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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약 

 

리스크 관리와 보험 (Risk Management & Insurance: RMI) 산업은 저 숙련 근로자에서부터 

고숙련 전문가까지 비교적 우수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RMI 산업, 

이중에서도 특히 재보험 분야는 오래 전부터 국제화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인적 자원 관리가 범위와 규모면에서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 업계는 헌신적인 

새로운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학자나 업계의 리더들, 그리고 정치가들은 새로운 근로자 및 현 직원들에게 

RMI 를 매력적인 학문과 전문 직업으로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는가? 일부 선별된 

신흥 경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 RMI 를 공부하는 대학생의 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 보험 시장에서 핵심적인 

리스크가 된 것은 놀랍지 않다. 사회적, 경제적, 시장 중심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 

시장에서의 인적자원 확보와 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리스크 관리와 보험(RMI)이 일반 대중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문적인 분야나 

전문 직종으로 잘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학문이며, 특히 보험에 대한 교육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불문하고 매우 매력적인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보험의 학문적 또는 

전문적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업계는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거나, 지역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 분야를 

학문적 전공으로 채택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이들을 위한 훈련 및 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 세계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에 긴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인재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과거 기록의 관찰과, 2013 년 전 세계 RMI 분야의 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로부터 얻은 주요 발견사항을 싣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학회와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제 3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온 정책들 역시 소개되어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19 세기 대학에서의 RMI 프로그램의 시작과 20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그 발전 과정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공공 분야의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와 더불어 2013 년 25 개 국가의 116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볼 것이다.  

 

과거의 리스크 및 보험 교육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부터 이미 보험에 대한 학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우리는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선별된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쓴 

석사 및 박사 논문의 기록을 찾아냈다. 또한 보험에 대한 대학 정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체계적인 산업 훈련 프로그램 역시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보험 연맹(Federation of Insurance Institute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과 보스톤 

보험 도서관 협회 (Insurance Library Association), 뉴욕 보험 학회 (Insurance Society of New 

York) 및 기타 기관 등에서는 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와 통신교육과정, 시험 등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보험 산업에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던 

시대에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유럽: Université de Paris, Université de Caen Basse-Normandie, Université de Toulouse,  

 Université de Lyon, Albert-Ludwigs-Universitaet Freiburg 

**북미: Bosto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Yale University 

***아시아: Peking University 

 

유럽의 학자들은 괴팅겐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19 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보험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 지역을 보자면 보스톤 대학과 하버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및 워싱턴 대학에서 보험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위스콘신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은 둘 다 처음으로 보험을 정규 교육 커리큘럼으로 채택한 

대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대학은 보험 산업과 계리학, 생보사 경영 및 손해 보험 

(중개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1905 년부터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험에 대한 2 차, 3 차 교육이 1900 년대에서부터 실시되었다.     

 

보험이 특히 미국에서 학문적인 분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 년대였다. 미국의 

전문대학과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1927 년, 1932 년, 1949 년, 1956-

1957 년, 1969-1970 년, 1975-1976 년에 실시)를 보면 보험 과정과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5-1976 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677 개의 기관에서 

2,566 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수십 년 동안 보험원칙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으로 

꼽혔고, 그 뒤를 이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인기를 누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2-

1993 년도에 북미에서 실시한 마지막 종합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부에서 RMI 과정을 개설한 

기관은 203 개에 이르는 반면, 이 중 61 개의 기관만이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RMI 과정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원 과정으로 RMI 프로그램을 개설한 기관은 71 개였고, 이 중 

18 개 기관이 RMI 를 전공과정으로, 그리고 3 개의 기관이 부전공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박사학위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8 개였다.       

 

처음으로 대학에서의 RMI 교육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은 1960 년으로 

알려져 있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299 개의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456 개의 보험 과정과 689 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험 원칙이 개설 된 과목 중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보험법과 사회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해상보험이 

차례로 순위권 안에 들었다.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가 1977 년에 실시되었는데, 67 개 국가 

332 개의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786 개의 보험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스크와 보험 

기본과정이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보험법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다.    



현재의 RMI 교육 상황  

 

캐나다에서는 많은 대학이 1 개 이상의 RMI 과정을 비즈니스 커리큘럼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 일부만이 RMI 학위나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RMI 를 학부 전공과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MI 를 학부 부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역시 많이 있다. 북미, 중미, 

그리고 남미의 제 3 기관에서의 RMI 교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RMI 교육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의 비교적 많은 기관에서 학사 및 석사, 박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2010 년 중국의 보고서를 보면 87 개의 RMI 학사과정과 

47 개의 석사과정, 그리고 23 개의 박사과정이 소개되어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RMI 학사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 2 만 명 이상, 석사과정이 1,500 명 이상, 박사과정이 

240 명이고, 교수진도 1,100 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RMI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또는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국내에서 인정받는 다수의 지역 대학들을 

유치하였다. 일본의 RMI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세미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기존의 단독 RMI 프로그램 대신에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대만에는 RMI 교육을 실시하는 다수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이 있을 뿐 아니라 해외와 

국내에서 교육받은 RMI 교수들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몇몇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도 RM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RM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여러 개 있지만, 잘 알려진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과 업계 협회들이 인적자원 개발을 주도해왔던 전통적인 역할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와 유사한 문화가 유럽 대륙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영연방 국가들에서 

관찰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 그러하듯 영연방 국가들에선 RMI 과정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전공이나 비전공군으로 개설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현재 

40 개가 넘은 대학이 RMI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보통 보험과 은행 

커리큘럼의 일부로 보험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소액보험과 이슬람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타카풀(takaful)을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 및 보험에 

대한 관심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MI 교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2013 년 설문조사  

 

동 설문조사는 25 개국 37 개의 공공기관과 79 개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학문적 분과의 특징과, 교수진, 학위 프로그램, 학생회, 기회 및 

도전과제들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주요 발견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교수진. 조사에 포함된 112 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495.5 명의 전임교수들 중 422 명(85.2%)는 

최종학위(박사학위) 보유자이다. 겸임교수는 287.5 명으로, 이들 중 100.5 명(35.0%)은 



최종학위를 보유한다. 각 기관당 평균 4.38 명의 전임교수와 2.54 명의 겸임교수가 있다. 

12 개 기관은 10 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다. 고용된 교수들 중 1 개 이상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는 68 개였다.  

 

 전공 및 부전공. 112 개 기관 중 83 개 기관(74.1%)은 RMI 학사과정을 제공했다(통상,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통합과정의 일부에 RMI 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84 개 기관 중 41 개 

기관(48.8%)은 추가적으로 RMI 부전공을 가능케 한다(집중과정, 트랙 등과 유사한 과정 포함). 

이와는 별도로, 112 개 기관 중 10 개 기관(8.9%)은 RMI 를 학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했다. 

고급학위의 경우, 113 개 기관 중 69 개 기관(61.0%)에서 RMI 에 대해 MBA, 이학석사(MS; 

Master of Science), 또는 기타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통합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69 개 

기관 중 43 개 기관(62.3%)은 추가적으로 박사과정에서도 RMI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는 

별도로, 5 개 대학은 RMI 석사과정은 없지만 박사과정은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현황 (99 Observations). 조사의 대상이 된 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총 14,171 명이다.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 10,786 명, 정규 MBA 학생 1,042 명, 시간제(part-time) MBA 학생 

249 명, 정규 석사과정생(문/이과 포함) 1,418 명, 시간제 석사과정생(문/이과 포함) 383 명, 

그리고 박사과정생 293 명이 있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10개 기관 중 중국에 5개, 대만에 2개, 그리고 독일, 한국, 미국에 각각 

1개씩 있다. 학사과정 학생이 가장 많은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중국에 있고, 3개는 대만에 

있으며, 한국, 러시아, 미국에 1개씩 있다. MBA 학생이 가장 많은 10개 기관의 경우, 3개는 

중국에 있고 1개는 대만에 있으며 2개는 미국, 그리고 4개는 인도에 있다. 석사과정(문/이과 

포함)을 개설한 기관들 중 학생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는 4개가 중국에, 3개가 영국에, 그리고 

호주, 인도, 태국에 1개씩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는 6개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RMI 박사과정생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러시아, 대만, 그리고 미국의 경우 

1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을 보유한 기관이 1개씩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RMI 학사과정 (99 Observations). 1 개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RMI 입문 강의를 필수(80 개) 

또는 선택(18 개)과정으로 제공한다. 기타 인기 많은 강의로는 생명 및 건강보험(필수 45, 

선택 27), 손해보험(필수 45, 선택 15), 리스크 이론/경제학(필수 31, 선택 20), 기업보험(필수 

28, 선택 18), 보험법(필수 21, 선택 28), 개인보험(필수 20, 선택 20), 보험경영(필수 16, 선택 

31), 근로자 복지(필수 17, 선택 27), 그리고 재보험(필수 9, 선택 20)이 있다. 이론 위주 수업과 

실무 위주 수업의 차이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한 기관중 국제적인 관점에서 RMI 관련 강의를 개설했다는 기관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 중 4 개 기관은 필수과정으로, 그리고 14 개 기관은 선택과정으로 개설했다. 한 

미국 기관은 강의와 연계된 인턴십 과정을 요건으로 삼았으며, 나머지 7 개 미국 기관은 

선택사항으로 제공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인턴십 과정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MI 대학원 과정 (60 Observations). 여기서도 입문 과정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필수 28, 

선택 17), 리스크 이론/경제학(필수 27, 선택 15), 보험법(필수 19, 선택 13), 손해보험(필수 15, 

선택 13), 생명 및 건강보험(필수 12, 선택 22), 그리고 보험경영(필수 9, 선택 13)이 뒤따랐다. 

금융 리스크관리는 21 개 기관에서 필수과정 20 개, 선택과정 21 개를 개설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금융 과정 외에도 금융 및 보험과정을 제공한다.  

 

 RMI 박사과정 (27 Observations). 개설된 과정들이 강의에는 그다지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0~2 개의 필수강의를 제공하며, 주로 보험입문, 

리스크 이론/경제학, 금융 리스크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 

이론/경제학이 가장 인기가 높으며(필수 14, 선택 7), 그 다음으로는 금융 리스크관리의 

인기가 높았다.  

 

 프로그램 성공 요인 . RMI 프로그램이 매우 경쟁력 이 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성공요인은 

대학 및 학과의 명성, 교수진의 명성(예: 연구, 교육혁신, 연구 센터 운영, 다른 학술부문과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정부 및 업계의 지원과 기관의 위치이다. 

 

 과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어려움은 높은 연구/교육의 자질을 갖춘 교수진의 채용과 

충분한 수의 수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듯, 보험 분야 는 널리 일반 대중 또는 대학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보험 주제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미 업계 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사이 또는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이 사회, 경제적 기여 및 보험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의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자본 유치 및 보유 위험에 대한 

해결책 으로 다음의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첫째, 고등교육 기관과 파트너 교육기관이 보험업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보험사는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RMI 프로그램을 주요 전공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미 RMI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학습과정을 조율하고 강화하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수진은 RMI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습과정을 

필요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RMI 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 기관은 보험산업이 필요한 인적자본의 공급을 위해 

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는 경제, 금융, 법률, 

회계에서 상품개발, 마케팅, 언더라이팅, 클레임, 투자, 회계, 정보기술 등 일상적 보험사 운영을 위해 

엔지니어링 및 정치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졸업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사업에 강한 관심을 

가진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결국 보험업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 RMI교육의 가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