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最古)의, 최고(最高)의 대학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1905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이재학과’에서 출발해 1955년 국내 최초의 경

영학과로 탄생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이제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넘어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경쟁하는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경영대학, Since 1905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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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회를 위한 학문

경영학을 단순히 ‘기업 운영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경영학은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경영 현상을 관찰해 그곳에 존재하는 법칙을 밝혀내고, 이를 실천적 목적에 따라 적용시키는 학문입니

다. 경영학에서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 배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의 엔진  Challenge and Be the Pioneer
인공지능, IoT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해 국내외 경제와 경영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 요즘을 ‘뷰카의 시대’라 부

르기도 합니다. 뷰카(VUCA)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city), 모호성(ambiguity)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신

조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마주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 그리고 그에 

대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Open Mind and Communication
모든 조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경영학은 조직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조율, 배분하는 학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와 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

요합니다. 실제로 경영학과의 많은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함께 일하는 방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수업  경영인을 꿈꾸는 당신, 사회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학문

경영학은 다양한 학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이뤄진 유기적인 학문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에서는 ▲경영관리 ▲경영정보시

스템(MIS) ▲국제경영 ▲마케팅 ▲재무금융 ▲회계학 ▲LSOM(Logistics, Service and Operations Management) 등 7개 세부 전

공을 배우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내가 회사를 차려본다면?

우리가 회사 내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경영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관리  경영관리는 사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지극히 실용적이고 철학적인 분야입니다. 경영관리의 5가지 세

부 분야는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론, 노사관계론, 조직이론, 경영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전공필수 :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 전공선택 : 벤처경영, 노사관계론, 혁신과 전략, 인적자원 관리, 기업윤리, 조직디자인과 경쟁

우위, 비즈니스 협상, 리더십:이론과 실제, 소셜네트워크와 경쟁우위, 경영철학의 이해

경영정보 시스템 (MIS)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다양

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업의 목적에 맞게 분석, 저장, 배분하는데 활용됩니다.

전공필수 : 경영정보시스템 / 전공선택 : IT기반비즈니스모델, 소셜컴퓨팅과 비즈니스, 프로세스혁신 및 프로젝트관리, 정보보안관

리, 경영과 신정보기술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IT서비스평가, IT혁신관리: 이슈와 트렌드, 데이터관리와 지적경영 

국제경영  기업 활동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와 국제 통상, 문화, 금융,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

제경영은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전공필수 : 국제경영론 / 전공선택 : 세계경제와 기업, 기업경제학, 아시아관점에서의 한국경영과 관리, 지역연구(중국, 일본),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in the Global Context, 다국적기업과 비시장 전략, 중국경제론, 국제무역론, 국제 생산 · 구

매 및 연구개발, 타문화경영, 국제마케팅론, 국제금융론, 소셜벤처창업, 아시아비교경영론, 국제 M&A와 전략적 제휴

마케팅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될까?’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

하는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제고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기업 활동이 마케팅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런 학생 경영학에 

•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 공부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

•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춘 학생

 http://biz.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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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 마케팅원론 / 전공선택 : 광고론, 마케팅 조사론, 소비자 행동, 유통관리, 마

케팅 전략, Business-to-Business 마케팅, 마케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마케팅, 현대 

기아차 글로벌 마케팅 전략, 마케팅과 혁신,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마케팅 신조류, 

제품 및 브랜드 관리, 인터넷 마케팅

재무금융  재무금융은 기업에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재무금융 

전공은 불확실성하의 경제이론, 기업과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역할, 투

자이론, 파생상품, 보험, 위험관리, 부동산,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합니다.

전공필수      : 재무관리 / 전공선택 : 금융론, 투자론, 국제재무관리, 보험과 위험관리, 기

업재무, 선물옵션,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채권론, 위험관리, 고급투자론, 증

권시장론, 금융기관경영론, 재무금융신조류

회계학  회계 분야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

템으로 나뉩니다. 대우해양조선 사태, 웰스파고 사태 등 최근 기업의 책임성과 투

명성이 대두되며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공필수 : 중급회계 I / 전공선택 : 중급회계 II, 관리회계, 비영리회계, 세무회계, 회

계학이론, 전략적 관리회계, 고급회계, 기업가치평가, 회계감사, 금융회계

LSOM  LSOM(Logistics, Service and Operations Management)은 전통적인 생산

관리분야인 오퍼레이션스관리와 공급사슬관리, 서비스운영관리를 다룹니다. 특히 

이 전공에서는 공급사슬관리와 서비스운영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전공필수 : 오퍼레이션스관리 / 전공선택 : 경영수학, 경영과학, 서비스 운영관리, 전

략적 수요 및 수익관리, 제품 및 프로세스개발, 품질경영, 로지스틱스관리, 오퍼레

이션스 전략, 구매공급관리

경영학과의 어제와 오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경영학 교육의 역사입니다. 시대의 고

비마다 역사의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진정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

을 도입하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

는 경영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ACSB(미국경영교육인증), EQUIS(유럽경영교

육인증), CEMS(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 등 국제 인증을 통해 해외 명문대학과 활발

히 교류하며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로 나아갑니다.

경영학과의 미래
경영대학은 인류와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나갈 ‘미래 기업가’를 양성할 것입

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 미래 기업

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협업, 그리고 도전 정신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미래 기업가를 꿈꾸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는 단과대

학 자체 스타트업 연구원을 설립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교육하고 있습

니다. 또한 재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창업에 도전하고 그로 인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

해보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생으로서 겪는 실패의 경험은 사회에 나아가 그 무엇과

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영대학은 학생들이 실패로부

터 배우고, 이를 통해 더 훌륭한 도전과 성과를 낳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전 세계 33개국 120개

교와 함께 최고 수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University of Washington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Bocconi University를 포함한 

유럽권의 명문 대학 다수와 일본의 와세다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와 싱가포르국립대

학(NUS) 등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 단과대 최초, 최대 

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에서 국제적 마인드를 다지고 다국적 기업의 업

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영대 장학금 프로그램  본교의 장학금 프로

그램과 더불어 경영대 자체의 장학금 지원으로, 

현재 경영대 전체 학생의 반이 넘는 81%(중복수

혜)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대에서는 등록금 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영

대학 재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KUBS 

Dream Scholarship’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강의  경영대 신입생만을 위한 특별영어

강좌(경영영어)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약 69%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환학생 체결 협정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경영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영어 프로그램  경영대 신입생의 영어강

의 적응력 향상 및 경영관련 어휘 습득, pres-

entation skill 향상을 목적으로 경영대학만의 

특별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본교에서는 학생여러분

이 취직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졸업생이나 기업 임원진의 특강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다 합격자 수를 

자랑하는 CPA 합격자 수에 걸맞게 CPA 준비반 

‘정진초’와 행정고시 준비반인 ‘탁마정’을 통해 

자체 시험, 전용 공부 공간 제공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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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

창업에 대한

도전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줄이며 취업난이 심해졌

습니다. 또한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삶과 일의 조화(Work and Life 

Balance)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급

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에 열정을 갖고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

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또한 인류와 사회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경영학과는 기업에서 높이 올라가, CEO가 되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

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

를 위한 경영’을 하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는 꼭!

   본격적인 전공공부를 하기 전 준비의 시기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공

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책을 읽

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내공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적으로는 기초 전공과목을 듣는 시기입니다. 전공필수 과목들을 

들으며 자신이 경영학의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

을지를 판단해 진로를 고민하길 바랍니다. 교과 외적으로는 다양한 교내 활

동에 참여하고 동아리 및 봉사 활동 등의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대학은 단과대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 시기에는 교환학생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프로

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해보는 것 역시 본인의 큰 자산

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진로는 ▲

대기업 및 금융기업 취업 ▲창업 ▲CPA , 행정고시, 로스쿨 등 고시 준비 ▲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인턴

십 경험을 쌓아볼 시기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위한 기반을 

닦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시기입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준비반에 들어가거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에 매진해야 하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학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해보는 것

이 좋습니다.

미리보는 경영학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베버. 문예출판사. 2010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쓰여진 막스 베버

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책은 경영

학의 기반인 사회과학과 역사과학 학습의 길잡

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통섭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005

‘큰 줄기를 잡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총괄하여 

관할하다.’라는 의미의 제목처럼 학문간의 경계

를 뛰어넘어 학문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역

설하는 책입니다. 조직, 사회의 모든 분야를 어

우르는 것이 바로 경영학인 만큼, 여러 학문들

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섭’의 자

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입니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 또는 성적이 높

다는 이유로 입학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

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학과인지, 자신이 가

고자 하는 진로와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기업이 핵심 역량 없이 경영만 

할 수 없는 것처럼,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만

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입학 후에도 인

문, 사회과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것인지

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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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공과목

    경영학입문, 경제원론 I, 경제원론 II, 

경영통계, 회계학원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

관리, 중급회계 I, 중급회계 II, 경영

정보시스템, 금융론, 광고론, 관리회

계, 경영과학, 기업경제학, 마케팅조

사론, 투자론, 벤처경영, 경영수학, 세

계경제와 기업 

   조직행동론, 국제경영론, 아시아관점

에서의 한국 경영과 관리, 지역연구(

중국), 지역연구(일본), Korean Busi-

ness & Management in the Global 

Context, 다국적 기업과 비시장 전략, 

중국경제론, 국제무역론, 국제생산, 구

매 및 연구개발, IT기반 비즈니스 모델, 

타문화경영, 소셜컴퓨팅과 비즈니스, 

국제마케팅론, 소비자행동, 국제금융

론, 비영리회계, 세무회계, 회계학이론, 

노사관계론, 혁신과전략, 전략적관리

회계, 인적자원관리, 고급회계, 유통관

리, 마케팅전략, 기업윤리, 조직디자인

과 경쟁우위, 국제재무관리, 서비스 운

영관리, 전략적수요 및 수익관리, 프로

세스 혁신 및 프로젝트관리, 보험과 위

험관리, 기업재무, 정보보안관리, 선물

옵션, 인터넷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IT서비스 평가, Business-to-Business

마케팅, 마케팅엔지니어링, 서비스마

케팅, 현대 기아차 글로벌 마케팅 전

략, 비즈니스협상,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경영전략, 마케팅과 혁신, 신상품개발

과 마케팅, 소셜벤처창업, IT혁신관리:

이슈와 트렌드, 기업지배구조의 이론

과 실제, 채권론, 위험관리, 기업가치

평가, 리더쉽:이론과 실제, 소셜네트워

크와 경쟁우위, 회계감사, 경영의 철

학적 이해, 증권시장론, 금융기관경영

론, 마케팅신조류, 품질경영, 로지스틱

스관리, 오퍼레이션스 전략, 재무금융

신조류, 아시아 비교경영론, 데이터 관

리와 지적경영, 제품 및 브랜드관리, 

금융회계, 국제경영 현장실습, 국내경

영현장실습, 인터넷마케팅, 국제M&A

와 전략적제휴, 글로벌CEO특강, 구매

공급관리

용어상식

Entrepreneurship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갖춰

야 할 기업가 정신 

Spin - off  회사분할의 한 방법으로 분할회사가 현물 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사

를 신설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여하는 것

Big Data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4P Mix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인 Product, Price, Place, Promo-

tion을 일컫는 용어

관련 자격 및 시험

공인회계사(CPA), CFA, 인적자원관리사, 품질경영기사, 마케팅사회조사분석사, AFPK, 

국제무역사 등

동아리 & 학회(학생 자치 활동)

경축  고대신문이 뽑은 총장배 교내리그 우승후보이자 2011 총장배 교내리그 4강

에 진출한 경영대학 유일의 축구 동아리입니다.

경농회  1992년 창설되어 오랜 전통과 많은 회원수를 가진 농구 동아리입니다.

KUBIZ  야구를 향한 관심과 열정만으로 뭉친, 누구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야구 동

아리입니다. 

BROADEN  경영대학의 댄스동아리로서 새터와 대동제 등 여러 무대에 초청되어 

공연을 합니다. 

너와나  1989년에 창설한 밴드로 음악을 통해 회원 간 친밀감을 다질 수 있습니다. 

FES  Future Entrepreneurs Society의 약자로 1996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과 내에 창립된 최초의 기업가 학회입니다.

KULSOM  고려대 유일의 LSOM학회로 원자재부터 제품의 생산, 고객에 이르는 과

정을 ‘Process’의 관점으로 기업과 세계를 탐구합니다.

MCC  Management Consulting Club으로 고려대 최초의 경영전략학회이며, 현장

형 경영 동아리입니다.

EGI  경영전략학회로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

계무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의 네트워크입니다.

IFRA  고려대 최초의 재무학회로 재무 및 금융이론을 실전 적용하여 실무적인 능력

을 배양하고 동시에 학술적인 탐구를 합니다.

KUVIC  가치투자 동아리로서 기업, 경제, 시장 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투

자를 병행합니다. 

RISK  고대투자동호회에서 출발하여 가치투자연구회로 출범, 정규세션과 환율, 투

자서적, 경제신문 등 다양한 스터디 모임을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실전 투자를 병

행합니다.

향영  ‘창조적인 경영인을 지향한다’ 는 가치 아래 1964년 창립된 고려대, 서강대, 숙

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5개 학교의 경영대 연합 학술동아리입니다. 

ibc  2015년에 설립되어 기업금융, M&A 및 IPO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 학회로 

실제 금융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 및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SBC  1996년 창립된 고려대 최초의 중국경영전략학회로, 중국 시장을 경영전략적

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enactus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공헌 비즈

니스(business)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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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류 현황

33개국 120개교 (2018년 3월 현재)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hin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Malaysia, Mexico, Neth-

erlands, New Zealand, Philippines, Poland,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Taiwan, 

Thailand, UAE, UK, USA, Vietnam

학과 부설 연구소

기업경영연구원, 기업지배연구소, KUBS 스타

트업 스테이션

대내 · 외 평가 및  
수상실적

• 2005년 AACSB 국내 최초 전 학위과정 인증

• 2007년 EQUIS 국내 최초 인증

• 2011년 BK21 경영전문대학원 MBA 평가 5

년 연속 1위 (교육과학기술부) 

• 2013년 ‘국가브랜드 대상’ 경력개발 부문 대

상 (중앙일보)

• 2015년 국내 최초 2회 연속 AACSB 및 EQ-

UIS 5년 재인증

• 2017년 교육부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단 선정

• 2017년 영국 Financial Times 세계 Execu-

tive MBA 평가 세계 20위, 국내 1위 

• 2017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

자 전국 경영대학 평가 10년 연속 1위

• 2017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

자 MBA 평가 5년 연속 1위

• 2017년 THE 세계 대학 랭킹 경영경제부문 

세계 68위, 국내 1위

• 2017년 U.S. News 세계 최고 대학 랭킹 경

제경영분야 세계 98위, 국내 1위

•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 

경영 47위, 회계재무 46위

S&D  국내 최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연합학회로 1999년 창립되어 초기 

컨설팅동아리의 모습에서 현재 연합 경영전략학회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FEDC  2007년부터 활동해온 고려대 유일의 경제경영 토론학회이며, 매주 2회 경

제와 경영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과 한 주의 주요 뉴스를 발표하는 뉴스브리핑이 

진행됩니다. 

ACM  Academy of Christian Management의 약자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경영

학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KCC  4.19 의거 직후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전국 상경인의 ‘대 

심포지엄’을 모태로 두고 있으며, 최근 화제가 되는 경영, 경제 사건을 주제로 심포

지엄을 엽니다.

뫼사랑  1988년에 창설되어 등산 활동을 중심으로 선후배 간 스스럼없이 대화와 교

류를 나눌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졸업 후의 진로

졸업생 수  13,895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최근 5년간)

Market sector
No. of students

2011 2012 2013 2014 2015

Financial Service 70 67 33 56 83

Manufacturing 23 31 29 33 54

Wholesale and Retail Trade 13 12 9 14 17

Construction 8 13 10 6 6

Government 20 22 24 27 21

Public Sector and
Non-profit Organization

5 1 2 3 1

Heavy Industry 14 26 14 27 8

Consulting 52 64 50 53 0

Petrochemical / Energy 13 12 12 9 16

IT Service 15 8 14 12 15

Transportation 7 0 3 12 6

Broadcasting 0 3 3 1 2

Consumer Products 3 12 9 9 6

Entertainment Service 2 2 4 1 4

Telecommunications 2 2 5 3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2 0 5 2 2

R&D 1 1 0 0 0

Service 1 0 0 0 4

Education 0 0 0 0 2

Hotel 0 1 0 4 2

Public Health 0 1 1 4 0

Lawyer 2 0 0 0 0

Travel Agency 0 0 0 1 0

Others* 18 15 25 33 3

Total 271 293 252 310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