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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S (the risk management society)는 글로벌 리스크 전문가 커뮤니티를 교육, 참여 및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뛰어난 조직으로, 전 

세계 3,500개 이상의 기업, 산업, 서비스, 비영리, 자선 단체 및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not-for-profit organization)입니다. 

RIMS는 한국을 포함 전세계 60개 이상 국가에 약 10,000명의 리스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MUNITY

• 전 세계 10,000명의 전문가 회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80개 챕터(지부)를 운영                 

• 60개 이상의 국가를 대표   

•회원 멤버십 유형 : 기업 회원, 개인 회원, 해외 전문가 회원, 청년 전문가 회원, 어소시에이트(공급업체), 학생, 교육자, 은퇴 회원  
 

             
       

CHAPTER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RIMS 80개 지부(Chapters)는 전 세계 리스크관리 커뮤니티에 지역별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지부 리더의 역할은 직업, 전문성 발전을 지원하고 구성원의 진로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발적 봉사의 기회를 제공합
니다. RIMS 위원회, 협의회, 자문 그룹도 중요한 자원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음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위원회(Committees): 연례 컨퍼런스 프로그램, 감사, 대외 업무, 재무, 회원 및 지부 참여 및 임명 & 거버넌스  
 

                
•협의회(Councils): 다양성 및 포용성 자문, 전시회 자문, 글로벌 활동, RIMS 캐나다, 표준 및 실천관행, 전략 및 기업 리스크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학생 자문회 
 
 

                 
   

•자문 그룹(Advisory Groups): 중국, 인도 및 싱가포르의 신생(청년) 리스크 전문가 그룹
            

PRODUCTS
 
AND

 
SERVICES

리스크관리 전문가 자격 인증 RIMS-Certified
 

Risk
 

Management
 

Professional
 

(RIMS-CRMP)
 

certification

                   
                       

                  

이 자격 인증은 리스크관리 역량, 지식 및 경력 충족을 입증하며, 자격이 요구하는 교육, 전문 경력 및 윤리 표준을 준수합니다. 시험
은 Pearson VUE 테스트 센터에서 컴퓨터 기반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RIMS-CRMP 자격증은 ISO/IEC 17024:2012에 따른 ANSI(미
국국가표준)의 공식 인증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리스크관리 전문 자격 인증입니다..

오피스, 리스크 정보 네트워크 Opis, the RIMS Information Network

                    
                  

리스크관리 벤치마크 서베이 RIMS Benchmark Survey™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리스크 성숙도 모델 RIMS Risk Maturity Model for Enterprise Risk Management
                      

       

미션 MISSION 전략적 목표 STRATEGIC GOALS 핵심 가치 CORE VALUES

 

    

  

 

 

글로벌 리스크 전문가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 지속 가능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업,  

  조직 구성을 지원합니다
*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 조직 성공을
  이루는 리스크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 구성원 및 광범위한 리스크관리 커뮤
  니티 참여를 활성합니다
* RIMS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 탁월함을 위해 노력

* 혁신을 수용 

* 협업을 촉진 

* 성실, 존중, 겸손하게 행동 

* 영감을 주고 열정을 가짐 

* 학습 및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지

온라인 네트워크는 RIMS 회원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하고,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강화하고, 멘토와 연결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이는 회원 전용 혜택이고, 데스크톱 컴퓨터 및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벤치마크 서베이(설문조사)는 시장 인텔리전스의 주요 출처로, 기업 리스관리, 보험 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입니다. 또한 기업이 보험 가입 시 리스크 원가에 대한 업계 및 보험 범위 별 객관적인 사실 기반 검토를 가능케 합니다.

기업이 ERM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원천입니다. 전사적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제공하며 맞춤형 ERM 성숙도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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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전문 성장 모형 RIMS Risk Management Professional Growth Model   

 
                         

     

이 모델은 리스크 전문가의 역할을 잘 정의하고, 성과를 개선하고 회원의 지위 및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특성 및 기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 모델을 인재의 채용 및 직무 평가 프로세스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영역  종사자  임금(급여수준) 조사 RIMS Risk Management Compensation Survey     

 이 서베이는 기업의 보상 전략이 경쟁이 치열한 리스크관리 직업에서 현재 급여 및 혜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
고,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출간 간행물 Publications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거진 Risk Management Magazine 연간 10회 이상 18,000명 이상의 독자에게 제공되며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실
무자, 관리자를 위한 분석, 통찰력 및 뉴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정보 원천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모니터 Risk Management Monitor 블로그는 사례, 라이브 이벤트 업데이트, 뉴스 해설, 인터뷰, 팟캐스트 및 비디
오 형태의 정기적인 리스크관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리스크 와이어 RiskWire 일주일에 두 번 이메일을 통해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한 업계 소식과 업데이트를 구독자에게 전달합니다. 

협회의 팟캐스트 시리즈인 RIMSCast는 전 세계 리스크관리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다룹니다.

                 
              

교육
 
프로그램

 Content, Educational Programming   

RIMS는 매년 리스크관리 동향과 가장 큰 당면 과제를 탐구하는 경영진 보고서, 설문 조사, 팟캐스트 및 연구를 개발하고 업계 파트
너의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컨텐츠는 RIMS Risk Knowledge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RIMStore에서 구입할 수 있
습니다. 또한 RIMS는 실제 워크샵, 웨비나, 온라인 과정 및 사내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협회 지원 RIMS Advocacy 
RIMS 협회는 글로벌 리스크관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명을 따릅니다. RIMS는 전 세계 리스크 전문가들을 대표하여 정부, 의회 

의원, 연방 기관, 주 입법 및 규제 기관, 국제 규제 당국에 권익을 주장합니다. RIMS 정치 행동 위원회인 RISPAC는 RIMS의 입법 우
선 순위를 지지하는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VENTS

연례 컨퍼런스와 전시회 RIMS Annual Conference & Exhibition
국제 리스크관리 커뮤니티의 선도적인 교육 및 네트워킹 이벤트입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10,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임원, 

보험사 및 리스크 솔루션 전문 제공업체들이 모여 최고의 모범 사례, 관리 경험을 공유합니다.

                  
          

리스크 포럼 RIMS Risk Forums  

RIMS는 전 세계에서 리스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인도, 중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등 국가가 있습니다. RIMS 

챕터(지부)에서는 지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전사적  리스크관리  컨퍼런스 RIMS ERM Conference  

전략적 및 기업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유지 보수 및 발전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위한 연례 컨
퍼런스입니다.

                 
 

리스크
 
테크

 
포럼

 RIMS RiskTech Forum   
              

리스크
 
서밋

 
RIMS Risk Summits    

리스크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초대된 소규모 리스크 전문가 모임입니다. 리스크 서밋
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차세대
 
포럼

 
RIMS

 
NextGen

 
Forum

  

증가하는 리스크 전문가와 협력하고 교육하며, RIMS가 미래의 리스크 전문가의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스크
 
리걸

 
서밋

 RIMS Legislative Summit  

미국 RIMS 회원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리스크 관리 커뮤니티와 관련된 우선순위를 옹호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리스크, 보험 테크 트렌드, 개발 및 모범 사례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는 컨퍼런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