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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 분야 전문가 / 예비 CEO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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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에서는 

보험 및 연금 분야의 글로벌 혁신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금융기업의 CEO나 

임원 후보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세계적 안목 

 보험연금시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 

 금융 상품 및 경영 혁신 주도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은 동 분야 국내 최고의 재교육기관이

며, 세계적 수준과 글로벌 관점을 지향합니다. 보험회사와 연금기관 그리고 은행 

등 금융분야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하여 리더로서의 자질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내용과 교수법, 교육여건과 교수구성 등이 그야말로 리더양성을 위해서 구비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안목과 지식, 금융∙보험분야의 역사와 최근 변화추이, 필기시험을 지양

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글쓰기와 읽기, 말하기, 듣기) 평가, 최고의 입지조건과 

교육환경,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교수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대학원의 외국인 자문단, 주변 교육과정, 그간의 연구와 교육 실적 등은 성

대의 자랑입니다. 금융분야 최고의 인재를 꿈꾸는 분들을 찾습니다. 또한 그 꿈

을 이루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원장 정 홍 주 

INTERVIEW     

 

권정아(하나생명 대리) | 또다시 신입생! 성균관 대학원에서 두 번째 신입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배움의 

열정에 가득 찬 신입 동기들을 보니 잠시 나태해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파이

팅! 

김무진(공무원연금공단 과장) | 훌륭하신 교수님과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열

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우(서울보증 국제부 과장) |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장민기(동부화재 강북대인보상부 대리) | 보험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 스펙을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종업계 유능한 분들과 최고의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정용진(코리안리 재보험 특종보험팀 차장) | 국내외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인규(교보생명 경영기획팀 차장) |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님과 선배, 동기 분들 만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등록학생 소속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안리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은행 등 

 

2016학년도 등록학생 소속기관 

하나생명 공무원연금공단 서울보증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재보험 교보생명 등 

큰 꿈을 꾸는 분을 찾습니다 



FAQ 
 

 

 

Q1) 언제 시작된 프로그램인가? 

2015년 3월에 시작하였습니다. 

Q2) 수업은 언제 진행되는가?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만(6-8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속된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주중에 혹시 특강을 하는 경우 사전에 예고합니다. 

Q3)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1. 금융기업 추천 및 후원 간부 (핵심 과장 등) 

2. 정부기관, 법조계, 의학계, IT 분야에서 보험 연금 분야 전문 학습을 원하는 자 

3. 금융기업 소속으로 자기계발을 원하는 중간 간부 (자비 학생) 

Q4) 정원은 몇 명인가? 

연간 15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Q5) 교육목적은 무엇인가? 

보험 및 연금 분야 글로벌 혁신적 리더를 양성합니다. 금융기업의 CEO나  

임원 후보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즉, 세계적 안목과 보험연금시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게 하고,  

금융 상품 및 경영의 혁신을 주도하고, 발표력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창의적 리더를 키웁니다. 

Q6) 어떻게 교육목적을 달성하는가? 

보험연금 분야의 최고급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합니다. 국내외 정상급 교수진(학계, 업계, 정책당국 등),  

세계적 교육과정, 세계적 명문대학 연수, 토론과 발표위주의 평가 (필기시험 최소화),  

논문작성 등으로 차별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Q7) 해외대학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한가? 

2016년 현재 미국과 영국의 보험분야 명문대학과 공동학위(학습)과정 논의중입니다. 

 

단, 4학기까지의 등록금과 5학기 논문지도비 그리고 해당 기간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고,  

출국 전 성적과 영어능력이 일정수준을 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귀국 후 학위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금융학 석사)를 수여하게 됩니다. 

Q8) 학비는 얼마인가? 

학기당 약 800만원으로 총 4,000만원 내외입니다(입학금 및 해외연수비는 별도). 

Q9) 대학원의 설립 취지는? 

금융분야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원과 어려움이 많은 분야가 보험과 연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금융그룹이 많은 호주에서 금융 그룹 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은행, 증권 출신이 아니라 보험 및 연금 분야 출신이 맡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험, 연금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첨병이 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동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Q10) 신설 대학원이라서 동문 선배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대는 보험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보험분야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1972년 설립된 경영대학원 보험학과 졸업생이 약 200명이고,  

1994년 시작한 세계보험과정(SWIP) 수료생이 약 200명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성균관대에서 학사를 한 졸업생들이 보험 및 연금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들은  

한국보험학회(1964년), 한국리스크관리학회(1989년), 한국금융소비자학회(2010년), 국제금융소비자학회(2015)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보험 연금 분야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1학기 2학기 비고 1학기 비고 2학기 

2015년 글로벌보험연금론 소비자와정부   

사회보험론 보험연금마케팅   

사회변화와 금융 세계경제와 시민사회   

     

2016년 

(현재) 

보험연금경제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리스크이론 존경받는 금융기업   

연금론 리스크관리(ART와 재보험)   

     

2017년 금융시장론 금융통계 Banking and Finance 기초 통계학 

리스크분석 자산운용 Excel 이용 기초부터  

시뮬레이션까지 

포트폴리오 이론 등 

재무설계 금융회계 CFP  

손해보험론 글로벌보험연금 계리와 손해사정 각1/2  

생명보험론 사회보험론 계리와 손해사정 각1/2  

     

2018년 사회변화와 소비자 보험연금계리1  계리기초 

글로벌경제금융 연금론   

금융데이터분석 세계경제와시민사회 각종 데이터 소스와  

분석방법 

 

보증과 공제 언더라이팅 국내외 보증과 공제 계약심사이론과 실무 

기업리스크관리 금융리스크관리 ERM 금융업의 리스크관리 

     

2019년 보험연금계리2  중급계리  

금융법과 금융규제  금융관련 법제  

금융기업윤리    

보험연금마케팅    

경제와 금융정책  정부정책 이해  

 

 

 

기존 교과목 소개 및 2017년 이후 과목개설계획 



기본 방향 영국, 미국 대학원 Dual degree 추진 촉진 

매 학기 5과목 개설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함 

5학기 주기로 개설(리스크관리와 실무형 수업 확대) 

금융/연금/재무설계/마케팅등 소프트(정책형)트랙 

리스크관리/회계/계리/법 등 하드(실무형)트랙 

* 명시적 트랙으로 구분하지는 않음 

매 학기 2 트랙 균형 개설 

이상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Dual degree 추진 

 

 

 

 

 

 

 
공개강좌 1 공개강좌 2 공개강좌 3 공개강좌 4 

연사 Vincenzo Senatore Ghadir Mahdavi Vincenzo Senatore 추후 공지 

소속기관 
GSA Studio Legale 

Associato 

Allameh Tabataba'i 

University 

GSA Studio Legale 

Associato 
추후 공지 

국가 이탈리아 이란 이탈리아 추후 공지 

일자 10월 08일 토요일 10월 15일 토요일 11월 04일 금요일 10월 19일 토요일 

시간 오후 04:45~06:00 오후 04:45~06:00 오후 04:45~06:00 오후 01:30~04:30 

주제 
유럽의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란 보험시장 

이탈리아의 자동차보

험과 산재보험 
국제화와 협상(가제) 

인원제한 최대 10명, 기관별 2명 참석 가능 

신청 www.gfischol.com 

 

 

 

 

 

 

 

 

 

 

 

공개강좌 일정 



2016학년도 2학기 모집요강 
 

1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2016. 05. 12.(목) ~ 05. 23.(월)  

인 터 넷 접 수 2016. 05. 12.(목) 10:00 ~ 05. 23.(월) 18:00 http://admission.skku.edu/grad/ 

입 학 원 서  &  

서 류 제 출 
2016. 05. 12.(목) 10:00 ~ 05. 24.(화) 18:00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지망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입학시험(면접) 2016. 05. 28.(토)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지망 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함 

합 격 자 발 표 2016. 06. 23.(목) 17:00 http://admission.skku.edu/grad/ 

합 격 자 등 록 2016. 07. 01.(금) ~ 07. 08.(금) 
우리은행 전국지점 & 가상계좌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교부) 

 

※ 대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kku.edu/grad/) 메인화면의 원서접수 메뉴 클릭 시 

uwayapply.com 원서접수 페이지로 이동 

※ 학과에 따라 상기 전형일이 아닌 별도 기간에 입학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등록금 수납은 합격생 개인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등록금 납부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

집니다(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납부가능).  

 

2   지원 자격 

 

가.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혹은 2016년 8월 취득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선발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 

나. 선발기준: 

1) 학과(전공)별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성적 총점 순에 의하여 선발함. 

2) 학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 

 

4   문의 

 

 가. 성균관대학교 경제/경영대학행정실/☎ 02-760-0954 



 

 

 

 

 

 

 

 

 

 

 

 

 

 

 

 

 

 

 

 

 

 

세세계계  보보험험명명문문  영영국국  CCAASSSS  또또는는  미미국국  SStt..JJoohhnn’’ss와와    

복복수수학학위위((DDuuaall  DDeeggrreeeess))  취취득득도도  가가능능((선선택택사사항항))    

::  112200%%  내내외외  학학비비로로  22개개의의  국국내내외외  석석사사학학위위  동동시시취취득득((총총기기간간  동동일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 760. 0954/1283 

E-mail: insurance@skku.edu 

FAX: 02) 766. 0527 

Website: http://www.gfischo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