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Syllabus)

[1]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

■ 강의 정보(Course Information)

교과목명

(Course Title)
기업재무론 강의유형

(Course Type)
단독강의

[2] 학습 목표/성과(Learning Objectives/Outcomes)

■ 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지 그기업의 생존, 발전,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용해야 하는바 각기업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cfo 가 

필요하다. 본 강좌는 cfo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배운다. 따라서 자본구조, 자본예산, 자본조달, 운전자본의 조달 및 관리, 

M&A, 기업지배구조, 위험관리등에 대해서 배운다.  

■ 학습 목표(Learning Objectives)

본과목을 학습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제조기업에 대해서 각각에 적절한 자본구조, 자본예산, 자본조달, 운전자본의 조달 및 관리, M&A, 

기업지배구조, 위험관리등에 대해서 배운다.  

■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s)

기업의 CFO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배운다. 따라서 본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기업의 CFO 들이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

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각기업의 특징에 따른 최적의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  

[3] 강의 진행 정보(Course Methods)

■ 강의 진행 방식(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강의 진행 방식 추가 설명

강의

각 장에 대해서 PPT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인 재무관리를 

수강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재무관리를 미리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강의이다. 

■ 수업 자료(Textbooks, Reading, and other Materials)

수업 자료 제목 저자 출판일/게재일 출판사/학회지

주교재(Main Textbook) corporate finance Berk and DeMarzo 2014 Pearson

[4] 수업 일정(Course Schedule)

차시 강사명 수업주제 및 내용 제출 과제 추가 설명

1 김규형 Prospect Theory I

2 김규형 Regret Theory II



3 김규형 Dividend Policy I

4 김규형 Dividend Policy II

5 김규형 Dividend Policy III

6 김규형 Initial Public Offering

7 김규형 IPO Puzzles

8 김규형 Merge and Acquisition I

9 김규형 Merge and Acquisition II

10 김규형 IPO Auction 

11 김규형 Shareholder Activism 

12 김규형 Corporate Governance

13 김규형 Agency Conflict

14 김규형 Family Business

15 김규형 Option

[5] 수강생 학습 안내 사항

과제물을 제출 하는 것이 전체점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합니다. 착실하게 과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단원이 끝날때마다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수업시간에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