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Dept. of National Pension)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공‧사 연금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역량과 현장경험을 지닌 인재

전공능력 경영/경제의 이해 · 법학/행정의 이해 · 사회/복지의 이해

교육목표

◾효율적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 법학 지식 및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공·사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 위에 연금 운영에 대한 융합적 사고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각종 공적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취업을 위해 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실시(수업 및 특강, 견학)

◾경영/경제 분야와 법/행정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요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공·사 연금 업무와 연관된 융합된 사고를 통해 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선후배 간의 멘토 제도 운영을 통해 공·사 연금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간의 유대강화 및 
취업 정보 교류

수여학위 연금학사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공적 연금기관 AFPK, CFP,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적 금융회사 AFPK, CFP,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일반기업/공무원 AFPK, CFP,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경영/경제의 이해

정의
공·사 연금기관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경제에 대한 원리를 습득
하는 능력

준거
경영/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공·사 연금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학/행정의 이해

정의
공·사 연금기관의 합법적인 운영과 해당 법률조항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법적
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준거
공·사 연금 운영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다.

사회/복지의 이해

정의 공적연금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준거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사 연금기관의 관리를 위해 연금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경영/경제의 이해 법학/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경영/경제의 이해 법학/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공적 연금기관 ◐ ◐ ●

사적 금융회사 ● ● ○

일반기업/공무원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공사 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공사 연금상품의 이해
봉사정신,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공사 연금 관련

현황 및 전망

연금관련 지식의
실무 적용 사례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경영/경제, 법학,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연금분야에  적용

법학, 사회복지 기초지식을 바
탕으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영/경제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경영/경제, 법학,

사회복지 기초지식
법학, 사회복지 기초지식

분야별 기초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6] 직무수준 별 교육과정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경제의 
이해

법학/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연금법 ◐ ● ◐ 4 5 1

복지국가론 ◐ ◐ ● 7 1 2

연금정책론 ● ● ◐ 4 5 1

사회복지정책론 ○ ◐ ● 5 3 2

사회보장론 ◐ ◐ ● 5 3 2

행정법각론 ◐ ● ◐ 5 3 2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경제의 
이해

법학/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연금의이해 ● ◐ ○ 4 5 2

사회보험의이해 ● ◐ ◐ 5 4 1

투자론 ● ◐ ◐ 4 4 2

재무회계 ● ◐ ○ 6 2 2

재무관리 ● ◐ ○ 6 2 2

자산관리 ● ◐ ○ 5 3 2

민사집행법 ◐ ● ◐ 5 3 2

보험해상법 ◐ ● ○ 5 3 2

심화

사회복지역사 ○ ◐ ● 7 1 2

상법총칙및상행위법 ◐ ● ○ 5 3 2

행정법총론 ◐ ● ◐ 5 3 2

미시경제학 ● ◐ ○ 5 3 2

회계원리 ● ◐ ◐ 6 2 2

통계학개론 ● ◐ ◐ 4 4 2

기초

경영학원론 ● ◐ ◐ 5 3 2

경제학개론 ● ◐ ◐ 5 3 2

법학 ◐ ● ◐ 5 3 2

민법 ◐ ● ◐ 5 3 2

사회복지학개론 ○ ◐ ● 7 1 2

진로분야 직무수준 경영/경제의 이해 법/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공적연금기관
(P)

전문
연금의이해
연금정책론

연금법
행정법각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실무

자산관리
재무관리
재무회계
투자론

민사집행법
보험해상법

사회보험의이해

심화
통계학개론
회계원리
미시경제학

상법총칙및상행위법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역사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민법
법학

사회복지학개론

사적금융회사
(F)

전문
연금의이해
연금정책론

연금법
행정법각론

실무

자산관리
재무관리
재무회계
투자론

민사집행법
보험해상법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직무수준 경영/경제의 이해 법/행정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심화
통계학개론
회계원리
미시경제학

상법총칙및상행위법
행정법총론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민법
법학

사회복지학개론

일반기업/
공무원
(C)

전문
연금의이해
연금정책론
사회보험의 이해

연금법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실무

자산관리
재무관리
재무회계
투자론

민사집행법
보험해상법

사회보험의이해

심화
통계학개론
회계원리
미시경제학

상법총칙및상행위법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역사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민법
법학

사회복지학개론

공사연금
전문능력

전문

행정법각론(PFC) 연금법(PFC)
연금정책론(PFC)
복지국가론(PC)
사회보장론(PC)

공사연금 
직무/

실무능력
실무

재무관리(PFC)
재무회계(PFC)
자산관리(PFC)
투자론(PFC)
연금의이해(PFC)
민사집행법(PFC)

사회보험의이해(PFC)
보험해상법(PFC)

경영/법/
사회복지

심화
심화

통계학개론(PFC)
회계원리(PFC)
미시경제학(PFC)
행정법총론(PFC)
상법총칙및상행위법(PFC)

사회복지역사(PC)

경영/법/
사회복지

기초
기초

경영학원론(PFC)
경제학개론(PFC)
사회복지학개론(PFC)
법학(PFC)
민법(PFC)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공적연금기관(P), 사적 금융회사(F), 일반기업/공무원(C)

비 
교 
과

▪NCS
▪Leadership & Comm

▪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모의면접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영본부 견학 및 특강
▪연금공단 취업선배 특강
▪국민연금공단 취업동아리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융합교과목: 연금의이해, 사회보험의이해, 연금정책론, 연금법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경영학과
선택 14890 법학 Introduction to Law 3 3 기초 5 3 2 법학과

선택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경영학과

2

선택 16077 민법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3 3 기초 5 3 2 법학과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선택 15981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 3 기초 7 1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2

1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전필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
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08197 상법총칙및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 of Commerci
al Law and Commercial Trans
action

3 3 기초 5 3 2 법학과

2

선택 05256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전필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
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05909 사회복지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3 3 기초 7 1 2 사회복지학과

선택 05376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
ative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3

1
선택 16980 연금의이해 Understanding of Pension 3 3 실무 5 3 2 국민연금
선택 06494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801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심화 5 3 2 사회복지학과

2
선택 16978 사회보험의이해

Understanding of Social Insura
nce

3 3 전문 5 3 2 국민연금

선택 07215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time Law 3 3 실무 5 3 1 법학과

선택 05173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3 3 전문 7 1 2 사회복지학과

4

1
선택 16979 연금법 Law of Pension 3 3 전문 5 3 2 국민연금

선택 15447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2

선택 16718 연금정책론 Policy of Pension 3 3 전문 5 3 1 국민연금

선택 15447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3414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3 3 전문 5 3 2 법학과

선택 14413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3 3 심화 7 1 2 사회복지학과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국민연금

전문
(532)

연금정책론 Pension Policy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연금정책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
금공단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정책 및 미래의 연금정
책의 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
e pens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re
ct pension policy is very important. Lectur
es on current pension policies and future p
ension policies to students preparing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실무
(521)

사회보험의이해 Understanding of Social Insurance

본 강의에서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 노령소
득감소, 산업재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도
입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강의하도록 한다.

This lecture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
nd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introduced 
to prepare for social risks such as disease, 
old-age income decline, industrial accidents, 
and unemployment: health insurance, natio
nal pens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
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전문
(521)

연금법 Pension Law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
여 공적 및 사적 연금관련 법규정을 강의하
도록 한다.

In order to help the National Pension Servic
e solv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
g business process, lectures on public and p
rivate pens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기초
(532)

연금의이해 Understanding of Pension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연
금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
른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등에 대하여 강의한
다.

In a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the impo
rtance of pension income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this, lectures are given on the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perso
nal pension, and housing pension.

경영학과

심화
(442)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
로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
한다.

Introduce students to basic ideas of probab
ility and statistical distribution such as bino
mial distributions and normal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s and simple regr
ession.

심화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래
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
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
he accounting cycles from transaction to t
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
ial statements.

심화
(532)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 Microeconomics is about the fun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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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용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소비자행동
이론, 기업이론, 시장이론, 요소시장이론, 일
반 및 후생경제이론, 시장실패 등을 다룬다. 
수강생들이 경영학 전공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근 경영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제개념들
(예 : 수요곡선 추정, 경매, 게임이론, 정보
의 비대칭성, 네트워크 효과)을 강조한다.

evaluation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ma
rket system. This course analyses consumer 
behavior, firm behavior, competition in Mar
ket, welfare and market failure. We focus 
on some important economic concepts freq
uently utilized in management field such as 
demand curve estimation, auction, game th
eory, asymmetric information, network effe
ct etc.

실무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
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
다.

In this course, student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
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
nts should the firm take on (Capital Budge
t)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
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be f
irm take om and how should they be finan
ced (short-term finance)

심화
(622)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심적
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
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
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
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실무
(442)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소화
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 
즉 CAP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
y a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
valu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
ally, students will study theory such as por
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
l and investment technique.

실무
(532)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평생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통하여 전 생애를 통하여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산관
리의 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
는 사회보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득보장에 필요한 금융상
품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To maintain one’s life standard in whole l
ife time, the asset management is necessar
y. As a method of asset management, we 
can enumerate social security, private pens
ion, entrepreneur annuity and other financi
al product. To choose proper financial prod
uct in our life, the method of asset manag
ement will be discussed in this lecture.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
기 위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
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 will be provided som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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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의 경영마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
공한다.

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법학과

심화
(532)

행정법 총론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운영을 연구한다.

It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Action A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Act as a public domes
tic law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iled 
contents and actual operation are studied.

심화
(532)

상법총칙및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상법의 개념과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
제생활과 이념연구 및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적 보조자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에 관한 고찰을 한
다.

aw, the economic life and Ideology that un
derlines it and studies on the business own
ers of merchants and human and material 
assistants and the commercial behavior tha
t governs the dynamics of companies.

전문
(532)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 각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예규, 실무지침 등을 해설 및 각 절차에서 
신청서(서식)례 및 학성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한다.

Supreme court precedents, regulations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each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are explained and an
alyzed and reviewed, focusing on applicatio
n(form) examples and theories in each pro
cedure.

실무
(532)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time Law

해상법과 보험법을 실정법 체계에 따라 연
구한다. 즉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등을 고찰하고 해상운송
인, 해상운송계약, 선하증권 공동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등을 검토한다.

Martime Law and Insurance Law are studie
s according to the actual law system. In ot
her words, it considers non-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liability i
nsurance. reinsurance etc, and reviews the 
martime relief, ship priority etc.

심화
(532)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국가 행정직의 기본활동 내용을 이루는 행
정법 총론의 내용들을 부문별 행정작용에 
있어서 되살려보는 교과목이다.

This is a course that examines the content
s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ch cons
titutes the basic activities of the national p
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the ad
ministrative function of each sector.

기초
(532)

법학 Introduction to Law

법학학습의 특징, 법률해석 및 적용 일반론, 
법 이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It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
search and general theories of legal interp
retation and application.

사회복지
학과

심화
(532)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과 인접 영역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복

This course lays conceptual foundation for 
key ideas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c
ies. It also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s
ocial welfare policy and related sci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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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한
다. 

order to further expand students’ underst
anding in the field. Students als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
nd its actual practice and welfare states w
hich are considered to be final outcomes o
f social welfare policies.

심화 
(712)

사회복지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가 발달해 온 역사적 배경, 과정과 
요인을 국가별, 시대별로 탐색한다.

This course search for the environment, pr
ocess and factors of historu of social welfa
re according to countries and era.

전문
(712)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개념, 역사, 유형 및 이론과 쟁
점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concept, history, p
attern, theory and issues of social security.

전문
(712)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개념, 이념, 유형과 역사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a concept, ideology, patterns 
and history of welfare state through this c
ourse.

기초
(532)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
지의 지식, 기술, 가치와 역사 등을 소개하
고 사회복지사로서 입문할 수 있도록 기초
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knowledge, skill, 
value of social welfare to the students wh
o start to study social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