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2학기신입생 모집
금융학석사(MFA)12기(보험학과76기)
www.gfischool.com
인터넷 접수 : 7월 7일~16일,
https://gradscho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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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글로벌보험∙연금학과
보험 및 연금 분야 전문가 / 예비 CEO 과정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인접 분야 강의
윤리의식, 분석∙통합 능력, 의사소통능력, 국제감각 함양
성균관대학교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에서는
보험 및연금 분야의글로벌혁신적리더 양성
을 목표로학생들이금융기업의CEO나 임원
후보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글보연 프로그램
해외 자문교수단

세계적 안목
보험연금시장의 미래에 대한비전
금융 상품 및 경영 혁신 주도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Tsai-Jyh Chen

Sharon Tennyson

Dongmei Che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Cornell University, U
SA

Fudan University,
China

Jean Lemaire

Gene C. Lai W

W. Jean Kwon

Hongmu Lee

Wharton School, USA

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St. John’sUniversity,
USA

Waseda University,
Japan

Harold Skipper

Richard MacMinn

Igor Kotlobovsky

Andreas Richter

Michael R.Powers

Georgia State Uni
versity, USA

Illinois State Universit
y, USA

Moscow State Univ
ersity, Russia

Ludwig-MaximiliansUniversitaet, Germany

Tsinghua University,
China

Ligia Maura Costa

Takau Yoneyama

Ruslan Prijadi U

Sankarshan Basu

Fundaç ão Getulio Va

Hitotsubashi Univers
ity, Japan

niversity of Indonesi
a, Indonesia

Indian Institute of M
anagement Bangal
ore, India

rgas, Brazil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은 동 분야 국내 최고의 재교육기관이

며,

세계적 수준과 글로벌 관점을 지향합니다. 보험회사와 연금기관 그리고 은행 등 금
융분야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하여 리더로서의 자질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내
용과 교수법, 교육여건과 교수구성 등이 그야말로 리더양성을 위해서 구비 되어 있
습니다.
세계적 안목과 지식, 금융∙보험분야의 역사와 최근 변화추이, 필기시험을 지양 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글쓰기와 읽기, 말하기, 듣기) 평가, 최고의 입지조건과 교육환
경,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교수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대학원의 외국인 자문단, 주변 교육과정, 그간의 연구와 교육 실적 등은 성 대
의 자랑입니다. 금융분야 최고의 인재를 꿈꾸는 분들을 찾습니다. 또한 그 꿈 을 이루
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원장

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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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입
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장민기(동부화재 강북대인보상부 대리) | 보험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 스펙을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종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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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
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등록학생 소속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안리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은행 등
2019학년도 등록학생 소속기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 우리은행 삼성자산운용
하나생명, 공무원연금공단 푸르덴셜생명, AIG 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미래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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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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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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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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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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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동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모집요강
1

전형 일정
구

분

입학 설명회
인터넷접 수

일

정

2020. 7.4 (12:30,pm & 7pm) & 7.7. (7 pm)

비

고

www.zoom.us/j/3851236840

2020. 7. 6.(월) 10:00 ~ 7.15.(tn)) 18:00

https://gradschool.skku.edu/

입학원서 &
2020. 7. 7.(화) 09:00 ~ 7. 16.(목) 18:00
서 류 제 출

입학원서및제출서류를 지망
대학원 행정실로제출

입학시험(면접)

2020. 7. 25(토)

합격자발 표

2020. 8. 6 17:00 예정

합격자등 록

- 고지서 출력: 2020. 8. 6. ~
- 등록금 납부: 2020. 8.7 ~ 8.13
※ 고지서 출력 및 등록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간, 장소 추후 안내
https://gradschool.skku.edu/

https://gradschool.skku.edu/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교부)
우리은행 전국지점 & 가상계좌

※ 대학원입학안내홈페이지(https://gradschool.skku.edu/) 메인화면입학 전형> 입학원서접수/제출메뉴를통해
원서접수페이지로이동합니다.
※ 학과에 따라 상기 전형일이 아닌 별도 기간에 입학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등록금수납은합격생개인별로지정된 가상계좌를사용하여진행되며등록금납부와동시에등록이이뤄 집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납부가능).

2

지원 자격
가.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받은자 혹은 2020년 8월 취득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선발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서류심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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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행정실/☎ 02-760-0954, www.gfischool.com

“보험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2020년 확대)”
“세계 보험명문 미국 ST..Johns와
복수학위 취득도 가능 (선택사항) “
“해외 세미나 ”
“45년 전통의 국내최고의 보험연금
교육과 학맥”
성균관대학교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 760. 0954/1283
FAX: 02) 766. 0527
Website: http://www.gfischo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