 있다.

CFP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되며, 2020년 시험은 5월 16일~17일 그리고 10월
31일~11월1일로 2회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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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내  CFP자격자 현황]
업종 유효인원

은행 1,715

보험 (생명/손해) 769

증권 553

재무설계회사/보험대리점(GA)/독립FP 306

전문직(변호사/세무사/회계사/대학교수) 54

기타 515

총합계 3,912

(2019년 11월말, 유효인증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