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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복수, 부전공이수 요건 
Course Requirements for Double Major and Minor in BTM

(학번)

Student ID 

Number

복수전공 (40학점 이상)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부전공 (18학점 이상) 

Minor (At least 18 credits)

2014~

전공필수 : 6학점 (3과목 중 택2)

선택Ⅰ : 15학점 이상

선택Ⅱ : 10학점 이상

선택Ⅲ : 6학점 이상

- 전공필수: 6학점  (3과목 중 택2)

- 선택Ⅰ : 6학점이상

- 선택Ⅱ : 6학점이상

- 선택Ⅲ : 최소이수학점 없음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15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10 credits

- Elective Ⅲ : At least  6 credits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Ⅲ : Optional

2013

전공필수 : 6학점

선택Ⅰ : 18학점 이상

선택Ⅱ : 10학점 이상

선택Ⅲ : 6학점 이상

- 전공필수: 6학점 

- 선택Ⅰ : 6학점이상

- 선택Ⅱ : 6학점이상

- 선택Ⅲ : 최소이수학점 없음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18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10 credits

- Elective Ⅲ : At least  6 credits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Ⅲ : Optional

2010~2012

전공필수 : 6학점

선택Ⅰ : 18학점 이상

선택Ⅱ : 16학점 이상

- 전공필수: 6학점 

- 선택Ⅰ : 6학점이상

- 선택Ⅱ : 6학점이상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I : At least 18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16 credits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6 credits

2009∼2008

- 전공필수 : 21학점

- 전공선택 : 19학점이상

- Mandatory courses : 21 credits

- Electives : At least 19 credits

- 전공필수 : 9학점(경영학개론 필수)

- 전공선택 : 9학점이상

  (경제학개론 or 경제학원론 택1)

- Mandatory courses : At least 9 credits including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MSB200)

- Electives :  At least 9 credits including Principles of 

Economics (BEP405) or Introduction to Economics 

(HSS159) 

~2007

- 전공필수 : 6학점

  경영학개론(필수), 

  경제학개론 or 경제학원론 중 택1

- 전공선택 : 12학점 이상 
  선택 I : 6학점 이상
  선택 II : 3학점 이상 
-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MSB200 as well as a basic course in 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ics (BEP405) or 

Introduction to Economics (HSS159)> are 

mandatory.

-  Electives : At least 12 credits

  * Elective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Ⅱ : At least 3 credits

           2009. 11. 30. 수정본,  2010. 09. 06. 수정일, 2010. 10. 22. 수정일, 2011. 2. 14. 수정일, 2012. 2. 1 수정

           2012. 8. 30 수정,  2012. 9. 4 수정, 2013. 1. 15, 2013. 9. 2. 수정 (경제학부전공 프로그램 신설에 따름)

           2014. 2. 2. 수정 (기술경영학과 주전공 신설에 따라 2014학번 신설_경제학개론 Double counting 삭제)
           2015. 8. 31. 수정 (CEO세미나 교과목 구분 변경 및 타학과 인정 교과목 삭제), 2016. 3. 21. 수정 (2016 이수요건 신설 외)
           2016. 7. 28. 수정 (교과목 신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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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안내사항 (Notice)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MSB400 Level courses can be recognized as the course requirements for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programs.

※ MSB 특수논제는 부제가 다를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A maximum of 6 credits in MSB481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if the subtitles are 

different.

※ IE200(or개론), MSB341(경영과학론) 중 1과목만 인정한다._2015학번부터 해당없음 
  Both IE200 (Introduction to Management Science) and MSB341 (Management Science) cannot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only one of them will be recognized as a major or minor 
requirement. 

※ 기술경영학부 학점 이중인정 (Double-Counting)_2014학번부터 해당없음
복수전공 : ‘HSS159(HS144) 경제학개론’ 을 이수한 경우 인문사회선택(사회계열) 및 BTM 복수전공 교과목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충설명 : MS복수전공 신청한 학생이 ‘HS159(HS144) 경제학개론’ 을 이수한 경우, 

경제학개론 교과목을 인문사회선택(21학점)과  복수전공(40학점) 이수요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

국 복수전공은 37학점만 이수하여도 충족되는 것으로 봄. (2008-3회 원교과과정위원회 심의)

MSB Double Major : HSS159 (HS144) – Introduction to Economics – can be recognized as the course 

requirements for humanities and MSB double major.  (Note: HSS159 (HS144) is recognized as the 

course requirement for both humanities and MSB core curriculum, hence with a completion of the 

course, a student pursuing a double major in MSB would only have to complete a total of 37 

credits.)   
부전공 :  ‘HSS159 (HS144) 경제학개론’ 을 이수한 경우 인문사회선택(사회계열) 및 MS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 하며, 남은 이수요건이 충족되면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졸업이수학

점 산정에는 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8-1회 원교과과정위원회 심의)

MSB Minor : HSS159 (HS144) can be recognized as the course requirements for both humanities and MSB 

core curriculum. Students would be granted MSB minor upon the completion of other mandatory 

courses. However, the credit would not be double counted for the requirement credit for graduation. 

    

※ 기술경영학부 및 경제학 부전공 중복인정_2016학번부터 해당없음
 
기술경영학부 부전공과 경제학 부전공 프로그램에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1과목(3학점)까지만 중복인정

A maximum of only one overlapping course (3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the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과 경제학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전공선택 Ⅲ에서 최대2과
목(6학점)까지만 중복인정

A maximum of two overlapping courses from the list of elective III (6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a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 or 부전공 신청자가 경제학 부전공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3학번 이후 이수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If students (admitted to KAIST in 2012 and before) pursuing either a double major or a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pply for a minor in Economics 

Program, they must comply with the course requirements that were in effect in 2013 or thereafter.

         



기술경영학부 학사(복수, 부전공)교과과정 3

- 3 -

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16학번~) 
※ 본 이수요건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 or 부
전공 신청자가 경제학 부전공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3 

이후 이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학사과정 학점 중복인정 제한
- 기술경영학부 부전공과 타 학사조직 전공과목과의 중복 인정 불가
-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과 타 학사조직 전공과목간 최대 6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This course requirements can be applied to students admitted 

in 2016 and before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   

If Students pursuing either a double major or a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pply for a minor in 

Economics Program, they must comply with the course 

requirements that were in effect in 2013 or thereafter.

※ Prohibition on Double Counting in Undergraduate Program
- BTM Minor Program : Credits cannot be double counted.
- BTM Double Major Program : If major courses in first major department and BTM major 

courses are overlapped, a maximum of 6 credits of those overlapped courses are recognized.

 1. 교과목 이수요건 (Course Requirements)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15학점이상),  전공선택Ⅱ(10학점이상), 전공선택Ⅲ(6학점이상)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6학점이상),  전공선택Ⅱ(6학점이상),  전공선택Ⅲ(없음)    

2. 교과목 일람표(Course)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MSB400 level course are recognized as both undergraduate or graduate level.
   ※ 타학과 IE200(OR개론), IE425(프로젝트관리) : 전공선택 과목으로 불인정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IE200(OR), IE425(Project Management) won’t be accepted as elective major any 

more (from students entering in 2015)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 담당교수 개설학기 대체과목

전공필수
(택2)

MSB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과교수 봄,가을
MG(MGT)210,HS176,HSS158,
BEP200,BEP400,BAT(ITB)113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3:0:3 정재용,김원준 봄,가을 MSB404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전공

선택

선택

Ⅰ

MSB230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3:0:3 정양헌 봄,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3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한승헌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마 케 팅 (Marketing) 3:0:3 이의훈,김혜진 봄,가을 MGT346, BAT(ITB)236, BEP430
MSB237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BAT(ITB)237,BEP460,IE461
MSB23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0:3 이수진 봄 BAT(ITB)238, BEP444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가을 BAT(ITB)342
MSB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450 기업가정신과 벤처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봄 BEP450, EE450, ENP310

선택
Ⅱ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이의훈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조항정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
MSB354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김원준 가을
MSB370 기술사업성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가을 ENP450
MSB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3 혁신사례(Innovation Case Study) 3:0:3 (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
MSB411 투자론 (Investment) 3:0:3 한승헌 가을 MGT432,BAT(ITB)331,BEP411
MSB416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봄 BAT(ITB)315
MSB421 첨단기술 인적자원관리(High-tech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3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김혜진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3
MSB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폐지)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 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과교수 봄,가을 BEP481

MSB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I
(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과교수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선택
Ⅲ

MSB21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권영선/이덕희 봄,가을
MGT250, BAT(ITB)238, BEP406, 
MSB406, ECN201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김지희 가을 BAT(ITB)314, ECN301
MSB316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민홍기/채수찬 봄,가을 BAT(ITB)316,BEP202, ECN202
MSB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가을 BAT(ITB)457, BEP402, ECN402
MSB408 기술경제학 (Economics of Technology) 3:0:3 권영선 가을

MSB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채수찬 가을 BAT(ITB)415,BEP203, ECN415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15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10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At least 6credits

Minor (At least 18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6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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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15학번) 
※ 본 이수요건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 or 부
전공 신청자가 경제학 부전공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3 
이후 이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경영학부와 경제학부전공간의 중복인정 :
기술경영학부 부전공과 경제학 부전공 프로그램에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1과목(3학점)까지만 중복인정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과 경제학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전공선택Ⅲ에서 최
대2과목(6학점)까지만 중복인정
- 기술경영학부와 타 전공간에 다수의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동일 전공 과목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전공의 개수나 과목수와 관계없이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This course requirements can be applied to students admitted 

in 2014 and before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   

If Students pursuing either a double major or a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pply for a minor in 

Economics Program, they must comply with the course 

requirements that were in effect in 2013 or thereafter.

- A maximum of only one overlapping course (3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the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 maximum of two overlapping courses from the list of elective III (6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a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 For students who declare multiple majors or minors, it is not permissible to double-count more than 3 

overlapping courses (9credit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majors (minors) or courses taken.

o
 1. 교과목 이수요건 (Course Requirements)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15학점이상),  전공선택Ⅱ(10학점이상), 전공선택Ⅲ(6학점이상)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6학점이상),  전공선택Ⅱ(6학점이상),  전공선택Ⅲ(없음)    

2. 교과목 일람표(Course)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MSB400 level course are recognized as both undergraduate or graduate level.
   ※ 타학과 IE200(OR개론), IE425(프로젝트관리) : 전공선택 과목으로 불인정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IE200(OR), IE425(Project Management) won’t be accepted as elective major any 

more (from students entering in 2015)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 담당교수 개설학기 대체과목

전공필수
(택2)

MSB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과교수 봄,가을
MG(MGT)210,HS176,HSS158,
BEP200,BEP400,BAT(ITB)113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3:0:3 정재용,김원준 봄,가을 MSB404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전공

선택

선택

Ⅰ

MSB230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3:0:3 정양헌 봄,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3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한승헌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마 케 팅 (Marketing) 3:0:3 이의훈,김혜진 봄,가을 MGT346, BAT(ITB)236, BEP430
MSB237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BAT(ITB)237,BEP460,IE461
MSB23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0:3 이수진 봄 BAT(ITB)238, BEP444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가을 BAT(ITB)342
MSB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450 기업가정신과 벤처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봄 BEP450, EE450, ENP310

선택
Ⅱ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이의훈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조항정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
MSB354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김원준 가을
MSB370 기술사업성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가을 ENP450
MSB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3 혁신사례(Innovation Case Study) 3:0:3 (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
MSB411 투자론 (Investment) 3:0:3 한승헌 가을 MGT432,BAT(ITB)331,BEP411
MSB416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봄 BAT(ITB)315
MSB421 첨단기술 인적자원관리(High-tech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3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김혜진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3
MSB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폐지)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 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과교수 봄,가을 BEP481

MSB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I
(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과교수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선택
Ⅲ

MSB21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권영선/이덕희 봄,가을
MGT250, BAT(ITB)238, BEP406, 
MSB406, ECN201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김지희 가을 BAT(ITB)314, ECN301
MSB316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민홍기/채수찬 봄,가을 BAT(ITB)316,BEP202, ECN202
MSB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가을 BAT(ITB)457, BEP402, ECN402
MSB408 기술경제학 (Economics of Technology) 3:0:3 권영선 가을

MSB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채수찬 가을 BAT(ITB)415,BEP203, ECN415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15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10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At least 6credits

Minor (At least 18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6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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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14학번) 

o
 1. 교과목 이수요건 (Course Requirements)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15학점이상),  전공선택Ⅱ(10학점이상), 전공선택Ⅲ(6학점이상)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6학점이상),  전공선택Ⅱ(6학점이상),  전공선택Ⅲ(없음)    

2. 교과목 일람표(Course)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MSB400 level course are recognized as both undergraduate or graduate level.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 담당교수 개설학기 대체과목

전공필수
(택2)

MSB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과교수 봄,가을
MG(MGT)210,HS176,HSS158,
BEP200,BEP400,BAT(ITB)113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3:0:3 정재용 봄,가을 MSB404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전공

선택

선택

Ⅰ

MSB230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3:0:3 정양헌 봄,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3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한승헌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마 케 팅 (Marketing) 3:0:3 이의훈,김혜진 봄,가을 MGT346, BAT(ITB)236, BEP430
MSB237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BAT(ITB)237,BEP460,IE461
MSB23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0:3 이수진 봄 BAT(ITB)238, BEP444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가을 BAT(ITB)342
MSB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450 기업가정신과 벤처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봄 BEP450, EE450, ENP310

선택
Ⅱ

IE200
(IE101) OR개론 3:0:3 Staff MSB341,IE200 중 1과목만 인정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이의훈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조항정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
MSB354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김원준 가을
MSB370 기술사업성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가을 ENP450
MSB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3 혁신사례(Innovation Case Study) 3:0:3 (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
MSB411 투자론 (Investment) 3:0:3 한승헌 가을 MGT432,BAT(ITB)331,BEP411
MSB416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봄 BAT(ITB)315
MSB421 첨단기술 인적자원관리(High-tech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3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김혜진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3
MSB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폐지)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 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BEP481
MSB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Special TopicsⅡ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Staff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MSB491 CEO 세미나 (CEO Seminar) * 1:0:1 과교수 가을 연구과목으로 변경(2015 가을학기)

IE425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선택
Ⅲ

MSB21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권영선/이덕희 봄,가을
MGT250, BAT(ITB)238, BEP406, 
MSB406, ECN201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김지희 가을 BAT(ITB)314, ECN301
MSB316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민홍기/채수찬 봄,가을 BAT(ITB)316,BEP202, ECN202
MSB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가을 BAT(ITB)457, BEP402, ECN402
MSB408 기술경제학 (Economics of Technology) 3:0:3 권영선 가을

MSB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채수찬 가을 BAT(ITB)415,BEP203, ECN415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15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10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At least 6credits

Minor (At least 18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6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Optional

※ 본 이수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 or 부
전공 신청자가 경제학 부전공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3 
이후 이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경영학부와 경제학부전공간의 중복인정 :
기술경영학부 부전공과 경제학 부전공 프로그램에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1과목(3학점)까지만 중복인정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과 경제학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전공선택Ⅲ에서 최
대2과목(6학점)까지만 중복인정
- 기술경영학부와 타 전공간에 다수의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동일 전공 과목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전공의 개수나 과목수와 관계없이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This course requirements can be applied to students admitted 

in 2013 and before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   

If Students pursuing either a double major or a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pply for a minor in 

Economics Program, they must comply with the course 

requirements that were in effect in 2013 or thereafter.

- A maximum of only one overlapping course (3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the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 maximum of two overlapping courses from the list of elective III (6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a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 For students who declare multiple majors or minors, it is not permissible to double-count more than 3 

overlapping courses (9credit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majors (minors) or courses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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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13학번) 

※ 본 이수요건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기술경영학부 복
수전공 or 부전공 신청자가 경제학 부전공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이수 요건
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경영학부와 경제학부전공간의 중복인정 :
기술경영학부 부전공과 경제학 부전공 프로그램에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1과목(3학점)까지만 중복인정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과 경제학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전공과목 중복되는 경우, 동일과목 이수에 
대하여 전공선택Ⅲ에서 최대2과목(6학점)까지만 중복인정

This course requirements can be applied to students admitted in 2012 and before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   

If Students pursuing either a double major or a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pply for a minor in Economics Program, they must comply with the 

course requirements that were in effect in 2013 or thereafter.

A maximum of only one overlapping course (3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the min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A maximum of two overlapping courses from the list of elective III (6 credits) can be 

recogniz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minor in Economics and a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 교과목 이수요건 (Course Requirements)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18학점이상),  전공선택Ⅱ(10학점이상), 전공선택Ⅲ)(6학점이상)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6학점이상),  전공선택Ⅱ(6학점이상),  전공선택Ⅲ(없음)    

   2. 교과목 일람표(Course)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MSB400 level course are recognized as both undergraduate or graduate level.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 담당교수 개설학기 대체과목

전공필수
HSS159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0:3 Staff 봄,가을 BAT115, ITB115

MSB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MG(MGT)210,HS176,HSS158,
BEP200,BEP400,BAT(ITB)113

전공

선택

선택

Ⅰ

MSB230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3:0:3 Staff 봄,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3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한승헌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마 케 팅 (Marketing) 3:0:3 이의훈/김혜진 봄,가을 MGT346, BAT(ITB)236, BEP430

MSB237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BAT(ITB)237,
BEP460,IE461

MSB23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0:3 이수진 봄 BAT(ITB)238, BEP444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가을 BAT(ITB)342
MSB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450 기업가정신과 벤처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봄 BEP450, EE450, ENP310

선택Ⅱ

IE200
(IE101) or개론 3:0:3 Staff MSB341,IE200 중 1과목만 인정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 3:0:3 정재용/김원준 봄,가을 MSB404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이의훈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조항정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MSB354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김원준 가을
MSB370 기술사업성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가을 ENP450
MSB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3 혁신사례(Innovation Case Study) 3:0:3 (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3:0:3 정재용 봄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

MSB411 투자론 (Investment) 3:0:3 한승헌 가을 MGT432,BAT(ITB)331,BEP411
MSB416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봄 BAT(ITB)315
MSB421 첨단기술 인적자원관리 (High-tech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3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김혜진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3
MSB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폐지)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 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BEP481

MSB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Staff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MSB491 CEO 세미나 (CEO Seminar) * 1:0:1 과교수 가을 연구과목으로 변경(2015 가을학기)

IE425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선택Ⅲ

MSB21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권영선/이덕희 봄,가을
MGT250, BEP406, 
MSB406(변경전), ECN201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김지희 가을 BAT(ITB)314, ECN301
MSB316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민홍기/채수찬 봄,가을 BAT(ITB)316,BEP202, ECN202
MSB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가을 BAT(ITB)457, BEP402, ECN402

MSB408 기술경제학 (Economics of Technology) 3:0:3 권영선 가을

MSB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ECN413

MSB415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채수찬 가을 BAT(ITB)415,BEP203, ECN415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18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10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At least 6credits

Minor (At least 18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6credits - Elective courses Ⅲ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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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10학번~) 

 1. 교과목 이수요건 (Course Requirements)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18학점이상),  전공선택Ⅱ(16학점이상)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18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16credits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필수(6학점) , 전공선택Ⅰ분야(6학점이상),  전공선택Ⅱ(6학점이상)

      
Minor (At least 18 credits):  

Mandatory courses :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Ⅰ : At least 6 credits - Elective courses Ⅱ : At least 6credits

2. 교과목 일람표  (Course)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 본 이수요건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 담당교수 개설학기 대체과목

전공필수
HSS159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0:3 Staff 봄,가을 BAT115, ITB115,HS144

MSB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MG(MGT)210,HS176,HSS158,
BEP200,BEP400,BAT(ITB)113

전공

선택

선택

Ⅰ

MSB21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김원준/권영선 봄
MGT250, BEP406, MSB406, 
ECN201

MSB230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3:0:3 Staff 봄,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3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엄재용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마 케 팅 (Marketing) 3:0:3 이의훈,김혜진 봄 MGT346,BAT(ITB)236, BEP430

MSB237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IE461,BAT(ITB)237,
BEP460

MSB23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0:3 이수진/송찬후 봄 BAT(ITB)238, BEP444
MSB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450 기업가정신과 벤처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가을 BEP450, EE450, ENP310

선택
Ⅱ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 3:0:3 정재용 가을 MSB404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Staff 가을 BAT(ITB)314, ECN301
MSB316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Staff 봄 BAT(ITB)316,BEP202, ECN202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Staff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Advanced Topics in MIS) 3:0:3 Staff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or가을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봄 BAT(ITB)342

IE200(IE101) OR개론 3:0:3 MSB341,IE200 중 1과목만인정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MSB354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노재정 봄or가을
MSB370 기술사업성분석 (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봄or가을 ENP450
MSB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봄 BAT(ITB)457,BEP402, ECN402
MSB403 혁신사례 (Innovation Case study) 3:0:3 Staff(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3:0:3 정재용 봄
MSB411 투자론 (Investment) 3:0:3 한승헌 봄 MGT432,BAT(ITB)331,BEP411

MSB412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경영 (폐지)
Business Database Design & Management

3:0:3 Staff 봄 BAT(ITB)311

MSB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 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엄재용/권영선 가을 BAT(ITB)415,BEP203, ECN415
MSB416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가을 BAT(ITB)315
MSB421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22 기업가적인 사고방식 (Entrepreneurial Mindset) (폐지) 3:0:3 안철수 봄 BEP422
MSB43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Staff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or가을 BEP441

MSB442 문화콘텐츠 관련법과 지적재산권 (폐지)
(Laws on Cultural Con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3:0:3 Staff 봄or가을 BEP442

MSB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
(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가을 BEP443

MSB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폐지)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 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가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가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BEP481

MSB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I
(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Staff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MSB491 CEO 세미나 (CEO Seminar) * 1:0:1 과교수 가을 연구과목으로 변경(2015 가을학기)

IE425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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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교과과정 (2009학번,2008학번이전) 

 1. 교과목 이수요건 : 복수전공(총40학점이상) : 전공 필수(21학점) , 전공 선택(19학점 이상) 
                  Double Major (At least 40 credits) :  - Mandatory courses : 21credits, Electives : At least 19 credits

                   부 전 공(총18학점이상) : 전필(경영학개론 포함하여 9학점), 전선(경제학개론 or 경제학원론 포함하여 9학점 이상)
                  Minor(At least 18 credits) : Mandatory courses(At least 9 credits including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MSB200)), 
                  Electives : At least 9 credits including Principles of Economics (BEP405) or Introduction to Economics (HSS159)  

2. 교과목 일람표  (Course)

과목

구분

복수

전공
부전공 과목번호 구 BEP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강:실:학

(숙)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고

전공

필수

7과목

(21학점)

필수

(3학점)
MSB200 BEP200 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MG(MGT)210,HS176, 
BEP200,BEP400,BAT(ITB)113

필수

(6학점,

택2)

MSB230 BEP420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0:3 Staff 가을 MGT342, BAT(ITB)130, BEP420
MSB215 BEP406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0:3 김원준 봄 MGT250,BEP406,MSB406,ECN201
MSB235 BEP410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MGT341,BEP410,BAT(ITB)235
MSB236 BEP430 마케팅(Marketing) 3:0:3 이의훈,김원준 봄 MGT346, BAT(ITB)236, BEP430
MSB238 BEP444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3:0:3 송찬후/이수진 봄 BAT(ITB)238,BEP444
MSB450 BEP450 기업가 정신과 벤처(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가을 BEP450, EE450, ENP310

전공

선택

19학점

이상

필수

(3학점)

HSS159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0:3 Staff 봄,가을 BAT115, ITB115
BEP405 폐지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선택

(6학점

이상

택2)

MSB201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BAT(ITB)201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 3:0:3 정재용 가을 MSB404

MSB237 BEP460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IE461,BAT(ITB)237,BEP460

MSB3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Staff 가을 BAT(ITB)314,ECN301
MSB316 BEP202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Staff 봄 BAT(ITB)316,BEP202,ECN202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Staff 봄
MSB337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or가을
MSB341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봄 BAT(ITB)342
IE200
(IE101) or개론 3:0:3 MSB341,IE200 중 1과목만 인정

MSB343 BEP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MSB354 -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노재정 봄or가을
MSB370 기술사업성 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봄or가을 ENP450
MSB401 BEP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2 BEP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장현준/민홍기 봄 BAT(ITB)457, BEP402,ECN402
MSB403 - 혁신사례 (Innovation Case study) 3:0:3 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or가을
MSB411 BEP411 투  자  론(Investment) 3:0:3 한승헌 봄 MGT432,BAT(ITB)331,BEP411

MSB412 폐지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경영
Business Database Design & Management

3:0:3 Staff 봄 BAT(ITB)311

MSB413 -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BEP203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엄재용/권영선 가을 BAT(ITB)415,BEP203,ECN415
MSB416 -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가을 BAT(ITB)315
MSB421 - 첨단인적자원관리 (High techn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22 폐지
BEP422 기업가적인 사고방식 (Entrepreneurial Mindset) 3:0:3 안철수 봄 BEP422

MSB431 -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BEP342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Staff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BEP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BEP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2 폐지
BEP442

문화콘텐츠 관련법과 지적재산권
(Laws on Cultural Con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3:0:3 Staff 봄 BEP442

MSB443 BEP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
(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가을 BEP443

MSB445 폐지
BEP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1 BEP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 (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EE451
MSB452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가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가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BEP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BEP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BEP481

MSB482 BEP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I
(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4) Staff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MSB491 BEP491 CEO 세미나 (CEO Seminar) * 1:0:1 과교수 가을 연구과목으로 변경(2015 가을학기)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IE425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양태용 2010학번 교과과정은 삭제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 MSB 특수논제는 부제가 다를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IE200(or개론), MSB342(경영과학론) 중 1과목만 인정한다.
※ 폐기교과목 대체과목 : 경제학원론(BEP405), 시장경제의 이해(BEP471)→ 경제학개론(HSS159), 미시경제학(MSB215), 거시경제학(MSB316)으로 재수강 학생에 한해서 인정함.
※ 본 이수요건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본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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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교과과정 부전공 (2007학번 이전)
 1. 교과목 이수요건(총 18학점 이상 이수)

     ｏ부전공  필수(3학점) : 경영학개론(MSB200)
     ｏ부전공 선택(총 15학점 이상) :    - 경제학원론(폐기) or 경제학개론(HS144) 중 택 1하여 이수 
                                                     - 부전공 선택Ⅰ- 6학점 이상 이수 ,  - 부전공 선택Ⅱ- 3학점 이상 이수

2. 교과목 일람표

※ MSB 400단위 교과목은 학부․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임.      ※ MSB 특수논제는 부제가 다를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IE200(or개론), MSB342(경영과학론) 중 1과목만 인정한다.   
    ※ 폐기교과목 대체과목 : 경제학원론(BEP405), 시장경제의 이해(BEP471,선택Ⅱ)→ 
                            경제학개론(HSS159), 미시경제학(MSB215), 거시경제학(MSB316)으로 재수강 학생에 한해서 인정함.

※ CEO세미나(MSB491)* : 전공선택 ->연구과목으로 변경 (2015 가을학기부터) /CEO Seminar(MSB491)* : Elective Major II -> Research (2015 Fall semester ~ ) 

구 분 교과목번
호 구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대체과목)

필수
(3학점) MSB200 BEP200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3:0:3 Staff 봄, 가을

MG(MGT)210,HS176, 
BEP200,BEP400,BAT(ITB)113

선택
(3학점)

폐기 BEP405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0:3 - -
택 1

HSS159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0:3 Staff 봄,가을

선택
Ⅰ

(6학점
이상)

MSB215 BEP406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3:0:3 권영선,김원준 봄 MGT250,BEP406,MSB406,ECN201
MSB230 BEP420 회 계 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0:3 Staff 봄,가을 MGT342,BAT(ITB)130,BEP420
MSB235 BEP410 재 무 관리(Financial Management) 3:0:3 남찬기엄재용 봄,가을 MGT341,BAT(ITB)235,BEP410
MSB236 BEP430 마  케  팅(Marketing) 3:0:3 이의훈,김원준 봄 MGT346,BAT(ITB)236,BEP430
MSB238 BEP444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3:0:3 송찬후,이수진 봄,가을 BAT238,BEP444
MSB411 BEP411 투  자  론(Investments) 3:0:3 한승헌 봄 MGT432,BAT(ITB)331,BEP411
MSB450 BEP450 기업가 정신과 벤처(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 양태용 가을 BEP450,EE450, ENP310
MSB451 BEP451 벤처창업기획과 실제(Venture Formation Practice) 3:0:3 Staff 봄 BEP451,EE451
MSB491 BEP491 CEO 세미나(CEO Seminar) * 1:0:1(0) 과교수 가을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Entrepreneurship & Business Strategies) 3:0:3 양태용 봄

선택
Ⅱ

(3학점
이상)

MSB201 - 통계분석론 (Statistical Analysis for Business) 3:0:3 박명철 가을
MSB204 기술경영개론 (Technology Management ) 3:0:3 정재용 가을 MSB404

MSB237 - 경영정보개론 (Introduction to MIS) 3:0:3 조항정 가을 MGT320,IE461,BAT(ITB)237,BEP460

MSB301 -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0:3 Staff 가을 BAT(IBT)314,ECN301
MSB316 BEP202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0:3 Staff 봄 BAT(ITB)316,BEP202,ECN202
MSB336 기술마케팅(Technology Marketing) 3:0:3 Staff 봄
MSB337 - 정보기술경영(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 BAT(ITB)345
MSB33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0:3 이의훈 봄or가을
MSB341 - 경영과학론 (Management Science) 3:0:3 최문기 봄 봄
IE200
(IE101) - OR개론 3:0:3 MSB341,IE200중1과목만인정

MSB343 BEP34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0:3 이홍규 봄 BAT(ITB)338,BEP343
MSB351 기술창업론(High Tech Venturing) 3:0:3 Staff 가을
MSB354 - 생산관리론 (Operations Management) 3:0:3 노재정 가을 BAT(ITB)354
MSB356 -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0:3 이각범 봄 BAT(ITB)356
MSB360 R&D프로젝트 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3:0:3 노재정 봄or가을
MSB370 기술사업성 분석(Analysis of technology Valuation) 3:0:3 정양헌 봄or가을 ENP450
MSB401 BEP401 기술혁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3:0:3 Staff 가을 BEP401
MSB402 BEP420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3:0:3 민홍기 봄 BAT(ITB)457,BEP402,ECN402
MSB403 - 혁신사례(Innovation Case Study) 3:0:3 Staff(성광제) 봄 선수과목(경영학개론)
MSB407 미래기술 및 산업전망(Future Technology and Industry) 3:0:3 Staff 봄or가을
MSB408 기술경제학(Economics of Technology) 3:0:3 과교수 봄or가을

MSB412 폐지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경영
Business Database Design & Management

3:0:3 Staff 봄 BAT(ITB)311

MSB413 -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 이덕희 봄
BAT(ITB)313,ECN413
선수과목(경제학개론)

MSB415 BEP203 게임이론 (Game Theory) 3:0:3 권영선,엄재용 가을 BAT(ITB)415,BEP203,ECN415
MSB416 - 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Future High-tech product development) 3:0:3 정재용 가을 BAT(ITB)315
MSB421 - 첨단인적자원관리 (High-tech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3 송찬후 가을 BAT(ITB)420

MSB422 (폐지)
BEP422 기업가적인 사고방식 (Entrepreneurial Mindset) 3:0:3 안철수 봄 BEP422

MSB431 -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0:3 정양헌 가을 BAT(ITB)430
MSB436 BEP342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구: 시장조사론 3:0:3 Staff 가을 BAT(ITB)433, BEP342

MSB440 BEP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 Staff 봄 BEP440,MTP440

MSB441 BEP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 Staff 봄 BEP441

MSB442 (폐지)
BEP442

문화콘텐츠 관련법과 지적재산권
(Laws on Cultural Con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3:0:3 Staff 봄 BEP442

MSB443 BEP443 협상의 기술과 갈등관리(Negotiation and Contention Management) 3:0:3 Staff 가을 BEP443

MSB445 (폐지)
BEP445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3:0:3 Staff 봄 BAT(ITB)321,BEP445

MSB446 -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0:3 노재정 봄 BAT(ITB)444
MSB452 -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3:0:3 이홍규 가을
MSB454 정보통신정책론(Information Policy) 3:0:3 이각범 가을 BAT(ITB)455
MSB455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3:0:3 Staff(윤태성) 봄
MSB456 지식 비즈니스 (Knowledge Business) 3:0:3 Staff(윤태성) 가을
MSB458 웹 기술과 경영 전략(Web Technologies and Business Strategies) 3:0:3 조항정 가을 CS459(2015 수강학생까지 인정)
MSB472 BEP472 중국 경제발전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 Staff 봄 BEP472

MSB481 BEP481 기술경영 특수논제Ⅰ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
(Special TopicsⅠ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3:0:3 Staff 봄,가을 BEP481

MSB482 BEP482 기술경영 특수논제Ⅱ 구:기술경영학과 특수논제II
(Special TopicsⅡ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2 Staff 봄,가을 BEP482

MSB483 기술경영 특수논제Ⅲ
(Special TopicsⅢ in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1:0:1 과교수 봄,가을

ENP430 기업가들을 위한 법(Entrepreneurial Law) 3:0:3 과교수 봄
IE425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3:1:3(4) -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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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목 정리◀ 

   ※ 폐기교과목 대체과목 : 경제학원론(BEP405), 시장경제의 이해(BEP471,선택Ⅱ)→ 
                           경제학개론(HSS159), 미시경제학(MSB215), 거시경제학(MSB316)으로 
                           재수강 학생에 한해서 인정함.

기술경영학부 교과목 (현재) 대   체   과   목

HSS159(경제학개론) HS144, BAT115(경제원론)

MSB200(경영학개론)
MG210,MGT210(경영학원론),BEP400(경영학개론),
BEP200,HS176(경영학개론),BAT(113(경영학원론Ⅰ)

MSB201(통계분석론) BAT(ITB)201(통계분석론) 

MSB204(기술경영개론) MSB404(기술경영개론)

MSB215(미시경제학)
MG250,MGT250(미시경제학),BEP406,MSB406(미시경제학),
ECN201(미시경제학원론)

MSB230(회계원리)
MG342,MGT342(회계학원론), MTP420(공학도를 위한 회계학), 
BAT(ITB)130(회계원리) ,BEP420,MSB420(회계학원론)  

MSB235(재무관리)
MG341,MGT341(재무관리), MTP410(공학도를 위한 재무관리),
BAT(ITB)235(재무관리), BEP410(재무관리)

MSB236(마케팅)
MG346,MGT346(마케팅원론), MTP430(공학도를 위한 마케팅),
BAT(ITB)236(마케팅),BEP430(마케팅)

MSB237(경영정보개론)
IE461(자료및정보시스템),MGT320(정보시스템개론),
BAT(ITB)237(정보시스템개론), BEP460(경영정보시스템)

MSB238(조직행동론) BAT(ITB)238(조직행동론) , BEP444(조직행동과 리더십의 이해) 

MSB301(계량경제학) BAT(ITB)314(계량경제학) , ECN301(계량경제학)

MSB316(거시경제학)
BAT(ITB)316(거시경제학) ,BEP202, MSB202 (거시경제학)
ECN202(거시경제학원론)

MSB337(정보기술경영) BAT(ITB)345(경영정보시스템)

MSB341(경영과학론) BAT(ITB)342(경영과학)

MSB343(경영전략론) BAT(ITB)338(경영전략론) , BEP343(경영전략) 

MSB354(생산관리론) BAT(ITB)354(생산관리론)  

MSB356(정보사회론), BAT(ITB)356(정보사회론)  

MSB370(기술사업성 분석) ENP450(사업타당성 분석과 기술가치 평가)

MSB401(기술혁신경영) BEP401(기술혁신경영)

MSB402(국제경제학) BAT(ITB)457, BEP402, ECN402(국제경제학)

MSB411(투자론) MG432,MGT432(투자관리), BAT(ITB)331,BEP411(투자론) 
MSB413(산업조직론) BAT(ITB)313(산업조직론),ECN413(산업조직론)

MSB415(게임이론),
BAT(ITB)415(게임이론), BEP203(게임이론과 응용), 
ECN415(게임이론)

MSB416(미래하이테크 제품개발론) BAT(ITB)315(E-Biz 발전론),(한국의 E-Biz 발전론),(미래기술경제패러다임과 제품개발전략)

MSB421(첨단기술인적자원관리) BAT(ITB)420(인적자원관리) 

MSB431(관리회계) BAT(ITB)430(관리회계)

MSB436(시장조사론) BAT(ITB)433(시장조사론),BEP342(마케팅조사론)

MSB440(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MTP440, BEP440(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MSB446(공급망관리), BAT(ITB)444공급사슬관리

MSB445(국제경영) BAT(ITB)321(국제경영관리) , BEP445(국제경영) 

MSB454(정보통신정책론) BAT(ITB)455(정보통신정책론)

MSB450(기업가정신과벤처)
EE450 (과학기술 기업가 정신), BEP450(기업가정신과벤처), 
ENP310(기업가정신과 창업)

MSB451(벤처창업의 기획과 실제) EE451 (IT 벤처창업의 실제),BEP451(벤처창업론)

MSB458(웹기술과 경영 전략)

CS459 (SOA를 이용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전략/)

      (웹기술과 경영 전략)

* 2015학년도 수강학생까지 대체과목 인정, 2015학년도 이전 MSB458을 

수강한 학생이 재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CS459를 대체과목으로 인정
MSB412(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경영) BAT(ITB)311(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2013.1폐지)
MSB422(기업가적인사고방식) BEP422(기업가적인사고방식)_(2013.1폐지)
MSB442(문화콘텐츠관련법과 지적재산권) CTP302(문화콘텐츠론)_재수강 학생에게만 적용(2013.1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