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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rofessor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교수님!
친구처럼 고민을 나눠주기도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9명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내인생의 날개

고석하
- 학력 : KAIST 박사
- 주요경력 : 정보기술응용학회 회장 및 명예회장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종합인력개발원장
- 연구분야 : 소프트웨어공학

김상욱
- 학력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박사
- 주요경력 : The University of Kansas at Lawrence 교수
대통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연구분야 : 지식경영, 창조경영

김영렬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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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박사
- 주요경력 : 충북대학교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소장,
한국산업정보학회(KIIS) 부회장
- 연구분야 : ERP 및 기업정보화

김영기

Best of Best 학과

- 학력 : University of Iowa 박사
- 주요경력 : 한국과학기술원 차관
- 연구분야 : 정보통신

경영정보학과는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과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평가
에서 항상 우수학과로 지정될 정도로 탄탄하고 비전 있는 학과입니다.
ERP Package, 대학 최고 수준의 Big Data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를 보유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조완섭
- 학력 : KAIST 박사
- 주요경력 : University of Florida Post-Doc. 연구원
- 연구분야 : SAP, Busines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

김태성

최고의 교수진
지식경영, Big Data, 정보보안, 데이터마이닝 등 최근 경영 및 IT 분야에서 이
슈화되고 있는 각종 현장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교
수님들이 경영정보학과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거점 국립대학 경영정보학과 중 최대 규모의 교수진들이 있어 질 높은 강의를
기대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
습니다.

- 학력 : KAIST 박사
- 주요경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Arizona State University
방문교수
- 연구분야 : 정보보안, 기술경영

권순동
- 학력 : 서울대학교 박사
- 주요경력 : 충북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장
- 연구분야 : 기업정보화

광접제임스 한
- 학력 :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 주요경력 : Howard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대학 교수
- 연구분야 : 미디어 산업, 커뮤니케이션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생활
교수들의 재미있고 열성적인 강의, 다양한 실험실습, 발표수업, 팀 프로젝트 등
으로 공부가 흥미롭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신나는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축구동아리, 발표 및 토론 동아리, 봉사활동 동아리 등 학과 내에 동아리에 참
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상현
- 학력 : KAIST 박사
- 주요경력 : LG CNS Entrue Consulting 책임 컨설턴트
University of Tennessee 교환교수
- 연구분야 : IT전략 컨설팅, 지능정보시스템

경영정보학과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N13동 217호
TEL. (043) 261-2355 / FAX. (043) 273-2355
http://mis.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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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세계가 찾는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과 정보기술의 창조적 결합 능력을 겸비한
세계화된 경영정보 인력을 양성합니다.

융합과 정보의
시대

Training & practice & Apply for a student program

경영과 정보의
융합

미래의 날개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는 SYSTEM을 CREATIVE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합니다.

경영정보학

은 어떤 학문인가요?

•경영에 정보기술을 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경영과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디지털시대의 맞춤형 경영인재를 육성합니다.
•융합경영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System, 지
식 네트워크, 교수님, 행정적 구조 등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
니다.

해외연수 & 현장실습 & 학생 지원 프로그램
• 교환학생 프로그램
- 우리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과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 현재까지 31개국 8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

• 해외 봉사활동
-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외국인과의 친화력을 높이고
국제적 견문을 쌓음으로써 자신을 고취시켜 국제화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장실습
- 현장실습도 하고 학점 이수도 함으로써 꿩 먹고, 알 먹고!

“Business Doctor”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경영정보학과는 경영과 정보시스템(IT)을 함께 배우는 학문으로써 의사가 환
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약을 처방하듯, Business Doctor가 되어 경영상의 문제

SYSTEM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지원금 지원 제도
- 다양한 어학시험(TOEIC, TOFEL, IELTS, TEPS, JLPT 등)에 응시하여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성적을 취득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점, 증상들을 진단하고 적절한 IT 시스템을 개발·추천합니다. 또한 경영과 프

경영정보학은 경영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다루는
학문으로 진로 방향이 다양합니다.

로그래밍을 같이 배움으로써 경영진(사용자)과 IT부서(제공자) 사이의 다리역할

경영의사결정에 정보기술이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System을 구축

을 맡아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고, 정보기술에 경영을 더하여 정보기술이 진보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도

• IT-oriented 재학생 집중 트레이닝

록 하는 교과과정은 운영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New Business”를 선도하는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우리는 국제화, 고도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

SP EC IAL IZ AT ION

전문화 과정
(3·4학년)

융합 진로에 대하여 전문화 하고 세분화
하는 기간
(교과목 : 생산관리, 융합산업론, 정보통
신경영, 데이터 마이닝, 정보보안관리 등)

발전 과정
(2·3학년)

경영과 정보기술의 기초를 다지고 융합으
로 나아가는 소양을 기름
(교과목 :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등)

상생활이 되어 경영에 IT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 되었
습니다. 또한 경영정보학은 경영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개발, 마케팅, IT 기업, 생산, 경영기획 등등 아주 다양

ADVANCED

한 분야에서 경영정보학과의 인재들을 뽑고 있습니다.

BASIC

“Steady Seller”같은 학문입니다.

기초 과정
(1학년)

경영과 정보기술의 기초, 경영정보 융합
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
(교과목 : 경영학원론, 경영통계학,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상품을“Steday Seller”라고 지칭
합니다. 스테디 셀러처럼 경영정보학은 10년, 20년 뒤에도 꾸준히 인기 있을 학
문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어떻게하면 정보기술을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지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

CREATIVE FUTURE

- IT 기업과 연계하여 경영정보학과 재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겪는 실무를 접할 기회 제공함
으로써 취업 후에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대학교와 실무사이의 갭을 줄임
- 다양한 취업특강

Scholarship System

풍부한 장학제도
신입생 장학금
•전체 수석 : 졸업 전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연간 360만원의 수학보조금
지급/기숙사비 제공
•계열 수석 : 졸업 전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연간 160만원의 수학보조금
지급/기숙사비 제공
•단과대학 수석 : 졸업 전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연간 80만원의 수학보조금
지급
•모집단위별(학부, 학과) 성적 상위3% 이내 :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모집단위별(학부, 학과) 성적 우수학생
A급 :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B급 : 기성회비 면제
C급 : 입학금+수업료 면제

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가치있는 학문입니다.

IT
컨설턴트

Business
Scientist

경영기획
전문가

Big Data, 공공기관
연구소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미래지향적“Creative Fusion”학문입니다.
경영정보학은 경영과 정보기술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Fusion 학문이자 미래 학
문입니다.

삼성SDS, LG CNS, SK C&C,
다국적 컨설팅 업체

재학생 장학금
•특대생 장학금 : 등록금 전액
•성적 장학금 A : 등록금 전액
•성적 장학금 B : 기성회비 전액
•성적 장학금 C : 수업료 전액
•교내근로장학금 : 수업료 전액
: 학기중 월 20시간 근로, 방학 중 총 16시간 근로
•교외장학금 :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