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졸업이수학점: 54학점 이상
- 전공필수: 34학점 (SE필수 22점/ 경영필수 12점) 
- 공통: 3학점, 연구: 3학점, 선택: 14학점

• 사회적기업가 역량개발 I, II
• 소셜벤처사업 계획
• 소셜벤처 설계 및 사업화 I, II
• 소셜벤처 사업화 연구
• 사회적기업 해외현장연수 (창업캠프)

※ SAVE 워크숍 및 단계별 맞춤 멘토링 진행
※ 프로젝트 관리, 소셜마케팅 강의 등 진행

Process
점검

(10학점) 

이론/실습
(12학점)

• 소셜이슈 분석과 미션수립, 소셜이슈와 기회탐색
•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
• 소셜벤처 사업모형
• 소셜벤처 사업개발
• 소셜벤처 창업전략과 펀딩

• ‘사회적기업가정신’, ‘경영경제와 사회정책’, ‘사회적기업과 경영’, ’사회적기업 세미나’ 등
SE 심화 과목 ※ ‘SE Lecture Series’ 연계 운영

• 경영필수 12학점 (영어과목 2과목 이상 수강) 
• 조직리더십, 마케팅, 재무/회계 등 주간∙야간 과목 선택 가능

SE창업

SE 
Foundation

경영과목

【 SE 과목 】

【 경영과목 】

SE MBA 창업 견인형 커리큘럼 Structure 
창업실무 워크숍의 창업점검 과목 내 통합 및 이론과 실습 과목의 연계 운영으로, 
2개년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 완료를 견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SE MBA 단계별 육성 Framework 
S,A Stage는 KAIST 교수진이 초기 SE BM 수립 차원의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며, V,E Stage는 KVI와
행복나눔재단의 Accelerating과 Resource 지원을 통해 투자 Readiness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육성함

1. Social Stage 2. Aspiring Stage 3.  Venture Stage 4.  Engine Stage4 Stage

Developing 
Social 

Mission 
(미션 수립)

Building 
SE BMs

(BM가설수립)

고객 문제, 
대안 검증

솔루션
(Solution) 

검증

제품및서비스
검증

Survivability
(생존가능성) 

검증

Scalability
(확장성) 검증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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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eps

KAIST청년창업투자지(주)(KVI) 및 SK 행복나눔재단KAIST 창업교수진 + 내∙외부 전문 멘토단

S단계 담당교수

+ Social Mission 멘토단

A단계 담당교수

“Lean Startup Workshop“

KVI (w/SK행복나눔재단)

+ 산업별 전문가 멘토단

Shared Service 지원 – 사업자 등록 주소,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법률

시장 조사 비용
(팀당 300만원)

KVI (w/SK행복나눔재단)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육성

&

투자

사업화
지원

Seed Money 투자 (선정팀)

“사업 진척도 및
성장 가능성 판단 후

선별 지원”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7호관, 9호관)

학사일정

No later than…

1학년 봄학기 (5월 말) 1학년 말 (12월 말) 2학년 봄학기 (5월 말)

각 창업팀의 Progress 및 Resource 관리:  창업주임교수 (조성주 교수) w/ SK 사회적기업가센터

SK 그룹 R&C 연계 사업기회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