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경상학부

□ 경영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 마케팅 전공과목의 경우

경영학원론(필수) → 마케팅관리론 → 서비스마케팅론 → 유통원론, 소비자행동론 → 유통물류경영론 

순으로 수강신청 요망

1) 마케팅관리론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을 이수한 2학년 이상 학생에 한해 수강가능.

2) 서비스마케팅론: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2과목 이수자에 항해 수강가능.

3)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안내.

   (1) 서비스&유통분야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서비스마케팅론(SMAT_1급과 CS리더스관리사)->

       유통원론(구 글로벌 유통론) -> 유통물류경영론(신규: 유통관리사 2급 문제풀이 위주)순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2)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취득 위해서, 경영통계학-> 마케팅조사론   

       순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4) 창업관련 과목은 스타트업 챌린지(구 기업가 정신과 창업)-> 스타트업 실전창업(신규과목)순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5) 공모전탐구(캡스톤디자인)은 (구)글로벌마케팅실무세미나 수업과 같은 것으로, 

   마케팅경진대회입상 준비반: 2-4인의 그룹수업(사전에 팀을 구성하여, 해당수업에 팀 구성원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해야 하며, 1인 단독수강시, 팀은 수업시간에 짭니다. 

 

 2. 권장교과목

  - (교양): 경제학의 이해, 시장과 경제,21세기 트렌드와 창업, 창업과 네트워킹, 혁신과 창업,
            창업아이템 탐색과 평가, 현대생활과 재테크, 문제해결 leading class 등. 



□ 국제통상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 무역영어
   - 무역실무 기수강자만 신청가능

 2. 무역계약과 실제
   - 무역실무 기수강자만 신청가능

 3. 무역관계법규
   - 무역실무 기수강자만 신청가능

 4. 국제통상세미나

   - 국제통상정책론 기수강자만 신청가능

 5. 글로벌 무역실습(캡스톤디자인)
   - P/F 교과목임

 6. FTA 이론과 실제, FTA 원산지관리실무
   - 과목 내용 및 운영 관련 학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7. 1학기만 개설되는 교과목, 2학기만 개설되는 교과목이 있으니 확인 후 수강신청계획에 참고 바람.

□ 회계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 재무회계원리 (핵심교과군)

  - 회계학원론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수강 가능

 2. 중급재무회계1, 원가회계, 세무회계개론, 전산회계 (핵심교과군)

  - 재무회계원리를 이수한 학생에 한해 수강 가능

  

 3. 관리회계 (심화교과군)

  - 원가회계 이수 후 수강을 권장

 4. 학기별 개설과목(2022학년도 중 한 학기만 개설되는 과목)

   - 1학기만 개설 → 응용교과군: 정부회계, 세무회계사례연구

   - 2학기만 개설 → 응용교과군: 소득세법, 기업법

    

 5. 완전 비대면 교과목

   - 원가회계, 관리회계

 6. 권장 응용교과목

   - 실무전문가 초빙 강의 : 정부회계, 세무회계사례연구, 가치평가세미나, 소득세법, 기업법

   - 재미있는 캡스톤디자인: 회계학세미나(캡스톤디자인)

 7. 권장 교양교과목

   - 시장과 경제, 통섭과 융합적 사고



경상학부(경영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102201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화2,3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송시연 사/�화2,3

기초교과군 0102202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월5,6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최세경 사/�월3,4

기초교과군 0102203 경영학원론 3 3 60 v 최세경 사/�수1,2 지혜603 관계(11),
기초(89)

기초교과군 0102401 경제학원론 3 3 60 v 최선기 목5,6/�사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최선기 목5,6/�사

기초교과군 0102402 경제학원론 3 3 60 v 윤종인 사/�화5,6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윤종인 사/�화5,6

기초교과군 0266602 회계학원론 3 3 60 v 김태석 사/�화2,3 지혜502
섬김(33),
기초(67) 김태석 사/�화2,3

기초교과군 0266603 회계학원론 3 3 60 v 이찬기 사/�수1,2 지혜505
섬김(33),
기초(67) 이찬기 사/�수1,2

기초교과군 0365201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사/�월2,3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사/�월2,3

기초교과군 0365202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금2,3/�사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금2,3/�사

핵심교과군 0102101 경영통계학 3 3 60 박성민 사/�수7,8 지혜407 전공(89),
혁신(11)

박성민 사/�수7,8

핵심교과군 0102102 경영통계학 3 3 60 박성민 목7,8/�사 지혜407
전공(89),
혁신(11) 박성민 목7,8/�사

핵심교과군 0213701 마케팅관리론 3 3 60 이영찬 사/�화2,3 지혜307 혁신(30),
전공(70)

이영찬 사/�화2,3

핵심교과군 0213702 마케팅관리론 3 3 60 이영찬 목5,6/�사 지혜508 혁신(30),
전공(70)

이영찬 목5,6/�사

핵심교과군 0213801 재무관리론 3 3 60 윤종인 사/�수2,3 지혜602
전공(82),
혁신(18) 윤종인 사/�수2,3

핵심교과군 0214201 생산관리론 3 3 60 김헌 사/�화5,6 지혜307 전공(89),
혁신(11)

핵심교과군 0214202 생산관리론 3 3 60 김헌 사/�화7,8 지혜307
전공(89),
혁신(11)

핵심교과군 0244101 인사관리론 3 3 60 홍길표 목7,8/�사 지혜504 전공(80),
관계(20)

이경호 사/�월2,3

핵심교과군 0244102 인사관리론 3 3 60 이경호 사/�월4,5 지혜504
전공(80),
관계(20) 이경호 사/�월4,5

핵심교과군 0620301 경영정보학개론 3 3 60 진희채 사/�화2,3 지혜505
전공(80),
혁신(20) 진희채 사/�화2,3

핵심교과군 0908001 조직행동과�리더쉽 3 3 60 최세경 사/�수3,4 지혜307 전공(89),
섬김(11)

최세경 사/�수3,4

핵심교과군 0908002 조직행동과�리더쉽 3 3 60 최세경 사/�월3,4 지혜502
전공(89),
섬김(11) 최세경 사/�월5,6

심화교과군 0102001 경영과학 3 3 60 박성민 사/�수5,6 지혜407 전공(89),
혁신(11)

박성민 사/�수5,6

심화교과군 0102002 경영과학 3 3 60 박성민 목5,6/�사 지혜407
전공(89),
혁신(11) 박성민 목5,6/�사

심화교과군 0214501 경영전략론 3 3 60 박종석 사/�월3,4 지혜501 전공(56),
혁신(44)

김헌 사/�화5,6

심화교과군 0214502 경영전략론 3 3 60 박종석 사/�수3,4 지혜603 전공(56),
혁신(44)

김헌 사/�화7,8

심화교과군 0214601 경영조직론 3 3 60 홍길표 목5,6/�사 지혜603
전공(78),
혁신(22) 홍길표 사/�화5,6

심화교과군 0214901 투자론 3 3 60 윤종인 사/�수5,6 지혜602 전공(82),
혁신(18)

윤종인 사/�수5,6

심화교과군 0215501 소비자행동론 3 3 60 송시연 사/�화7,8 지혜603
전공(87),
혁신(13) 박종석 사/�월3,4

심화교과군 0215502 소비자행동론 3 3 박종석 사/�수3,4



경상학부(경영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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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0215901 전자상거래론 3 3 60 진희채 사/�화7,8 지혜505 혁신(27),
전공(73)

진희채 사/�화7,8

심화교과군 0215902 전자상거래론 3 3 60 이화연 사/�수7,8 지혜502
혁신(27),
전공(73) 이화연 사/�수7,8

심화교과군 0728701 서비스마케팅론 3 3 100 송시연 사 전공(87),
관계(13)

송시연 사/�화7,8

심화교과군 0728702 서비스마케팅론 3 3 송시연 사/�월2,3

심화교과군 0781301 창의적경영사고 3 3 60 최세경 사/�수5,6 지혜307 전공(80),
혁신(20)

최세경 사/�수5,6

심화교과군 0781302 창의적경영사고 3 3 60 금명기 사/�월7,8 지혜501
전공(80),
혁신(20) 금명기 사/�월7,8

심화교과군 0971501 유통원론 3 3 60 이영찬 사/�화5,6 지혜501
혁신(30),
전공(70) 이영찬 사/�화5,6

심화교과군 0971502 유통원론 3 3 60 이감용 사/�수5,6 지혜603 혁신(30),
전공(70)

이감용 사/�수5,6

심화교과군 0982601 스타트업�챌린지 3 3 60 김춘광 사/�월3,4 지혜508
전공(47),
혁신(53) 김춘광 목5,6/�사

응용교과군 0278501 마케팅조사론 3 3 40 이화연 사/�월3,4 지혜506 전공(67),
혁신(33)

이화연 사/�월3,4

응용교과군 0278502 마케팅조사론 3 3 40 이화연 사/�수3,4 진리307
전공(67),
혁신(33) 이화연 사/�수3,4

응용교과군 0781701 특허이론과실무 3 3 60 김헌 목5,6/�사 지혜307 전공(89),
혁신(11)

김헌 목5,6/�사

응용교과군 0781702 특허이론과실무 3 3 60 김헌 목7,8/�사 지혜307 전공(89),
혁신(11)

김헌 목7,8/�사

응용교과군 0908401 사회적가치경영론 3 3 60 홍길표 사/�화5,6 지혜603
전공(78),
섬김(22) 홍길표 목5,6/�사

응용교과군 0908402 사회적가치경영론 3 3 홍길표 목7,8/�사

응용교과군 0971401 유통물류경영론 3 3 60 이영찬 목7,8/�사 지혜505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0971402 유통물류경영론 3 3 이영찬 목7,8/�사

응용교과군 0971601
공모전탐구
(캡스톤디자인) 3 3 40 최세경 사/�월5,6 지혜506

전공(53),
혁신(47) 최세경 사/�수1,2

응용교과군 0977101 고용관계론 3 3 60 이경호 사/�수1,2 지혜504
전공(80),
관계(20) 이경호 사/�수1,2

응용교과군 0982701 스타트업�실전창업 3 3 60 이감용 사/�화2,3 지혜508 전공(67),
혁신(33)

이감용 사/�화2,3

응용교과군 0982702 스타트업�실전창업 3 3 60 김춘광 목5,6/�사 지혜605
전공(67),
혁신(33) 김춘광 사/�월3,4



경상학부(회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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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0102201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화2,3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송시연 사/�화2,3

기초교과군 0102202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월5,6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최세경 사/�월3,4

기초교과군 0102203 경영학원론 3 3 60 v 최세경 사/�수1,2 지혜603 관계(11),
기초(89)

기초교과군 0102401 경제학원론 3 3 60 v 최선기 목5,6/�사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최선기 목5,6/�사

기초교과군 0102402 경제학원론 3 3 60 v 윤종인 사/�화5,6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윤종인 사/�화5,6

기초교과군 0266602 회계학원론 3 3 60 v 김태석 사/�화2,3 지혜502
섬김(33),
기초(67) 김태석 사/�화2,3

기초교과군 0266603 회계학원론 3 3 60 v 이찬기 사/�수1,2 지혜505
섬김(33),
기초(67) 이찬기 사/�수1,2

기초교과군 0365201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사/�월2,3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사/�월2,3

기초교과군 0365202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금2,3/�사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금2,3/�사

핵심교과군 0213901 중급재무회계1 3 3 60 이경락 사/�월7,8 지혜504 전공(67),
전공(33)

이경락 사/�월7,8

핵심교과군 0216501 원가회계 3 3 100 신성호 사
혁신(30),
전공(70) 신성호 사

핵심교과군 0217501 기업법 3 3 나성길 목7,8/�사

핵심교과군 0265401 재무회계원리 3 3 60 이찬기 목5,6/�사 지혜505 전공(33),
기초(67)

이찬기 목5,6/�사

핵심교과군 0265402 재무회계원리 3 3 60 김연재 수4,5,6 지혜605
전공(33),
기초(67) 김연재 수4,5,6

핵심교과군 0265701 세무회계개론 3 3 60 김태석 사/�월1,2 지혜502 전공(87),
섬김(13)

김태석 사/�월1,2

핵심교과군 0680301 전산회계 3 3 40
신성호,
이찬기 수4,5,6 지혜506

전공(33),
전공(67) 신성호 수4,5,6

심화교과군 0214001 관리회계 3 3 100 신성호 사 전공(70),
혁신(30)

신성호 사

심화교과군 0216401 중급재무회계2 3 3 60 이호 사/�화1,2 지혜405
전공(33),
기초(67) 이호 사/�화1,2

심화교과군 0612001 법인세법 3 3 60 김태석 사/�화7,8 지혜502
전공(87),
섬김(13) 김태석 사/�화7,8

심화교과군 0612101 소득세법 3 3 이호 사/�월1,2

심화교과군 0971701 원가회계실무 3 3 60 신성호 사/�화5,6 지혜605
전공(67),
혁신(33) 신성호 사/�화5,6

응용교과군 0198501 재무제표분석 3 3 60 표춘미 사/�화2,3 지혜602 전공(33),전공
(33),혁신(33)

표춘미 사/�화2,3

응용교과군 0338501 회계감사 3 3 60 이호 사/�수1,2 지혜601 기초(67),
전공(33)

이호 사/�수1,2

응용교과군 0433001 정부회계 3 3 60 이상진 사/�수4,5 지혜505
혁신(50),
전공(50)

응용교과군 0433101 회계시험연구 3 3 60 김태석 사/�월7,8 지혜502 전공(87),
섬김(13)

김태석 사/�월7,8

응용교과군 0612301 세무회계�사례연구 3 3 60 나성길 목7,8/�사 지혜501
전공(33),
전공(67)

응용교과군 0772901 회계학세미나
(캡스톤디자인)

3 3 60 이경락 사/�화5,6 지혜407 혁신(67),
소통(33)

이경락 사/�화5,6

응용교과군 0971901 가치평가세미나 3 3 60 표춘미 사/�화7,8 지혜602
전공(67),
혁신(33) 표춘미 사/�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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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0102201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화2,3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송시연 사/�화2,3

기초교과군 0102202 경영학원론 3 3 60 v 송시연 사/�월5,6 지혜603
관계(11),
기초(89) 최세경 사/�월3,4

기초교과군 0102203 경영학원론 3 3 60 v 최세경 사/�수1,2 지혜603 관계(11),
기초(89)

기초교과군 0102401 경제학원론 3 3 60 v 최선기 목5,6/�사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최선기 목5,6/�사

기초교과군 0102402 경제학원론 3 3 60 v 윤종인 사/�화5,6 지혜602 혁신(18),
기초(82)

윤종인 사/�화5,6

기초교과군 0266602 회계학원론 3 3 60 v 김태석 사/�화2,3 지혜502
섬김(33),
기초(67) 김태석 사/�화2,3

기초교과군 0266603 회계학원론 3 3 60 v 이찬기 사/�수1,2 지혜505
섬김(33),
기초(67) 이찬기 사/�수1,2

기초교과군 0365201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사/�월2,3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사/�월2,3

기초교과군 0365202 국제통상학원론 3 3 60 v 최준호 금2,3/�사 지혜407
소통(13),
기초(87) 최준호 금2,3/�사

핵심교과군 0214301 국제경영론 3 3 60 고경일 사/�화2,3 지혜601 전공(53),
소통(47)

고경일 사/�화2,3

핵심교과군 0216301 무역실무 3 3 60 송선욱 사/�화2,3 지혜504
전공(87),
소통(13) 송선욱 사/�화2,3

핵심교과군 0216302 무역실무 3 3 송선욱 사/�화7,8

핵심교과군 0246801 국제마케팅 3 3 60 김희일 사/�화2,3 지혜605 전공(87),
소통(13)

남정우 사/�월2,3

핵심교과군 0366001 국제통상정책론 3 3 60 문성현 사/�수7,8 지혜501
전공(87),
혁신(13) 문성현 사/�수2,3

핵심교과군 0448101 무역대금결제론 3 3 60 김채권 금5,6/�사 지혜505 전공(87),
소통(13)

김채권 금5,6/�사

핵심교과군 0448102 무역대금결제론 3 3 류연식 사/�수2,3

핵심교과군 0909401 무역계약과�실제 3 3 60 최준호 사/�수2,3 지혜407 소통(13),
전공(87)

최준호 사/�수2,3

핵심교과군 0909402 무역계약과�실제 3 3 60 류연식 사/�수7,8 지혜508
중국4학년
편입생대상

소통(13),
전공(87)

핵심교과군 0972001
글로벌�재무관리�기초
및�연습 3 3 60 고경일 목5,6/�사 지혜601

전공(53),
소통(47)

핵심교과군 0985801 글로벌지역연구 3 3 60 김희일 사/�수2,3 지혜502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247501 무역영어 3 3 60 송선욱 사/�월5,6 지혜505
전공(73),
소통(27) 류연식 사/�수7,8

심화교과군 0266401 해외직접투자론 3 3 60 김희일 사/�화5,6 지혜505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447901 국제운송론 3 3 60 송선욱 사/�화5,6 지혜504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447902 국제운송론 3 3 60 송선욱 목5,6/�사 지혜504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447903 국제운송론 3 3 60 송선욱 사/�화7,8 지혜504 중국4학년
편입생대상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448001 무역관계법규 3 3 60 최준호 사/�화2,3 지혜407
소통(13),
전공(87) 최준호 사/�화2,3

심화교과군 0782001 무역보험론 3 3 60 김채권 금2,3/�사 지혜505 소통(13),
전공(87)

김채권 금2,3/�사

심화교과군 0782002 무역보험론 3 3 60 류연식 사/�수2,3 지혜508
중국4학년
편입생대상

소통(13),
전공(87)

심화교과군 0782401 국제금융시장론 3 3 고경일 목5,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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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과군 0785801 FTA�이론과�실제 3 3 60 송선욱 수4,5,6 지혜504 전공(87),
소통(13)

심화교과군 0909501 외환관리실무 3 3 60 남정우 사/�월2,3 지혜601
전공(60),
소통(40)

심화교과군 0972101 FTA와�경제통합 3 3 60 문성현 사/�수2,3 지혜501 전공(73),
혁신(27)

심화교과군 0985601
글로벌�스타트업
챌린지 3 3 남정우

응용교과군 0366401 국제통상협상론 3 3 60 김희일 목5,6/�사 지혜502 소통(13),
전공(87)

응용교과군 0620701
관세�및
수출입통관실무 3 3 송선욱 목5,6/�사

응용교과군 0773001
글로벌무역실습
(캡스톤디자인) 3 3 문성현 사/�화5,6

응용교과군 0773002 글로벌무역실습
(캡스톤디자인)

3 3 송선욱 사/�화5,6

응용교과군 0785901 FTA�원산지관리실무 3 3 송선욱 수4,5,6

응용교과군 0909301 국제통상세미나 3 3 60 문성현 사/�화7,8 지혜501 혁신(13),
전공(87)

응용교과군 0909302 국제통상세미나 3 3 60 문성현 목5,6/�사 지혜501
중국4학년
편입생대상

혁신(13),
전공(87)

응용교과군 0909601 글로벌경영전략
세미나

3 3 60 고경일 사/�수5,6 지혜601 전공(33),
혁신(67)

고경일 사/�수5,6

응용교과군 0972201 한국경제와�무역 3 3 60 문성현 사/�화2,3 지혜501 전공(87),
혁신(13)

문성현 사/�화2,3

응용교과군 0972202 한국경제와�무역 3 3 문성현 목5,6/�사

응용교과군 0985701 수출기업�사례연구�및
창업

3 3 60 김희일 사/�수5,6 지혜502 전공(87),
소통(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