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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개요(교과목 표준이수형태 포함)

❏ 주관대학 및 참여학과(부)
❍ 주관대학: 경영대학
❍ 참여학과(부): 인문대학 철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농생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법과대학 법학부
❏ 교과과정
❍ 총 이수 전공학점: 39 학점
❍ 이수규정: 전공필수 18 학점, 전공선택 21 학점
❍ 교과목 표준이수형태
구 분
2학년

1학기
4190.102A 컴퓨터프로그래밍
4190.201 논리설계
251.205 회계원리

3학년

113.343 윤리학

2학기
273.205 상법총론
500.169 식품·동물생명공학개론
4190.204 자료구조
4190.210 프로그래밍의 원리
113.227
기호논리학

113.352 인식론

113.345 사회철학

113.365 언어철학

113.463 과학철학

벤처창업론*
제품기획론
251.326 경영정보론
273.304 회사법
273.318 경제법
4190.307 운영체제
창업론 실습 (1)*
사회적기업의 창업*
벤처사업 기회연구
273.432 산업재산권법
273.438 증권거래법
5252.409 사료학 및 실험
5251.404A 식품가공·저장학 1

디자인사고와 혁신*
기술트렌드와 사업기회분석*
251.303
인사관리
251.321
마케팅관리
273.312
유가증권법

4학년

*전공필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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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론 실습 (2)*
창업론 특강
251.320
생산관리
251.322
국제경영
5251.407A 식품가공·저장학 2
5252.406 경제동물생산학 및 실험

※ 별첨: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
인문대학(College of Humanities)
철학과
113.368
113.464
113.466
113.467A

현상학(Phenomenology) 3-3-0
심리철학(Philosophy of Science) 3-3-0
형이상학(Metaphysics) 3-3-0
윤리학 특강(Topics in Ethics) 3-3-0

경영대학(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251.215 조직구조론(Organization Structure) 3-3-0
251.305 원가회계(Cost Accounting) 3-3-0
251.323 기업재무론(Corporate Finance) 3-3-0
251.327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 3-3-0
251.424 경영전략(Corporate Strategy) 3-3-0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컴퓨터공학부
4190.303C 임베디드시스템과 응용(Embedded Systems and Applications) 3-3-0
4190.315 IT벤처창업개론(IT Venture Creation) 3-3-0
4190.40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3-0
4190.420 컴퓨터게임(Computer Games) 3-3-0
농업생명과학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식품·동물생명공학부
5252.303A 동물유전정보학 및 실습(Bioinformatics and Genomics of Animal and Lab.) 3-2-2
5252.304 동물유정공학 및 실험(Animal Genetic Engineering and Lab.) 3-2-2
5252.305 동물자원과학실험(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b.) 3-2-2
5252.306 동물생명공학실험(Animal Biotechnology Lab.) 3-2-2
5252.308 동물자원미생물학 및 실험(Animal Products Microbiology and Lab.) 3-2-2
5252.309 반추동물영양생리학 및 실험(Ruminant Nutrition/Physiology and Lab.) 3-2-2
5251.301 식품화학(Food Chemistry) 3-3-0
5251.302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3-3-0
5251.304 식품공학(Food Engineering) 3-3-0
5251.305 발효화학(Fermentation Chemistry) 3-3-0
법과대학(College of Law)
법학부
273.305 세법(Tax Law) 3-3-0
273.310 노동법 1(Labor Law 1) 3-3-0
273.314 회사법특강(Topics in Corporation Law) 3-3-0
273.406 상법연습(Seminar in Commercial Law) 3-2-2
273.429A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 3-3-0
273.430

도산법(Laws of Bankruptcy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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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신청 및 전공이수

❑ 타 과(혹은 경영대학) 복수전공과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복수전공과 연합전공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2학기 진입할 경우, 전공교과목 표준이수형태에 따라 수강할 수 없게 되는데, 학과수업
따라 가는데 있어서 그래도 무방할까요?
❍ 표준 이수 형태로 수강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학기별로 진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기별 개설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수과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
입니다. 다만 학년별 표준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2학기 진입하여, 창업론 2를 먼저 수강한 후 창업론 1을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해도 무방
할까요?
❍ 불가피하게 창업론2를 먼저 수강한 후 창업론 1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이런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구상했던 사업 아이템
이나 계획이 비슷하고 마음이 맞는다면 기존 팀에 합류해도 무방합니다.
❑교과목 중복 인정 건
“제18조(교과목 중복인정)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
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
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①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진입시 소속 학과(부)에서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
(전공 선택)은 9학점 까지 인정( 위 별첨 참고)
→ 참여 또는 비 참여대학 학생이 벤처경영학 전공 진입 후 별첨에 제공한 교과목을
기 수강시 중복학점을 9학점까지 인정
▶[사례1] 참여대학 주전공 학생 공통교과목 중복 인정 사례
❍ 주전공 : 경영학과
❍ 기수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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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회계원리
251.215 조직구조론
4190.210 프로그래밍원리
❍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전공 인정 학점
251.205 회계원리
251.215 조직구조론

9 학점 인정

241.320 프로그래밍원리

▶[사례2] 참여대학 주전공 학생 공통교과목 중복 인정 사례
❍ 주전공: 컴퓨터공학부
❍ 기 수강 교과목
4190.102A 컴퓨터프로그래밍
4190.201

논리설계

4190.210

프로그래밍의 원리

113.368

현상학

241.205

회계원리

○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전공 인정 학점
4190.102A
4190.201
4190.210
113.368
241.205

컴퓨터프로그래밍
논리설계
프로그래밍의 원리
현상학

9 학점 인정

회계원리

▶[사례3] 비 참여대학 주전공학생 교과목 기수강 교과목 인정사례
❍ 주전공 : 체육교육과
❍ 기수강 교과목과목
113.463

과학철학

251.322

국제경영

❍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전공 인정 학점
113.463

과학철학

251.322

국제경영

6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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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예시) 컴퓨터공학부 학생이 컴퓨터공학부에서 전선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을 연합전공에서도 전선으로 인정 시 3학점까지 중복인정
· 연합전공과 참여학과의 교과목이 아닌 제3의 학과의 교과목을 전선으로 공통 인정
시를 의미
·발생할 수 있으나 사례는 적음, 사례 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관련 사례
○ 주전공 : 컴퓨터공학부
○ 수강과목 : 경제지리학(208.205) - 지리학과 전공선택과목

○ 벤처경영학 연합전공과 컴퓨터공학부에서 경제지리학을 전선으로 인정할 경우
3학점 중복인정 가능

◇

교과목 중복학점 인정과 별개로 벤처경영학 전공 진입 전 수강한 교과목이 벤처경
영학 전공 선택과목일 경우에는 전공 진입 후 교과구분 정정신청 절차를 통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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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에 대한 질문

❑ 창업은 실제로 부딪혀봐야지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창업
에는 자금과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본 전공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프
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창업론 실습과목이 있습니다. 1년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실제 창업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팀 (사업 프로젝트) 별로 창업 운용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멘토로서의 벤처 CEO와 선배 기업가들이 다방면으로 확보되어있고 단순히
실무를 코칭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카운슬링을 해
줄 수 있는 기업가 선배이자 창업선배로의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 복수전공의 경우 복수전공 학생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
다.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은 전공생들끼리 모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까요?
❍ 현재 벤처경영학 1기 진입학생들로 모여진 학생회가 있습니다. 아마 기수가 더할
수록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기적으로 워크샵이 예정되어있고, 2015년 3월 벤처경영학 창업보육실이 신설되면,
과방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학생들끼리 과제도 같이하고, 공부도 같이하고, 창업
아이템도 서로 공유하는 학생창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

그 외 기타

❑ 졸업예정일까지 5학기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연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5학기를 다니지 않더라도 해당 과목들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나요?
❍ 네, 5학기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전공학점과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 가능
합니다. 아울러, 연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이수규정
제4조(재학연한)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6 -

❑ 연합전공을 하는 타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영대학에서 지원하는 언어교육원 외국어
강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나요?
❍ 네, 현재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경영대학
에서 지원하는 언어교육원 외국어 강좌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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