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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강의방법

강의식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이러닝 B러닝 플립러닝

100%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기타1 기타1 기타1 기타1 기타1

14% 35% 35% 16%

강 의 개 요

정보체계론 수업은 이러닝으로 진행하며,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본수업에서는 행정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각종 기초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기관 내의 개인은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은 업무생산성
을 높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 정보체계는 기관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
집하고 종합적, 조직적으로 가공, 축적,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그 네트워크를 총칭합니다. 
또한 모든 정부활동이 일정한 자원의 제약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 활
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인 정보체계론은 향후 공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

선수학습내용

강 의 목 표

행정 정보 시스템은 자료를 저장하고,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기관 내에서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고 축적하며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통합적 컴퓨터 정보시스템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지만 이러한 지식의 원천을 형
성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공공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Pavlichev, A & Garson, G.D.. (2019). Digital Government: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IDEA
Group Publishing.
2. SungTae Kim. (2019). E-Government. Bummunsa.

장애학생

지원사항
이러닝수업으로 편하게 수강하시고 질문등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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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별 수업계획(Course Schedule)

주 기간 분  류 내  용

1 08/30~09/05

학습주제 Digital Society and Managing the Digital Government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Environmental Change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2 09/06~09/12

학습주제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Age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Organizations and Information�
ㅇ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3 09/13~09/19

학습주제 Information Systems, Organizations, Management, and Strategy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Organiz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ㅇ The Changing Role of Information Systems in Organizations�
ㅇ Managers,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 System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4 09/20~09/26

학습주제 The Digital Organization: Electronic Business and Electronic Commerce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Electronic Business, Electronic Commerce, and the Emerging Digital Firm
Internet Technology and the Digital Firm�
ㅇ Electronic Commerce�
ㅇ Electronic Business and the Digital Firm�
ㅇ Management Challengers and Opportunitie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5 09/27~10/03

학습주제 Information Systems in the Organization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Magor Types of Systems in Organizations�
ㅇ Systems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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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6 10/04~10/10

학습주제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Digital Organization (1)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Understading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Systems�
ㅇ A Model for Thinking About Eth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7 10/11~10/17

학습주제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Digital Organization (2)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Ethics in an Information Society�
ㅇ Moral Dimensions of the Information Age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8 10/18~10/24

학습주제 Mid-Term Examination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9 10/25~10/31

학습주제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Managing Hardware and Software Asset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0 11/01~11/07

학습주제 Information and Knowledge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Theory of Knowledge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1 11/08~11/14

학습주제 Knowledge Management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E- Organization and Knowedge Management�
ㅇ Network and Knowledge Sharing�
ㅇ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transfer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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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2 11/15~11/21

학습주제 E-Government and Public Sector Reform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Environmental Changes�
ㅇE-Government and Public Sector Reform�
ㅇThe Advent of Governance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3 11/22~11/28

학습주제 The Realities of E-Government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Definition, Components, and Maturity Stages�
ㅇ Benchmarking E-Government�
ㅇ Computerization before E-Government in Korea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4 11/29~12/05

학습주제 Determinants of Successful E-Government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 Vision and Goals�
ㅇ Strategic Prioritization�
ㅇ Role Players and Stakeholders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5 12/06~12/12

학습주제 Seminar

학습목표

학습내용 ㅇ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E-Government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16 12/13~12/19

학습주제 Final Examination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비대면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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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제 적용시기학년 과제명 제출방법

강의과제 학년 추후 공지

수업규칙

구분 구분

예의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기타 신문을 매일 읽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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