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ecutive MBA 교과목 개요

BIT500 경영통계분석 (Management Statistical Analysis) 2:3:3

기본적 통계이론을 강의하며 확률론 추정, 비교 방법 등을 배운다. 또한 수리적 분석에 필요

한 OR의 기본이론도 다룬다. 

BIT505 경영경제학 (Managerial Economics) 3:0:3

본 과목은 경영전략, 경쟁전략,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내용을 경제학의 논리와 연

계 검토함으로써, 경영전략의 이론적 틀과 분석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이 경쟁하는 시

장분석에서부터, 경쟁의 범주, 수직적/수평적 결합의 논리를 비롯, 기업간 경쟁모형, 가격경

쟁, 비가격경쟁, 퇴출과 진입, 경쟁력의 원천과 유지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학적 논리와 

충분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산업과 인터넷을 위시한 네트워크경제 하의 기업경영 

및 경쟁전략도 포함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사례연구, 논문연구, 특히 핵심 역량, 경쟁분

석, 비즈니스모델을 분석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된다. 필요한 수학지식은 간단한 1

차 미분수준이면 충분하다. 

BIT506 거시경제분석 (Macroeconomic Analysis) 3:0:3

본 과목은 기업의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 제반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논리적인 틀과 개념을 다루고, 이

와 관련한 사례 및 현실문제를 논의한다. 

BIT525 리더십과 조직관리 (Leadershi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3:0:3

본 과목은 조직 환경하에서 일어나는 개인 인성, 동기부여, 인간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이해

와 팀 조직의 운영 및 리더십, 그리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조직의 설계와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기법의 습득 모두를 목표로 한다. 

BIT526 경영전략 (Strategic Management) 3:0:3

왜 특정기업은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하여 월등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이 이 과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내용인 그들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과목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혹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

자적 자질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의 전략이 장기적 비전하에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

략과, 사업부의 성장전략 및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배

우게 된다. 이런 전략적 학습들은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

체화되도록 구성하였다.

BIT545 국제경영전략 (Global Strategic Management) 1.5:1:1.5

본 과목의 주된 교육목적은 복수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전략적으

로 경영하는 지식 및 사고의 틀을 최고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들

은 기업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제화를 하게 되고, 해외에서 경영을 할 



경우 국제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적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국제경영론

과 사례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BIT546 혁신경영과 기업가형 경영자 (Innovation Management and The Entrepreneurial 

Manager) 1.5:1:1.5

이 과목에서는 혁신경영과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주요현안들과 경영방식을 소개한다. 혁신경

영부문에서는 기업에서 기술혁신활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경영할 것인지 다루고, 

기업가정신 부문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접근방법과 역량, 지식을 가진 “기업가형 경영자”의 제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BIT547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1.5:1:1.5

본 과목은 기업의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 제반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논리적인 틀과 개념을 다루고, 이

와 관련한 사례 및 현실문제를 논의한다. 따라서 본 과목의 부제목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루고자 하는 개별적인 토픽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주

제들이나,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고 자본시장과 연계시키는 국제적인 추세는 최근의 새로

운 현상이라 하겠다. 경영시스템의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 기업의 제반 위험관리의 

틀로서, 또한 기업가치 제고의 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의 보고체

계 관련이슈 및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위한 평가, 랭킹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한다. 주제별로 내외부 전문가들의 특강도 제공된다. 

BIT548 경영예측과 전략 (Business Forecasting and Strategies) 1.5:1:1.5

기업의 경영전략, 마케팅 전략, 사업 계획 등에 필수적인 예측모형과 방법을 소개하고 전략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산업의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과 전략효과분석을 실습하고 SCM과 CRM을 위한 예측체계를 소개한다.

BIT549 협상 및 갈등관리 (Negotiation & Conflict Management) 1.5:1:1.5

협상은 기업내부 뿐 아니라, 제반 계약협상, 컨소시움구성, M&A, 국제협상 등 기업외적협상

의 필요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 전략 추진에

서 이문화간의 협상 필요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을 단순히 경험과 직관의 축적

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게임이론 등에 입각한 주요한 기본 논리를 배우고, 이를 

보다 현실세계에 적합한 협상의 틀을 연구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과 역할게임 등을 통해 실

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BIT565 마케팅 (Marketing) 3:0:3

현대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경쟁기업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개념과 기

법을 소개하고, 시장환경예측, 시장세분화, 상품개발, 가격, 마케팅경로,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 산업 및 국제마케팅, 직접마케팅 등의 주요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BIT572 기술 및 산업분석 (Technology and Industry Analysis) 3:0:3

본 과목은 다수의 산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을 살펴봄과 동시

에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된 역사를 심층 리뷰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시장 동향을 이해하

고 미래의 방향을 예견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



을 얻음을 물론이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BIT579 전략적 브랜드 관리 (Brand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브랜드 자산의 개발과 측정을 살펴보고, 확보된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강화

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인 주제는 (1) 브랜드의 실체와 기능, (2) 브랜

드 마케팅의 관리 과정, (3) 브랜드의 전략적 운용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BIT686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 (Operations Management & SCM) 3:1:3

이 과목은 비즈니스의 정보흐름과 물적흐름의 기반이 되는 공급네트워크의 전략, 설계 및 

진단, 개발, 운영 및 개선과 혁신을 다룬다. 현대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경쟁양상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급네트워크의 경쟁력은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조직의 가치창출활동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시장이 원하는 가치(가

격, 속도, 품질, 다양성 등)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기업의 제품 및 공정

개발, 정보관리(수요예측, 주문관리, 생산계획), 조달, 생산, 물류 및 서비스 활동이 네트워크

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조정/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목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가치창출 및 

가치전달과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전략적 이슈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분석적 방법론을 다

룸으로써 공급사슬통합의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BIM632 전자상거래 경영과 기술 (Electronic Commerce Management and Technology) 3:0:3

이 과목의 핵심은 이러한 eBusiness 사업에 대해서, 바로 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기법을 배우고자 한다. 이러한 기법은 Internet과 Business Model에 대한 이해, 

사업 기회 발굴, 고객 가치 창출 및 자원 연계 방안, 그리고 신기술 적합성 테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BIM692 IT 기술과 경영 (IT Management) 3:0:3

조직의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전략적 및 경제적 요소들을 연구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대표적 정보시스템 관리 및 구축사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의 적

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BAF501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3:0:3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재무정책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재무지식과 판단력을 습득하고 자본예산, 위험과 수익률, 자본구조, 자본비용, 배당정책, 평

가 및 합병과 매수를 강의내용으로 포함한다. 

BAF608 기업인수와 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3:0:3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슈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수합병의 경제적 및 재무적 측

면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하여 인수합병의 실무적 측면을 배운다.

BAF609 기업인수합병 개론 (Fundamental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1.5:0:1.5

본 교과목에서는 기업 합병 및 인수의 이해에 필요한 여러 이론 및 실제를 공부한다. 구체

적으로 M&A의 다양한 사례분석들을 통하여 기업가치결정, 시너지, 방어전략, 자금조달 등



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그 외에도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계 및 

법적 이슈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BAF665 회계 및 재무제표 분석 (Account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0:3

본 과목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필

요한 제반 분석 기법을 다룬다.

BIT800 경영 특수논제 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 1.5:0:1.5

본 교과목은 MBA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

비할 만한 특별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BIT801 경영 특수논제 I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I) 3:0:3

본 교과목은 MBA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

비할 만한 특별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BIT802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1.5:0:1.5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글로벌리더십, 국제협상, 글로벌경영이론, 사회봉사활동참여 등을 통하여 강

의실에서 배운 경영학 각 분야 내용들을 실습 체험하도록 한다.

BIT806 해외현장연구Ⅰ (International Field Trip Ⅰ) 3:6:3

본 교과목은 현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고있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럽 기업들의 

경영운영 방식을 한국과 비교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

의 윤리적인 문제와 조직 내의 관계문제에 관한 운영 및 규제 그리고 그 지역의 정부와 경

제 조직의 변화에 의한 비즈니스의 전망 및 기회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BIT807 해외현장연구Ⅱ (International Field Trip Ⅱ) 3:6:3

본 교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해외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과 해외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관리역량과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

한 연수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방문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

히게 되어, 향후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성공요인들을 터

득할 수 있다.

BIT904 현장적용프로젝트 (Capstone Project Study) 0:9:3

본 교과목은 실제기업의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

팅이나 제조업, 서비스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실제 프로젝트나 운

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경영지식을 활용하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며, 전문가 

및 현장의 유경험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BIT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for Graduate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