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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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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keting, 마케팅, 소비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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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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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0-6153
033-250-6179
033-250-6144
033-25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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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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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기술경영,
경영전략

재무회계,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치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은행국제화전략,
글로벌비지니스,
기업국제재무

조직이론,
원가관리회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기업가정신

이아영 교수

이종용 교수

정광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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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0-6149
033-250-6177
033-25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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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kschung
jyjung
kjcha7
글로벌경영관 413 글로벌경영관 402 글로벌경영관 409 글로벌경영관 505 글로벌경영관 610 글로벌경영관 411
재무회계,
기업공시 및
기업가치평가

연속시간재무관리,
파생금융상품론,
투자론

재무회계

품질경영(TQM),
생산전략,
목표(방침)관리

채수준 교수

최종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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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교수

033-250-6172
033-250-6175
033-250-6143
033-25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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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choi
jieun
jhhan
글로벌경영관 403 글로벌경영관 511 글로벌경영관 411 글로벌경영관 405
재무회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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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소비자행동,
광고

최적화, 휴리스틱,
스케줄링

세무회계,
회계감사

IT Strategy, Big Data,
IT outsourcing,
e-business,
Project Mgt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소개 및 학년별 교육과정
1970년 설립된 강원도 최초의 경영학과로서 경영현상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요구
되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경영인재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학전공은 ①경영전문지식, ②현장적응능력, ③글로벌역량, ④윤리성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과 같이 다양한 조직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학원론1·2, 경제경영수학, 경영경제통계, 글쓰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영어 1·2,
경영정보학원론, 비즈니스영어1((Business English 1), 비즈니스영어2((Business English 2)

2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중급회계1, 원가회계, 미시경제학, 생산전략, 계량경영학, 조직행동,
경영과 컴퓨터, 기업외국어1·2, 투자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글로벌e-비즈니스, 글로벌프로젝트, 무역실무,
국제비즈니스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 기초

3, 4
1학기

전락경영, MIS, 국제경영, 파생금융상품론, 마케팅리서치, 글로벌마케팅, 경영조직, 노사관계, 인사/조직세미나,
금융기관경영, 재무특강, 경영시사분석, 경영학특강1, 글로벌경영전략, 국제비교경영론, 글로벌기업리서치, 경영
과학특강2, 기업외국어3, 조직구조와 설계, 조직개발과혁신론, 국제무역론, 빅 데이터 분석사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글로벌전략경영, 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방법론, 비즈니스 인텔리젠스와 데이터마이닝

3, 4
2학기

중급회계2, 재무제표분석, e-비즈니스, 경영과학특강1, 기술경영, 소비자행동, 문화마케팅, 서비스마케팅, 창업론,
리더십, 보험경영, 글로벌재무관리,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경영윤리, 경영과조직특강, 해외직접투자론, 국제기업
환경론, 국제경영세미나, 국제지역연구, 경영학특강2, 기업외국어4, 글로벌인적자원관리, 국제경영법,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 혁신경영론, 프로젝트관리, 국제금융론, 국제기업가정신, 국제정치의 이해, 국제거래협상론,
글로벌인턴십1, 글로벌인턴십2

전학년

꿈-설계 상담

회계학전공 소개 및 학년별 교육과정
1979년에 설립된 회계학과에서 배출한 3,000여명의 졸업생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회계학
전공자로서 능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회계학전공 졸업생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
증을 취득하여 전문자유직에도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공무원, 교직(상업교육), 자영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회계학전공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2016년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하는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였으며 ① 경
영전문지식, ② 현장적응능력, ③ 글로벌역량, ④ 윤리성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과 같이 다양한 조직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회계학원론1, 회계학원론2,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경제통계, 경제경영수학, 의사소통영어1, 의사소통영어2,
글쓰기와말하기

2

중급회계1, 중급회계2,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법입문, 세무회계2, 상법, 재무관리, 마케팅, 미시경제학, 기업영어
회화, 기업실무영어

3

세무회계1, 회계정보시스템, 고급회계, 재정학, 원가관리회계실무, 중급회계3, 회계감사, 회계학캡스톤디자인,
회계학특강, 전산세무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국제경영, 무역실무

4

회계이론, 세무회계실무, ERP 회계, 회계윤리, 정부 및 비영리조직회계, 회계학종합실습, 파생금융상품론,
재무제표분석

전학년

꿈-설계 상담

2018 Department Guide book

9

경영학전공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재학생 인터뷰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경영학과에 입학 후 모든 것이 새로워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였고, 그 중
졸업 후 진로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공공기관
공기업 및 공사, 공단, 공무원

일반기업
최고경영자, 부서관리자,
경영컨설턴트,
시장조사전문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뱅커, 자산관리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세무사, 회계사

제 분야를 찾았습니다. 그 분야는 마케팅과 인사관리입니다.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
게 되는 마케팅과 인사관리 과목은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안에서 진행되는 팀프로젝트는 실제 기업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해
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주는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회계나 재무, 생산관리 분야도 깊이 공부해
보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관심있는 분야만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모든
과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수강하고 공부하는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터 기획, 마케팅 등 경영학과에 관련된 직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여전합니다. 사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수 없이 꿈이 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 꿈은 변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기에 오히
려 즐겁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다면 이런 즐거운 고민을 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과 자랑거리
경영학전공은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으로부터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경쟁력 있는 경영학 교육의 틀과 체계적관리, 수요중심 경영교육 등이 마
련된 경영학전공은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다방
면에 활동하는 동문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재학생들의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글로벌패스파인더 프로그램, 베스트 팀 플레이어 프로그
램, 학술연구회 활동,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
문가 양성을 위해 영어수업은 물론 제2외국어 교육도 병행되고 있으며 해외 유명 대학
과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동문
김재명(71학번)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상흥(77학번) 녹십자생명(주) 대표이사

이석호(73학번) (주)청호나이스 대표이사

이명희(80학번) (주)풀무원 부사장

박상규(74학번)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3년간 취업자
김동각(06학번) 삼성전자

전원길(10학번) 기업은행

김은진(08학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지현(12학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선희(09학번) 한국은행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전문 경영인을 추구하는 학생
다양한 형태의 여러 조직에서 미래 리더 및 최고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새로운 도전을 통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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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회계학전공

Major in Accounting

재학생 인터뷰

졸업 후 진로
진학
석사 및 박사과정

공공기관

습득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
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제대로 된 회계학공부를 통해 회계적 시각
에서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을 갖고 싶은 열망이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하여 회계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막연하게 생각한 회계공부를 대학에 진학해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조직의 언어를 제대로

분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단일화된 국제회계기준을 한국도
2011년 도입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화 된 회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공기업, 세무직 공무원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일반기업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은행·증권·보험사

회계학 리스타트1, 2(비즈니스맵/유관희)
간편회계가이드(신론사/정명환, 배후석)
재미 있는 회계여행(김영사/정헌석)

자랑스러운 동문
최형희(81학번)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김용겸(87학번) NH투자증권 지점장

김영현(82학번) (주)혜인이엔씨 대표이사

김형구(88학번) 국제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함강국(82학번) 부천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최근 3년간 취업자
이보듬(09학번) 강원신용보증재단

최용주(03학번)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미영(09학번) 하나은행

손길현(06학번) 대원세무법인 세무사

백현명(07학번) 신한은행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언어 습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회계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학생
2018 Department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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