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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P Conference01

한국FP협회는 ‘재무설계업(業)에 대한 가치창조 · 고객만족 극대화 · FP활동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인사이트와 실질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금융전문가의 지속적 성장과 변화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P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FP 컨퍼런스 소개

• 1,000여 명의 금융전문가가 모이는 국내 유일무이한 금융 컨퍼런스

• 재무설계 활동의 성공 노하우의 전략적 공유

• 금융전문가 비전 설정 및 가치창조의 방안

• 경제 및 금융산업, 자산관리 동향 및 트렌드

• 전문강사 및 현업전문가가 진행하는 30여 개의 세션

(CFP®, AFPK® 계속교육학점 인정)

•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통한 역량 향상의 장

• 금융 전문가의 성공을 지원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 약 15여 개사의 후원 및 참가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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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P Conference 주요 구성01

FP Conference는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전문강사 및 현장전문가가 진행하는 약 30여 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 분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및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P 컨퍼런스 소개

* 상기 이미지는 FP Conference 2021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기조강연 특별강연 전문강연개막식 우수FP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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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P Conference 주요 구성01
FP 컨퍼런스 소개

이벤트1 이벤트2전시관

* 상기 이미지는 FP Conference 2021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FP Conference는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전문강사 및 현장전문가가 진행하는 약 30여 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 분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및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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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P Conference 발자취(2021~2016)
01

 2016. 12. 10.~12. 11.
 나를깨우고세상과소통하자!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이동엽

부원장(금융감독원)
 기조강연: 박수용 원장
 특별강연: 정재찬교수/혜민스님
 4개Track 총30개전문강연

FP Conference는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17년간 약 1만 9천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FP 컨퍼런스 소개

 2017. 12. 15.~12. 16.
 The Solution is F. P.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최흥식원장

(금융감독원)
 기조강연: 홍성국 대표
 특별강연: 허태균 교수
 3개Track 총30개전문강연

 2018. 12. 1.~12.  2.
 지속가능한경쟁력의원천

FP 상담력

 참석자: 약 1,300여 명
 기조강연: Chris Gies

수석부사장
 특별강연: 김경일 교수
 3개 Track 총30개전문강연

 2019. 12. 7.~12.  8.
 그이상의것을가능하게, 

CONNECT

 참석자: 약 1,000여 명
 기조강연: 김영익 교수
 특별강연: 정하웅 석좌교수
 3개Track 총30개전문강연

2021년 2019년 2016년2018년 2017년

 2020. 12. 5.~12.  6.
 언택트(Un-tact)를넘어

딥택트(Deep-tact)로

 참석자: 약 1,000여 명
 기조강연: 안동현 교수
 특별강연: 최재천 석좌교수
 3개Track 총27개전문강연

2020년

 2021. 12. 4.~12.  5.
 Reframe : 변화하는세상을
 바라보는새로운관점

 참석자: 약 1,000여 명
 기조강연:김대식 교수
 특별강연: 정재찬 교수
 3개Track 총27개전문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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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P Conference 발자취(2015~2010)
01

2015년 2014년

 2014. 11. 22.~11. 23.
 자기혁신으로미래에도전하자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신제윤 위원장

(금융위원회)
 기조강연: Dr.Dave Yeske
 특별강연: 장문정/김이곤
 33개 전문강연

 2013. 11. 30.~12. 1.
 Client First, Best Partner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최수현 원장

(금융감독원)
 기조강연: Mitch Anthony
 특별강연: 김지윤/이근후
 31개 전문강연

FP Conference는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17년간 약 1만 9천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FP 컨퍼런스 소개

2011년2013년 2012년

 2012. 12. 8.~12. 9.
 Smart FP Happy LIFE

 참석자: 약 1,300여 명
 기조강연: Bill E. Carter
 특별강연: 김미경/김남훈
 31개 전문강연

 2011. 12. 3.~12. 4.
 Smart FP The best Value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원회)
 기조강연: GREGORY D.SULLIVAN
 특별강연: 이영탁/신봉승
 31개 전문강연

 2015. 12. 5.~12. 6.
 변화, 도전 그리고 창조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임종룡

위원장(금융위원회)
 기조강연: 정지훈 박사
 특별강연: 최인철 교수/

박웅현 대표
 5개 Track 총 33개 전문강연

2010년

 2010. 12. 11.~12. 12.
 Small Step Big Jump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원회)
 기조강연: Roy T.DILIBERTO
 특별강연: 김채송화/

박태현/허성도
 28개 전문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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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3. FP Conference 발자취(2010~2005)
01

FP Conference는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17년간 약 1만 9천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FP 컨퍼런스 소개

2006년

 2009. 12. 5.~12. 6.
 Creative FP, 

Dream Achieved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윤증현 장관

(기획재정부)
 기조강연: Guy E. Baker
 특별강연: 강신장/ 김규환/

이관춘
 30개 전문강연

 2008. 11. 22.~11. 23.
 Financial Planning, 

Navigation of life

 참석자: 약 1,300여 명
 축하인사: 전광우 위원장

(금융위원회)
 기조강연: Deena Katz
 특별강연: 조서환/윤계섭/

김정운
 28개 전문강연

 2007. 11. 24.~11. 25.
 고객이 웃어야

내가 웃는다

 참석자: 약 1,100여 명
 축하인사: 윤용로 부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기조강연: Norman M. Broone
 특별강연: 박재희/ 최재천
 18개 전문강연

 2006. 12. 2.~12. 3.
 Better Planning, 

Better Life

 참석자: 약 1,100여 명
 기조강연: Elaine Bedel
 특별강연: 

최도성/이어령
 15개 전문강연

 2005. 11. 19.
 New Thinking, 

New Future

 참석자: 약 500여 명
 축하인사: 윤증현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기조강연: Ian Heraud
 9개 전문강연



FP Conference 2022

후원 참가 안내02

02-1.  후원 안내

02-2.  후원사 혜택

02-3.  후원 기대효과

* FP Conference 2022 후원 신청서

02-4.  후원 참가기관



1. 후원 안내02

FP 컨퍼런스는 매년 1,000여 명의 금융전문가가 함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 네트워크, 비즈니스 교류의 장 입니다.

금융인 모두가 함께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축제의 장에 귀사를 후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후원 참가 안내

2022년 컨퍼런스 개요

행 사 명 FP Conference 2022

슬 로 건 New Thinking New Future 

주 제 Reading and LEAD

‘변화’를 리딩(Reading)하고, ‘성장’을 리드(Lead)하라

기 간 2022. 12. 3.(토) ~ 12. 4.(일)

주 최 한국FP협회

구 성 강연(27개), 온라인 전시관, 각종 이벤트 등

참 석 자 은행, 증권, 보험, GA의 PB, WM, FP, FC 등

금융업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FP협회는 “제18회 FP Conference 2022”를
12월 3일~4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FP컨퍼런스를 통해 금융전문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을 요청 드리니 귀사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금액: 2,000만원

후원 내용: FP Conference 2022 행사 후원

※ 신청기간: 2022년 11월 7일(월)까지
※ 후원해 주신 기관에는 다양한 후원사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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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사 혜택(계속)02
후원 참가 안내

(1) 후원사 직원의 FP Conference 2022 행사 초대

 FP Conference 2022 후원사 직원 참가(80명)

- 금융전문가로서 자부심 고취

- 다양한 금융 트렌드 및 핵심 지식과 스킬 학습의 기회

- CFP®, AFPK® 자격인증자의 경우, 계속교육학점 취득의 기회

11

* 기조강연, 특별강연등총 27개의강연과전시회및이벤트등에참여할수있습니다. 

FP Conference 2022와 함께 하시는 후원사를 위해 아래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2. 후원사 혜택(계속)02
후원 참가 안내

(2) 후원사 홍보

12

* 2022년 후원사홍보내용은행사기획및 운영에따라일부변경될수 있습니다. 

FP Conference 2022와 함께 하시는 후원사를 위해 아래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참석자 강의자료(PDF) 내 후원사 홍보 이미지 게재  홈페이지(http://cyber.fpkorea.com/conference) 내 로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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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사 혜택(계속)02
후원 참가 안내

FP Conference 2022와 함께 하시는 후원사를 위해 아래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가사 홍보 협회 공지사항, 뉴스레터, FP 저널

FP컨퍼런스에 참여소식과 홍보내용 및 참가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국FP협회 공지사항”(FP뉴스레터>협회소식 매주 수요일 발송), 
“FP저널(월 1회, 정기구독자 및 CFP ®, AFPK ® 자격인증자 발송)”에
자세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단, 참가사 홍보기사 작성 시 A4 1페이지를 넘을 수 없으며,  FP컨퍼런스 사무국에서 내용의
편집 및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FP저널은
한국FP협회가 발간하는국내유일의 재무설계 전문지입니다. 

정기구독자(유료) 및 CFP ®, AFPK ® 에게매월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한국FP협회>FP News(공지사항)은
한국FP협회및회원의 다양한활동과동정을 홍보하는
게시판입니다. 

매주 1회한국FP협회 및한국FPSB 회원에게 발송하여
유익한정보를 제공합니다.

(2) 후원사 홍보

* 2022년 후원사홍보내용은행사기획및 운영에따라일부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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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사 혜택(계속)02
후원 참가 안내

FP Conference 2022와 함께 하시는 후원사를 위해 아래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 DB 메일링을 통한 메일 발송 시 후원사 노출

(2) 후원사 홍보



소속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자부심 제고

FP 컨퍼런스에참가하는후원사소속직원의직무역량을

강화할뿐만아니라자부심과소속감을증대시킬수

있습니다.

신규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회

참석자를대상으로한귀사의신규비즈니스및마케팅을

위한장으로써컨퍼런스를통해전략수립의기회를

마련하실수있습니다. 

(* 참석자다수 AFPK®, CFP®자격인증자, 금융권 10년이상종사 )

3. 후원 기대효과02
후원 참가 안내

15

FP Conference 2022 후원으로 효과적인 후원사의 홍보 및 성공 비즈니스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후원사 홍보 및 이미지 제고

FP컨퍼런스의대내·외홍보시후원사현황, 로고,

이미지를함께홍보함으로써전문금융기관으로서

귀사의이미지를제고하실수있습니다.

후원사 사업파트너 및 유통 채널의 확보

1,000여명의금융전문가와의네트워크뿐만아니라

다양한이벤트를통해 사업파트너및유통채널을

확보하실수있습니다.



4. 후원 참가기관02

지난 17년 간 다양한 기관에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FP Conference를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후원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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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Conference 2022 후원 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후원 금액 담당자
부서 / 성함

연락처

위와 같이 “FP Conference 2022”의 후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성 명 (서명)

한국FP협회 귀중

문의: FP Conference 2022 사무국 | 오윤희 대리, 박상미 과장, 지만효 사무국장 Tel : 02-331-4906

신청서 제출: Email : yhoh@fpkorea.com   

제출 서류: FP Conference 2022 후원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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