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경영학부
/ 금융·세무경영전공
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Asset Management Major

Bring up the Asset Management Experts
for a Happier Life Plan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실무 지향적 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인재 육성
•다양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최고의 취업률 실현

http://assets.wsu.ac.kr
T. 042-630-9350

학 과 개 요
전문 직업 중 가장 각광받는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는 ‘자산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중심의 실무교육과 폭넓은 취업을 위해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자산관리전문가 양성하기 위하여 실무 지향적 교육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고, 외국어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communication기법을 제고하며, 다양한 자격증의 취득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실현하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자격증
•AFPK(재무설계사), 은행
FP,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
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
유대행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
회계 1급·2급, ERP(인사, 생
산, 물류, 회계), TAT 1급·2
급등

실무지향형 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기업연계,
현장인턴십 지원,
현장지향,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활성화

세무 – 대전 세무서 실습

▶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금융 – 기업 모의투자 참여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금융권 : 은행, 보험회사, 증
권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
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등
•세무·회계권 : 세무사, 각 기
업의 세무 및 회계팀, 세무공
무원 등
•공통취업권 : 대기업 재무
관리 및 회계팀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회사 취업, 개
인사무실 개설 운영, 공무원,
무역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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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2, 원가회계, 세법총론, 경제학원론, 민법총론 등

2학년

부가가치세법, 자본시장론, 소득세법, 재무관리, 중급회계1 등

3학년

상법총론, 법인세법, 중급회계2, 관리회계, 회사법, 재무설계론 등

4학년

금융기관론, 금융상품론, 투자전략, 법인세실무, 자본시장법, 상속·증여세법,
보험설계론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금융경제동아리 :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관련 실무지식의 함양 (지도교수 : 원동욱 교수)
•세무회계동아리 : 세무회계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 (지도교수 : 손원일 교수)

미니인터뷰
금융·세무경영전공 19학번

배*희

서*원





TIP!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정*원 (18년도 졸업) 외 1명 웰컴저축은행
•김*영 (15년도 졸업) K-뱅크
•최*민 (18년도 졸업) NH농협은행
•소*욱 (19년도 졸업) 화일약품
•박*서 (19년도 졸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입시준비

•방*진 (19년도 졸업) 종근당
•이*연 (18년도 졸업) 수협
•전*훈 (18년도 졸업) 외 4명 ㈜ 더존
•심*현 (17년도 졸업) SK건설
•김*리 (17년도 졸업) 대전마케팅공사
•서*경 (16년도 졸업) SC제일은행

철도물류대학

71%

2019년 대학공시기준

저는 우송대학교 전공체험 및 모의면접을 신청해 처
음 매니지먼트학부 금융·세무경영전공을 접하게 되
었습니다. 전공체험을 통해 이 학과에서는 제가 원하
는 다양한 전공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무경험이 즐비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송대학교 매니지먼트학부 금융·세무경
영전공에 진학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학하고 나서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을 배우며, 이론
을 쌓았고, 세무동아리를 통해 자격증 수업을 받으며, 자격증 공부에 도움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초청특강을 통해 선배들의 앞선 경험과 실무
에 대한 경험지식을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신고실습 등 기
회가 많이 남아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니지먼트학부 금융세무경영전공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저의 미
래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학과생활을
즐기고 있고,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다니고 있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
니다. 저는 돈을 버는 방법,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
법 등에 관심이 많았고 그 방법을 알기위해 학과들
을 탐색하다가 우송대학교의 금융·세무경영전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세무회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중심으로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모든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실무에 바로
적응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에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
습니다. 매니지먼트학부 금융·세무경영전공에서는 실무과정 및 인턴쉽
제도를 통해 대전세무서 등과의 연계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정을 마친 후에는 그쪽 분야로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학과내에서 자체적으로 세무동아리와 금융동아리 두 가지의 동아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세무동아리에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는 스터디와 인근 고등학교에 회계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융동아리에서는 모의주식을 통한 모의투자
대회와 고등학교동아리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
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SOL INTERNATIONAL SCHOOL

금융·세무경영전공 15학번

•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 금융거래의 주요성을 인지한 학생
• 정리정돈을 잘 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학생
• 사교성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고교생 모의투자 참여 (증권회사 주최)
• 경제신문 구독
• 금융기관 주최 경제 배우기 체험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로버트기요사키/황금가지
• 부자들의 음모/로버트기요사키/흐름출판
•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박경철/리더스북
• 부의 미래/엘빈토플러/창림출판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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