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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경영정보학과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기업

경영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의 발전

을 이끌 수 있는 실무적 통찰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불확실한 경

영환경 하에서 기업이 변화하는 내․외부의 환경변화

를 인지하고 최신의 정보통신기술과 기계의 융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성(agility)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대학원 경영정보학과는 미시적으로는 

IT기반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또는 조직이 경쟁우위

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기업의 구축과 운영

에 필요한 전문이론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제4차 산

업혁명 선도 기업에 필수적인 최고급 정보 전문가 

또는 관리자를 배출하고자 한다.  

거시적으로는 IT 기술이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져다

주며 사회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국가에는 경제

의 성장에 공헌할 될 수 있는 IT를 활용함으로써 지

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진로 및 취업분야

오늘날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영학적 지식뿐만 아니리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경영학 이론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에 대한 교

과목을 접목한 것이 경영정보학과이다. 경영학과와 

정보기술 양쪽에 대한 균형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경영조직의 핵심인 정보기술과 정보자원의 창

의적인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본 전공 졸업생들은 SI업체, 국내외 솔루션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행정

기관 등의 기획, 인사, 마케팅, 정보전략 및 기획부서, 

벤처기업  그리고 국가 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 등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과정별 개설전공
    (2019-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석사학위과정 : 비즈니스분석, 정보서비스관

리, 비즈니스정보기술

■ 박사학위과정 : 비즈니스분석, 정보서비스관

리, 비즈니스정보기술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비즈니스분석, 정보

   서비스관리, 비즈니스정보기술

경영정보학과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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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안내

■ 경영정보학과 대학원 세부 전공

경영정보학과 대학원의 세부 전공분야는 비즈니스

분석, 정보서비스관리, 비즈니스정보기술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비즈니스분석 (Business Analytics)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과 사회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약진은 데이

터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확산과 이를 활용하

고자 하는 기업과 사회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

되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은 이러한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과 사회에 산재한 정형, 비정형의 빅데

이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육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의사결정과 지원시스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텍스

트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추천기술, 감성분석, 고

객분석 등의 기반 기술과 활용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2) 정보서비스관리 (IT Service Management)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정보기술은 IT 기반의 비

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

즈니스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

어나 솔루션의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의 관점에서 전

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정보서비스관리 전공 영역에서는 이러한 정보 서비

스를 관리하고 거버넌스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 

방법론 및 실무적인 기법을 학습한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행한다.

3) 비즈니스정보기술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최근 모바일 시대의 본격적 전개에 따라, 특히 소셜

네트워크의 역량에 의해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개

인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까운 미래의 만물인터넷(IoT) 시대는 이제까

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글로벌사회의 변혁을 이끌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환경의 변화는 기존 비즈니스의 

혁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meshed, mashed 되는 

혁신적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비즈니스와 사회를 

이끌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비즈니스정보기술 전공은 모바일 및 IoT 관련 정보

기술의 이해를 통해 비즈니스환경을 이해하고, 이로

부터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함을 전공교육의 목표로 한다.

■ 종합시험에 관한 경영정보학과 내규
   (종합시험과목) 별표참조

■ 논문심사에 관한 경영정보학과 내규
(논문심사) 경영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

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제출자격, 연구계획서제출, 초

록발표 및 논문심사 등의 제반절차는 본교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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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과목에 관한 경영정보학과 내규

(필수과목) 경영정보학과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필수 교과목
정보조사분석,

연구방법론(또는 연구조사방법론), 
경영정보론

정보조사분석, 
연구방법론(또는 연구조사방법론),  

경영정보학연구

정보조사분석,
연구방법론(또는 연구조사방법론),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연구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 선수과목 : 없음
■ 종합시험과목표
(종합시험과목) 경영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2019-1학기 이전 입학자)

구분 정보전략전공 정보시스템전공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전공 u-Service전공

석사
과정

기초
공통
(2)

정보조사분석, 경영정보론

박사
과정

세부
전공

IT 서비스 관리 
또는 프로젝트관리

중 택 (1)

엔터프라이즈-IoT와 
비즈니스모델혁신

데이터마이닝 
비즈니스데이터마이닝 

또는 의사결정분석 
중 선택 (1)

인공지능/전문가시스템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

기초
공통
(2)

연구방법론, 경영정보세미나

(2019-2학기 이후 입학자)

구분
비즈니스분석 

(Business Analytics)전공

정보서비스관리 

(IT Service Management)전공

비즈니스정보기술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석사
과정

기초
공통
(2)

정보조사분석, 경영정보론

박사
과정

세부
전공

비즈니스데이터마이닝 또는 
의사결정분석 중 선택 (1)

IT서비스관리 또는 
프로젝트관리 중 선택 (1)

엔터프라이즈-IoT와 
비즈니스모델혁신 또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 중 선택(1)

기초
공통
(2)

연구방법론(또는 연구조사방법론), 경영정보학연구

*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이수를 통한 대체 합격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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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김 경 재
전 공 분 야 경영정보시스템

세부연구분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소셜데이터분석, 데이터마이닝 응용, 고객관계관리, 전사적자원관리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경영공학과 경영정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경영공학과 경영정보학 박사

담 당 과 목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비즈니스데이터마이닝 CRM

대 표 저 서
e-Business 시대의 경영정보시스템, 한경사,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고객관계관리, 형설출판사, 2004

대 표 논 문

Simultaneous optimiz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 financial forecasting, Applied Intelligence, 
2012

A corporate credit rating model using 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s with an ordinal pairwise 
partitioning approach,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2012  

Collaborative Filtering with a User-Item Matrix Reduction Tech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2011

김 인 재
전 공 분 야 경영정보학

세부연구분야 신기술수용, 융합경영, 소프트웨어품질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연구방법론 소프트웨어 품질론 프로젝트관리

대 표 저 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박영사, 2011

대 표 논 문

The role of exogenous factors in technology acceptance: The case of object-oriented technology, 
Information & Management(SSCI), 2006

C4I 시스템 사용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모형의 매개변수의 관점에서,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009

A Study for Blocking Harmful Contents through a Local Proxy on Androi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2013 

정 덕 훈
전 공 분 야 경영정보학

세부연구분야 정보통신

학사학위과정 미국죠지아 주립대학교 경영과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죠지워싱톤 대학교 경영학과 정보기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죠지워싱톤 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정보관리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영정보론 비즈니스통신 서비스 정보보안

대 표 저 서
정보 기술의 이해, 2002

방재정보론, 2009

대 표 논 문

재난 예경보 정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방재학회 논문집, 2008

정보속성이 재난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방재학회 논문집, 2008

방재 자원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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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경 태
전 공 분 야 경영정보학

세부연구분야 IT 서비스 관리, IT 거버넌스, 정보시스템 통제∙감사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IT 서비스관리 IT 거버넌스 정보전략

대 표 저 서

IT 서비스 관리(ITSM)의 개념 및 활용사례: ITIL V3 2011년판을 중심으로, itSMF Korea, 2013

정보시스템 감사: IT 거버넌스의 핵심 수단, 탑북스, 2011

6시그마와 IT 서비스, ITMG, 2007

대 표 논 문

빅데이터 보안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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