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을학기 CFMBA 강의시간표
월 19:00-22:00

1년차

모듈1,2
9.2 - 12.20

화 19:00-22:00

목 19:00-22:00

MBA6304-01

MBA6311-01

MBA6309-01

재무관리(3학점) / 신진영

경영전략(3학점) / 권구혁

마케팅관리(3학점) / 이호선

101

101

101

MBA6304-02

MBA6309-02

MBA6311-02

재무관리(3) / 신현한

마케팅관리(3) / 이재영

경영전략(3) / 박경민

102

102

102

MBA6311-03

MBA6309-03

MBA6304-03

경영전략(3) / 김지현

마케팅관리(3) / 김영찬

재무관리(3) / 김창수

103

103

103

MBF6212

MBF6214

MBF6216

금융수학(3학점) / 이창준

기업재무(3학점) / 박세열

투자론(3학점) / 김용환

104

104

104

MBA7171

[매니지먼트] MBA7151

경영자를위한비즈니스애널리틱스 /

리더십I / 정동일

[체험] MBF7523
금융사례연구(3학점) / 연강흠
B104
[마케팅] MBA7157
마케팅전략 I / 김동훈
B101

모듈1
9.2 - 10.25

2년차

손재열

B101

B101

※I,II 연속수강만 가능

[매니지먼트] MBA7101

MBA7302

[마케팅] MBA7288

벤처경영 / 정승화

지속가능경영 / 민순홍

MANAGING IN CHINA / 곽주영

B102

B102

B102

[체험] MBA7566-01

[재무/공통트랙]MBA7137

[재무/공통트랙] MBA7179

경영프로젝트 / 임건신

금융기관경영론I / 최흥식

금융시장론 I / 손욱

B203

B201

B104

MBA7229

[재무/공통트랙] MBA7280

성과평가, 매니지먼트컨트롤시스템

대체투자와구조화상품(벤처캐피탈) /

/ 윤대희

손창우

B205

B104

[체험] MBF7523

10.28 - 12.20

[마케팅] MBA7158

[마케팅] MBA7262

마케팅전략 II / 김동훈

STRATEGIC BRAND MANAGEMENT /

B101

장대련

I 수강필수

B101
[매니지먼트] MBA7161

MBA7245

B201
[매니지먼트] MBA7152
B101

B104

크리에이티브리더스포럼 / 노현탁

채권시장론 I / 박형태

리더십II / 정동일

금융사례연구(3학점) / 연강흠

모듈2

[재무/금융공학] MBA7199

STRATEGY AND SUCCESS
/ 이호욱

B102

B102

※I,II 연속수강만 가능
MBA7114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임건신
B102
[재무/공통트랙] MBA7180
금융시장론 II / 손욱
B104

[체험] MBA7566-02

[재무/공통트랙]MBA7138

[재무/금융공학] MBA7200

경영프로젝트 / 임건신

금융기관경영론II / 최흥식

채권시장론 II / 박형태

B203

B201

[마케팅] MBA7211

[재무/공통트랙] MBA7281

소매경영 / 설도원

대체투자와구조화상품 / 김용환

B205

B104

<유의사항>
1. 과목명이 영어로 표기된 과목은 영어과목
2. MBA7229 성과평가, 매니지먼트컨트롤시스템 : 관리회계 선수강 필요
3. 마케팅전략 I, II 는 연속수강만 가능 (I을 선수강해야만 II 수강 가능 / I만 수강 가능)
4. 금융시장론 I,II 는 연속수강 권장 (II만 수강 가능, 단 I만 수강은 지양 요망)
5. 리더십I,II는 I,II 모두 수강만 가능 (I만 수강 불가)
6. 채권시장론 I, II는 각각 수강 가능 (I 선수강 권장)
7. 경영프로젝트는 모듈1, 2에 동일과목 2개 분반 개설

B201
[체험] MBA7524
Adv. Business Communications
/ 이태희
B203

CMBA 필수

FMBA 필수

선택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