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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Summer Academy  

Framework

FP Summer Academy 

Message1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는 금융전문가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두루 겸비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고,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13회 FP Summer Academy는 코로나 19 확산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합니다.

제13회 FP Summer Academy는 각 분야별로 금융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 Technical Knowledge 분야는 트렌드를 반영한 핵심지식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하였습니다.  2) Practice & Process 분야는 실전 사례와 성공전략의 공유를 통해 실무 수행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고,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Sales & Communication 분야는  

현장에서 필요한 영업역량과 고객 상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로 마련하였습니다.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금융전문가 여러분! FP Summer Academy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금융환경 속에서도 

변화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할 수 있는 

경쟁력과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Tax

Investment

Estat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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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가 알아야 할 연금 지식과 실전 상담 포인트

• 2021년 보험이슈(법규 중심)와 보험 상품의 가치 재조명 

     (혼돈의 시대, 성과를 원한다면 먼저 방향부터 찾자)

• 탁월한 고객 상담(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심리

• 조세정책 변화와 법인 컨설팅 고도화 전략 

     (법인시장 영업콘텐츠 고도화에 따른 FC의 생존전략)

Sales & Communication

• 2021 개정세법과 부동산 절세방법

• 금융세제변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의 도입

•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 혼돈의 부동산 시장 재건축•재개발 투자전략

Technical Knowledge

• 2021 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퀀텀점프

• 2021 하반기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 변액보험 계약, 유지와 해약의 갈림길: 현실적인 변액보험 관리 방안

• 보장성보험 계약관리와 리모델링: 비대면, 현금흐름 중심으로

Practice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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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Summer Academy 

일정표3

※ CFPⓇ 및 AFPKⓇ 자격인증자는 강의 수강 및 평가 응시 후 각 과목별 2학점(최대 24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강의주제와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Knowledge

Practice & 

Process

Sales & 

Communication

Track 1

Track 3

Track 5

Track 2

Track 4

Track 6

2021 개정세법과 부동산 절세방법

이승현 회계사(진진세무회계법인)

2021 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퀀텀점프

김태우 대표세무사(세무그룹 파이낸시아)

FP가 알아야 할 연금 지식과 실전 상담 포인트

이영주 CFP® (큐에셋)

금융세제변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의 도입

왕현정 세무사(KB증권)

2021 하반기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이경수 센터장(메리츠증권)

2021년 보험이슈(법규중심)와 보험상품의 가치 재조명 
(혼돈의 시대, 성과를 원한다면 먼저 방향부터 찾자)

강봉구 지점장(푸르덴셜생명)

Technical 

Knowledge

Practice & 

Process

Sales & 

Communication

Track 7

Track 9

Track 11

Track 8

Track 10

Track 12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최황수 교수(건국대 대학원)

변액보험 계약, 유지와 해약의 갈림길
: 현실적인 변액보험 관리 방안

배승현 AFPK®(한국파이낸셜에듀㈜)

탁월한 고객 상담(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심리

정경호 대표(엔학고레 소통아카데미)

혼돈의 부동산 시장 재건축·재개발 투자전략

김인만 소장(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보장성보험 계약관리와 리모델링
: 비대면, 현금흐름 중심으로

나은수 AFPK®(포도재무설계)

조세정책 변화와 법인 컨설팅 고도화 전략
(법인시장 영업콘텐츠 고도화에 따른 FC의 생존 전략)

 백문영 부소장(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시간  |  강의당 2시간

일정  |  7월 12일(월) ~ 1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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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현

  회계사

현) 진진세무회계,

        부동산절세연구소 소장

저서)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금융세제변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의 도입                                                

•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2022년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과세 제도를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거액자산가의 금융과세 시스템 변화를 이해하고, 자산 관리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다.  

• 세제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미래 금융환경을 알아보고, 고객 관점에서의 절세포인트를 수립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금융소득 VS 금융투자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VS 금융투자소득

- 2022년까지 유지되는 금융소득 및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구조의 이해 

- 2023년 이후 바뀌게 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구조의 이해 

-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주식등양도소득세의 향후 유지 및 변경 예측

➋    금융투자소득, 어떻게 과세되나?

- 금융투자소득의 정의와 구분, 소득산출방식  

-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적용과 이월공제 

- 금융투자소득의 세율 및 과세방법 

- 소액주주의 의제취득가액의 적용

➌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향 예측

- 손실상계를 활용한 절세 

- 이월공제를 활용한 절세 

- 금융투자소득 대상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에 주의하여  

    증여하는 방법

➍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이해와 대비

-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 금융투자소득세와의 차별화 요소

왕 현 정

세무사, FP

현) KB증권 

       세무자문팀장

현) KB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저서) <2020 KB증권 

             세무테마북 시리즈>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04

Technical Knowledge

2021 개정세법과 부동산 절세방법

•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최신정보를 습득하여 부동산 투자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증여사례와 절세방법을 알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 효율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최적의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1주택자도 반드시 알아야할 부동산세법

 - 2021년 주요 개정사항 정리

 - 확 바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바로알기

 - 비과세 최종1주택 보유기간 판단법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사례(분양권 포함)

 - 입주권, 분양권을 활용한 비과세 절세법

➋  증여를 통한 절세설계

- 상속, 증여세의 구조와 절세포인트

- 국세청 감정평가 시행에 따른 증여 리스크 증가

- 강남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이유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한 주택증여 사례

Techn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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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수

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

       매일경제 경제자문위원

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 외부위원

전) 삼성증권, 대우증권, 

       토러스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 태 우

대표세무사 

현) 세무그룹 파이낸시아

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과

전) 삼성증권&Prudential

        financial VIP 자산가

        컨설턴트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

2021 하반기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 자산배분 전략 차원에서의 주식형(직접, 간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고객의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을 분석할 수 있다.

• 하반기 경제 및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알아본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주식전략: 혼돈의 시대

- 체감경기 하락에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진짜 이유 

- 주가 상승에도 고객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 1920년대를 다시 보는 이유와 앞으로의 10년 예측 

- 2021 하반기 전망: Shakeout 생존자를 찾아라 

- 2021 하반기 주도 업종과 투자전략

➋ 하반기 경제전망: Expansion

- 하반기 경제 환경은 위험자산에 부정적일까? 

   : 경기회복 지속 여부와 주요 이슈 판단

- 원자재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인플레이션 우려: 2Q~3Q 극대화

-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진행될까?

Practice & Process

2021 상속 ・ 증여 절세 컨설팅 퀀텀점프

• 세무적 관점에서의 2021 ‘Rich Market’ 시장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상속 ・ 증여 스마트플랜의 핵심 전략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컨셉 Top 5를 공유한다.

• 금융상품을 활용한 선제적 상속 ・ 증여 실제 사례를 알아본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Rich Market 급성장과 상속 ・ 증여 시장

- 세무적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 Rich Market

- 부동산 자산가 상속·증여세 이슈

- 법인 CEO 상속·증여세 이슈

- 향후 예상되는 국세청의 움직임

➋ 2021 상속 ・ 증여 스마트플랜 절세컨셉

- 상속·증여 세무 컨설팅의 Big Frame

- 절세컨셉 Top 5

- 절세컨설팅 진행 시 유의사항

➌ 실제사례를 통한 선제적 상속 ・ 증여플랜의 이해와 응용

- 보험상품 활용 절세전략 레버리지

- 실제 컨설팅 Case Stydy 1

- 실제 컨설팅 Case Stydy 2

- 실제 컨설팅 Case Stydy 3

Practice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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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주

CFP®

현) ㈜큐에셋 대표

현) YouTube 채널

      “연금박사” 운영

저서) <부의 진리>,

            <연금부자들>,

            <실전재무설계 

               길라잡이> 외

강 봉 구

현) 푸르덴셜생명 

        GA본부 지점장

전) 라이나생명 

        콜센터 센터장

전) PCA생명 영업교육팀 

       책임연구원

전) LIG손해보험 

       직할영업본부 육성팀장

FP가 알아야 할  연금 지식과  실전 상담 포인트 

•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제도로서의 연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연금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은퇴설계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은퇴설계가 필요한 고객에게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이를 상담에 응용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대한민국 연금제도 종합 정리 및 상담 포인트

- 노년학과 통계로 배우는 고령사회

- 100세 시대, 연금은 더이상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 기초연금부터 주택연금까지, 대한민국 연금제도 총정리

- 연금별 특징 및 비교 설명 핵심 포인트

➋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연금 질문과 답변 

- 국민연금 FAQ 

- 개인연금보험 FAQ 

- 연금저축/IRP FAQ

➌ FP도 헷갈리는 개인연금제도 및 세금 지식

- 연금소득 vs 이자소득 vs 퇴직소득

- 연금저축 제도, 비과세연금 제도

Sales & Communication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2021년 보험 이슈(법규 중심)와 보험 상품의 가치 재조명
(혼돈의 시대, 성과를 원한다면 먼저 방향부터 찾자)

• 2021년 보험시장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 전통형 상품의 본질과 변화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

• 달러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2021년 보험시장의 다양한 이슈

- 영업 성과 부진에 대한 실체적 원인 분석

-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세일즈 방향 수립

➋  본질에 충실해지는 전통형 보험 

- 재조명 되는 종신보험의 가치 

- 변액보험의 성패는 결국 좋은 펀드의 선택  

- 더욱 차별화 되는 건강보험 

➌ 달러보험의 명암과 현명한 달러보험 판매전략

- 달러보험에 대한 다양한 시각: 언론기사 중심으로

- 금감원의 달러보험 주의보 

- 달러보험 판매 성과를 높이는 효과적인 완전판매 

   상담 화법

Sales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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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만

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공인중개사

저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2021)>,  

            <서울 재개발 투자지도

             (2021년)>, 

            <월 1,000만원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법>, <참 쉽다 

              상가투자> 외

최 황 수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현) 휴먼밸류 

       부동산 전임교수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3대축을 이해하고 효과와 영향을 학습한다.

•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습득한다.

• 제3기 신도시의 의미를 알고 효과적인 청약전략을 세울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문재인 정부의 규제 3대원칙

- 금융규제: LTV. DTI, DSR  

- 조세규제: 보유세와 거래세 

- 정비사업규제: 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실거주기간, 안전진단

➋    부동산 시장 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금리 변수와 부동산 전망 

- 성장률, 고용, 소득 변수와 부동산 가격 

- 지금은 구입시기인가?

➌ 전세시장, 매매시장 전망과 전략

- 전세시장 전망 

- 매매시장 전망 

- 3기 신도시의 의미와 전망, 청약전략

Technical Knowledge

혼돈의 부동산 시장 재건축・재개발 투자전략
• 부동산 정비 사업에 대한 개념과 절차, 규제, 투자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 서울의 달라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책방향과 정부의 공공재개발을 알아보고,  주목해볼 만한   

     서울 시내 정비구역을 소개한다.

•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투자전략을 학습하여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정비사업의 이해와 투자전략

- 재건축 VS 재개발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의 이해 

- 정비사업에 따른 새로운 투자전략

➋    정비사업의 방향과 공공재개발, 그리고 위험관리 방안

- 국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➌ 주목해볼 만한 서울 시내 정비구역

- 유망한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 복합고밀개발 후보지

Techn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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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 수 

AFPK®

현) 포도A&P 

        수석재무상담사

현) 나은컨설팅 

        대표상담사

배 승 현

AFPK®

현) 한국파이낸셜에듀㈜ 

       대표

현) 삼성자산운용

        펀드솔루션 컬럼니스트

전) ING생명 S-LION, SM

저서) <변액보험 사용설명서>

보장성보험 계약관리와 리모델링: 비대면, 현금흐름 중심으로

•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보장성보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기법을 이해한다.

• 실손 의료비보험 갱신 인상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적절하게 제시 할 수 있다.

• 비대면 보험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보장성 보험 설계 전략 1: 보험 분석과 관리

- 현금흐름 중심의 보장성보험 상담 방식의 이해

- 비대면 상담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분석과 보장분석자료 이해

- 고객 맞춤형 보험 가입현황 점검

- 기타 보장성보험 분석: 운전자보험, 주택종합보험,

                                              치과보험, 치매간병보험 등

➋ 보장성 보험 설계 전략 2: 보험 리모델링

- 생애주기별 적정보험료 기준과 가입 순서 

- 실손 의료비보험 갱신보험료 인상과 갈아타기

- 계약 변경을 통한 보험료 절감

- 변화하는 보험 상품 활용방안 

- ICIS 시대, 유병력자의 효과적인 리모델링 기법

- 대면과 비대면 상담 시너지 창출 전략 

Practice & Process

변액보험 계약, 유지와 해약의 갈림길:  
현실적인 변액보험 관리 방안                                             

• 변액보험 유지 및 해약에 필요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학습하고 변액보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효율적인 변액보험 관리 기법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변액보험 관리 상담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세일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변액보험 계약, 유지와 해약의 갈림길

- 좋은 펀드 라인업을 구분하는 6가지 방법

-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을

    평가하는 6가지 방법

  * 펀드 비교 평가 실제 사례

- 해약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

➋ 변액보험 관리! 헛다리 짚지 마라

- 변액보험 관리 = 펀드변경인가? 

- 변액보험 관리, 현실을 인정해야 길이 보인다 

- 주요 경제지표를 적용한 펀드 변경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환율/GDP성장률/경상수지/BSI) 

- 펀드변경, 신문기사 따라하면 되나요?

➌ 변액보험 관리 방안(코스피 적용 검증 중심으로)

-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펀드변경 비법 2가지

    1) PCP(Power Change Point) 기법

    2) TF(Trend Follow) 기법

Practice & Process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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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 호

현) 엔학고레  

소통아카데미 대표

커뮤니케이션 박사 

서울사이버대  

창업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한국HRD협회 Best 

Facilitator 선정

저서) <소통세일즈> 외

백 문 영

현)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부소장

현) 부곤세무회계 이사

전) 삼성생명 경리, 감사,  

       인사팀

전) 동부금융그룹 FA센터 

FP Summer Academy 프로그램Online

탁월한 고객 상담(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심리

• 금융 세일즈에 필요한 고객설득의 핵심을 이해하고 고객 상담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고객심리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하여 세일즈 성과창출을 도모한다.

• 상황별, 고객별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일반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영업환경의 변화와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 금융영업 환경의 변화와 마켓 5.0의 시대

 - 탑세일즈맨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핵심 3요소

   : 인정욕망, 탁월한 질문, 가치몰입

➋  탑세일즈맨의 설득심리와 핵심비법

- 고객 유형의 분석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대응(인사이트)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심리와 S.M.C.R의 비밀

   : 냄새전략과 전달자 효과 등

➌ 탁월한 고객설득을 위한 세일즈협상 스킬

- 고객 설득을 위한 세일즈협상 프로세스 3원칙

   : 라포형성, 욕망탐색, NPT 등

-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스킬과 입버릇 이론

   : 3S법칙 등

Sales & Communication

조세정책 변화와 법인 컨설팅 고도화 전략
(법인시장 영업콘텐츠 고도화에 따른 FC의 생존전략)

• 조세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법인 컨설팅 환경을 이해한다.

• 법인 컨설팅 솔루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핵심전략을 공유한다. 

•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법인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계속교육학점: 일반 2학점
* 강의시간: 2시간

➊  조세정책 변화와 법인영업 환경

➋  주요 영업 솔루션 고도화 전략

1) 임원퇴직플랜 고도화 전략

  – 오너의 소득다변화와 현실적 퇴직요건 충족을 통한 

       퇴직소득 중간정산 실행

2) 배당정책 고도화 전략

  - 초과배당 과세 강화에 대비한 新배당정책

     (교차배당, 감액배당)

3)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전략

  - 주요 법률 및 세무 쟁점 이슈 검토

4) 특허자본화 전략 

  - 벤처기업출자 소득공제를 통한 

      특허자본화 효과 극대화 

5) 자녀명의 법인신설을 통한 가업승계와 

      부동산 승계 전략

  - 현물출자와 감액배당을 결합한 

      가업 및 자산 승계 사례

Sales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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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교육일정 •7월 12일(월) ~ 7월 18일(일) 

※ 강의는 7월 12일(월) 오전 10시에 오픈되며, 오픈된 이후에는 7월 18일(일) 24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02 |  참가대상 •보험, GA,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 종사하는 FP, FC, FA, PB, WM 및 교육담당자

•계속교육학점 취득을 위한 CFP® 및 AFPK® 자격인증자 

•Financial Plannig 관련 지식이 필요하신 분

04 |  신청방법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cyber.fpkorea.com) 접속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Summer Academy] – [교육신청] 클릭

•수강 희망 과정 선택 후 신청 및 결제

    ※ 단체신청(40강의 이상)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  수강방법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cyber.fpkorea.com) 접속 후 로그인 

•[나의 강의실] > [수강현황] > [수강 중인 과정] > 학습하기

06 |  교육문의 •  한국FP협회 오윤희 대리, 윤지영 팀장

T.  02-331-4906, 4903       

F.  02-331-4904        

E.  yhoh@fpkorea.com

※ 한국FP협회 연회비(10만원)를 납부하신 회원은 회원가가 적용됩니다.    

※ 조기신청기간(~6.27) 동안 참가비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취소는 7월 8일(목)까지 가능하며, 기한 내에 취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03 |  참가비 구 분 회 원 비회원

개별 강의 신청 20,000 / 1강의 22,000 / 1강의

전체 강의 신청(25% 할인) 180,000 / 12강의 200,000 / 12강의

FP Summer Academy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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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향한 금융전문가의 길!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제13회 2021

FP SUMMER
ACADEMY

Technical
Knowledge

Sales &
Communication

Practice & 
Process

7월 12일(월) ~ 18일(일)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

Go Summer Academy  

Be FP Specialist

Online

Summer Academy (Since  2009)

일정 7월 12일(금) 19:00~22:00 / 7월 13일(토) 10:00~17:00

 7월 19일(금) 19:00~22:00 / 7월 20일(토) 10:00~17:00

장소 한국FP협회 마포 강의장 (성지빌딩 17층)

제11회 2019

FP SUMMER 
ACADEMY

Sales & 
Communication

Practice & 
Process

Technical 
Knowledge

Go Summer Academy!
Be FP Specialist!

제10회 2018

FP SUMMER 
ACADEMY

Go Summer Academy!  
Be FP Specialist!

Technical 
Knowledge

Practice & 
Process

Sales & 
Communication

일정 |  7월 13일(금) 19:00~22:00 / 7월 14일(토) 10:00~17:00

          7월 20일(금) 19:00~22:00 / 7월 21일(토) 10:00~17:00

장소 | 한국FP협회 마포강의장 (성지빌딩 17층)

제12회 2020

FP SUMMER  
ACADEMY

Sales & Communication
Technical Knowledge

7월 10일(금) 19:00~22:00 / 7월 11일(토) 10:00~17:00

7월 17일(금) 19:00~22:00 / 7월 18일(토) 10:00~17:00

일정 

한국FP협회 마포강의장 
(성지빌딩 17층)(

장소 Go 
Summer Academy!
Be 
FP Specialist!

Practice & Process

2009 2011 2013 2015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202019



고객을 향한
금융전문가의 길!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