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이수요건
❒ 테크노경영전공
∎ 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및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반드시 이수
-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MGT503 경영통계분석, IMB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다. 전공필수: 27학점 이상
1) 전공필수과목에 해당, 또는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였거나 해당 전공필수 교
과목 분야에서 종사한 해당자가 이수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과목 담당교수가 (구두)시험을 통해
충분한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공필수 과목 이수면제를 추천함. 이를 전공 책임교
수가 승인하면, 최대 3개 과목까지 전공필수 과목이수를 면제 해 주는 대신 그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Global 집중분야 이수자는 영어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총 졸업이수학점인 54
학점을 충족하게 함. (MGT591, MGT594 제외)
2) Dual Degree Program 참가자, 외국인학생, 외국대학(원) 졸업자(해외 학사 또는 석사 졸업자), 교
환학생으로 파견되어 미휴학 타대학(원)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 등 전공책임교수가 인정하는 학
생은 해외연수(MGT591, MGT594)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Global
집중분야 이수자는 영어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이수학점인 54학점을 충족해야 함.
대체 교과목

전공필수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MGT511 전략경영(3)
MGT514 경영경제학(3)

MGT564 미시경제분석(3)

MGT520 마케팅(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60 재무회계(3)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561 기업재무정책(3)
MGT591 테크노경영 국제화실습
MGT594 글로벌현장실습
(택1)

MGT617 경영자문(3)

※ 해외연수 과목(MGT591, MGT594)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 중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최대 3과목으로 제한
라. 선
택: 18학점 이상
※ 아래 ①과 ②의 집중분야 중 최대 2개까지 집중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중분야별 9학점 이
상 이수하여야 함. 단, Global 집중분야는 24학점 이상, 기후변화 집중분야는 12학점 이상 이수해
야 함.
※ 전공필수 및 일부 집중분야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 시에는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① 집중분야 (9학점 이상)
- SCM 집중분야
MGT504 계량분석
BA572 생산경영론

MGT632 서비스경영(3)

- 마케팅 집중분야
MGT521 마케팅조사론(3)

MGT526 브랜드관리(3)

MGT620 마케팅이론(3)

MGT621 마케팅모형론(3)

MGT623 촉진관리(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626 유통론(3)

MGT820 마케팅고급논제(3)

- 회계 집중분야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44 고급회계(3)

MGT678 관리회계(3)

- 금융 집중분야
MGT562 재무사례분석(3)

MGT563 투자분석(3)

MGT568 보험론(3)

MGT569 선물 및 옵션(3)

MGT661 기업인수합병(3)

MGT664 채권론(3)

MGT672 금융위험관리기법(3)

MGT673 고급파생금융상품(3)

- IT 경영 집중분야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3)

MGT545 비즈니스모델과 프로세스혁신(3)

MGT548 기업전사데이터관리(3)

MGT552 정보윤리 및 보안(3)

MGT642 재무정보시스템(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50 데이터마이닝(3)
-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
MGT516 International Business(3)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95 중국체제분석(3)

MGT599 중국협상전략 (3)

MGT604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3)

MGT612 조직설계론(3)

MGT614 하이테크경영(3)
- Global 집중분야: ①과 ②중 선택
① Dual Degree Program 참가
② MBA 프로그램 이수: 공통필수 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은 모두 영어강의로 이수
교과목명
MGT503 경영통계분석 (공통필수)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MGT511 전략경영

MGT514 경영경제학

MGT520 마케팅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GT560 재무회계

MGT561 기업재무정책

[택 1 또는 면제]
MGT591 테크노경영 국제화실습
MGT594 글로벌현장실습
[대체] MGT617 경영자문

-

기후변화 집중분야: 12학점 이상 이수
특화필수 중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특화선택 이수로 인정함.
구 분

과목명

비 고

MGT508 에너지환경정책
기후변화특화필수

MGT528 탄소시장과 기업전략
MGT536 환경경영론
MGT507 에너지환경경제학

택1

MGT509 에너지환경기술
MGT527 지속가능사회와 경영혁신
MGT540 기업과 사회
기후변화특화선택

MGT712 에너지환경법
MGT713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MGT714 기후변화 R&D 전략

택3

MGT715 기후변화과학
MGT716 국제협상학
금융전문대학원 탄소금융트랙 개설교과목
② 창의적인 집중분야 설계 (Customized Concentration Design)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집중분야
로 커리큘럼 디자인을 하여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디자인된 교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BUS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거나 교환학생으로 파견, Dual Degree Program 에 참가하여 9학점 이상 타
대학 학점인정을 승인 받은 자는 이를 면제함.
② 전공필수 교과목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단, 외국대학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
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12학점에 포함 할 수 있음.
바. 연 구: 논문연구 6학점 이상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1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은 책임교
수 승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 경과조치
◦ 2010학년도 여름학기에 MGT789 테크노경영특수논제(계약 및 상품매매법)를 이수한 경우 경영과
법 집중분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9학년도 가을학기 MGT789 테크노경영특수논제 II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수한 경우 MGT509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8학년도 포함 이전 입학생이 MGT504 계량분석을 수강하고 전공필수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
는‘기술생산경영 집중분야’로 인정 한다.
◦ 2009학년도 봄학기에 MGT531 글로벌공급사슬관리나 MGT632 서비스경영을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7학년도 입학생에 한하여,
2007년도에 집중분야로 추가된 중국경영 분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007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중국경영 집중분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수한

자는

◦ ‘MGT776 경영학특수논제 II(부제: 중국 비즈니스실무)’와 ‘MGT778 테크노경영특수논제(부제: 중
국체제분석과 시장연구)’, ‘IMB529 차이나마케팅’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 비즈니스 집중분야로
인정한다.

◦ ‘MGT513 하이테크전략’을 이수한 경우 벤처경영 집중분야와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로 인정한다.
◦ ‘MGT778 테크노경영특수논제(부제: 브랜드관리)’, ‘MGT623 촉진관리’를 이수한 경우 마케팅 집중
분야로 인정한다.
◦ ‘MGT641 고객관계관리를 이수한 경우 마케팅 집중분야로 인정한다.
◦ ‘MGT537 자원환경경제학이나 MGT637 환경에너지정책을 이수한 경우 MGT537 공공경제학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및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반드시 이수
-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MGT503 경영통계분석, IMB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다. 전공필수: 27학점 이상
1) 전공필수과목에 해당, 또는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였거나 해당 전공필수 교
과목 분야에서 종사한 해당자가 이수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과목 담당교수가 (구두)시험을 통해
충분한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공필수 과목 이수면제를 추천함. 이를 전공 책임교
수가 승인하면, 최대 3개 과목까지 전공필수 과목이수를 면제 해 주는 대신 그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Global 집중분야 이수자는 영어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총 졸업이수학점인 54
학점을 충족하게 함. (MGT591, MGT594 제외)
2) Dual Degree Program 참가자, 외국인학생, 외국대학(원) 졸업자(해외 학사 또는 석사 졸업자), 교
환학생으로 파견되어 미휴학 타대학(원)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 등 전공책임교수가 인정하는 학
생은 해외연수(MGT591, MGT594)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Global
집중분야 이수자는 영어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이수학점인 54학점을 충족해야 함.
대체 교과목

전공필수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MGT511 전략경영(3)
MGT514 경영경제학(3)

MGT564 미시경제분석(3)

MGT520 마케팅(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60 재무회계(3)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561 기업재무정책(3)
MGT591 테크노경영 국제화실습(3)
MGT594 글로벌현장실습(3)
(택1)

MGT617 경영자문(3)

※ 해외연수 과목(MGT591, MGT594)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 중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최대 3과목으로 제한
라. 선

택: 21학점 이상

※ 아래 ①과 ②의 집중분야 중 최대 2개까지 집중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중분야별 9학점 이
상 이수하여야 함. 단, Global 집중분야는 24학점 이상, 기후변화 집중분야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전공필수 및 일부 집중분야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 시에는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① 집중분야 (9학점 이상)
- SCM 집중분야
MGT504 계량분석
BA572 생산경영론

MGT632 서비스경영(3)

- 마케팅 집중분야
MGT521
MGT620
MGT623
MGT626

마케팅조사론(3)
마케팅이론(3)
촉진관리(3)
유통론(3)

MGT526
MGT621
MGT624
MGT820

브랜드관리(3)
마케팅모형론(3)
소비자행동론(3)
마케팅고급논제(3)

- 회계 집중분야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644 고급회계(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78 관리회계(3)

- 금융 집중분야
MGT562
MGT568
MGT661
MGT672

재무사례분석(3)
보험론(3)
기업인수합병(3)
금융위험관리기법(3)

MGT563
MGT569
MGT664
MGT673

투자분석(3)
선물 및 옵션(3)
채권론(3)
고급파생금융상품(3)

- IT 경영 집중분야
MGT541
MGT548
MGT642
MGT650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3)
기업전사데이터관리(3)
재무정보시스템(3)
데이터마이닝(3)

MGT545 비즈니스모델과 프로세스혁신(3)
MGT552 정보윤리 및 보안(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
MGT516
MGT595
MGT604
MGT614

International Business(3)
중국체제분석(3)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3)
하이테크경영(3)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99 중국협상전략 (3)
MGT612 조직설계론(3)

- Global 집중분야: ①과 ②중 선택
① Dual Degree Program 참가
② MBA 프로그램 이수: 공통필수 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은 모두 영어강의로 이수
교과목명
MGT503 경영통계분석 (공통필수)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MGT511 전략경영

MGT514 경영경제학

MGT520 마케팅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GT560 재무회계

MGT561 기업재무정책

[택 1 또는 면제]
MGT591 테크노경영 국제화실습
MGT594 글로벌현장실습
[대체] MGT617 경영자문

- 기후변화 집중분야: 12학점 이상 이수
특화필수 중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특화선택 이수로 인정함.
구 분

과목명

비 고

MGT508 에너지환경정책
기후변화특화필수

MGT528 탄소시장과 기업전략
MGT536 환경경영론
MGT507 에너지환경경제학

택1

MGT509 에너지환경기술
MGT527 지속가능사회와 경영혁신
MGT540 기업과 사회
기후변화특화선택

MGT712 에너지환경법
MGT713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MGT714 기후변화 R&D 전략

택3

MGT715 기후변화과학
MGT716 국제협상학
금융전문대학원 탄소금융트랙 개설교과목
② 창의적인 집중분야 설계 (Customized Concentration Design)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집중분야
로 커리큘럼 디자인을 하여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디자인된 교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BUS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거나 교환학생으로 파견, Dual Degree Program 에 참가하여 9학점 이상
‘타대학 학점인정’을 승인 받은 자는 이를 면제함.
② 전공필수 교과목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단, 외국대학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
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12학점에 포함 할 수 있음.
바. 연 구 : 3학점
① MGT965 개별연구(1), MGT966 세미나(1),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1),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1), MGT900 한국의 비즈니스와 문화(3) 중 3학점 이상 이수
또는
② MGT997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3)을 이수하되 반드시 ‘MGT617 경영자문’을 동시에
이수한다.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1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은
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 경과조치
◦ 2010학년도 여름학기에 MGT789 테크노경영특수논제(계약 및 상품매매법)를 이수한 경우 경영과
법 집중분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9학년도 가을학기 MGT789 테크노경영특수논제 II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수한 경우 MGT509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8학년도 포함 이전 입학생이 MGT504 계량분석을 수강하고 전공필수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
는 ‘기술생산경영 집중분야’로 인정 한다.
◦ 2009학년도 봄학기에 MGT531 글로벌공급사슬관리나 MGT632 서비스경영을 이수한 자는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07학년도 입학생에 한하여,
2007년도에 집중분야로 추가된 중국경영 분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007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하고‘중국경영 집중분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MGT776 경영학특수논제 II(부제: 중국 비즈니스실무)’와 ‘MGT778 테크노경영특수논제(부제: 중
국체제분석과 시장연구)’, ‘IMB529 차이나마케팅’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 비즈니스 집중분야로 인정
한다.
◦ ‘MGT513 하이테크전략’을 이수한 경우 벤처경영 집중분야와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로 인정한다.
◦ ‘MGT778 테크노경영특수논제(부제: 브랜드관리)’, ‘MGT623 촉진관리’를 이수한 경우 마케팅 집중
분야로 인정한다.
◦ ‘MGT641 고객관계관리를 이수한 경우 마케팅 집중분야로 인정한다.
◦ ‘MGT537 자원환경경제학이나 MGT637 환경에너지정책을 이수한 경우 MGT537 공공경제학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아이엠비에이전공
가. 졸업이수학점: 총 4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및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반드시 이수
-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IMB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MGT503 경영통계분석]
- CC020 윤리 및 안전Ⅰ(1AU)
다. 전공필수: 33학점 이상
1) 전공필수과목에 해당, 또는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였거나 해당 전공필수
교과목 분야에서 종사한 해당자가 이수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과목 담당교수가 (구두)시험을 통
해 충분한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공필수 과목 이수 면제를 추천하고 전공 책임교
수가 승인하면, 최대 3개 과목까지 전공필수 과목 이수를 면제 해 주는 대신 그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총 졸업이수학점인 48학점을 충족하게 함. (IMB590 제외). 이수면제
과목은 최대 3개 과목으로 제한함.
2) 해외연수 이수면제 제한적 승인
Dual Degree Program 참여자는 IMB590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와 IMB591 글로벌 리더십개발
중 1개 연수를 이수 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다른 과목으로 이수함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

IMB520

마케팅 관리

IMB541

IT 경영

IMB561

가을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

여름

봄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

가을

봄, 가을

IMB560

재무회계 및 분석

여름

재무전략과 가치평가

여름

IMB564

경영경제분석

IMB590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Global Business Network)

여름

IMB592

이문화경영관리

IMG593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다. 선 택: 9학점
라. 연 구: 3학점

봄, 가을

봄
봄, 가을

IMB997

Capstone 프로젝트연구
(경영자문실습)

가을

사. 적 용
- 이 교과과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12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변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의 승
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그제큐티브전공(EMBA전공)
가. 졸업이수학점: 총 4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020 윤리 및 안전(1AU) 반드시 이수
[대체: EMB510 리더십과 조직변화 또는 EMB54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EMB601 경영의사결정]
다. 전공필수: 총 36학점 이상
EMB510 리더십과 조직변화(3)

EMB511 경영전략 및 정책(3)

EMB514 경영경제학(3)

EMB515 글로벌 경제와 기업경형(3)

EMB520 마케팅관리(3)

EMB530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3)

EMB531 혁신경영 및 기업가정신(3)

EMB541 e비즈니스 전략(3)

EMB542 IT 기술과 경영(3)

EMB561 기업재무(3)

EMB562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3)
EMB571 해외현장연구 Ⅰ(3), EMB572 해외현장연구 Ⅱ(3) 중 택일
라. 선
택: 6학점 이상
다음 13개 교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 이수
EMB513 국제경영전략(1.5)

EMB601 경영의사결정(3)

EMB604 계량경영분석(1.5)

EMB631 경영예측과 전략(1.5)

EMB632 협상 및 갈등관리(1.5)

EMB633 전사적 위험관리(1.5)

EMB641 전략적 고객관계관리(1.5)

EMB642 지식경영(1.5)

EMB643 6시그마관리(1.5)

EMB670 이문화 및 다양성관리(1.5)

EMB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1.5)

EMB690 EMBA특수논제Ⅰ(1.5)

EMB691 EMBA특수논제Ⅱ(3)
마. 영
어
EMB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1.5)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
구: EMB964 현장적용프로젝트(3), EMB965 개별연구 중 3학점 이상
※ 단, EMB510 리더십과 조직변화 또는 EMB54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공통필수
인 CC020 윤리 및 안전(1AU)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1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변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 교과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금융전공 교과목 이수요건 (2011학번~2012학번 적용)

학

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합계

논문석사학위

3학점

10.5학점

교과석사학위

3학점

7.5학점

31.5학점 이상

9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42학점

1.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 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CC020 윤리 및 안전(1AU)
[대체: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FIN504 금융통계분석(1.5), FIN538 금융계량분석(1.5)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1.5), FIN541 금융시계열분석(1.5)]
다. 전공필수: 10.5학점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
[대체: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대체: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
[대체: 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1.5), FIN646 포트폴리오관리론]
FIN501 재무회계 I (1.5)
[대체: FIN615 재무제표분석Ⅰ(1.5), FIN620 고급회계Ⅰ(1.5)]
FIN662 금융 연구방법Ⅰ(1.5)
FIN663 금융 연구방법Ⅱ(1.5)
라. 선
택: 총 31.5학점
① 트랙
∘ 아래 11개 트랙 중 최대 3개까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졸업학기
개시 후 수강취소기간 종료 시까지 본인의 이수 트랙을 신청하여야 함.(4월초, 11월초)
∘ 해당 트랙(Track)별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지정된 모듈 가운데 3개 이상
의 모듈에서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탄소금융트랙과 녹색금융트랙의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함)
※ 전공필수 및 일부 트랙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시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해외연수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전공책임교수가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해당 모듈의 교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18학점까지 KAIST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FIN600 금융특수논제 과목의 부제별 해당모듈은 교과목 개설시 전공책임교수가 정한다.
- 자산운용 전문가(Asset Management Track)
투자전략 모듈
채권 모듈
파생상품 모듈
금융시장 모듈
- 금융공학 전문가(Financial Engineering Track)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금융모형 모듈
위험관리 모듈

- 금융기관경영 및 전략 전문가(Financial Management & Strategy Track)
금융기관경영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투자은행 전문가(Investment Banking Track)
기업금융 모듈
금융기관경영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보험 전문가(Insurance Track)
보험 모듈
투자전략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위험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Track)
위험관리 모듈
보험 모듈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 국제시장 전문가(Global Financial Market Track)
동북아 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가치평가 모듈
파생상품 모듈
- 회계, 법 및 규제(Accounting, Law and Regulation Track)
회계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기관경영 모듈
- 탄소금융 트랙(Carbon Finance Track)
탄소금융모듈 6학점 이상과 테크노경영전공 기후변화 집중분야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고, 아래 모듈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 녹색금융모듈
2) 금융경제모듈 또는 금융기관경영모듈
3) 가치평가모듈 또는 파생상품모듈
- 녹색금융 트랙(Green Finance Track)
녹색금융모듈에서 6학점 이상과 탄소금융모듈 또는 테크노경영전공 기후변화 집중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녹색금융모듈에서만 9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이를 제외한 아래
모듈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 금융경제모듈 또는 금융기관경영모듈
2) 가치평가모듈 또는 파생상품모듈
- 개별설계 트랙(Self Design Track)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집중분야로 커리큘럼 디자인을 하여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디자인된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BUS 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 함.
② 대학원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교과목(BUS900단위 교과목, 연구과목 제외)을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바. 연 구: FIN960 논문연구 9학점 이상
사. 적 용
① 본 이수요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
용받을 수 있다.

아. 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학점)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공통 필수인 CC020 윤리 및 안전(1AU)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 중, FIN730 에너지환경기술(3학점) 또는 MGT789 테크노경
영특수논제 II (에너지환경기술)(3학점) 또는 MGT509 에너지환경기술(3학점)을 이수한 경우,
FIN563 에너지환경기술과 금융I (1.5학점)과 FIN564 에너지환경기술과 금융 II (1.5학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한다.
③ 2009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탄소금융트랙 및 녹색금융트랙의 이수요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해당트랙의 이수증을 수여한다.

∎ 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CC020 윤리 및 안전(1:0:0)
[대체: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FIN504 금융통계분석(1.5), FIN538 금융계량분석(1.5)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1.5), FIN541 금융시계열분석(1.5)]
다. 전공필수: 7.5학점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
[대체: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대체: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
[대체: 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1.5), FIN646 포트폴리오관리론]
FIN505 재무회계 I (1.5)
[대체: FIN615 재무제표분석Ⅰ(1.5), FIN620 고급회계Ⅰ(1.5)]
라. 선
택: 총 42학점
① 트랙
∘ 아래 11개 트랙 중 최대 3개까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졸업학기
개시 후 수강취소기간 종료 시까지 본인의 이수 트랙을 신청하여야 함.(4월초, 11월초)
∘ 해당 트랙(Track)별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지정된 모듈 가운데 3개 이상
의 모듈에서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탄소금융트랙과 녹색금융트랙의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함)
※ 전공필수 및 일부 트랙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시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해외연수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전공책임교수가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해당 모듈의 교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18학점까지 KAIST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FIN600 금융특수논제 과목의 부제별 해당모듈은 교과목 개설시 전공책임교수가 정한다.
- 자산운용 전문가(Asset Management Track)
투자전략 모듈
채권 모듈
파생상품 모듈
금융시장 모듈
- 금융공학 전문가(Financial Engineering Track)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금융모형 모듈
위험관리 모듈

- 금융기관경영 및 전략 전문가(Financial Management & Strategy Track)
금융기관경영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투자은행 전문가(Investment Banking Track)
기업금융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금융기관경영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보험 전문가(Insurance Track)
보험 모듈
투자전략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또는 금융IT 모듈
- 위험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Track)
위험관리 모듈
보험 모듈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 국제시장 전문가(Global Financial Market Track)
동북아 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가치평가 모듈
파생상품 모듈
- 회계, 법 및 규제(Accounting, Law and Regulation Track)
회계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기관경영 모듈
- 탄소금융 트랙(Carbon Finance Track)
탄소금융모듈 6학점 이상과 테크노경영전공 기후변화 집중분야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
고, 아래 모듈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 녹색금융모듈
2) 금융경제모듈 또는 금융기관경영모듈
3) 가치평가모듈 또는 파생상품모듈
- 녹색금융 트랙(Green Finance Track)
녹색금융모듈에서 6학점 이상과 탄소금융모듈 또는 테크노경영전공 기후변화 집중분야에서 3
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녹색금융모듈에서만 9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이를 제외한 아래 모듈에
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 금융경제모듈 또는 금융기관경영모듈
2) 가치평가모듈 또는 파생상품모듈
- 개별설계 트랙(Self Design Track)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집중분야
로 커리큘럼 디자인을 하여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디자인된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을 이수.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BUS 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 함.
② 대학원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교과목(BUS900단위 교과목, 연구과목 제외)을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바. 연 구: 1.5학점 이상
① FIN965 개별연구(1.5), FIN966 세미나(1.5),
FIN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1.5), FIN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1.5) 중
1.5학점 이상 이수 또는

② FIN961 현장적용 프로젝트(3학점) 이상 이수
③ 외국인 학생은 ‘MGT900 한국의 비즈니스와 문화(3)’를 대체과목으로 인정한다.
사. 적 용
① 본 이수요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2012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 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FIN500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학점) 과목을 이수한 경
우, 공통 필수인 CC020 윤리 및 안전(1AU)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 중, FIN730 에너지환경기술(3학점) 또는 MGT789 테크노경
영특수논제 II (에너지환경기술)(3학점) 또는 MGT509 에너지환경기술(3학점)을 이수한 경우,
FIN563 에너지환경기술과 금융I (1.5학점)과 FIN564 에너지환경기술과 금융 II (1.5학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한다.
③ 2009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탄소금융트랙 및 녹색금융트랙의 이수요건을 충족 하였
을 경우, 해당트랙의 이수증을 수여한다.

❒ 정보미디어 전공 (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4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및 1AU
- CC020 윤리 및 안전 I(1AU)
- CC511 확률및통계학(3)
[대체: IM501 통계분석 및 응용(1.5), IM502 의사결정 모형 및 분석(1.5)]
교과목명
IM501 통계분석 및 응용(1.5)

대체교과목명
FIN502 금융기초통계학(1.5)
FIN504 금융통계분석(1.5)

다. 전공필수: 19.5학점
1) 일반경영분야: 9학점
교과목명

대체교과목명

IM513 마케팅 분석 및 전략(3)

MGT520 마케팅(3)
FIN603 금융마케팅 관리(1.5)

IM514 경영전략(1.5)

MGT511 전략경영(3)
MGT613 경영전략(3)

IM515 재무관리Ⅰ(3)

MGT561 기업재무정책(3)

IM516 회계학(1.5)

MGT560 재무회계(3)
FIN505 재무회계Ⅰ(1.5)

2) IT/미디어 경영분야: 10.5학점
IM551 정보기술전략 및 관리(1.5)
IM553
IM557
IM558
IM559
IM560

정보통신시스템 (1.5)
미디어 경제학(1.5)
미디어 소비자 분석(1.5)
경영자문(3)
IT모델링(1.5)

라. 선택: 18학점 이상
1) IT/미디어 산업분석분야: 다음 3개의 산업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정보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텔레콤서비스 산업
IM554 인터넷기술개관(1.5)
IM601
IM602
IM603
IM604
IM605

정보통신 산업분석(1.5)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1.5)
디지털 컨버전스 경영전략(1.5)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전략(1.5)
텔레콤 경제학과 융합정책(1.5)

- SI컨설팅 산업
IM555 유비쿼터스 경영(1.5)
IM621 정보기술을 통한 가치혁신(1.5)
IM622
IM623
IM624
IM625
IM626
IM627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영(1.5)
데이터마이닝과 지능형 마케팅(1.5)
IT컨설팅(1.5)
데이터베이스 설계(1.5)
e-Business 전략(1.5)
고객관계관리 전략 및 사례(1.5)

-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IM661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석(1.5)
IM662 컨텐츠 개발전략(1.5)
IM663 엔터테인먼트 마케팅(1.5)
IM664 소셜미디어와 인터랙티브 경영(1.5)
IM665 미디어 개론(1.5)
IM666 미디어 산업분석(1.5)
2) 공통선택: 6학점 이상 이수
마. 연구: 7.5학점
교과목명

대체교과목명

IM901 경영자문실습(3)
IM911 해외현장연구(3)

IM931 국내현장연구(3)

IM941 정보미디어 실습(1.5)
바. 영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BUS900 단위 이상의 영어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면제함.
❑ 적용
◦ 이 교과과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12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교과과정을 적
용받을 수 있다.
◦ 공통필수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