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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FO大賞 시상제도 개최

우수한 재무경 성과로 기업가치가 극대화된 기업과 해당기

업의 CFO를 조사,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재무경 혁신과

이를 수행하는 CFO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 기업

및 정부 등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인증

▷재무관리사(CFM,Certified Finance Manager)
기업의 재무관리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업무 능력을 검
증하여 재무관리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시험관리기관 : ㈜매경비즈

▷ IFRS관리사(CIM, Certified IFRS Manager)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능력을 검

증하여 IFRS 전문가를 조속히 양성할 수 있는 Fast Track

코스입니다.

시험관리기관 : ㈜매경비즈

■트레킹, 문화답사, 골프 등을 통한 회원CFO간 네트워킹 활동

회원(기업CFO및 임원)간 네트웍구축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골프, 트레킹 및 문화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회원 자료실 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 및 Paper를

회원전용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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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CFO협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CFO협회는 우리기업이 CFO(Chief Financial
Officer : 재무담당 최고임원)직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CFO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기업가
치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민법 32조에 의거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02년 2월 1일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국내 유일의 CFO관련 비 리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CFO협회는 세계 각국의
CFO협회로 구성된 국제CFO협회연맹(IAFEI)에 소속되어 로
벌 CFO공동체 구축을 위한 Networking, 최신의 재무지식 습득
과 공유, 기업경 및 자본시장에 대한 CFO의 의견제시, 그리고
재무경 혁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 조직구성 및 제휴협회

회 장 : 김상훈(前 금감원 부원장,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이 사 : 김시병(부 주택 사장), 김학수(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노재관(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박찬형(제일기획
부사장), 유 인(한화케미칼 전무), 윤기(한국신용평가 상무),
이정조(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임우돈((사)한국CFO협회 전
무), 정호 (LG화학 사장), 조웅기(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채
수일(보스턴 컨설팅 그룹 대표), 최흥식((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한종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허식(농협중앙회 부회장),
허정수(국민은행 부행장), 황유노(현대캐피탈 부사장)

감 사 : 오윤택(회계법인 바른 대표)

운 위원 : 김상훈((사)한국CFO협회 회장), 김옥진(GE파워시스
템즈코리아 대표), 김원현(OCI 상무), 김학수(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부회장), 백제흠(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성환(한국금
융연구원 원장), 이정조(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임우돈((사)한
국CFO협회 전무), 조웅기(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채수일(보스
턴 컨설팅 그룹 대표), 최흥식((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한종
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성덕(홍덕산업 상무)

해외제휴협회
-IAFEI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s)
- AFP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 JACFO (Japan Association for CFO)
- CACFO (China Association for CFO)

(사)한국CFO협회 회원특전과 활동 내용

■월례 CFO 조찬세미나(CFO Round Table) 개최

시의성있는 재무경 및 경 전략 이슈에 대한 주제로 CFO

Round Table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년10회)

▷ 일시 : 매월 세번째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 7:30~9:00시

▷ 장소 :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 홈페이지를 통해‘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CFO 온라인세미나(CFO Insight) 개최

CFO 직무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동 상세미나(1시간)

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분기별 1편씩 제공하여

드립니다.(년4회)

■CFO 오찬포럼 (CFO Luncheon Forum) 개최

오찬모임을 통하여 회원 CFO간 네트워킹과 경 정보교류를 도

모하고자 개최하는 Luncheon Forum입니다.(년6회)

■년차 컨퍼런스/워크샵 개최

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컨퍼런스 또는 워크샵을 개최합

니다.(년1~2회)

■해외 제휴협회 컨퍼런스 참가

▷ IFR, Asia Risk, Euromoney, CFOAsia 등과 국제세미나

를 공동개최

▷ IAFEI World Congress(국제CFO협회연맹연차총회)참가

▷ IGTA World Congress(국제Treasury협회연맹연차총회)참가

▷The AFP Annual Conference(미국재무인협회연차총회)참가

■「IAFEI Quartely」제공

국제CFO협회연맹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인「IAFEI Quarterly」를

분기마다 협회회원들께 배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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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CFO협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비 리 사단법인 협회로서 유사한
명칭의 국내외 리 회사들과 혼선이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팩스 번호로 회신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유선

으로 확인전화 드립니다. 회원등록 절차에 따라, 귀사의 임원 2인을

회원으로 추가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845)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63-3 6층
전화 755-8670~1  팩스 755-8672

(사)한국CFO협회 가입안내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가입비 없음)

▷ 기관회원사 : 년회비 500만원 (회원 5인)
▷ 일반회원사 : 년회비 200만원 (회원 3인)
※ 회원기간 : 1년 (년회비 입금일로부터 익년 해당일까지)

■법인회원 특전

▷해당기업 임원 3인 (CFO포함 임원3인) 회원으로 등록

▷CFO Round Table (월례 조찬세미나) : 참가비 무료

▷CFO Insight (온라인 세미나) : 참가비 무료

▷CFO Luncheon Forum (오찬포럼) : 참가비 무료

▷CFO 년차 컨퍼런스 (워크샵 개최) : 참가비 무료

▷국제CFO협회연맹발간 계간지「IAFEI Quarterly」제공

▷트레킹, 문화답사, 골프 등을 통한 CFO 회원간 친목도모

▷홈페이지 회원 전용 자료실 운

■가입절차

▷카드결제 : 한국CFO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GIRO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한은행 : 140-005-404510, (사)한국CFO협회]

납부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19조(손비의 범위)⑪호에 의거 손금
산입됩니다.

■문 의 : (사)한국CFO협회 경 기획팀

▷T. 02-755-8671   F. 02-755-8672
▷E-mail : webmastercfo@cfokorea.org

회원가입신청서
(이메일, 우편, 팩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비납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회원등록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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