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경영학과-경영·행정관련 전문직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경영과 행정 분야는 일반영리기업, 비영리기업, 공기업, 대한민국정부, 각종 협회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는 분야임. 최적의 의사결정을 달성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많은 종업원을 관리, 행정, 유지하는 중간 전문 관리자 
또는 소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성장하는 경력 개발임. 기업 등의 일반 사원으로 출발하여 최고 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통제가(Chief Financial Controller), 최고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

제조업, 금융업, 정부투자기관, 정부, 비영리기관 등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 총무, 감사, 무역, 경리, 일반관리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경력을 축척하고 경영·행정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성장함. 경영의 고유한 staff이 되거나 line분야의 
중간관리자, 최고경영자로 성장 가능함.



수요예측

현  황

2. 금융경영학과-경영·행정관련 전문직 CDR 직업수요분석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2014년 319개 산업과 426개 직업별 소득, 종사자
수, 여성비율, 근속년수 등 노동시장 정보에 의하면 경영·행정 분야의 경영 및 행정전문가는 591,000명, 평균종사인
력 연령 46.8세, 평균소득 425.5만원, 여성비율 12.8%로 나타남.

경영·행정 분야의 전문가는 해당 직종에 취업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평사원으로부터 중하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임원, 최고경영자로 성장하는 단계를 거치며 기업체 최고의 지위 중의 하나인 임원급으로 성장 발전하
는 과정을 거치며 각 업종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음.대학 졸업 시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자체 경쟁을 거치면서 
중간, 최고 경영자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기업이나 행정 관련 직종의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승진
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3. 금융경영학과-경영·행정관련 전문직 CDR 교육과정

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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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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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년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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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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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3/3)
경제학원론(3/3)

경영학원론(3/3)
경제학원론(3/3)

영어2(2/2)

회계Ⅰ(회계원리)(3/3)
상법(3/3)

회계Ⅰ(회계원리)(3/3)
상법(3/3)

재무회계(3/3)
증권시장론(3/3)
미시경제학(3/3)

미시경제학(3/3) 경영정보시스템(3/4)

경영통계학(3/3)
금융기관경영론(3/3)
재무관리(3/3)
경영과비즈니스세미나(PBL)(3/3)

경영통계학(3/3)
재무관리(3/3)
경영과비즈니스세미나(PBL)(3/3)



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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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경영분석(3/3)
금융시장론(3/3)
데이터분석(3/3)
회계Ⅱ(원가회계)(3/3)
e-business(3/3)

경영분석(3/3)
회계Ⅱ(원가회계)(3/3)
e-business(3/3)

금융경영세미나(캡스톤디자인)(2/2
전공과취업Ⅱ(금융경영)(1/1)
금융공학(3/3)
비즈니스실무영어(2/2)

금융경영세미나(캡스톤디자인)(2/2
비즈니스실무영어(2/2)

창업및경영기획론(3/3)금융인턴쉽(2/2)세무회계(3/3)
화폐금융론(3/3)
증권분석론(3/3)
국제금융시장론(3/3)
금융인턴쉽(2/2)

금융상품론(3/3)
투자론(3/3)
관리회계(3/3)
마케팅(3/3)
전공과취업Ⅰ(금융경영)(1/1)

마케팅(3/3)
전공과취업Ⅰ(금융경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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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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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21/23

중급영어회화(2/2)

생활과재테크(3/3)
생활과경제(3/3)
고급영어회화(2/2)
경영시뮬레이션(3/4)



4. 금융경영학과-경영·행정관련 전문직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자율적으로 경영,행정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경제뉴스 탐구
교수 및 선후배와의 대화
전략적 의사결정, 개인역략 개발, 의사결정, 창업 등과
관련된 지식 배양

어학학원, 개인별 인턴이나 현장 경험 및 연수

경영,행정 분야 취업 스터디 참여
다양한 분야별 자격증 취득 및 비즈니스 영어반 참여
교내 세미나 및 학과 튜터링 참여

기업체 채용 박람회 및 경영 관련 학회 참여
학교 외 취업동아리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