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가 MBA 전공과목 이수요건(2021)

교과석사

▣ 졸업이수학점: 총 48학점 이상 이수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합계

3학점,, 

1AU

34.5

학점
7.5학점 이상 3학점 48학점 이상 

가. 공통필수: 3학점 및 1AU (윤리 및 안전 이수) 

    ○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BIT500 경영통계분석(3)] 

 

나. 전공필수: 34.5학점 

     ○ 경영필수: 12학점

      

BAF501 기업재무(3)

BAF502 재무회계(3)

BIM691 경영정보시스템(3)

BIT505 경영경제학(3)

BIT525 리더십과 조직관리(3)

BIT526 경영전략(3)

BIT565 마케팅(3)

BIT685 공급사슬관리(3)
  

※ 12학점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되, 2과목 이상 영어강의로 이수해야 함

     ○ SE 필수: 22.5학점 

 

BIT632 사회적 기업가정신(3)

BIT634 소셜 이슈 분석과 미션 수립(3)

BIT635 소셜벤처 고객문제 및 솔루션 검증(3)

BIT636 소셜벤처 린스타트업(3)

BIT637 소셜벤처 사업모형(3)

BIT638 소셜벤처 제품 및 서비스 검증(3)

BIT640 소셜벤처 시장조사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1.5)

BIT641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1.5)

BIT642 소셜벤처 조직 및 성장전략(1.5)



다. 선택 7.5학점 이상 이수       

BIT537 기업과 사회(3)
BIT643 사회적 기업과 경영(3)
BIT644 SE 사업개발 및 사례연구(1.5)
BIT645 국제개발과 비즈니스(1.5)
BIT646 사회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1.5)
BIT647 사회적 기업과 지역개발(1.5)

BIT648 에너지환경문제와 사회적기업(1.5)

BIT650 사회적기업가(1.5)

BIT651 사회적기업가Ⅱ(1.5)

BIT800 경영 특수논제Ⅰ(1.5)

BIT801 경영 특수논제Ⅱ(3)

BIT803 사회적기업 현장연수(1.5)

기타 타 학과 개설 교과목

라. 연구: 3학점

   

BIT901 사회적기업 세미나(1.5)

BIT902 소셜벤처사업화연구(1.5)

마. 경과조치
○ 본 교과과정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단,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변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의 승인

   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교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인정은 ‘대체교과목 일람표'를 따른다.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 SMB592 경영통계 및 시장조사(3)를 이수한 경우,

    MGT503 경영통계분석(3)을,

  - SMB541 IT경영(3)을 이수한 경우,

    SMB541 경영정보시스템(3)을,

  - SMB564 경영경제분석(3)을 이수한 경우,

    SMB564 경영경제학(3)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체 교과목 일람표 (사회적기업가MBA)

대체교과목

 구분
운영 교과목 미운영 교과목

비 고
(변경사항)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공통
필수 BTM500 경영통계분석 MGT503 경영통계분석

전공
필수

BTM505 경영경제학 SMB564 경영경제학 담당교수, 
교과목명(영문)

BTM525 리더십과 조직관리 PMB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BTM526 경영전략 SMB511 전략경영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TM565 마케팅 SMB520 마케팅  담당교수

BTM632 사회적 기업가정신 SMB547 사회적 기업가정신 　

BTM633 사회적경제와 정책 SMB535 사회적경제와 정책 　

BTM634 소셜 이슈 분석과 미션 수립 SMB546 소셜 이슈 분석과 미션 수립 　

BTM635 소셜벤처 고객문제 및 
솔루션 검증 SMB549 소셜벤처 고객문제 및 솔루션 

검증 　

BTM636 소셜벤처 린스타트업 SMB544 소셜벤처 린스타트업 　

BTM637 소셜벤처 사업모형 SMB517 소셜벤처 사업모형 　

BTM638 소셜벤처 제품 및 서비스 
검증 SMB550 소셜벤처 제품 및 서비스 검증 　

BTM639 사회혁신과 한국의 개발경험 SMB568 사회혁신과 한국의 개발경험 　

BTM640 소셜벤처 시장조사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 SMB548 소셜벤처 시장조사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 　

BTM641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 SMB545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 담당교수

BTM642 소셜벤처 조직 및 성장전략 SMB543 소셜벤처 조직 및 성장전략 　

BTM685 공급사슬관리 MGT593 공급사슬관리

BAF501 기업재무 SMB561 기업재무정책 교과목명, 
담당교수 

BAF502 재무회계 SMB560 재무회계 담당교수

BIM691 경영정보시스템 SMB541 경영정보시스템

BTM528 기업가정신과 혁신형 창업 MGT623 기업가정신과 기업가

선택(석
박사)

BTM537 기업과 사회 SMB540 기업과 사회

BTM643 사회적 기업과 경영 SMB536 사회적 기업과 경영 　

BTM644 SE 사업개발 및 사례연구 SMB591 SE 사업개발 및 사례연구 학점
담당교수

BTM645 국제개발과 비즈니스 SMB512 국제개발과 비즈니스 　



대체교과목

 구분
운영 교과목 미운영 교과목

비 고
(변경사항)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BTM646 사회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 SMB581 사회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 　

BTM647 사회적 기업과 지역개발 SMB582 사회적 기업과 지역개발 　

BTM648 에너지환경문제와 
사회적기업 SMB507 에너지환경문제와 사회적기업 　

BTM649 한국의 사회와 문화 SMB595 한국의 사회와 문화 　

BTM650 사회적기업가 I SMB513 사회적기업가 I 담당교수

BTM651 사회적기업가 II SMB514 사회적기업가 II 담당교수

BTM800 경영 특수논제 I SMB689 사회적기업 특수논제Ⅲ 교과목명 

BTM801 경영 특수논제 II SMB687 사회적기업 특수논제Ⅰ 교과목명

BTM803 사회적기업 현장연수 SMB594 사회적기업 현장연수 학점　

BGM541 녹색기업가치평가와 
사회적 금융 SMB522 녹색기업가치평가와 

사회적 금융 담당교수

세미나 BTM901 사회적기업 세미나 SMB963 사회적기업 세미나

세미나 BTM902 소셜벤처사업화연구 SMB964 소셜벤처사업화연구 　

연구 BTM904 현장적용프로젝트 SMB969 현장적용연구 교과목명,
학점

타학과 대체 교과목

 구분
학과 교과목 타학과 교과목

비 고
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공통
필수 BTM500 경영통계분석 CC511 확률 및 통계학 단방향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