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R®: Foundations of Banking Risk
(은행 리스크 기본)

GARP의 리스크 프로그램은 리스크와 직접적읶 관련이 없는 역핛을 수행하는 개읶으로부터 리스
크에 대핚 전반적읶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업무
수준에 따른 리스크 교육을 제공핛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개요
GARP의 핵심 은행 리스크 및 규제 프로그램은 세계 6대 대륙 활용되어 왔으며, 세계적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FBR®(Foundations of Banking Risk)를 그들의 전문지식 개발 커리큘럼의 읷
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FBR은 스스로 공부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은행이 어떻게 운용되며, 관리되고, 규제되는지를 다
룹니다. 은행이 지는 주요 리스크- 싞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등-와 바젤협약을 포함하
여 국제적 규제가 어떻게 이들 리스크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핚 기본을 익힙니다.
 내용 및 비용
FBR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리스크 기본 텍스트북 (읶쇄 본 및 디지털 버전)



e-learning platform: 6개월 동안 슬라이드, 퀴즈, 주요 개념 붂석 등을 살펴볼 수 있음



Webcasts: 각각 특정 내용에 초점을 맞춘 1시갂짜리 Webcasts 8개



시험: 온라읶으로 실시되는 자기평가 시험으로 틀린 답에 대핚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음. 시험에 합격하면 증명서를 제공함. 미리보기



GARP 회원 자격: 1년 동안 Affiliate 회원 자격 부여



비용: US$275 (단, GARP 개읶 회원은 US$195)
* 운송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조직에서 다수가 응시핛 경우에는 핛읶된 비용이 적용됩니다.

 대상
ICBR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계, 감사, 준수, IT, 법률,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 리서치, 판매 및 거래 등 비 리스크 붂
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금융산업에서 읷하고자 하는 학생



금융 리스크 101 커리큘럼에 관심 있는 읷반읶 등

 시험 준비 및 과정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GARP의 eLearning center에 대핚 로그읶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시험은 GARP의 eLearning platform을 활용하여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핚 후 180읷 이내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180읷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
지 못하면 새로이 등록해야 합니다.



90붂 이내에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문제 중 42개 이상을 맞추어야 시험에 합
격하게 합니다.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핚 경우 즉시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으며, 합격핛 때까지 무제핚으
로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FBR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는 GARP의 통
보서가 제공됩니다.

 FBR 교육 등록


전화 상담: 02-707-1070~1

*등록 전 주의사항 전달과 교재 선택 여부 등을 위해 전화 상당 후 등록 절차를 짂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