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중심의  

금융 ∙ 보험 ∙ 연금 ∙ 공제 전문가 
(예비 CEO 과정) 

 
 
 
 
 
 
 
 

 

학 위 명 금융학 석사  
Master of Financial Administration 

대 학 원 명 칭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Insurance and Pension 

학 비 약 800만원 × 5학기 = 4,000만원 내외  
*자비학생 장학금 5학기간  학기당 200만원 지급 

입 학 정 원 연간 15명 내외 
금융기업 (기획, 소비자보호, 영업 임직원), 연금관리자, 공제회 및 
유관기관 재직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합니다. 

(선택사항) 세계 보험명문 미국 St.John’s와 복수학위(Dual Degree) 취득 가능 
: 130% 내외 학비로 2개의 국내외 석사학위 동시취득, 총기간 동일(협의중) 

총 5학기, 30학점의 석사과정 

직장인(간부임원) 주 대상 

특수대학원 
토요일 6시간 전공수업 
개강 전 일부 예비수업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글로벌화 프로그램 
외국인 교내방문 또는 온라인 강의 

해외 방문 세미나 실시 

글로벌 안목의 
진취적 금융분야 
예비 CEO 양성 

소비자 중심의  
신뢰 받는 
경영자 추구 

금융∙보험∙연금분야 
최고의 전문가 양성 

모집요강 2017년 4월 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처 홈페이지 게시 
(http://admission.skku.edu/grad) 

원서접수 2017년 5월 12일부터 1주일간  

상담 및 문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TEL: 02) 760. 1283         FAX: 02) 760 . 0527 
E-mail: insurance@skku.edu  
홈페이지: http://www.gfischool.com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금융학 석사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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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수업연한  2.5년(5학기) 30학점 
수업시간  6~8시간 수업 진행(토요일 중심) 

학습내용 
전문분야 금융∙보험∙연금 
리더십분야 윤리의식, 분석/통합능력, 의사소통능력, 국제감각 등 

학습평가 
전공 과목 평가는 시험보다 과제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위주로 
하며, 학기말 담당교수와 외부위원 참석 하 발표 및 평가회 개최 
 → 실용성, 의사소통 능력(글쓰기, 말하기 등) 

 리더십 학습 강조 

전공과목 교내 교수 

2017 

봄학기 
금융시장론 
금융회계 
금융통계 

손해보험론 
생명보험론 

정홍주 경영전문대학원  
김민성 글로벌경제학과 

송병건 경제학과  
이성림 소비자가족학과  

이항석 보험계리학과  

김현철 경제학과  

박재완 행정학과(전 기획재정부/장관) 

이광석 경제학과 

이동원 경제학과 

장시영 경영전문대학원 

황수성 글로벌경제학과  외 

가을학기 
재무설계 
재무관리 
리스크분석과 모델링 

글로벌금융시장연구 
사회보험론 

2018 

봄학기 
핀테크사회와 인사관리  
글로벌금융시장론 
금융데이터분석 

보증과 공제 
기업리스크관리 

가을학기 
생명보험연금계리입문 
글로벌금융시장연구 
세계경제와사회 

보험계약심사 
재무리스크관리 

2019 봄학기 
손해보험계리입문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존경받는 금융기업 

글로벌금융기업경영전략 
보험연금경제 
 

교외 교수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래 계리사회 회장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Andrew Barrett ING생명 CFO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강영구 메리츠화재 대표 
Sebastian Schnitzler d-fine GmbH 

학기별 개설 과목 

글로벌 프로그램 2017 
2017년 7월 30일 ~ 8월 2일 폴란드 아시아태평양리스크관리보험학회 참관/수강 
2017년 11월 3일 ~ 4일 중국 상해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참관/수강 
2017년 1, 2학기 일부 영어 강좌 (국내외 강의실, 온라인 강좌 등)  

외국인 자문단 
미국 Wharton School, Cornell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St. John’s University,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독일 Ludwig-Maximilians-Universitaet 등 소속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