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사들의 지식
(전문성), 사업 
통찰력, 업계 
네트워크와 
성과향상 솔루션 
접목



저희에 대한 소개
두 개의 브랜드, 하나의 목표

저희 회원들과 업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은 20세기 초에 설립된  
두 개의 유명한 서비스 브랜드인 LIMRA 
및 LOMA의 유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LIMRA는 최신의 
인재 평가 제공자에서 우수한 산업 연구 
조직으로 진화했고 LOMA는 업계 교육 
및 트레이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8년 LIMRA 및 LOMA는 LL Global 
산하로 합병되면서 회원 및 업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영향력있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계속되어 2013년에 
The Secure Retirement Institute® (SRITM)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임원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파악 및 탐구하는 포럼을 비롯해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은퇴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저희의 통합된 조직은 세계 

최대의 금융 서비스 회사 대부분을 

포함해 71개국에 걸쳐 1,200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희는 회원들이 
기술, 은퇴 및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예상하고 포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연구,  
교육 및 트레이닝, 업계 솔루션 및 
국제적 회원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경쟁력 및 업계 관련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 컨설팅 및 

전문적인 개발 

조직으로 리더쉽, 

솔루션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 회원들 및 

업계를 위해 국제적 

연구, 데이터 분석, 

교육 및 트레이닝, 

평가 및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金融サービス
業界を発展さ

せます

 보편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매년 저희는 깊이가 있는 지역 

시장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글로벌 상황을 반영한 100건 

이상의 보편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보고서 및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연구 주제로는 고객 

참여, 판매 채널, 테크놀로지 

개발 및 적용, 은퇴 시장 및 특정 

지역과 현지 시장을 포함합니다.

 InfoCenter 
“간단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서부터 심도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까지, InfoCenter 직원은 

귀하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
국제적인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회원 기업들은 오늘날의 역동적인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술, 규정, 판매채널, 생명보험, 은퇴 및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저희의 
균형있는 양과 질의 연구를 바탕으로 귀하의 조직은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전 세계 주요 트렌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 
저희 출판물은 최신 연구, 업계 

이슈 및 금융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의견, 기사 및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출판물은 

업계 경영진, 연구원 및 지도자들의 

기고를 통한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분석을 위한 우수인재 센터 (Center of 
Excellence for Analytics, CEA)  
본 COE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업계 데이터에 최신식 통계 

기술을 적용하고, 최신 분석 

연구를 발표하며, 분석적인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업계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연구 및 컨설팅   
귀하의 필요에 따르는 연구, 

트레이닝, 평가, 학습, 개발 

및 전문적 참여에 중점. 저희 

컨설턴트들은 귀하의 목표, 도전  

및 판매채널에서의 기회를 발견하고, 

인재 관리, 맞춤형 연구 및 이행 

분석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자원, 규제 환경, 시장 

및 경쟁적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해결책을 공급해드립니다.



人々 を  
ソリューション

と 
結びつける

교육 및 전문적 개발
저희 전문적 교육, 트레이닝 및 개발 온라인 과정 및 대면 현장 
프로그램은 귀하의 관리 및 운영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성과 및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증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FLMI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는 

고객 서비스, 재보험, 규정준수 

및 은퇴시장 분야에서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학습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특정 결과의 충족 및 

비즈니스 필요에 맞춘 행동 

변화의 주도를 위해 디자인된 

비용 부담이 적고 순발력 

있는 고효율의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인 보험 지점장(Chartered 
Insurance Agency Manager, 
CIAM) 
전과는 달리 오늘날 현장 

관리자들은 생명보험 및 금융 

서비스의 판매 채널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CIAM 
(공인 보험 지점장) 자격증을 

통해 전문가 개발을 위한 경로 

및 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설계사 개발 시리즈(Producer 
Development Series, PDS) 
설계사, 영업 담당자 또는 

재정 설계사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던,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경쟁적인 금융 서비스 환경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착율,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의 핵심은 설계사로 

하여금 빠르고 생산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스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상 및 인정 

저희는 영업 생산성 및 

유지율이 귀하의 성공의 

주요 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들이 

영업 설계사 및 관리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제 품질 대상(International 
Quality Award, IQA) 및 국제 

생산성 대상(International Award 
for Productivity, IAP)과 같은 

저희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상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Trustworthy Selling®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통찰력, 구매자 및 판매자 
심리, 최고 설계자 영업 노하우를 통해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최상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보험 집중 프로그램  
보험 집중 프로그램은 업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입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의 복잡한 상품,  
기능 및 용어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네크워킹
저희 조직의 핵심은 업계 네트워킹입니다. 
저희는 업계 전문가 및 기업가들을 국제 
회의, 위원회, 스터디 그룹 및 워크샵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약 30회의 연례 
국제 회의 및 연중 120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업계 전문가들은 저희 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업 및 민간 분야의 지도자들을 
통해 모범 사례 및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업계 이용 및 혁신
저희의 광범위한 업계 네트워킹을 통해 
저희 회원들이 업계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 
도전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희는 정보 처리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업계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능력있고 
혁신적인 
커넥션 생성

업계의  
진화를

위한



귀하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귀하의 LIMRA 또는 LOMA 회원 관리 
디렉터에게 문의하거나 다음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globalmembership@limra.com 
globalmembership@loma.org

2019 LL Global, Inc.  모든 권한은 귀속됩니다.C

다음 단계

적절한 커넥션(연결)을 통해 빛을 발하는 스파크, 에너지 
그리고 힘의 변화에 대한 잠재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계와 저희 회원들 사이에 이러한 커넥션을 만들고, 스파크를 
일으키고, 모멘텀을 불러오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하는 
서비스의 모든 것입니다. 

귀하 및 귀하의 회사가 이러한 변혁을 일으키는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보십시오.

www.limra.com www.lo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