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번 :

성    명 :

휴대전화 :

e-m ail :

멘토교수 :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육과정 이수계획

전공이수계획

제1전공 :

제2전공 :

부․복수전공:

* 졸업학점이수

∘ 졸업요구학점 : 총130학점 이상

∘ 공통교양(교양필수) : 15학점

∘ 균형교양 : 12~13학점 이상

∘ 단일전공 : 63학점이상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핵심 24학점, 제1전공심화 27학점 이상

∘ 학부내 복수전공 : 96학점 이상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핵심 24학점

-제1전공심화 27학점 이상, 제2전공심화 27학점 이상

∘ 타학과(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핵심 24학점, 제1전공심화(경영학부) 12학점 이상

-제 2전공 또는 부전공(타학과) : 해당전공 이수요건 충족

∘ 편입생 : 63학점 이상

-전공기초 + 전공핵심 + 제1전공심화 = 63학점이상

∘ 전과생

-2학년 전과 : 학부신입생과 동일

-3학년 전과 : 편입생과 동일

∘ 타학과 학생의 경영학부 전공이수

-복수전공 : 전공기초 + 전공핵심 + 제2전공심화 = 48학점 이상

-부전공 : 전공심화 9학점이상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 졸업논문 및 시험(필수교과목) : 졸업학기에 필히 이수해야 함.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 논문제출    -국제통상학전공 : 졸업종합시험

-논문제출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국가고시 1차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1차이상, 세무사 1차이상, 관세사 1차이상, 감

정평가사1차이상,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금융투자분석사, 증권

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물류관리사, 손해사정인, 유통관리사, 계리사, 무역영어1,2급, 무역사, 재경관리사, 회

계관리 1,2급, 전산회계 1,2급, 재무설계사, 기타(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공통교양(교양필수)                15학점

      진로선택과 자기계발 (1학점)

      발표토론과 글쓰기(3학점)

      실용한문(3학점)

      World Wide English 1(2학점)

      World Wide English 2(2학점)

      커뮤니케이션 영어 1(2학점)

      커뮤니케이션 영어 2(2학점)

균형교양                 12~13학점 이상

      역사와철학 영역(3학점)

      문화와예술 영역(3학점)

      경제와사회 영역(3학점)

      자연과기술 영역(3학점)

      제2외국어(1,2과정)(4학점)

※ 위의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 선택 이수

BS:경영학부전공기초(1학년)        12학점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무역학개론            회계원리

BS:경영학부전공핵심(2학년)        24학점

      경영통계             재무관리

      미시경제             국제경영

      재무회계(2/1)        인간관계와 리더십

      관리회계(2/2)        마케팅

※ BS과목(12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경영학부 전공심화(3,4학년)   ·단일전공 27학점  ·학부내 복수전공 60학점  ·타학과 부·복수전공 12학점

BA:경영학전공 IT:국제통상학전공 AC:회계학전공 EC:금융경제전공 비고(부전공, 복

수전공 등)

               

               

               

               

               

               

               

               

               

               

               

               

               

               

    경영과학            (3/1)

    소비자행동          (3/1)

    조직행동의이해      (3/1)

    금융상품의이해      (3/1)

    국제마케팅관리      (3/1)

    광고론              (3/2)

    조직이론과응용      (3/2)

    서비스마케팅        (3/2)

    경영정보시스템실습  (3/2)

    생산 및 운영관리    (3/2)

    전략경영실무        (4/1)

    인적자원관리        (4/1)

    다국적기업경영      (4/1)

    경영분석            (4/1)

    시장조사            (4/2)

    기업환경론          (4/2)

    투자의이론과실제    (4/2)

    경영소프트웨어활용  (4/2)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4/2)

    무역경영       (3/1)

    국제마케팅관리 (3/1)

    국제무역론     (3/1)

    무역영어 1     (3/1)

    무역영어 2     (3/2)

    국제금융론     (3/2)

    국제운송물류   (3/2)

    무역정책       (3/2)

    국제통상법     (3/2)

    국제통상론     (4/1)

    국제e-비즈니스(4/1)

    무역계약       (4/1)

    무역영어회화 1 (4/1)

    무역영어회화 2 (4/2)

    신용장         (4/2)

    국제재무관리   (4/2)

    다국적기업사례 (4/2)

    원가회계        (3/1)

    세법개론        (3/1)

    중급회계1      (3/1)

    부가가치세실무  (3/1)

    중급회계2      (3/2)

    소득세회계      (3/2)

    전산회계실무    (3/2)

    기업법          (3/2)

    세무회계        (4/1)

    경영분석        (4/1)

    회계정보시스템  (4/1)

    중급재무회계연습(4/2)

    증권분석        (4/2)

    회계감사        (4/2)

※ ( )는 개설 학년/학기

    경제수학        (3/1)

    거시경제학      (3/1)

    경제자료분석    (3/1)

    국제무역과무역정책 
                    (3/1)

    자본시장의이론과제도
                    (3/1)

    환경경제학      (3/1)

    응용일반균형분석(3/1)

    국제금융        (3/1)

    기업금융        (3/1)

    금융정보시스템  (3/1)

    재정학          (3/1)

    기업경영의경제분석
                    (3/1)

    화폐금융        (3/1)

    위험관리와보험  (3/1)

    옵션과선물      (3/1)

    경제정책사례분석(3/1)

    산업조직        (3/1)

    지방재정        (3/1)

    금융리스크관리  (3/1)

* 이수 전 계획은 연필로 표기하고 이수 후 잉크로 이수과목명, 학점 등을 표기.

* 교육과정 이수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의논이 필요한 경우 멘토지도교수 또는 학부교수를 방문하여 상담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