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학과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1. 학과개요 Summary
글로벌경영학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경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영이론
및 실무역량을 갖춘 경영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to cultivate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experts with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enough to meet
the demands of companies satisfying social demands.

2. 개설과정 Courses
가. 석사과정 : 마케팅전공, 회계학전공, 재무관리전공, 경영정보 MIS 전공, 생산운영관리
전공, 인사조직전공, 경영전략전공
Master’s Degree Courses : Marketing, Accounting,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HR & OB, Management
Strategy

나. 박사과정 : 각 분야
Doctor’s Degree Courses : Each Field

3.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요구되는 건전한 윤리·도덕성을 갖추고, 학
계 및 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 이론을 연구하고, 실무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현대 기업의
핵심인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to establish
necessary ethical and moral standards for business administration based on the Sun
Moon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to study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ies for
schools and companies, to train students, and to cultivate future leaders f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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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과정 Curricula
전공

세부전공

과정
구분

공통※

회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필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3

2회
필수

재무회계세미나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3

세무회계세미나
Tax Accounting Seminar

3

원가회계세미나
Cost Accounting Seminar

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3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3

전략경영론
Strategic Management Theory

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3

생산관리세미나
Production Management Seminar

3

경영과학세미나Ⅰ
Management Science Seminar Ⅰ

3

경영정보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heory

3

경영정보세미나Ⅰ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eminarⅠ

3

혁신전략세미나Ⅰ
Innovative Strategy Seminar

3

기업재무론
Corporate Finance Theory

3

투자론
Investment Theory

3

파생금융상품론
Financial Derivatives Theory

3

전선

마케팅

경영

이수
구분

전선

석사
인사조직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
(MIS)

재무관리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공

세부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
구분
석사/
박사

공통※

회계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필

연구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3

전선

경영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

전필

박사논문연구 (12학점까지 이수가능)
Research for the Doctor's Degree

3

관리회계세미나
Management Accounting Seminar

3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Value Evaluation

3

고급회계세미나
Advanced Accounting Seminar

3

마케팅전략론
Marketing Strategy Theory

3

마케팅전략세미나
Marketing Strategy Seminar

3

광고이론
Advertising Theory

3

서비스마케팅세미나
Service Marketing Seminar

3

인적자원관리세미나
Human Resource Management Seminar

3

전략경영세미나
Strategic Management Seminar

3

고용관계세미나
Employment Relations Seminar

3

조직혁신세미나
Organizational Innovation Seminar

3

조직행동세미나
Organizational Behavior Seminar

3

조직이론세미나
Organization Theory Seminar

3

생산관리세미나Ⅱ
Production Management SeminarⅡ

3

경영과학세미나 Ⅱ
Management Science SeminarⅡ

3

전략적 품질경영
Strategical Quality Management

3

생산전략론
Production Strategy Theory

3

전선

마케팅

전선

경영
박사

인사조직

생산운영관리

전선

전선

비고

2회
필수

전공

세부전공

과정
구분

경영정보
(MIS)
경영

이수
구분

전선
박사

재무관리

전선

교과목명

학점

경영정보세미나Ⅱ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eminar Ⅱ

3

혁신전략세미나Ⅱ
Innovative Strategy SeminarⅡ

3

투자론세미나
Investment Theory Seminar

3

재무관리세미나
Financial Management Seminar

3

비고

6.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s
가. 석사과정 Master’s Degree courses
교과목명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점/시수

3/3

학점/시수

3/3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ddresses how to complete a systematic and logical master’s thesis.
교과목명

재무회계세미나Financial Accounting Seminar

본 과목은 자본시장에서 재무보고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자
들은 기업실적을 예측하고 기업의 내재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이런 관점에서 재무회계가 제공하
는 핵심정보가 무엇인지 이 과목에서 학습한다.
We, in this cours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financial reporting in capital market. Financial
statements provide investors information regarding firm performance. Investors predict
future performance and determine a firm's intrinsic value throughout the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s. We are going to learn what is key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statements.
교과목명

세무회계세미나Seminar in Tax Accounting

학점/시수

3/3

본 과목은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응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데 있다.
This subject is to develop students in understanding tax system and its application. So,
these students can make an efficient decision of tax problem in tax-environment.
교과목명

원가회계세미나 Seminar in Cost Accounting

학점/시수

3/3

기업의 활동을 기획 및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내부자 여러 층의 관리자 가 여러 가지의사결정에 회계정보
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원가회계 주제와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발달된 주제들을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d the various to use accounting information for managerial decision making
for planning and control purposes. Cost accounting and decision making related managerial
accounting issues are dealt with.
교과목명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학점/시수

3/3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심리학,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여 구매행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시장
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market strategy by theoretically organizing the
purchasing behavior by analyzing the purchasing behavior of consumers in psychology and sociology.

교과목명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학점/시수

3/3

마케팅전략은 마케팅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을 다루며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
을 제시한다. The course covers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creating and implementing a
marketing strategy and offers a focus on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교과목명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학점/시수

3/3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 판매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The course covers the theories of maximizing customer satisfaction by developing and
offering intangible service goods.
교과목명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학점/시수

3/3

국제마케팅은 국제마케팅 이론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실제 마케팅 현황을 다룬다.
The course offers a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within a
constantly changing and increasingly complex global environment.
교과목명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학점/시수

3/3

현대 기업경영에서 교환의 촉진수단인 마케팅 기능, 마케팅 이론의 변천과정, 마케팅 관리과정 등을 공부한다.
The course covers the process of marketing management, the history of marketing theories,
and marketing function as a driver of exchange
교과목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학점/시수

3/3

경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이론들을 학습하고, 기업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방법론을 다룬다.
Addresses the theori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practice theories for improving the connectivity with management strategies of companies.
교과목명

전략경영론 Strategic Management Theory

학점/시수

3/3

현대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고, 기업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의 분석을 통해 기업 및 사업부 수
준의 경쟁전략들을 수립 및 집행하는 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s objectives are to enhance the strategic mind for the management of modern corporation
and to study planning and executing the competitive strategies at the corporate and division leve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competences of the organization.
교과목명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학점/시수

3/3

조직에 속한 개인들의 조직적 행동을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들 차원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
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of the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 and to study the interactions among the units.
교과목명

생산관리세미나 Operations Management Seminar

학점/시수

3/3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운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다양한 기법을 연구한다.
품질관리, 재고관리, 공급망관리, 구매관리, 입지/설비 문제 등의 분야를 다루며, 생산운영관리 연구에 있어
근간이 되는 논문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operations management. The course covers fundamental and
contemporary concepts and techniques to manage production and service operation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explores quality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purchasing and other OM issues, based on the seminar on essential research papers.

교과목명

경영과학세미나 Ⅰ Management Science Seminar Ⅰ

학점/시수

3/3

기업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영과학의 개념과 기법에 대해 세미나를 위주로 진행한다.
선형계획법, PERT/CPM, 재고관리 등을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It will give
essential tools of operations research to enable scientific decision-making. It covers linear
programming, PERT/CPM and inventory models.
교과목명

경영정보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ory

학점/시수

3/3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조직이 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회계, 마케팅, 재무, 생
산, 인사관리 등 업무 효율화, 신규투자결정, 제품 포트폴리오 결정, 자금조달 의사결정 등 조직의 중대한 의
사 결정의 질적 제고 및 정보기술의 전략무기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
용하는 전략과 시스템 도입 방법 및 이에 대한 사후적 평가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principles of MIS, including quality improvement of decision making by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through electronic commerce, methodology for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evaluation of I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교과목명

경영정보세미나Ⅰ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eminarⅠ

학점/시수

3/3

정보기술의 혁명적 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정보 분야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이로 인한 조직의 정보기술 활용 기법과 방법론
의 지속적 변화상황을 토론방식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new theory and practice of MIS, including operational and strategic
utiliza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through smart
devices, methodology for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 systems.
교과목명

혁신전략세미나Ⅰ Innovation Strategy Seminar

학점/시수

3/3

오늘날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혁신이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혁신은 그 효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디지털기술 IT 을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경영정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영혁신 추진
역량의 강화를 위해 토론과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theory and practice of innovation strategy, including operational and
strategic utilization of business innovation, reinforcement of innovative capability through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ystems.
교과목명

기업재무론 Corporate Finance Theory

학점/시수

3/3

자본예산, 자본구조, 배당정책, 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재무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고
찰과 실무적 적용을 다룬다.
Provides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ain issues about corporate
finance including capital budgeting, capital structure, dividend policy, M&A,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교과목명

투자론 Investment Theory

학점/시수

3/3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치를 위험과 수익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Appraises the values of securities which are being traded in the current financial markets
based on their risks and earnings. Addresses how to establish the best portfolios based on
the modern portfolio theories.

교과목명

파생금융상품론 Financial Derivatives Theory

학점/시수

3/3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의 가격결정모형과 실무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학습한다.
Addresses the pricing models for futures and op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models.
교과목명

연구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학점/시수

3/3

연구방법론은 3가지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접근방법은 정량조사연구, 정성조사연구, 정량/정성 조
사연구이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설의 수립에서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논문의 작성을 다룬다.
The course offers three approaches to research-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in a single research methods. The course presents these three approaches side by
side within the context of the process of research from the beginning steps of philosophical
assumptions to the writing and presenting of research.
교과목명

경영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학점/시수

3/3

경영·경제 및 사회과학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확립하고, 응용기법을 습득시킨다.
자료의 처리, 확률이론, 표본조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정, 선형회귀모형 등을 강의한다.
Introduces the basic statistics concept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ferential
statistics, and understand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tools and techniques

나. 박사과정 Doctor’s Degree Courses
교과목명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s Degree

학점/시수

3/3

학점/시수

3/3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ddresses how to complete a systematic and logical doctor’s thesis.
교과목명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연구방법론은 3가지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접근방법은 정량조사연구, 정성조사연구, 정량/정성 조
사연구이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설의 수립에서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논문의 작성을 다룬다.
The course offers three approaches to research-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in a single research methods. The course presents these three approaches side by
side within the context of the process of research from the beginning steps of philosophical
assumptions to the writing and presenting of research.
교과목명

경영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학점/시수

3/3

경영·경제 및 사회과학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확립하고, 응용기법을 습득시킨다.
자료의 처리, 확률이론, 표본조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정, 선형회귀모형 등을 강의한다.
Introduces the basic statistics concept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ferential
statistics, and understand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tools and techniques
교과목명

관리회계세미나 Management Accounting Seminar

학점/시수

3/3

경영자가 원가정보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절차를 배운다.
In this subject, we studies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various advanced accounting
issues. This subject provides students opportunities to acquire advanced accounting knowledge
concept earnings management, capital market accounting

교과목명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Value Evaluation

학점/시수

3/3

재무제표분석은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가치 평가기법 등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aim to evaluate the intrinsic value of firm by analyzing financial
statements. We learn several valuation models.
교과목명

고급회계세미나 Advanced Accounting Seminar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주로 연결재무제표와 다양한 고급 회계주제를 다룬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고급회계분야
에 관련된 이익관리, 자본시장 회계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Address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various topics about advanced accounting.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oncepts about advanced accounting such as earnings
management and accounting for capital market through this course.
교과목명

마케팅전략론 Marketing Strategy Theory

학점/시수

3/3

마케팅전략은 마케팅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을 다루며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
을 제시한다.
The course covers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creating and implementing a marketing
strategy and offers a focus on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교과목명

마케팅전략세미나 Marketing Strategy Seminar

학점/시수

3/3

마케팅전략세미나는 마케팅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을 다루며 전략적 마케팅 계
획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마케팅전략 이론에 대한 강의와 마케팅 전략 대안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The course covers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creating and implementing a marketing
strategy and offers a focus on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And the course includes lecture
of the theories of marketing strategy and discussion on the alternatives of marketing strategy.
교과목명

광고이론 Advertising Theory

학점/시수

3/3

광고의 기본 개념과 전략수립체계를 소개하고, 특히 광고의 주제선정, 광고카피 및 매체의 선정기법, 광고
효과의 측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The development of advertising,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advertising, types of
advertising, the components of advertising, and the advertising effect.
교과목명

서비스마케팅세미나 Service Marketing Seminar

학점/시수

3/3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 판매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서비스 마케팅 이론을 다루며, 서비스 산업에서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관한 토
론을 중심으로 한다.
The course covers the theories of maximizing customer satisfaction by developing and
offering intangible service goods. And the course includes the lecture of the theories of
service marketing and the discussion on the marketing mix strategy in the service industry.
교과목명

인적자원관리세미나 Human Resource Management Seminar

학점/시수

3/3

인적자원관리상의 각 주제에 관해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 토론한다.
In this course, participants examine the traditional theories on the special topic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 the korean models on the special topics.

교과목명

전략경영세미나 Strategic Management Seminar

학점/시수

3/3

전략경영상의 각 주제에 관해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 토론한다.
In this course, participants study and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in the strategic
management on the seminar.
교과목명

고용관계세미나 Employment Relations Seminar

학점/시수

3/3

고용관계상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성과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
Deeply studies recent researches based on core issues in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교과목명

조직혁신세미나 Organizational Innovation Seminar

학점/시수

3/3

조직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토론 한다. 특히 본 과목은 조직효과성 향상
을 위한 계획된 변화에 있어 행동과학적 지식의 총체적 적용에 초점을 둔다.
In this course, participants study and discuss the various issues ralating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eminar course is aimed at a systematic application of
behavioral science knowledge to the planned change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교과목명

조직행동세미나 Organizational Behavior Seminar

학점/시수

3/3

조직행동상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성과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
This course offers a deep study on the recent studies, focusing on the important issues on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교과목명

조직이론세미나 Organizational Theory Seminar

학점/시수

3/3

본 과목에서는 거시적 조직을 분석단위의 초점으로 삼고, 조직설계 및 조직문화를 비롯한 거시적 차원의 조
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조직 이론들을 연구하고, 조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macro organization as a level of analysis, discusses the
organizational theories to understand the macro organizational problems such as organizational
design or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arches various solutions to the organizational problems.
교과목명

생산관리세미나Ⅱ Production Management SeminarⅡ

학점/시수

3/3

생산관리세미나1의 심화과정으로 생산운영관리 연구에 필요한 논문들에 대한 세미나를 위주로 진행하여 보
다 높은 차원에서 생산운영관리를 이해하고,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on operations management seminar. The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M research by the seminar on essential
research papers.
교과목명

경영과학세미나Ⅱ Management Science SeminarⅡ

학점/시수

3/3

경영과학세미나 I의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경영과학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네트워크 이
론, 게임이론, 마아코브 Markov 분석 등을 다룬다.
Operations Research Seminar Ⅱ is an advanced course o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It covers network theory, game theory and Markov analysis.
교과목명

전략적 품질경영 Strategic Quality Management

학점/시수

3/3

본 과목은 생산 및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품질경영의 일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또
한 품질 관련 다양한 논문을 숙지하여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quality management in both production and service areas and
introduces practical appl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We also develop research subjects
by studying important previous studies relevant to quality management.

교과목명

생산전략론 Production Strategy Theory

학점/시수

3/3

운영 및 공급망 전략 개발과 반영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Holistic and comprehensive coverage and analysis of operations and supply chain strateg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long with performance management in relation to
business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 competitive priority and operating business models
교과목명

경영정보세미나Ⅱ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eminarⅡ

학점/시수

3/3

정보기술의 혁명적 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졍정보 분야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이로 인한 조직의 정보기술 활용 기법과 방법론
의 지속적 변화상황을 토론방식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new theory and practice of MIS, including operational and strategic
utiliza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through smart
devices, methodology for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 systems.
교과목명

혁신전략세미나Ⅱ Innovation Strategy SeminarⅡ

학점/시수

3/3

오늘날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혁신이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혁신은 그 효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디지털기술 IT 을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경영정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영혁신 추진
역량의 강화를 위해 토론과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theory and practice of innovation strategy, including operational and
strategic utilization of business innovation, reinforcement of innovative capability through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ystems.
교과목명

투자론세미나 Investment Theory Seminar

학점/시수

3/3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치를 위험과 수익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Appraises the values of securities which are being traded in the current financial markets
based on their risks and earnings, Addresses how to establish the best portfolios based on
the modern portfolio theories.
교과목명

재무관리세미나 Financial Management Seminar

학점/시수

3/3

자본예산, CAPM,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 등 기업의 실물투자와 자본조달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재무적 측
면을 다룬다
Addresses finance side of corporate business based on companies’ real investment and
capital raising including capital budgeting, CAPM, capital structure, and dividend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