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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학위명: 금융학 석사 

 총 5학기 과정 

 토요일 수업 특수대학원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보험, 연금, 금융 및 기타 

인접 분야 강의 

 윤리의식, 분석∙통합 능력, 

의사소통능력, 국제감각 

함양 

 모집: 2016년 5월 12일 

~ 5월 23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gfischool.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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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강좌 안내 

- 실제 강의 무료 수강기회 

- 4 ~ 5월 강좌 중 택 1, 상세정보 뒷면 확인 

- 1회 총 10명, 각 기관 최대 2명 참석 가능 

신청: www.gfischool.com          기간: ~ 2016년 5월 20일까지 

문의: ✉insurance@skku.edu      ☏ 02-760-1283 

 
 

 원서접수: 2016년 5월 12일(목) 10:00 ~ 5월 23일(월) 18:00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홈페이지

(www.gfischool.com) 및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skku.edu/grad/)에서 특수대학원 모집요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사안내) 경제/경영대학 행정실 02) 760-0954 

         (수업안내)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02) 760-1283 

2016년 2학기  

신입생 모집안내 



 

 

 

 

 

 

 

 

 

 

33월월  ~~  55월월  공공개개강강좌좌  안안내내  

일 자 

(토요일) 
시 간 강 의 주 제 교 강 사 

03월 19일 오후 01:30 ~ 04:30 공적연금의 현황과 과제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03월 26일 오후 01:30 ~ 04:30 An Introduction to Risk Theory 
Andrew Barrett 

(ING생명) 

04월 02일 오전 09:00 ~ 12:00 보험수요이론 
홍순구 

(서울과기대) 

04월 09일 오후 01:30 ~ 04:30 
개인과 기업의  

연금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이론 

지홍민 

(이화여대) 

04월 16일 오후 01:30 ~ 04:30 
퇴직연금 

(중국, Skype 강의) 

손필훈 

(고용노동부) 

04월 23일 오전 09:00 ~ 12:00 기업리스크관리 
류근옥 

(서울과기대) 

04월 30일 오후 01:30 ~ 04:30 개인연금 
신기철 

(숭실대 교수) 

05월 07일 오후 01:30 ~ 04:30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배준호 

(한신대) 

05월 21일 오전 02:00 ~ 05:00 
European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 

Practice (Skype 강의) 

Sebastian Schnitzler 

(d-fine GmbH, 독일) 

추추천천세세미미나나  

일자 시간 세미나명 장소 주관 

4월 20일 
오전 8:00  

~ 오후 4:10 

[2016 미래금융포럼] 해외가 답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진출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조선비즈 

4월 27일 

~28일 

오전 8:30  

~ 오후 4:00 
제17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 
파이낸셜뉴스 

5월 26일 오후 2:00 금융발전세미나 여의도 한국거래소  

7월 31일 

~8월 3일 
 20th Annual Conference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engdu, China 

APRIA 

11월 4일 

~6일 
 2nd Annual Conference 서울 

국제금융소비

자학회 

https://sites.google.com/a/chosunbiz.com/finance/
https://sites.google.com/a/chosunbiz.com/finance/
http://www.fnnews.com/news/201603231726220064
http://www.apria.org/
http://www.iafic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