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전면개정판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2쇄 오타정정노트 

  
    (2017.06.02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 1과목 재무설계 개론 

51 

08 번 문제 

보기 ① 

1 건의 연체금액이 30 만원 이하인 경우  

→ 1 건의 연체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17.06.02 
08 번 문제 

해설 

 30 만원 → 50 만원 

→ 100 만원 → 50 만원 

56 
18 번 문제 

보기 ③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자산관리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기본서 오류로 인해 수정하였습니다. 

17.02.15 

제 2과목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78 

07 번 문제 

고객과의 관계정립에 관한 행동규범 중 업무수행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과 협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지 절차 

② 고객의 불만 및 불평해결 절차 

③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된 보수체계 설명서 

④ 자료의 수집 및 제공과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실행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별 의무와 책임 

→ 

고객과의 관계정립에 관한 행동규범 중 업무수행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과 협의할 사항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계약해지 절차 

나. 고객의 불만 및 불평해결 절차 

다.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조건 

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과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실행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별 의무와 책임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7.03.06 

07 번 문제 

해설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 ‘가, 나, 다, 라’ 모두 고객과의 관계정립에 관한 행동규범 중 업무수행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과 협의할 사항에 해당한다. 
08 번 문제 

보기 ③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일 및 계약기간,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일 및 계약기간은 명시하여야 하나, 계약종료 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17.02.20 
08 번 문제 

해설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 계약종료 방법 및 조건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업무수행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 계약서에는 계약종료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79 정답 07 ③ → 07 ④ 17.03.06 

제 3과목 은퇴설계 

116 
 08 번 문제 

보기 ③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등에게 지급된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