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경영학과-공무원 등 기타분야직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경영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진출하거나 국제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경력 개발과정임. 
경영재무 분야의 지식과 함께 행정 분야 경영을 위한 행정, 법률 분야의 지식을 보완하고 영어 등 외국어 분야의 지
식을 보완하여 국제 또는 외국기관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함. 9 급 공무원 등으로 출발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
관에서 정부정책과 그에 관련된 정책 집행을 기획ㆍ조직ㆍ조정하며, 공공단체 직원으로서 공공단체의 정책을 수립
보조하고 이와 관련된 직종 내에서 승진 발전하고자 하는 경력 개발.

국가 중앙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각 종 공공관련 협회, 외국기관의 종사자, 정부출연 각종 연구소와 유관기
관 등



수요예측

현  황

2. 금융경영학과-공무원 등 기타분야직 CDR 직업수요분석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2014년 319개 산업과 426개 직업별 소득, 종사자
수, 여성비율, 근속년수 등 노동시장 정보에 의하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국방 행정포함)는 1,026,000
명, 평균소득 242.09만원(협회 및 단체는 278,000명, 평균소득 208.3만원, 국제 및 외국기관은 13,000명, 평균소득 
297.7만원)으로 나타남.

중앙의 행정, 재정, 경찰, 교육, 사회, 세무, 관세 분야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각 종 공공단체, 협회 등의 직원, 국제 및
외국기관 직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수요로 인해 꾸준한 인력 채용이 이루어
지는 분야임.



3. 금융경영학과-공무원 등 기타분야직 CDR 교육과정

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경영학원론(3/3)
경제학원론(3/3)

경영학원론(3/3)
경제학원론(3/3)

영어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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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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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3/3)
e-busines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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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취업Ⅱ(금융경영)(1/1)

세무회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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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년

학
기
금융경영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36/36 15/16

중급영어회화(2/2)

생활과재테크(3/3)
생활과경제(3/3)
고급영어회화(2/2)



4. 금융경영학과-공무원 등 기타분야직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자율적으로 경영,행정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경제뉴스 탐구
교수 및 선후배와의 대화

공무원 학원, 공무원 등과의 접촉
장래전망 직업 박람회 참여

별도의 교내 공무원 등 분야 취업 스터디 참여

공무원 공채 설명회 등 참여
학교 외 취업 동아리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