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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 경영학의 기본이 되는 경영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경영에서 경영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활용할 수 있다.
3. 기업 전반에서 사용되어지는 정보시스템의 주요한 각각의 정보기술의 내용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업목표

4.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기업환경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쟁우위를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지 논의할 수 있다.
5. 경영정보시스템의 종류와 역할, 장단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인터넷 기술과의 연관성,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하는 방법론을 이해하고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6.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하위시스템들을 확인하고, 각 정보시스템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여 기업전반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의 역할들을 분석할 수 있다.

평가기준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 모두 충족

성적분포

ㆍ수업기간 : 2020/08/25(화) ~ 2020/12/07(월) - 15주간
평가기간

ㆍ중간고사 : 2020/10/16(금) 낮 3시 ~ 10/20(화) 낮 3시 ㆍ과제 : 2020/10/27(화) ~ 11/09(월)
ㆍ기말고사 : 2020/11/27(금) 낮 3시 ~ 12/01(화) 낮 3시 ㆍ토론 : [1차] 2020/09/15(화) ~ 09/21(월), [2차] 2020/11/10(화) ~ 11/16(월)

성적이의
신청기간
유의사항

주교재
(저자,출판사,

·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 김은홍, 김화영(2012),「경영정보학개론」, 다산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부교재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 백동현 외 4인 공저(2012), 「경영정보시스템의 이해 제10판」, 한티미디어
- 임춘성, 장기진(2013),「스마트정보경영론」, 도서출판 청람
- 홍일유(2005),「디지털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법문사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경영정보시스템의 기초
2) 강의 목표
ㆍ경영정보시스템의 유사개념에서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ㆍ경영정보시스템의 시대적 개념의 발전사를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MIS의 개념 및 범위
ㆍMIS 개념의 발전과정
1

1) 강의 주제 : MIS의 학문적 발전과정
2) 강의 목표
ㆍ경영학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등장배경을 이해하고, 경영정보학의 배경학문으로서
2

경영학을 요약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 산업구조이동의 의미와 정보기술(MIS)의 역할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경영학에서의 경영정보학
ㆍ산업구조이동과 정보기술의 역할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경영과 정보의 개념
2) 강의 목표
ㆍ기업조직의 기능과 계층에 따르는 경영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기업조직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유형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3

ㆍ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경영의 기능 및 경영계층
ㆍ경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ㆍ경영정보시스템의 필요성
2
1) 강의 주제 : 시스템의 개념
2) 강의 목표
ㆍ정보의 개념과 의사결정을 위한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고 나열할 수 있다.
ㆍ시스템의 개념과 시스템이론을 학습하여 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에 대해
4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글로벌 비즈니스의 연결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협업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정보의 개념과 시스템 이론
ㆍ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
ㆍ협업과 팀워크를 위한 기술

1) 강의 주제 : MIS의 구조와 정보시스템 유형
2) 강의 목표
ㆍMIS의 하위시스템들의 구조를 시스템이론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조직기능과 경영계층에 따른 MIS의 하위시스템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5

ㆍ종합적인 MIS 구조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MIS의 하위시스템 구조
ㆍ조직기능에 따른 MIS구조
ㆍ경영계층에 따른 MIS구조
ㆍ기능과 계층별 정보시스템의 종합모형
3

1) 강의 주제 : 정보시스템의 각 하위구조들
2) 강의 목표
ㆍTPS와 IRS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DSS와 OAS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다.
ㆍIIS와 ES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6

ㆍEIS와 SIS의 특징과 장단점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거래처리시스템(TPS)과 정보보고시스템(IRS)
ㆍ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과 사무자동화시스템(OAS)
ㆍ지능정보시스템(IIS)과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s : ES)
ㆍ중역정보시스템(EIS)과 전략정보시스템(SIS)

1) 강의 주제 : 정보기술의 이해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정보기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정보기술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
7

ㆍ정보기술의 구성요소 중 하드웨어의 주요 내용들을 열거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정보기술의 개념
ㆍ정보기술의 구성요소
ㆍ하드웨어1
4
1) 강의 주제 : 정보기술의 구성요소
2) 강의 목표
ㆍ정보기술의 구성요소 중 하드웨어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정보기술의 항목 중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8

ㆍ정보화사회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산업발전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을 열거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하드웨어2
ㆍ소프트웨어
ㆍ정보화사회의 특성과 정부주도 IT정책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정보통신의 기본개념과 통신인프라
2) 강의 목표
ㆍ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
ㆍ데이터통신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9

ㆍ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와 이동통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정보통신의 기본개념과 구성요소
ㆍ데이터통신의 구성요소와 유형
ㆍ초고속 가입자망과 이동통신 기술

5

1) 강의 주제 : 유비쿼터스와 무선인프라
2) 강의 목표
ㆍ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유비쿼터스를 위한 기반기술로서 무선기술(RFID, NFC, BT, WiFi)을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0

ㆍ무선데이터통신을 위한 인프라로서 와이브로와 이동데이터 통신기술(LTE)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ㆍ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ㆍ블루투스(Bluetooth)와 Wi-Fi(무선LAN)
ㆍ와이브로(Wibro)와 LTE(Long Term Evolution)

1) 강의 주제 : 인터넷과 네트워크
2) 강의 목표
ㆍ인터넷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
ㆍ전화통신과 컴퓨터통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탄생배경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11

ㆍ네트워크상의 참가자를 구분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인터넷의 개념과 발전과정
ㆍ컴퓨터통신의 탄생배경
ㆍ통신상의 구분
6
1) 강의 주제 : 인터넷서비스와 e-비즈니스
2) 강의 목표
ㆍ인터넷서비스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ㆍ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12

ㆍe-비즈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인터넷서비스의 유형
ㆍ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ㆍe-비즈니스의 이해
1) 강의 주제 :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비즈니스
2) 강의 목표
ㆍ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EDI와 CALS의 개념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인터넷비즈니스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고
13

나열할 수 있다.
ㆍ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인터넷비즈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전자상거래
ㆍEDI와 CALS
ㆍ인터넷비즈니스의 개념
7
1) 강의주제 : e-비즈니스와 기업의 변화
2) 강의 목표
ㆍ각 산업별 e-비즈니스 형태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ㆍe-비즈니스의 미래산업별 신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다.
14

ㆍ인터넷마케팅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구체적 수단으로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산업별 e-비즈니스의 형태와 특징
ㆍ미래 산업별 e-비즈니스의 새로운 유형
ㆍ인터넷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중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8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데이터베이스 관리
2) 강의 목표
ㆍ데이터베이스(DB)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ㆍ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일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다.
15

ㆍ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모델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연관지어
관계형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데이터베이스(DB)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ㆍ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 개념과 특징
ㆍ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모델 유형과 특징
9
1) 강의 주제 : 데이터베이스 응용
2) 강의 목표
ㆍ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ㆍ데이터웨어하우스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6

ㆍ데이터마이닝과 빅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데이터베이스모델링과 개체관계도(ERD)
ㆍ데이터웨어하우스의 이해
ㆍ데이터마이닝과 빅데이터

1) 강의주제 : 주요 정보시스템 솔루션 1 - ERP와 CRM
2) 강의목표

17

ㆍ주요한 정보시스템 솔루션들을 이해하고 각각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정보시스템 솔루션 중 전사적자원관리시스(ERP)템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ㆍ오디오 음성 강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ㆍ각 솔루션 시스템(ERP와 CRM)별 구성요소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3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주요 정보시스템 솔루션
ㆍ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ㆍ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10

1) 강의 주제 : 주요 정보시스템 솔루션 2 - SCM과 KMS
2) 강의 목표
ㆍ정보시스템 솔루션 중 공급망관리시스템(SCM)과 지식경영시스템(KMS)을 이해하고
18

설명할 수 있다.
ㆍ각 솔루션 시스템(SCM과 KMS)별 구성요소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공급망관리시스템(SCM)
ㆍ지식경영시스템(KMS)

1) 강의 주제 : 경영혁신과 전략정보시스템(SIS)
2) 강의 목표
ㆍ경영전략과 정보기술의 역할을 경영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다.
19

ㆍ정보기술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기법들을 살펴보고 정보기술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경영전략 및 IT를 통한 기업혁신
ㆍ프로세스 혁신기법과 정보기술의 역할

11

ㆍ학습 교안
원격강의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11
2) 강의목표
ㆍ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 모형을 이해하고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지원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ㆍ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과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0

ㆍ중역정보시스템(EIS)과 그룹웨어 등의 다차원적인 협업도구를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의사결정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ㆍ컴퓨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지원
ㆍ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과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ㆍ중역정보시스템(EIS)과 그룹웨어

1) 강의 주제 : 지능정보시스템(IIS)
2) 강의 목표
ㆍ인공지능의 개념과 적용분야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전문가시스템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의 차이점을

ㆍ오디오 음성 강의

구분할 수 있다.
21

ㆍ지능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사례기반추론, 시만틱웹, 지능형 에이전트)들과

원격강의

발전현황을 기술할 수 있다.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3) 강의 세부내용
ㆍ인공지능의 개념
ㆍ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과 인공신경망
ㆍ지능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유형
12
1) 강의 주제 : 고객관계관리(CRM)와 공급사슬관리(SCM)
2) 강의 목표
ㆍ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 및 근본적인 개념을 기술할 수 있다.
ㆍe-CRM과 CRM을 구분하고,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2

ㆍ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을 통해 가치체인과 공급체인에 대해 이해하고
기반기술과 구성요소들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고객관계관리(CRM)와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ㆍe-CRM 전략
ㆍSCM의 개념 및 SCM에서 활용되는 정보기술
1) 강의 주제 :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KMS)
2) 강의 목표
ㆍ지식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하고 지식관리시스템(KMS)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ㆍ지식이 서로 변환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지식경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을 연관지어
23

설명할 수 있다.
ㆍ지식경영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KMS)
ㆍ지식의 변환과정과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기술
ㆍ성공적인 지식경영노하우

13

1) 강의 주제 : 정보시스템 계획과 개발
2) 강의 목표
ㆍ정보전략계획과 정보시스템계획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정보시스템 계획모형과 프로젝트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4

ㆍ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Life Cycle)과 방법론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정보전략과 시스템개발
ㆍ정보시스템 계획모형과 프로젝트 계획
ㆍ시스템 개발 방법론
1) 강의 주제 : 정보시스템 조직과 아웃소싱
2) 강의 목표
ㆍ정보시스템 부서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ㆍ정보시스템 전문가들의 인적구성과 각 전문가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25

ㆍ아웃소싱의 필요성과 진행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정보시스템의 조직
ㆍ정보시스템의 인적자원
ㆍ아웃소싱(outsourcing)

14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4
1) 강의 주제 : 정보시스템의 관리 - 유지와 운영
2) 강의 목표
ㆍ정보시스템의 평가방법 및 보안 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을 열거할 수 있다.
26

ㆍ정보시스템의 통제와 감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ㆍ컴퓨터 범죄와 정보윤리에 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정보시스템 평가 및 보안
ㆍ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ㆍ컴퓨터 범죄와 정보윤리

기

말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15

•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강의유형

이론중심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