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테크노경영학과 신입생 안내 사항
1. 학위수여 요건
(1) 학점 충족 :
기준
논문 학위취득
무논문 학위취득

필수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논문

30학점

논문연구

(논문연구 포함)

36학점

-

공통
연구윤리
연구방법론

(2) 졸업종합시험 합격
(3) (논문 제출자만 해당) 학위논문 심사 합격
(4) 대학원위원회 심의 통과

2. 수강신청
(1) 한 학기 최대 9학점 수강 가능
(2) 전공필수 교과목 및 세부전공 교과목 필수 수강
(전공필수 교과목 : 논문연구(논문 제출자만 해당), 연구방법론)
★테크노 경영 전공자 : 학기마다 개설되는 테크노경영 교과목 이수(교육과정 참조)
(3)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연구윤리’ 교과목 필수 이수(21학년도부터 적용)
(4) 수강신청 시스템 : [통합학사정보시스템]-[수강관리(원)]-[수강신청관리]-[학생수강신청]

3. 졸업종합시험
(1) 3개의 전공과목 이상
(2)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
(3) 매년 4월과 10월 중 실시
(4) 정해진 면제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면제신청을 통해 졸업종합시험 면제 받을 수 있음
(5) 면제 기준(세부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35이상
·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 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 학술지 포함)나,
SCI(SSCI/A&HCI/SCIE/SCOPUS)급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이 실린 대학원생 또는 수료자

4. 학위논문
(1) 제출자격 :
- 논문지도교수신청서, 논문연구계획서 등 논문연구 작성을 사전에 신청한 학생
- 논문연구를 이수한 학생
- 4학기 이상 등록
- 총 평점 평균 3.00 이상
- 졸업 종합시험에 합격한 원생
(2) 논문제출 시기는 5월, 11월로 함

- 1 -

5. 주요사이트
(1)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간표 조회, 강의평가, 성적조회 등에 사용
- 통합학사 정보시스템 접속방법
① 한밭대학교 홈페이지 – 첫 페이지 하단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② 한밭대학교 포털 검색 후 로그인
- 아이디 : 학번 8자리
- 비밀번호 : 생년월일 8자리(ex.19880422)
(2) 이러닝캠퍼스
- 온라인 동영상 수업 수강하는 곳
- 이러닝캠퍼스 접속방법 : 한밭대학교 포털 > 이러닝캠퍼스 접속
- 아이디 비밀번호는 통합학사정보시스템과 동일
(3) 연구윤리 수강 사이트(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접속방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검색 > 회원가입
- 테크노경영학과 공지사항 7번글 ‘연구윤리 이수방법 안내’ 글 필독
(4) 테크노경영학과 홈페이지
- 학과 안내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므로 확인 필수
(5) 창업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접속방법 : 검색창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검색
- 대학원 주요 안내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므로 확인 필수

6. 기타
- 논문 제출자는 2학기 차에 지도교수 선정, 3학기 차에 연구계획서 제출 필수
- 논문 및 무논문 변경은 3학기 초까지 가능
- 휴학은 연속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정원내 외국인 유학 장학금, 정원외 외국인 유학 장학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원생에게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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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과정
마
케
팅
생
산
․
O
R
조
직
․
인
사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촉진관리 (Promotion Management)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유통관리 (Channel Management)
재고관리연구 (Inventory Management Study)
O.R.이론 및 응용 (O.R. Theory and Applications)
전사적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생산전략 (Manufacturing Strategy)
서비스산업운영관리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경영전략(Strategic Management)
인적자원개발론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고급노사관계론 (Advanced Industrial Relations)
인사조직 연구방법론 (HRM and OB Research Methodology)
조직개발론 (Organizational Development)
고급조직행위론 (Advanced Organizational Behavior)

재
무
관
리

재무이론 (Theory of Finance)
금융경영론 (Theory of Financial Management)
경영분석및정책 (Business Analysis and Policy)
투자이론 및 실무 (Theory and Practice of Investment)
국제금융경영론 (Management of International Finance)

M
I
S

정보기술 및 MIS기초 (Information Technology and MIS fundamental)
시스템설계 및 분석(System Analysis and Design)
정보통신과 경영(Telecommunication and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 관리개요(Database Management System)
DSS와 전문가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and Expert System)

국
제
경
영
학

국제경영연구 (International Business Study)
비교경영론 (Comparative Business)
비영리조직경영론 (Nonprofit Organization Management)
국제경영정책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국제경영환경론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CEO 특강 (CEO Seminar)
기술경영론 (Management of Technology)
기업가정신과 창업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재무제표의 이해 (Financial Statement)
과학철학 (Science Philosophy)

기
술
경
영

혁신과 창의성관리 (Innovation and Creativity Management)
하이테크 마케팅 (Hi-tech Marketing)
기술변화와 인적자원관리 (Technology Change and HRM)
기술가치분석과 평가 (Technology Value Analysis and Evaluation)
과학기술정책관리론 (Science & Technology Policy)
기술전략 (Technology Strategy)
기술환경분석 (Technology Environment Analysis)
기술특허전략 (Technology Patent Strategy)
연구개발과 프로젝트관리 (R&D and Project Management)
E-Business
글로벌라이제이션 (MOT & Globalization)
기업투자 및 재무이론 (Theory of Investment & Corporate Finance)
기술경영세미나 (MOT Seminar)

공통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논문연구(Thes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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