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총무부서장 및 교육담당

제  목 :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 온라인 강좌 수강생 모집 

1. 귀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관하고 한국해운협회(舊 한국선주협회)에서 지

원하는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 온라인 강좌를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단(한국해양대학교-

한국금융연수원-한국해사문제연구소 컨소시엄)에서 개설하였습니다.

3. COVID-19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집합 교육이 아닌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실

시간 교육이 아니고 강의 동영상 시청 교육이기에, 바쁜 업무로 인해서 해운 금융에 대한 정확

한 정보 및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임원과 실무 담당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본 과정은 무료 강좌입니다.

5.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직장, 재택, 출퇴근 중 수강 및 반복 청취가 가능하오니 첨부 

모집요강을 참조하시어 많은 수강 바랍니다.

첨부 :  1. 모집요강 1부.

 2. 위탁교육훈련 참가신청서 1부. / 끝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 사 장  박  현  규

수신 : 선박금융회사, 외항해운 및 국제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복합운송업체 등

이사  원경주 전무  강영민

시행  한해연 제20-033(2020.11 21) 접수

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전화  (02)776-9153 전송  (02)752-9582/ komares@chol.com kogw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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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 온라인강좌 수강생 모집

1. 교육과정명 :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 2020년 <제2기> 온라인 강좌

2. 교육 기간 : 2020년 11월 27일(금)~12월 18일(금) (총 92차시, 1차시 강의 동영상 러닝타임

은 30~45분으로서 강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 교육 장소 : 온라인교육 (직장, 재택, 출퇴근 중 수강 가능)

               교육 운영자 : 한국금융연수원

4. 모집인원 : 40명(회사당 인원 제한 없음.)

5. 수 강 료 : 무료 강좌 (수강료 무료, 교재비 무료)

6. 신청마감 : 마감 2020년 11월 25일(수)

7. 학사관리 : 교육차시 80% 이상 수업참가자 - 한국금융연수원 수료증 발급 

8. 교과목 :

과정 교과목명 　교육내용 차시

기 본

해운금융개관 ▪해운금융의 종류, 현황, 특성 등 학습 3

세계경제 동향 ▪해운업을 둘러싼 세계경제동향 설명 3

해운/조선산업 동향 ▪해운/조선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4

해운기업회계의 이해 ▪해운기업의 회계 특성 학습 3
용선계약과 용선영업 ▪용선의 개념 및 용선의 과정, 관련 조항 이해 5

해운수입과 비용 ▪해운기업의 수익창출 및 비용 이해 3

선박등기등록 ▪선박등기제도에 대한 학습 4

해운금융세제 ▪해운금융세제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학습 3
해운금융 관련 법 ▪해운금융 관련 법령의 이해 2

환위험관리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이해 3

파생상품이해 ▪해운금융관련 각종 파생상품 소개 3

해운파생상품의 이해 ▪해운파생상품의 개념, 발전과정
▪FFA의 개념, 구조, 한계 등 3

전 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PF의 개념 및 구조, 사례 등에 대한 학습 3
구조화금융(SF) ▪구조화금융의 개념 및 구조, 사례 등에 대한 학습 5

해운업의 시장위험관리 ▪해운산업 리스크관리
▪구조조정 사례분석 3

선박투자와 cash flow 분석 ▪선박프로젝트에 대한 Cashflow 분석 12

Term Sheet 작성 및 해석 ▪Term Sheet 작성 실습 6

선체보험 ▪선체, 기관 등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3

금융 구조조정 실무 ▪금융 구조조정 및 성과 분석 3

해운금융사례 : 선박자금조달
▪벌크선 자금조달 사례 분석
▪컨테이너선 자금조달 사례 분석
▪탱커선 자금조달 사례 분석

4

해운금융사례 : 펀드사례 ▪선박 펀드 사례 분석
▪구조조정 펀드 사례 분석 등 3

선 도
4차 산업혁명과 AI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동향, 사례 분석 3
디지털 금융 이해 ▪국내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모델 사례 분석 3

빅데이터 활용전략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 3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과정 소계 90

기 타
과 정

해외초청 세미나 ▪해외전문가 세미나 링크 제공(자율학습)
특강 2
평가 　(평가 없음)

기타 교육과정 소계 2
합 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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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사진 :

교과목명 강사 소속 비고

해운금융개관 이기환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세계경제 동향 유일선 現)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해운/조선산업 동향
이승철
양종서
오용식

現) SK해운 본부장/상무
現) 수출입은행
現)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학부 교수

해운기업회계의 이해 안기명 現) 한국해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용선계약과 용선영업
이환구
류동근

現) 흥아해운 대표이사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해운수입과 비용 김보연 現) 팬오션(주) 전무이사 　

선박등기등록 황영식 現) 한국선주협회 상무이사 　

해운금융세제 이연호 現)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재민 現) 한국해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구조화금융(SF) 채일권 現) 글로벌인프라연구소 대표이사

해운업의 시장위험관리 안병철 現) 부산은행 해양금융부 부장

선박투자와 cash flow 분석 신장현 現)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본부 팀장

Term Sheet 작성 및 해석 정우영 現)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해운금융 관련 법 정 대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환위험관리 이성돈 前)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 　

파생상품이해 이성돈 前)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 　

해운파생상품의 이해
양진호
이성돈

現) 대한상선 부사장
前)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

선체보험 정영석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AI 윤희성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

디지털 금융 이해 고용철 現) 샵온에어 대표이사

빅데이터 활용전략 윤희성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

금융 구조조정 실무 문주혁 現)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장

해운금융사례 : 선박자금조달 석흔욱 現) KSF선박금융 대표

해운금융사례 : 펀드사례
김우석
우용빈

現) 한국자산관리 공사 해양금융부 팀장
現)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금융부 과장

해외강사 초청 세미나 노미코스 現) 런던 카스비지니스스쿨 학장 　

특강 김인현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과목과 시간은 강의 동영상 제작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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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훈련 참가신청서

※ 특별 요청사항 : 

 본 위탁교육훈련 참가신청서 및 첨부한‘수강신청서 엑셀 파일’에 수강생 자료를 

작성해주세요. 수강 신청 엑셀 파일을 본 한글파일(혹은 ms워드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서버 등록 시 오타 방지를 위해 Fax 접수는 안함. 참가신청서 파일제출 ; kogwon@chol.com)

재직자훈련과정 회차 기간 훈련시간 1인당
교육훈련비

신청강좌
(○표기)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 2020 제2기 2020. 11. 27 ~ 12. 18 온라인 자율수업 무료 O

※ 수강신청서 엑셀파일 견본입니다. 엑셀 파일에 기재,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위탁자

회사명 주소

대표자 업태

사업자번호 종목

교육담당자

성명 Tel

부서 Fax

직위 E-mail

교육비입금 온라인입금 :      은행       만원  납부일             

비고

*신청서제출 : 파일로 송부 kogwon@chol.com (Fax접수 안함. 서버 등록 시 오타 방지)

*안내 Tel : (02) 776-9153(구내 401)  교육 담당자 원경주이사 (hp 010-5473-1950)

*수강료납부: 무료

*수료증은 80% 이상 온라인 강의 수업해야 발급함.

※ 첨부 : 해운금융_온라인강좌_수강신청서_(통신,사이버연수_비환급) (엑셀)

          (교육 신청시 본 1)신청서양식, 2)엑셀파일, 3)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2020년   11월    일

                                             교육훈련위탁자 :                (직인 생략)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물류교육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