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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CFO Academy
Greetings

風迅鳶騰
위기는 기회다
기업이 처한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CFO의 역할이
다변화하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CFO는 기존의 재무관리 업무뿐 아니라 글
로벌 시장변화에 따른 재무전략, 투자관리, 예산관리, 성과평가, 구조조정에 이르는
기업 전반의 기획 및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CFO는
미래전략, 신사업진출, M&A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
과 경영을 점검하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CFO 전략과정은 한국 일류기업 CFO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
고 기업가치의 향상을 주도하는 Super CFO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략적 시각과 종합적 분석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미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敎學相長
한국 기업을 이끄는 뉴 파워그룹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CFO 전략과정은 국내외 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커리큘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하
는 산업계 각 분야에서 선별된 CFO와 CEO들은 사례 발표, 실무 적용, 토론 수업 등
을 통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과정 중에는 강사진 및 과정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
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얻어진 생생한 경험의 공
유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경영 전반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시야를 갖게 합니다. 수
료 이후에는 1,060여 명의 수료생으로 구성된 SNU CFO Society Membership 회원
자격을 얻게 되어 지속적인 인적, 지적 교류가 이어집니다. SNU CFO Society가 제
공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끊임없는 역량 개발은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파워그룹, SNU CFO Society의 자부심입니다.

Curriculum
교육 과정

CFO 전략과정
특징

•국 ・ 내외 학계 및 실무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강사진
•이론강의, 실무적용, 사례발표 등 매주 주제별 3교시 수업으로 진행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 및 교과 내용
•팀 단위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합숙 Workshop
•사례개발을 통한 산학협동 기회 제공
•강사진 및 과정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인적 및 지적 교류 기회 제공
•과정 수료 후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Super CFO CLUB Membership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타 유관단체와 교류
•가족 초청 행사 실시(중고생 자녀 캠퍼스 견학 및 학습법 특강)

교육과정
개요

•교과과정은 8개월간 총 48강좌로 구성
•강좌는 Value Based Management를 중심으로 16가지 Module로 구성
•사례개발과 발표: 국내 Workshop

IR/Value Reporting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Tax Planning

Incentives/Compensation

Investment Strategy

Internal Audit/Compliance
Humanities
Risk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Corporate Governance

Valuation M&A
SNU
CFO Academy
Curriculum

IT Mege-Trend
Real Estate & Project Financing
Capital Market & Legal Issues
Strategic Cost Management/ABM

SNU
CFO
Society
추천사

국내에 수많은 경영자 교육과정이 있지만, CFO과정은 확실히 차별화된 성격의 과정입니다. 경영 전반
이나 인문학 등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회계/재무/자금/투자/세무 전략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CFO과정이 설립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CFO과정을 수료하
신 분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
고 현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추천하는 과정이 바로 서울대 CFO과정입니다. CFO과정을 수료하
시고, 전문지식을 익히셔서 현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혜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_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
기술과 사회, 경제 변화의 트렌드부터 인문까지, 현시점 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야 할 이슈들을
엄선해서 원포인트 레슨처럼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
히 쌓이는 도전과제들에 대해 CFO의 관점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론
과 실무의 균형잡힌 강의로 정리해갈 수 있다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현업의 전문가들이신 동
기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과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보
다 값진 선물입니다. 투자의 이유가 충분한 프로그램입니다. _제31기 KB손해보험㈜ 상무 박효익
임원이라는 자리가 주어진 이후 저를 둘러싼 기대가 이전과는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을 경험하
면서, 임원다운 생각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시
각에 대한 갈증이 있던 때였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택한 CFO 전략과정에서의 매 순간의 경험과
한분 한분과의 교류는 분명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폭넓은 질문들을 던져주었고, 나아가 각자의 자
리에서 빛을 발하고 계신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과 동기와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진실된 관계를 맺으
며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라건대, 더욱 많은 현재와 미래의
경영자들이 CFO 전략과정이라는 성장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
셨으면 합니다.
_제31기 ㈜바른손이앤에이 CFO 박지선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운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서 사람이 찾아온다” 저희 동기 모임
에서 건배사로 썼던 CFO과정 인문학 시간에 배운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CFO 과정의 매력은 회계, 세무,
M&A 등 CFO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소양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 준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동기들 간(近者)의 교류도 열정적으로 해 주신 담당교수님 덕분에 즐
거운(悅) Networking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소양의 함양, Networking이 가능
한 CFO 전략과정은 멀리서도 찾아올(遠者來)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_제30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서정욱
CFO 전략과정을 수료한 지 수년이 훌쩍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과 뿌듯함이 함께 남습니다. 6개
월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이 아쉬웠고, 다양한 기업의 예비 CEO 분들과 새로운 경영 전략 트렌드를 함께
학습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았던 것이 뿌듯합니다. 과정을 마치면 보약 한재를 먹은 효과가 나
타날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 깊이 느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_제23기 前) KB저축은행 대표이사 신홍섭
서울대 CFO 전략과정은 제가 수강했던 여러 경영과정 중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알차고 실용
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case study를 함께 다룬 curriculum이 매우 실용적이었으며,
networking 시간에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담당교수님들의 열정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리고 여타 과정에 비해 젊은 동기생들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networking이 가
능한 교육과정으로 주변 분들게 자신 있게 강추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_제18기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서병기
저의 주 커리어는 HR 분야인데 포스코건설의 CFO(2010. 3~2013. 3)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
교 CFO과정에서 재무/회계/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의 최신 트렌드와 실질 사례들을 깐깐하게 배울 수
있어서 재무경력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실로 천군만마(千軍萬馬)와 같았습니다. 아울러 CFO 총동문회,
15기 동기모임, 강남런치미팅 등을 통해 훌륭한 분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_제15기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 윤동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재무관리, 미래전략, 구조조정, M&A 등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기에는 나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서울대 CFO 전략과정은 전략적 사고와
종합적 분석능력, 미래예측능력을 기르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고 배움을 통해 자신감과 의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과 시대에 잘 맞는 커리큘럼은 지식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하였고 각기 다
른 사업분야에서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큰 울타리로 확
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_제12기 (주)피지스바이오 회장 박충열
Excellent value per cost! 매주 한나절의 시간 투입에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는 과거 우리나라 학교 강의 Quality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이 과정 수강을 결정할 당시 다소 망설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실한 Course design, Practitioner와 교수 간의 균형이 잘 잡힌 강사
진, 그리고 수강자들의 다양한 전문적 경험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많은 배움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움과 만남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가치가 비
용보다 큰 흔치 않은 과정입니다. 
_제2기 SK하이닉스 부사장 송현종

Admission Information
입학 안내

교육 기간

2023년 4월 6일(목) ~ 2023년 11월 23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7시(80분/강좌 × 3강좌)
Workshop

목요일

강의 일정

1교시

p.m 2:00 – p.m 3:20

2교시

p.m 3:35 – p.m 4:55

3교시

p.m 5:10 – p.m 6:30

국내 Workshop 2회

p.m 6:30 –

저녁식사

* 이수요건: 출석 및 사례개발
* 사례개발 Workshop: 2023년 4월 13일(목) ~ 14일(금)
* 사례발표 Workshop: 2023년 10월 19일(목) ~ 20일(금)
모집 인원

40명 내외
•국내기업, 외국투자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CEO/CFO

지원 자격

•재무, 회계, 기획, 평가, 원가, 경영지원담당 임원급
•CEO/CFO 후보자

접수 기간
접수 방법

2023년 3월 10일(금)까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지원서 작성(http://mdc.snu.ac.kr/cfo) 후
제출서류를 E-mail(carrott@snu.ac.kr)로 보내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1부
•회사 및 기관 안내 팸플릿 또는 소개자료 1부

제출 서류

•사진 1매
》 E-mail 발송: carrott@snu.ac.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2023년 3월 15일(수)

등록

2023년 3월 16일(목) ~ 2023년 3월 29일(수), 합격 통지 시 개별 안내

개강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LG경영관

교육 문의

과정담당 김경미

|

Tel 02-880-8253

|

E-mail carrott@snu.ac.k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C
F
O
전략과정

SNU CFO Society Members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경영관 CFO Academy 사무국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U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http://mdc.snu.ac.kr/cfo

서울대학교우체국

우 편 별 납

ASM,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세계센트럴시티, (주)아모레퍼시픽, (주)유바이오로직스, (주)유원미트코리아, (주)한양, BNY Mellon 투자자문, Brisk&Young Associates, Burberry Korea, CIDO
SHIPPING, CJ E&M, CJ(주), CJ오쇼핑, CJ인재원, CJ제일제당, CJ투자증권,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Dell Korea, DY㈜, ERA KOREA, EY한영회계법인, FWS투자자문, GS, GS네오텍, GS칼텍스, GS홈쇼
핑, HK-MNS, HMC투자증권, HS애드, IBK투자증권, IMM Investment, IMMPrivate Equity, ING LIFE, JS전선, K.M.K. edu holdings, KBS,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KB증권, KEB 하나은행, KG제로인, KIS채권평가, KT, KT M&S, KT&G, KTB투자증권,
KTM mobile, KT네트웍스, KT캐피탈, larfarge gypsum, LG MMA, LG디스플레이, LG상사, LG석유화학, LG전자, LG텔레콤, LG패션, LG화학, LIG넥스원, LIG넥스원, LIG지투자자문, LS, LS-Nikko동제련, LS글로벌, LS네트웍스,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 LVMH 코
스메틱스(유), NICE신용평가(주), NikeSports Korea, OCI 주식회사, Pacific Allied AssetManagement, RMCRoyal & SunAlliance Insurance, SBS프로덕션, SH에너지화학, SK, SK Broadband, SK C&C, SK E&S, SK holdings, SKC, SK건설, SK네트웍스, SK루브리컨츠,

SK브로드밴드,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증권, SK케미칼, SK텔레콤, SK해운, S-Oil, SQ Technologies, STX, STX엔진,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SYCTrading, TCC동양, VIP투자자문, 가온전선, 경일감정평가법인,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려해운
주식회사, 골드브릿지증권, 골프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은행, 교보생명보험, 교보증권, 국민은행, 국민파트너스, 국영지앤엠, 군인공제회, 굿센테크날러지, 그린손해보험, 글로벌금융판매, 금비, 금호종합금융, 금호피앤비화학, 기흥관광개발, 김&장법률사무소, 김
정문알로에,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신용평가(주), 남양, 내쇼날푸라스틱, 네오스타코퍼레이션, 네오플럭스, 넥스젠, 넥스콘테크놀러지, 녹십자, 농협금융지주, 뉴스트리, 다다실업, 다우데이타시스템, 다위실업정공, 다이모스, 단석산업, 대교, 대림산업, 대보(DB)정보
통신, 대보정보통신(주), 대보해운 미래고속,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원세무법인, 대한도시가스, 대한항공, 대한해운, 더베이직하우스, 더블유컨셉코리아, 덴츠플라이코리아, 도원회계법인, 동국산업, 동방, 동부아남반도체, 동부일렉트로닉스, 동부제강,
동부제철, 동성코퍼레이션, 동원로엑스㈜, 동일곡산, 두산,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전자, 두산중공업, 듀오백코리아, 디에스이엔지, 디지털오아시스, 로카 모빌리티㈜, 롯데건설, 롯데그룹, 롯데주류BG,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캐피탈(주), 르네상스자산운용, 리딩
투자증권, 리싸이텍코리아, 리어 코리아, 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마리오, 매슨인터내셔널코리아, 매일유업(주), 메드트로닉코리아, 메리츠종금증권, 메릴린치, 메트릭스, 모빌리언스, 모즈클리닉, 무진전자, 미디어윌, 미래에셋대우, 미래엔, 바슈롬 코리아, 반다이코리아,

밥게임즈 ㈜, 법무법인 감천,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한별(유), 법무법인 한중, 보광창업투자, 보광훼미리마트, 보양해운, 부국증권, 비씨카드, 비타민디자인, 사노피 파스퇴르, 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산은캐피탈, 삼광어패럴, 삼
립전기,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테스코, 삼성화재,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천당제약, 삼천리이에스, 삼탄, 삼표, 삼풍관광, 삼호, 새한정보시스템, 서브원, 서울자산운용, 서진산업, 성지출판, 성진레미콘, 세무법
인 부강, 세신버팔로, 세아상역, 세아제강, 셀레믹스, 셀지노믹스, 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 수산서비스, 스마트스터디(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스튜어드파트너스, 승산, 시노펙스, 시도, 시모나아이디, 시스네트, 시스네트정보, 시스템에어컨엔지니어링, 신도산업,

신동, 신성건설, 신성이엔지, 신세계 그룹, 신세계I&C, 신영증권, 신원종합개발, 신한 프라이빗에쿼티,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호제지, 신흥스타아이앤티, 실크로드시앤티, 싸토리우스코리아(주),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쌤소나이트코리아(주),
씨유덴텍 박일윤치과의원, 아디다스코리아, 아람인테크,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 아이디스홀딩스, 아이마켓코리아, 아이앤아이스틸, 아이엠아이, 아이컴포넌트, 아이티센, 안진회계법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알트윈에셋, 애강리메텍, 애경산업, 애경유화, 어울림네트웍

스, 에버그린모터스, 에스까다코스메틱, 에스에스씨피,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에스티아이, 에쓰푸드, 에이디엠21, 에이스테크놀로지, 에이씨닐슨코리아, 에이알디홀딩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에이케이켐텍,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코니티, 에프앤가이드, 엑큐리
스, 엔씨소프트, 엔에스오토텍, 엔에이아이프라퍼트리, 엔투비, 엘앤테크놀로지, 엠에이치샴페인즈앤드와인즈, 엠즈씨드(주), 엠케이전자, 영동메디칼, 예스코, 오뚜기, 오케이저축은행,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옥션,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우림건설,
우림엠에스, 우미건설(주), 우영, 우주산업, 웅진코웨이개발, 원익아이피에스,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 윌테크놀러지, 유니슨, 유니온스틸,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유비케어, 유수홀딩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유엠비테크, 유진기업, 유코카캐리어스, 유토포스와이어리

스, 유한메디카,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융진, 의료법인 두일의료재단, 의제전기설비연구원, 이노뎁(주), 이노에이스, 이니시스, 이니텍, 이데아건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스트소프트, 이시스디티에스, 이썸테크, 이엔쓰리, 이원회계법인, 이트레이드증권, 이화전기공업,
인성디지탈,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젠, 인터파워, 일동화학, 장수산업, 재단법인 서남재단, 제너시스, 제네웰, 제니타스, 제이콤, 제이티, 제퍼로직,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종광건설, 종근당, 종근당산업, 종근당홀딩스, ㈜KT is, ㈜뉴아인, ㈜동원F&B, ㈜디씨알이, ㈜마

켓보로, ㈜매스프레소, ㈜미버스랩스, ㈜바른손이앤에이, ㈜생보부동산신탁, ㈜서우제이앤디, ㈜성우에스아이, 주식회사 오뚜기, ㈜아이비글로벌파트너스,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이든티앤에스, ㈜케이에이치제이인베스트먼트, ㈜케이인디고, ㈜파인, ㈜한샘, 중경
물산, 중앙신용정보(주), 지멘스 주식회사, 지씨아이,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지오다노, 진로산업, 짐머/바이오메트 코리아, 참회계법인, 창해에탄올, 캐스코 주식회사, 캠브리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케이디파워, 케이스톤파트너스(유), 케이씨이앤씨, 코리아본드

웹,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아이넷, 코오롱제약, 콘트론, 콘프로덕츠코리아, 퀀텀컨설팅, 큐더스,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제과, 클라란스코리아(유), 타이탄플랫폼, 태성,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트라이콤, 티맥스소프트, 티아이에스코리아, 파라다이스, 파마킹, 퍼시스 아이랜
드, 평안엘앤씨,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대우, 포스코에너지, 포스틸, 풍산, 프리머스아이비, 프리미어 코리아, 필립스 전자, 핑거, 하나감정평가법인, 하나창업투자, 하이네켄코리아, 하이드로젠파워, 하이브시스템, 하이투자증권, 하이트론씨스템즈, 하이트맥주, 한강
그룹, 한국 바스프, 한국가스공사, 한국갬브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리스여신, 한국메탈, "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스토리지텍, 한국신용평가, 한국알콜산업(주), 한국오라클(유),
한국외환은행, 한국자산평가,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캐피탈, 한국코트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후지제록스, 한국휴렛팩커드, 한덕화학, 한독약
품, 한맥테코산업, 한무쇼핑, 한샘이펙스, 한섬, 한성, 한성피씨건설, 한솔교육, 한솔제지, 한솔홀딩스, 한양이엔지, 한진중공업, 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 한화솔루션(주), 한화엘앤씨, 한화유통, 한화첨단소재, 한화투자증권, 현대LNG해운(주), 현대계전, 현대다이
모스, 현대라이프, 현대모비스, 현대비앤지스틸(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영어사, 현대제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택배, 현대파텍스, 형지어패럴, 호남석유화학, 호반건설 리젠시빌, 호주뉴질랜드은행서울지점, 화인화학, 회계법인 성지, 회계법인 원, 효정개발,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휴맥스, 휴메이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