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영공학과-MIS전문가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 MIS CDR의 목표는 정보화, 국제화, e-비지니스 시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자 및 경영인과 정보화 사회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달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영 전략에서부터 최
첨단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지
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SI업체
-. 국내외 솔루션 전문업체
-.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행정기관 등의 기획, 정보전략 부서
-. 벤처기업



수요예측

현  황

2. 경영공학과-MIS전문가 CDR 직업수요분석

-. 오늘날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영학적 지식뿐만 아니리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이 요구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공학 이론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
에 대한 교과목을 접목한 MIS분야의 교육이 필수적이며, 경영학과와 정보기술 양쪽에 대한 균형적 지식을 습득함으
로써 현대 경영조직의 핵심인 정보기술과 정보자원의 창의적인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성은 점점 더 증
가하고 있다.

-. 새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간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는 더욱 더 증대할 것으로 에측됨.
- 최근들어 정보통신기술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환경이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변함에 따라 글로벌 정보경영관리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 및 정보처
리능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됨.
-. 대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MIS 분야의 시스템과 기술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MIS 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 할 것임.



3. 경영공학과-MIS전문가 CDR 교육과정

경영공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경영공학개론(3/3)
컴퓨터활용(1/2)

경영공학개론(3/3)
컴퓨터활용(1/2)

영어2(2/2)

회계Ⅰ(회계원리)(3/3)
영어1(2/2)

경영학원론(2/3)
경제성공학(3/3)

경영학원론(2/3)
경제성공학(3/3)

경영정보시스템(3/4)
마케팅(3/4)
경영통계Ⅰ(2/3)
경제학원론(2/3)
회계원리(2/3)

경영정보시스템(3/4)
경영통계Ⅰ(2/3)

마케팅조사론(2/3)
경영정보시스템실습(3/4)
경영통계Ⅱ(2/3)
수리금융(2/3)

경영정보시스템실습(3/4)
경영통계Ⅱ(2/3)



경영공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경영과학(3/4)
재무관리(3/4)
품질경영Ⅰ(2/3)
생산운영관리와캡스톤설계(3/4)
경영통계S/W실습(3/3)

경영과학(3/4)
재무관리(3/4)

창의형캡스톤설계(3/3)
기술경영(3/3)
인적자원관리(3/3)
구매관리(3/3)
전공과취업Ⅱ(경영공학)(1/1)

창의형캡스톤설계(3/3)
인적자원관리(3/3)
구매관리(3/3)

창업및경영기획론(3/3)
인턴십(2/2)

유통물류관리(3/4)
창업및경영기획론(3/3)
서비스경영(3/3)
인턴십(2/2)

고객관계경영(3/4)
금융공학(3/4)
경영시뮬레이션(3/4)
경영과학응용(3/4)
품질경영과현장실습(2/3)
전공과취업Ⅰ(경영공학)(1/1)

고객관계경영(3/4)
경영시뮬레이션(3/4)
경영과학응용(3/4)

투자론(3/3)
금융공학(3/4)



학
년

학
기
경영공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48/59 18/19

실무영어(3/3)

스크린영어(2/2)



4. 경영공학과-MIS전문가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자율적으로 운영/관련 전공(학과)교수 면담/관련분이
진출한 선배와의 대화

전문학원 등의 심화학습/인턴십/자격증 취득/ 해외연

MIS CDR 스터디 모임/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스터디
모임/자격증 취득관련 특강/창업동아리 활동

경영공학 관련 경진대회 참가/MIS 관련 대회 참가/ 학
참가 및 발표/관련 카페운영 및 회원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