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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532 사업전략 

본 과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 내에서 기업간에 펼치지는 경쟁의 룰을 정확하게 이

해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장기적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경영 및 경쟁 환경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Synergy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자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사례위주의 토론식 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다. 

 

BIT565 마케팅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조직체,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체가 교환(exchange)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며 통제하는 경영활동을 다룬

다. 마케팅의 기본개념과 주요 경영기법을 배우고, 사례분석, 프로젝트 수행, 토론 등을 통하여 이

를 활용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이 과목의 목표로 설정한다.  

(1) Provide you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marketing problems faced by managers. 

(2) Equip you with the conceptual frameworks and analytical tools required for marketing products 

and services. 

(3) Enhance your skills to identity crucial marketing issues and make logical decisions to solve the 

issues. 

(4) Provide you with opportunities to understand marketing tools correctly and to apply them in 

realistic situation by analyzing marketing cases. 

 

BAF501 기업재무 

본 과목은 합리적인 재무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돈의 시간가치, 현금 할인 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Capital 

Budgeting Analysis, 자본구조, 배당정책, 옵션, 및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다. 



 

BAF502 재무회계 

본 과목은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재무정보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이해

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과목에서는 기본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고찰하며 각 재무제표의 세부적인 항목과 이와 관련한 

회계원칙을 고찰한다. 

 

BIM501 IT 전략과 경영  

현재 우리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신규 마켓이 창출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능들이 가능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본 과목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계

에 있다는 점이다. 사례중심으로 학생들은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BIM502 미디어 경영경제론 

본 과목은 정보미디어 MBA 학생들에게 미디어 산업의 수조, 작동 원리, 그리고 최근 동향을 경제

학 관점에서 소개하고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루는 주제로는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동작 

원리,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과 시장의 반응, 시장 구조와 규제의 역할, 미디어 기업의 재무, 그

리고 뉴미디어의 도래와 미디어산업의 미래 등이 있다. 강의는 이론소개와 더불어 사례분석과 학

생 프로젝트를 균형 있게 포함, 진행한다. 

 

BIM503 비즈니스 애날리틱스 

이 과목에서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실제 기업에

서 비즈니스 애날리틱스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이 과목은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애날리틱스

의 기술, 분석, 사업 역량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BIM509 경영자문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IT/미디어 관련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배우

고,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통해 경영 자문 실습을 위한 기본을 다진다. 주요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IT 관련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한 학기동안 해당기업의 IT 및 미디어 관련 주요문

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IM601 고급 비즈니스 애날리틱스 

본 강의는 Business Analytics의 원리와 최신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본적인 분

석기법을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사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

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방법을 토론한다. 

 

BIM602 지능형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업의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영환경의 추세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의 다양한 기법을 다룬다. 구체적 기법으로는 회귀분석, 연관규칙, 

분류, 군집분석과 같은 대표적인 기법과 유전자 알고리듬, 타부 서치 등 기계학습 기법도 다룬다. 

이런 분석기법은 특히, 마케팅 및 CRM의 각종 분석, 금융분석, 통신시장 분석 등에 적용되어 이

분야의 실무적 적용기초를 다지게 된다.  

 

BIM603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빅데이터 분석 

본 과목은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전반의 지식을 

강의합니다. 전반부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으로 데

이터베이스 분석설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SQL/NoSQL 을 사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법론을 

다룹니다. 후반부에서는 빅데이터 실사례를 가지고 추천시스템,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시스템, 인공

지능 시스템과 같은 주제별 활용 사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BIM621 유비쿼터스 경영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인프라와 

미들웨어 기술을 시작으로 모바일 의사소통에 관련한 연구 동향 및 발전 내용들을 학습한다. 또

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RFID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후 상황 기반 기술과 보안 관련 



기술들을 교육한다. 

 

BIM621 정보기술을 통한 가치혁신 

정보 기술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 혁신 과정을 교육한다. 정보 기술과 조직

의 목표 및 전략과의 연계를 통하여, IT와 기업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BIM623 뉴로경영 

본 과정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최첨단 분야인 뉴로경영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이 지식을 실제 기업

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기업은 물론 정보미디

어 기업에서 IT 사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뉴로경영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할 예정이다. 

 

BIM641 미디어 소비자 심리학과 광고  

본 교과목에서는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광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광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심리학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지식

의 학습에 초점을 둔다. 광고 매체(advertising media)를 통해 미디어 사용자들의 심리가 미디어로

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서 실제 경영 상황에서 과학

적 이론에 기반을 둔 정보미디어 소비자의 심리와 행태를 예측하고 나아가서 미디어를 통한 마케

팅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력한다. 

 

BIM642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산업 분석 

본 과목은 엔터테인먼트산업 대한 개관 및 주요 경영이슈들을 소개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엔터

테인먼트 분야의 주요 대상 산업은 영화, 드라마, 음반, 온라인게임 등이며 점차 엔터테인먼트 콘

텐츠와 전달 네트워크의 디지털화가 확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뉴미디어 (초고속인터넷, 무선통

신, 무선인터넷, 위성) 등 분야의 이슈 및 사업모델 등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과목의 수강생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접합시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BIM643 디지털 미디어와 기업홍보전략 

본 과정은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매체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바탕이 되는 이

론을 MBA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학의 PR 이론을 비롯, 심리학

과 마케팅 등 유관 학문의 이론적 연구와 현업의 업무 실태를 다룬다. 

 

BIM644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본 과목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

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용하는 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관한 다

양한 지식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마케터들이 최상의 고객가치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

한 일반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IM664 소셜미디어와 인터액티브 경영 

본 과목은 기업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변화시키는 소셜미디어에 주목한다.  소셜미디

어의 기능과 역할, 이용자 행태를 이해하고, 기업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케팅과 구전, 

브랜드, 위기관리 전략 등을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하고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을 수립한다. 

 

BIM646 경영환경과 미디어 

본 교과목은 기업 경영환경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면서 현대 미디어가 창출해내

는 생태계가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에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룬다. 

이 수업은 미디어 관련 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기능, 현

대 미디어가 형성되어온 과정,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여기에 관련된 조직/

기관들에 대해 다룬다. 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공중(公衆, public)이 공유

하는 사회적 가치 및 정치적 믿음,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및 권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배우게 될 것이다. 



 

BIM647 IT미디어 기업 가치평가 

IT미디어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공부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응용한다.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체계를 토대로 IT미디어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 및 모형을 공부한

다. IT미디어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가치분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BIM648 광고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과목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광고, 프로모션, 홍보, 스포서십, 

이벤트마케팅 등의 주제를 다룬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관련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고, 사

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을 도모한다. 

 

BIM68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본 과목은 IT/미디어 분야 관련 case 분석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IT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주요 이슈들과 실제 사례들

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BIM801 정보미디어경영 특수논제 

본 교과목은 정보미디어경영 분야의 새로운 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로서, 새로운 과목으로 발

전시킬 만한 특별 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BIM901 경영자문실습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특정 업체에 대한 경영 자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의 현장 

적용을 통한 지식 습득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달성하고, 팀원들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 커뮤니케이션, 협력 등의 자질을 높인다. 

 

BIM902 해외현장연구  



본 교과목은 정보미디어 분야에 있어 세계적 선도 기업들의 경영운영 방식 및 문화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인 문

제와 조직 내의 관계 문제에 관한 운영 및 규제 그리고 그 지역의 정부와 경제 조직의 변화에 의

한 비즈니스의 전망 및 기회에 대해서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IM903 국내현장연구 

본 과목은 정보미디어 필수과목인 해외현장연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치 못할 경우 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분야의 주요 이

슈를 가지고 지도교수와 함께 독립적으로 연구를 집행한다. 주요 이슈는 현실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며, 수강생은 문제의 모형화, 분석, Insight 발굴, 전략수립 과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   

 

BIM965 개별연구 

본 과목에서는 정보미디어 MBA학생들이 겨울, 봄 학기 수강한 여러 과목들의 주제 중 본인의 향

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별적으로 심화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