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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RMI 교육과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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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와 한국보험학(1964)

http://www.insnews.co.kr/issue/issue_hot_vi
ew.php?firstsec=5&num=33755&secondse
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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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news.co.kr/issue/issue_hot_view.php?firstsec=5&num=33755&secondse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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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와 한국보험학
(고 구하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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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와 한국리스크관리(1989)
(고 박은회 교수님)

7



세계보험과정 (SWIP)
기 수 내용 재정

제1기
- 세계보험시장의 구조와 동향

- 곽영구(제일화재 전무)외 82명

- 등록금 107,700,000

- 본부O.H (12%)=12,924,000

제2기

- 경영전략, 판매채널/ 상품운용

전 략, 국제환경 연구

- 곽은호(삼성화재 팀장)외 20명

- 등록금 39,200,000

- 본부 O.H(15%)=5,880,000

제3기

- 보험 산업 환경연구, 경영전략,

생산성/리스크관리 전략

- 김선각(대한보증 부장)외 22명

- 등록금 46,000,000

- 본부O.H (15%): 6,500,000

- 무역연O.H(6.5%): 3,000,000

제4기

- IMF시대의 보험제도·감독·경쟁

환 경, 선진 보험회사 전략 경영,

- 양복석(교보생명 부장)외 19명

- 등록금; 40,000,000

- 본부O.H (20%): 8,000,000

- 무역연O.H(3%): 1,200,000

제5기

- 판매채널 혁신과 마케팅 전략,

전 략적 자산운용 / 리스크 관리

- 한충섭 (신한생명 과장)외 24명

- 등록금: 46,400,000

- 본부O.H(20%): 9,280,000

- 무역연O.H(6.5%): 3,000,000

제6기

- Strategy, Marketing, Risk mana

gement

- 우유진(한국화재보험협회)외 29

명

- 등록금: 49,320,000

- 본부O.H(20%): 9,864,000

제7기

- 종합 금융화와 보험회사 경영전

략

- 김춘곤(동부화재 과장)외 16명

- 등록금: 30,400,000

- 본부O.H (20%): 6,080,000

제8기

- 리스크관리와 디지털경영

- 정석곤(프랑스생명 부장)외 16

명

- 등록금: 44,212,000

- 본부 O.H: (20%): 8,842,400

제9기
- 환경변화와 보험업 구조조정

- 김남용( LG화재 차장)외 26명

- 등록금: 55,000,000

- 본부O.H(20%): 11,500,000

경제학부O.H(7%): 3,850,000

제10기

- 동북아 보험허브, 그 가능성과

과 제

- 최한철(삼성생명 과장)외 17명

- 등록금: 31,561,200

- 본부O.H(25%): 7,920,000

- 경제학부O.H(3.8%): 1,188,000

제11기
- 전환기의 보험경영

- 이광재(농협중앙회 차장)외 6명

- 등록금 : 25,900,000

- 본부 O.H (23%경제학부 O.H 포

함): 5,801,600

제12기

- 저금리 ․ 저성장 시대의 보험문

화

- 최호룡(코리안리 차장)외 13명

- 등록금: 36,460,000

- 본부 O.H(20%): 7,292,000

- 경제학부 O.H(3%): 875,040

swip+

1기

- 일본보험시장 시찰

- 김현호(삼성생명 부사장) 외 12

명

- 등록금: 6,500,000

- 본부O.H(20%): 1,300,000

- 경제학부O.H(3%): 195,000

누계 총 312명 수료

- 총 수입: 344,893,200

- 학교O.H: 67,054,440

(무역연구소 O.H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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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와 금융소비자학

✓한국금융소비자학회

www. Financialconsumers.org

✓국제금융소비자학회

www.iafi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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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와 APRIA

✓http://www.cics.re.kr/main.asp

✓http://news.joins.com/article/88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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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s.re.kr/main.asp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이항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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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과 경쟁 법 분야
(정호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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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무역학과 글로벌보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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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E_xz1
CBpCMM

✓https://www.youtube.com/watch?v=MhE
wbxXnl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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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_xz1CBpCMM
https://www.youtube.com/watch?v=MhEwbxXnlWY


2.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www.gfi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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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fischool.com/


2.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http://media.wix.com/ugd/a4892e_8e0f067
2edae4bfd894df72c0b4dd8d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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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review

✓글로벌 금융 리더 양성 목적 2015.3 개원
✓일본 Waseda대 Orientation 
✓ 10/10 원생 등록
✓3/4 교과목 개설 : ‘사회’, ‘소비자’중심
✓일부 SKYPE 사용
✓제주도 IAFICO 참석
✓무시험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대학본부 융합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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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review

✓글로벌 금융리더 양성 목적
✓교내 경영관 Orientation 
✓15/17 원생 등록
✓3/3 교과목 개설 : “리스크관리와 연금”중심
✓일부 원격 강의
✓중국 성도APRIA, 한국 IAFICO 참가, 기타 세

미나
✓일부 시험 (연금론, 보험연금경제론 등)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evolution
✓경영대학 소속 (경영대 행정실 조철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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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review

✓글로벌 금융리더 양성 목적
✓교내 경영관 Orientation 
✓ 22/22 원생 등록, 7원생 첫 졸업(경영관 행사), 
✓구 보험학과 & 성보회와 연결
✓ 4/4 교과목 개설 : “보험, 금융과 글로벌화”중심
✓ S.J.U.와 DUAL DEGREE AGREEMENT 체결완료
✓상해 IAFICO, (폴란드 APRIA), 기타 세미나
✓일부 시험 (재무관리 등) 
✓보고서 작성 및 협회지 발표 (누적 약 20건)
✓단일 강의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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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review

✓글로벌 금융리더 양성 목적
✓글로벌화 지속 (영어강의, 외국인 강사/원생, 해외

행사) 
✓ 24/? 원생 등록, 4원생 졸업, 
✓구 보험학과 & 성보회와 연결
✓ 4/5 교과목 개설 : “보증/계리/핀테크 등”
✓영어강의 (일부 해설 지원)
✓동경 IAFICO, (싱가포르 APRIA), 기타 세미나
✓ SJU 파견 & 개도국 우수학생 유치 시작
✓보고서 작성 및 협회지 발표 지속
✓단일 강의실 사용

20



21



02월 27일개강 (제1주) 보험연금경제 리스크이론 홍순구 성주호

03월 05일 2연금론 보험연금경제 지홍민 김성숙 (국민연금1) OK

03월 12일 3연금론 리스크이론 지홍민 Barret

03월 19일 4연금론 보험연금경제 지홍민 김성숙 (국민연금2) OK

03월 26일 5연금론 리스크이론 지홍민 Barret

04월 02일 6보험연금경제 리스크이론 홍순구 류근옥

04월 09일 7리스크이론 보험연금경제 류근옥 지홍민

04월 16일 8보험연금경제 연금론 홍순구 손필훈 (퇴직연금, 중국 스카이프) OK

04월 23일 9리스크이론 보험연금경제 류근옥 석승훈

04월 30일 10보험연금경제 연금론 홍순구 신기철 (개인연금) OK

05월 07일 11리스크이론 연금론 류근옥 배준호 (연금과 사회보장 (가칭) 날자 조정 요청

05월 14일석가탄신휴일 휴일 휴일

05월 21일 12연금론 리스크이론 주현 미정 Schnitzler OK

05월 28일 13보험연금경제 Prudential 미정

06월 04일 14자율학습 주간 자율학습주간

06월 11일 15보험연금경제 PT/평가

06월 18일 16리스크이론 PT/평가 연금론 PT/평가

7/31~8/2 APRIA (아시아태평양리스크관리학회) 중국, 성도 (Chengdu) 참석

09월 03일 1전문규제와 경쟁정책 리스크관리 정호열

09월 10일 2존경받는 금융기업

09월 17일 3전문규제와 경쟁정책 리스크관리 정호열

09월 24일 4존경받는 금융기업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한기정

10월 01일 5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존경받는 금융기업 성대규

10월 08일 6리스크관리 존경받는 금융기업

10월 15일 7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존경받는 금융기업 성대규

10월 22일 8리스크관리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송해룡

10월 29일 9전문규제와 경쟁정책 리스크관리 박현순

11월 04일 10 IAFICO (국제금융소비자학회 IAFICO

11월 05일 10 IAFICO IAFICO

11월 12일 11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외국인

11월 19일 12존경받는 금융기업 외국인

11월 26일 13리스크관리 외국인

12월 03일 14자율학습 주간 자율학습주간

12월 10일 15전문규제와 경쟁정책 PT/평가

12월 17일 16리스크관리 PT/평가 존경받는 금융기업 PT/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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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영과 당부

✓역사와 미래

✓자긍심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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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정홍주

• jungprokorea@gmail.com 
jungpro@skku.edu 

• 02-760-0480, 010-9177-5200

• https://www.facebook.com/hongjoo.jung.3

• 관심분야

- Global Risk Management & Insurance

- Financial Consumers

- Sustainable Society & Economy

2
4



지원

• 행정지원

조철연 과장 : 760.0954

• 교육지원

김보현 연구원 (박사과정): 760.1283

2
5

김보현 연구원

조철연 과장



Bon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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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설명회

2017. 02. 24.



2018년 수강신청 안내

• 2월 26일자 수강신청 기간 종료

• 수강신청 확인/변경 기간 3.2(금) ~ 3.8(금)

• 신입생 분들은 먼저 성균인 가입을 하여야만 수강신청가능
성균인 가입 후, 학번으로 수강신청사이트 접속 가능

• 수강신청: http://sugang.skku.edu/



-4-

선수신청
반드시 수강

신청



교육과정 및 학위취득요건

매 학기 개설되는 다섯 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융/연금/재무설계/마케팅 등 소프트

(정책형) 트랙과 리스크관리/회계/계리/법 등 하드(실무형) 트랙을 개설합니다.

학기 전공과목

제1학기 금융시장론/금융회계/금융통계 손해보험론/생명보험론

제2학기 재무설계/재무관리/리스크분석과모델링 글로벌금융시장연구/사회보험론

제3학기 핀테크사회와인사관리/글로벌금융시장론/금융데이터분석 보증과공제/기업리스크관리

제4학기 생명보험연금계리입문/글로벌금융시장연구/세계경제와사회 보험계약심사/재무리스크관리

제5학기 손해보험계리입문/전문규제와경쟁정책/존경받는금융기업 글로벌금융기업경영전략/보험연금경제

요건 기준

등록 5학기 이상 등록(등록금 5회이상 납부)

취득학점 30학점 이상 취득(과목당 2 학점)

졸업평점평균 B (3.0) 이상

졸업논문 없음

학위취득요건

교육과정



주요 일정

2월 24일(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성보회
3월 2일(금) ~ 3월 8일(목) 수강신청 확인/변경
6월 30일(토)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2018학년도 1학기 종강
7월 28일(금) ~ 7월 28일(토)     IAFICO 학회 (일본)
7월 29일(일) ~ 8월 1일(수) APRIA 학회 (싱가포르)

2018학년도 1학기 주요일정

2018학년도 2학기 주요일정

추후공지



학생 편의

강의실
경영관 32210호실

주차권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차관리 사무소(600주년기념관 지하1층) 또는 주차부스에서 직접 구매
무역연구소 (4시간 1000원, 8시간 2000원 12시간 3000원)

모바일열람증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열람증 APP 다운로드
학생증 대신, 학술정보관 출입/대출/좌석이용 가능

아이캠퍼스
온라인동영상 강의 및
강의자료
http://www.icampus.ac.kr/

학생증발급안내
다음 슬라이드 참조

http://www.icampus.ac.kr/


학생증 발급 안내

학생증 신청(인터넷 접수 : 금융기능결합 다기능 학생증)

① 우리은행(http://www.wooribank.com) ➡ 모바일/기타 ➡ ID카드신청

② 발급신청서 출력 후 우리은행에 제출【3월 중 별도 안내】

※ 제출처 : 인사캠 – 성균관대학교지점(학교정문 우측 유림회관 내)

※ 접수시간 : 신청기간 중 09:00 ~ 21:00

인터넷 신청(우리은행 홈페이지)➡ 신청서 출력➡ 신청서 제출(우리은행 성균관대지점)

신청기간 : 별도안내(3월 중)

제출기간 : 별도안내(3월 중)

③ 학생증 수령방법: 우편발송 또는 우리은행 방문 수령 중 선택가능(접수 시 선택)

④ 문의처: (공 통) 02) 2008-5000 (3번 인터넷신청 상담) - 우리은행 콜센터

(인사캠) 02) 766-5329 (교환 211.212.213번)- 우리은행 성균관대지점

http://www.wooribank.com/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학술정보관 (도서관 이용)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skku.edu
도서관대출 안내
1. 대출가능시간 (자료실 개실시간)
- 평 일 8:00-21:40 (방학중 9:00-17:30)
-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공휴일은 휴실)

2. 대출 가능 책수 및 기간: 30일 동안 최대 20권
3. 대출절차 및 연체료

- 대출: 대출자료를 대출 데스크에 제출하거나 학술정보관 3층, 4층 셀프대출기 이용
- 연체료: 1일 권당 100원씩 부과

4. 대출연장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의 [대출현황/연장/예약]에서 ‘연장’클릭 (로그인필요)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단, 연체 등의 제재사항이 없어야함)

5. 대출도서 분실처리
- 동일한 자료 (서명,저자,출판사 등)로 반납
-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도서(동일한 주제와 언어 저자 등)으로 대체 가능
- 대체도서는 대출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사용한 도서는 불가함

6. 학위수여 예정자의 자료 반납
- 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영{정자는 졸업일 전까지 모든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함
- 졸업일 2주 전부터 대출이 중지되며,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졸업증서 교부가 보류됨

http://lib.skku.edu/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학술정보관 (도서관 이용)

주요서비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고 및 이용)
주제담당사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원문복사: 국내외 소장기관에 본교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복사본을 요청
희망도서구입: 본교 학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의 구입을 신청함

시설이용 및 기타사항
1. 일반열람실 이용

- 좌석 배석 시스템: 학생증 필수지참
- 학술정보관(1층): 6:00 – 24:00 (제1,3열람실) / 6:00 – 익일 05:00 (제2열람실)
- 경영관(지하1층): 6:00 – 24:00

2. PC 이용
- 자리 배석시스템: 학생증 필수지참
- 중앙학술정보관(3층) 킹고카페, 킹고존, 킹고넷터
- 인쇄물 출력서비스 : 네트워크 프린터 사용

3. 중앙학술정보관 주요 전화번호 안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대출/반납 02-760-1198~9 경영대학 주제담당사서 02-760-1209

연속간행물실/원문복사 02-760-1185 상호대차 02-760-1210



기타 정보

성균관대학교: http://www.skku.edu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http://www.gfischool.com/

수업관련 (경제관 5층) 516호 보험문화연구센터

김보현 조교 (02-760-1283) 

bonniekim@skku.edu

행정관련 (경영관 4층) 경제/경영대학행정실 (33404호실)

조철연 과장 (02-760-0954)

ccyccy@skku.edu

http://www.skku.edu/
http://www.gfischool.com/
mailto:bonniekim@skku.edu
mailto:ccyccy@skku.edu


기타 정보

PLEASE DO
1. 수업 및 시험 관련 문의

2. 강의자료 요청

3. 과제 제출: bonniekim@skku.edu (보통 마감일 23:59까지)

4. 주차권 구매: 10매 이상 구매권장

PLEASE DO NOT
1. 복사 및 팩스: 학생편의시설 이용

2. 성적문의: 행정실 문의

3. 타 학생 과제 공유 요청: “Plagiarism” 입니다 !!

4. 지각 및 결석 대리 통지: 담당교수님께 직접 연락

5. 사적 특별 공문 요청 (학회공문 제외)  

mailto:bonniekim@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