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FC을 선택하신 위원님!

위원님은 이미 성공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쁜 마음으로

위원님과 함께하는 참된 벗이 되겠습니다. 

| 펀드 &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http://license.kofia.or.kr)

| 퇴직연금모집인 |

•보험연수원 (http://www.in.or.kr)

•공인노무사협회 (http://www.rpedu.net)

합격증 출력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준비서류: 합격증 사본, 신분증, 이력서

•계약서 작성(당사양식), 면접
서류제출
(지점방문)

STEP 1

•개인신용조회, 금융투자협회 자격심사서류심사
(본사)

STEP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서울보증보험사로 유선 통보
   (02-3434-3210) 

•보험증권 청약 및 보증보험료 납입
   (보증보험사로부터 별도 안내)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사)

STEP 3

•CMA 급여계좌 개설

•FC 활동 안내(FC 가이드북)

•활동 개시 및 명함지급
협회등록

(금융투자협회)

STEP 4

신규등록 절차

▼

▼

▼

앱과 밴드로 편리하게 
모바일에서 이용하세요!

한국투자 FC

FC라운지

한국투자 FC 전용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HTS_eFriend Advisor”와 “모바일 APP_한국투자FC”

고객유치와 고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공지사항, 상품정보, 고객(계좌)관리, 펀드 매매 권유

한국투자 주식

손쉬운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님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어음 CMA, 연금저축, IRP

한국투자 증권
펀답

편리한 상품 투자권유

➊ 고객과 상담 후

➋  ‘FC라운지’에서 고객과 상담한 내역을 입력하면

➌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투자권유내역 확인 후  

URL터치로(FundApp 자동연결)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한국투자 FC’검색 ‘한국투자FC’  

한국투자FC밴드

공지사항, 프로모션, 상품자료, 정보교환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FC 검색 후 가입신청)

필요한 정보는 문의 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한국인의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귀하를 금융전문가로 모십니다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788호(2019-07-01~2021-06-30) 

퇴직연금모집인도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강자!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친구!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협회 온라인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로서, 한국투자증권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한국투자증

권의 금융 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투자증권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 전문인력

•GA사 또는 보험사 직원으로 평생직업을 꿈꾸는 분

•은행, 증권회사 출신의 금융전문가

•직장인으로 펀드, 주식영업을 부업으로 하고 싶은 분

•사회 첫출발을 준하는 예비 금융인

•지인의 자산관리가 가능한 일반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법인, 거액고객 컨설턴트

자격증을 보유한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에 지원 가능한 분

구 분 자격요건 업무범위

펀드

투자권유

대행인

•증권펀드(인덱스파생펀드 포함)

•부동산펀드

•CMA (MMF형만 가능)

 + 투자자문/일임등록교육 •투자자문, 투자일임

 + 신탁등록교육 •신탁계약

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주식/채권/RP/CP/ETF

•CMA(RP형/발행어음형 가능)

•원금보장형 ELB/DLB

   (기타 파생결합증권 불가)

 + 투자자문/일임등록교육 •투자자문, 투자일임

  + 신탁등록교육 •신탁계약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한국투자증권에 무슨 비밀이?
더 큰 미래와 평생직업을 꿈꾸는 당신!

진정한 친구                            에서
그 해법을 찾으십시오

“최강의 상품라인업”
고객이 먼저 찾는 회사!

•최강의 상품라인업! 섬세한 선정과정을 거친 고품격 상품제공

•국내최고의 그룹시너지! 한국투자신탁운용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신규 FC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새로운 출발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자격취득 및 등록비용 전액 지원

•1년간 지급율우대(펀드, 주식 On 80%) 

•명함 200매 무료 지원

•영업개시 사은품 지급

“최고의 판매활동지원”
기분 좋은 서비스 한국투자FC!

•입문교육에서 심화과정까지 완벽한 판매교육 프로세스 구현

•전담관리제, FC 서포터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 서포트

•자산관리 프로그램 매직솔루션 제공

•세무서비스 제공 및 세미나실 제공(30명 규모)

•FC전용 프로그램(FC라운지)를 통한 쉽고 편리한 고객 관리

“확실한 보상, 한투만의 스페셜 프로모션”
꿈과 비전을 한 곳에 담았다!

•FC어워즈 시상식개최! 실적우수자 시상 및 포상금 수여

•자산증대 프로모션! 실적우수자 해외여행 포상(매년실시)

•연금이전 프로모션! 타사 연금을 옮기기만 해도 포상 지급

국내 최고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해 드립니다!

퇴직연금모집도 
당연히 한국투자증권!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60 ~ 70%

주식
On-Line 매매수수료의 60%

Off-Line 매매수수료의 30%

랩 랩수수료의 50%

신탁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60%

퇴직연금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60%

한국투자 FC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A24

한투,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지난 10년간 年평균 4.78%
은행·보험사보다 높은 성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중 지

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인 것으로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

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돕는 금융사의 역량에 따라 수

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투증권 DC

형 퇴직연금의 10년(2009~2018년)간 수익률은 연 4.78%

였다. 같은 상품을 보유한 12개 증권사 중 10년 수익률 기준

으로 가장 높다. 하나금융투자(4.55%) 대신증권(4.51%) 유

안타증권(4.45%) 등이 뒤를 이었다.증권사 중 DC형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2조9624억원)의 10년 수익

률은 연 4.08%였다. 한투증권의 DC형 적립금은 1조1584억

원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적립금 규모 

3위인 삼성증권(9947억원)은 연 3.67%였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 
역량 중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연환산 4.78%수익률 기록!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중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