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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제3의 창학 

글로벌 명문 
교육 확립 

캠퍼스  
인프라선진화 

멀티캠퍼스  
자율과 융합 

공동체 
문화 확산 

세계 수준 
연구 강화 

Excellentia cum 
Dignitate 

선진 명문형 RC 도입  
Asia's World 
University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캠퍼스 환경 혁신 

캠퍼스간 시너지 효과 
캠퍼스별 특성화 강화 

섬김의 리더십 확대 
열린공동체 문화 정립 

선도적 연구역량 강화 
융복합 연구/ 
산학협력 강화 

연세대학교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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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where we mak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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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3월 개교 

  - 정보대학원(구분: 전문대학원) 설립인가(교육부 대원45160-309) 

  - 입학정원 : 2000년 석박사 45명 ☞ 현재 62명 

 2006년, 2009년, 2010년 BK21사업 경영/경제부문 1위 

 2013년 BK21 플러스 사업(경영학분야 전국단위사업단) 선정 (2013년~2020년, 7년간 지원) 

 2010, 2011년 연세대학교 교내평가 대학/대학원 1위(최우수기관) 

 2010~2012년 연세대학교 교내연구역량평가(YRI) 1위 

  - 교원 1인당 해외논문 수 1위     -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 1위  - 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수 1위 

 7개 전공 트랙으로 전문화된 교육 실시 
 - 디지털 경영 - IT서비스 기획 - ICT∙콘텐츠 
 - UX            - 정보보호      -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 맞춤형융합   

 IT 정책전략 연구소 (ITRC) 
 - 2011년 11월 ‘IT정책전략연구소’ 전국 인문계열 연구소의 연구력 지수 1위 
 - 기업, 정책, 기술, 사회 측면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분석 및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및 각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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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학원 연혁  

 6  

 정보미디어 전략과정 (ITMS, 2005~)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2년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금요일/토요일 수업 
 - 여름방학 미국, 유럽 해외 연수     
 - IT, 통신,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된 최고 경영자 양성 

 금융정보보호 과정 (FPS, 2013~) 
 - 금융보안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2년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금요일/토요일 수업 
 - 여름방학 미국, 유럽 해외 연수     
 - 금융정보보호전략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최고수준의 금융보안 핵심전문가 양성 

 

 빅데이터 과정 (SMBA, 2014~) 
 - 빅데이터에  관심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2년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금요일/토요일 수업   
 -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의사결정력 창출에 기여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 기대 

 - 전문가와의 교류 및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특별과정  



YONSEI GSI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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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지식서비스보안 과정(ISS, 2011~ ) 

  - 2010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사업 선정 

  - 전원 전액국비장학생, 방학 중 인턴십    

  - 해외학술대회 발표, 해외 연수 지원 

  - 입학과 동시에 취업 확정, 국제적인 정보보호 기획/관리/정책/컨설팅 전문가 양성 

 디지털포렌식 과정 (DFP, 2015~) 
 - 경찰청 계약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금요일/토요일 수업 
 -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인력 및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자질 및 능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 역량 강화 
 - 해외교육 프로그램 및 인터폴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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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정 원장 김범수 부원장 김경규 교수 권태경 교수 

Digital Business 

Network Systems 

정보보안, 보호와 활용 

IT 법과 정책  I, II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방법론 
 
IT ROI 
 
IT Impact세미나 
 
신정보기술세미나 

디지털비즈니스모델 

스마트 비즈니스 전략 

지식경영 

e-SCM 

시스템분석 설계 

정보보호이론 및 실습 
 
비즈니스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Techn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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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웅 교수 이봉규 교수 

Service Systems and 
Management 
 
Business Models 
 
System Dynamics 
 

정량적 데이터분석과 
연구 

 
 
 

디지털 경제론 
 
방송통신정책과 규제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통신융합 
 
정보통신기술 표준 및 정책 

이상우 교수 

ICT∙콘텐츠 산업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비즈
니스의 이해 
 
뉴미디어 세미나 
 
Statistical Analysis  in the 
ICT/Medi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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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교수 이정훈 교수 이준기 교수 

프로세스 혁신과 관리 
 
Service Oriented 
Analysis, Design  & 
Architecture 
 
IT기획과 관리 
 
기술혁신과 경영 
 
 
 

웹2.0과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관리및실습 
 
디지털경영과 컨설팅 
 
연구방법론 

IT 질적 연구 
 
IT 프로젝트 관리 
 
스마트 서비스 이노베이션 
 
정보: 현상의 이해와 해석 
 
인터넷과 정보시스템 
 
소셜 인포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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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 교수 최준호 교수 조 신 교수 조광수 교수 

 

ICT 산업 분석 
 

기술 혁신의 경제학 
 

기술 경영 
 

現)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UX/HCI 의 이해 
 
사물인터넷 인지공학 
 
UX 기반 상품기획과 마케팅 
 
글로벌 UX/UI 프로젝트 
 
UX 이론 세미나 

 
 
UX 기획의 이해 
 
UX 평가 & 리서치 방법론 
 
UX 경영론 
 
UX 이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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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택 팀장 전정규 선생 김미연 선생 

행정업무 총괄 

 교무 및 학사 업무 

 
 BK21 플러스 
 IT정책전략연구소 
 
 
  

홍경숙 차장 

 계약학과 업무 
 
 - 정보미디어전략(ITMS) 

 - 금융정보보호(FPS) 

 - 빅데이터(SMBA) 

 - 디지털포렌식(DFP) 

 - 지식서비스보안(ISS) 

홍경숙 차장 

교무 및 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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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트랙 및 관련 학문 영역 

최적의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사용 

경제학 

전산학 

전자공학 

통신 

산업공학 

기계 

언론홍보 

법학 

정치학 

정책학 

HCI 

인지과학 
사회학 문헌정보 

경영학 

건축/도시 

심리학 

보안 

행정학 

문화 
디자인 

국제학 디지털 경영 

ICT∙콘텐츠 

UX 

IT서비스 기획 

지식서비스보안(ISS) 

정보보호 

정보미디어전략(I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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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보호(FPS) 

맞춤형 융합 

빅데이터(SMBA) 

디지털포렌식(DFP)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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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트랙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 

트랙합계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 휴학생 

디지털 경영 17 6 12 3 1 39 

IT서비스 기획 14 4 6 2 26 

ICT∙콘텐츠 13 5 11 11 40 

UX 27 4 10 3 1 45 

정보보호 22 2 6 3 2 35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2016-전기 신설) 

- - - - - - - - 0 

맞춤형융합 6 1 7 

정보미디어 전략 (ITMS) 23 5 28 

금융정보보호 (FPS) 20 20 

빅데이터 (SMBA) 27 27 

디지털포렌식 (DFP) 20 20 

지식서비스보안 (ISS) 8 8 

계 197 27 45 22 4 295 

트랙별 재적생 현황 

현현 현 현현현현 현현현 현 현현현현.

※ 총재적생 :   29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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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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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 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전공 심화 

공통 필수 

교과과정의 구성 

전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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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초 학사지도교수에 의한 수강신청 지도 및 교학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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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목 

ICT  기술과 경영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공통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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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영 트랙에서는 경영과 IT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디지털 경영전략 수립에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개발 및 디지

털마케팅 등의 경영 세부분야 학습 

 신정보기술의 (IoT,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O2O, FinTech 

등) 디지털경영 활용 기법 학습 

 특정 학부 전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디지털 비즈니스 경영을 위한 융복합적 학습 및 연구 수행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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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영 (Digital Business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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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개발 

빅데이터 분석과 응용 

IoT - Digital Business Transformation  

디지털경영과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경영 (Digital Business & Management)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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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획/관리 및 개발분야에 초점을 두어 기업  또는 기업간의 활용하는 정

보시스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함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스템 분석/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관리’, ‘IT기획과 관리’, ‘SOA (서

비스 지향    아키텍처)’등 최신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함  

 특히 산업계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함께 직접    시스

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어,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균

형있게 갖춘 u-비즈니스컨설턴트, u-IT 컨설턴트, u-전략기획 전문가, u-시

스템 감리/감사 전문가, u-시스템 개발 및 관리자    양성을 근간으로 한 

국내 최고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IT서비스 기획 (IT Service Strategic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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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프로세스 혁신과 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실습 

IT 기획과 관리 

프로젝트 관리 

IT 평가방법론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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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기획 (IT Service Strategic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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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및 ICT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 기업의 경영 전략과 정책을 연구 

 IT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정부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연구

개발, 공공분야의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연구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ICT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경영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육성에 초점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 콘텐츠 기업(CJ E&M, JTBC 등), 

포털, 미디어/콘텐츠 관련 연구소, 컨설팅 기업, 규제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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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콘텐츠 (I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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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론 

ICT∙콘텐츠 산업론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이해 

뉴미디어 세미나 

정보통신과 미디어 경제학 특수논제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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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콘텐츠 (I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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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 트랙에서는 UX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 

 사물인터넷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기획, 

프로토타이핑, 리서치할 수 있는 통합적 디자이너 전문 교육

을 목표로 HCI 이론, 방법론, UX 디자인 전략, 서비스 기획 등 

특성화 교육 커리큘럼 개설 

  IT 기술, 디자인, 마케팅, 경영, 인지과학, 콘텐츠/서비스 기

획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요구하며, 모바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통합적 시각과 국제적 시야를 갖춘 UX 전문

가 교육 

UX (User experience)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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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기획의 이해 

UX/HCI의 이해 

사물인터넷 인지공학 

UX 기반 상품기획과 마케팅 

UX 경영론 

모바일 이터랙션과 콘텐츠 기획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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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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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국제 협력

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 

 기초 공통과목을 통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 정책, 관리, 디지털 법 제도, 경제성 

분석, 가치 연구, 다양한 문화 등을 탐구하고 연구 

 정보대학원의 특성인 학제간 연계과정의 장점을 극대화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정보 보호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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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보안, 보호 및 활용 

정보보호 이론 및 실습 

IT 법과 정책 I, II 

네트워크 시스템 

비즈니스 인프라 보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정보 보호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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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 정보기술 + 디지털경영 의 세 영역이 융합

된 다양한 지식을 연구 

 실습을 경험하도록 하며, 산업경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을 제공 

 경영과 빅데이터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기반 역량, 기술 역량, 

분석 역량, 사업 역량을 지닌  데이터 과학자, 비즈니스 분석 

전문가, 컨설턴트 등으로 양성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Business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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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과 응용 

데이터 통계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Data mining과 Business Intelligence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정보 보호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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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Business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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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을 활용할 역량을 지

닌 인재 양성 목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적 사고 방식을 체화하기 위하

여 학제간 연구와 교육 

 지적인 민첩성을 기르고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응용

력을 배양 

 

 개인별 맞춤형 트랙 

 학제간 과목 조합  

 공필(2) + 정보대학원 선택(6) + 타 대학원 선택(5)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맞춤형 융합 트랙 (Individualiz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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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ervices 

Digital Entrepreneurship 

Big Data Management 

Digital Innovation 

User Management 

…………… 

………… 

기본 강화 

특성화 

응용 및 심화학습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관리 

트랙별 소개 

맞춤형 융합 트랙 명명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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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의 융합환경에서 미디어,IT 및 정보통신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최고경영자를 지속적으로 양성 

 업계 최고기업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주문형 정규 석사과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보미디어 통신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외국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 및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조화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미디어 전문가 육성 

 

 

 

 

 

 

정보미디어전략(ITMS) 석사프로그램 개요 

정보미디어전략(IT & Media Strategies) 석사과정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이용한 1년 반 간의 강의와 한 학기의 논문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금요일 오후 6:00-9:00 

 토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4:00 

 졸업학점 39학점 (해외연수 및 졸업논문 포함)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점심 제공, 전 과목 교재 제공 

정보미디어전략(ITMS) 석사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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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정보미디어전략(IT & Media Strategies)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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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IT, 

미디어, 통신, 디

지털 콘텐츠,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인문∙사회

∙경영 분야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맞춤형 융합트랙 

IT서비스 기획 트랙 

디지털 경영 트랙 

UX 트랙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 

ICT∙콘텐츠 트랙 

정보보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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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및 Finance MBA 과정을 벤치마킹한 금융기관 특화 프로그램  

 위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금융보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IT 보호 

기술•관리 전문가 양성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금융정보보호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된 금융 IT  

보호 전략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금융보안 전문가 양성 

 

 

 

 

금융정보보호(FPS) 석사프로그램 개요 

금융정보보호(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 Security Program) 석사과정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이용한 1년 반 간의 강의와 한 학기의 논문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금요일 오후 6:00-9:00 

 토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4:00 

 졸업기준: ① 39학점: 해외연수+졸업논문(3학점) ② 40학점: 해외연수+대체과목(4학점) *택1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점심 제공, 전 과목 교재 제공 

금융정보보호(FPS) 석사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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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금융정보보호(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 Security Program)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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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IT 기획과 관리 

• 디지털 경영 

• 금융 IT 비즈니스 의사결정 방법론 

• 금융 IT 연구방법론 

• Business Communications In 

  English 

• 세미나, 특강, 워크숍 

•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 금융경제학 

• 금융재무관리 

• 금융 및 증권법 

• 금융 IT 관련 법과 제도 

• 금융시장론 

• 금융조직과 정책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금융 정보보호 관리체계 

•금융정보 활용과 보호 

•금융정보보호 법과 제도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금융 정보보호 이론 및 실습 

•국제정보보호 표준 및 제도 

  (ISMS/CISM/CISSP/CIPP) 

금융 

금융정보 
보호 

IT  
관리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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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문 교육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로서의 핵심경쟁력 함양 

 전문가와의 교류 및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전문가 육성 

 효과적인 데이터처리 및 응용 능력을 바탕으로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처리 전문가 양성 

 

 

빅데이터(SMBA) 석사프로그램 개요 

빅데이터(Strategic Management & Big Data Analytics) 석사과정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이용한 1년 반 간의 강의와 한 학기의 논문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금요일 오후 6:00-9:00 

 토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4:00 

 졸업학점 36학점 (개별 기업프로젝트 및 졸업논문 포함)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점심 제공, 전 과목 교재 제공 

빅데이터(SMBA) 석사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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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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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공학 

빅데이터 
전문가 

Digital 
Biz 

응용 
통계학 

경영학 

• 소셜미디어분석론 
• 비즈니스환경과 소셜네트워크 
• 산업별 빅데이터 응용 
• IT 비즈니스 다이나믹스 
• 빅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 프로젝트 관리론 
• 빅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 
• 빅데이터 관리체계 

• 비즈니스환경에서의 
예측적 분석론 

• R-데이터마이닝 
• 소셜애널리틱스 
• 빅데이터 시각화 기법 
• 데이터최적화와 

시뮬레이션 
•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 빅데이터컴퓨팅 
• 하둡 플랫폼 운용 
•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 
• 데이터 프로그래밍 실무 
• 디지털 포렌식 
• 네트워크 보안 
• 빅데이터 처리 표준 및 제도 

마케팅 엔지니어링 
빅데이터의 경영에의 적용 

빅데이터(Strategic Management & Big Data Analytics)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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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렌식과정 슬라이드  

 국내 최고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찰청 계약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인력 및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젹 교육 과정을 통해 융복합적 소

양을 갖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IT/법/행정/기획 등 융합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해외대학 및 인터폴 방문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DFP) 석사프로그램 개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이용한 1년 6개월 동안의 강의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총 4학기) 

 금요일 오후 7:00-10:00 

 토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4:00 

 졸업기준: 33학점: 해외연수+졸업논문(3학점)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아침, 점심 제공, 전 과목 교재 제공 

디지털포렌식(DFP) 석사프로그램 운영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Program)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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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Program) 석사과정 

커리큘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디지털포렌식 연구방법론 

 사이버범죄와 IT의 진화 

 빅데이터분석 및 응용 

 산업보안 

 정보보호 이론 

 디지털포렌식 실무 

 디지털포렌식 고급 

 디지털포렌식 세미나 

 사이버법률과 정책 

 국제사이버범죄와 형사정책 

 디지털 수사와 증거법 

 졸업논문 

 영어 교육 

 해외 교육 (인터폴 탐방 등) 

이론과 실무 

법률과 정책 기획과 분석 

석사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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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비(등록금) 
(매 학기 잡부금 별도) 

장학금 

1학기 
7,949,000원 

(입학금 1,195,000 포함) 
  - BK21 플러스 장학생 00명 선발 예정 
  - 재학 조교 장학생 00명 선발 예정 
  - 성적우수 장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0명 선발 예정 
 
  * 매 학기 평가하여 재선정 
  

 

2학기 6,754,000원 

3학기 6,754,000원 

4학기 
 

6,754,000원 
 

학비 및 장학금 

※ 정보미디어전략, 금융정보보호 과정 등록금: 매 학기 12,500,000원 
※ 빅데이터 과정 등록금: 매 학기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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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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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현황 (석사/박사/통합 과정)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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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취업현황 

장학금 종류 수혜 인원 금액(1인) 비고 

성적우수 13 100만원~200만원 성적 차등 지급 

강의조교 17 150만원 강의조교 

연구조교 12 200만원 각 연구실 1명씩 

BK21 Plus 26 석사:월60만원, 박사:월100만원 석사 22명, 박사 4명 

기타 10 100만원~300만원 학생회장, 웹조교, 계약학과 조교 등 

졸업 년도 회 사 명 

2013년 
(13.8월, 14.2월) 

Accenture, NIPA,  삼일회계법인, 심플렉스인터넷, 연세대학교, 월드베스트프렌드, 유피니트,  제일기획,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GSITM, ITX시큐리티, KBS, KB국민카드 넥슨토리 

아,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소만사, 씨에이에스, 안랩, 웹캐시, 인포섹, 토박이마을, 지니네트웍스, 투비소프트, 펜타

시큐리티시스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화이트정보통신. 

2014년 
(14.8월, 15.2월) 

CJ헬로비전, LG전자, 포스코, 한국아이디씨, 한라마이스터, KISDI, SK플래닛, 닉스테크, 다음카카오, 롯데정보통신, 삼

성SDS, 성균관대학교, 에스원, 인포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만사, 씨드젠, 안랩, 인터그비전, 코오롱베니트, 펜타시

큐리티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예탁결제원. 

2015년 
(15.8월, 16.2월(미)) 

LG전자, SBS콘텐츠허브, SK플래닛, 넥슨코리아, 메타트렌드연구소, 볼보코리아, 소리바다, 스마트미디어테크, 씨에이

에스,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태성물산, 포스코, 프람트(prompt), 한국전자통

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2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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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구분 전공 트랙 구분 

석사과정 

디지털 경영 

IT서비스 기획 

ICT∙콘텐츠 

정보보호 

UX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융합 

박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단, 맞춤형 융합 제외)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단, 맞춤형 융합 제외) 

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단, 맞춤형 융합 제외) 

▶지원자격 

가. 석사 학위 과정 

  ①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②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나. 박사 학위 과정 

  ① 국내외 4년제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②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다.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①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②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석∙박사 통합과정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 됨 

  ④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⑤ 전일제학생 (*장학금 우선배정 예정) 

라.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① 일반과정 지원자격(위의 가,나,다)과 동일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③ 외국에서 한국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 (초∙중∙고∙대학(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 위 ② 또는 ③ 한가지 항목만 충족하면 자격이 성립되며, 합격자는 서류 원본 제출 요 

 

▶전형절차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종합평가 

가. 입학설명회 : 11. 7(토), 14:00, 새천년관 302호 

나. 원서접수 : 11. 10(화) 09:00 ~ 12(목) 23:59까지  

     (인터넷원서접수 싸이트: http://gsiadmin.yonsei.ac.kr)  

다. 구술면접 : 11. 27(금)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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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원본,부본), 학업계획서 각 1부 

② 대학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③ 대학 성적증명서(총 평량평균이 표기되어야 함) 1통  

④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해당자 각 1통 * 외국인전형은 여권사본 추가 

⑤ 추천서(첨부양식  또는 자유양식) 1통 

    * 추천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할 것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등의 허위 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나.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 서류 중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는 반드시 총 평량평균이 표기되어야 함  

라.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 출신 학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학력조회를 위한 수험생 의무 사항)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 관련 사항은 정보대학원 입학사정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인터넷원서접수에 지원서를 작성한 지원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형료 및 기타안내 

가. 전형료 :  석사 및 연구과정 80,000원, 박사및 석박사통합과정 90,000원 

나. 합격자 발표 및 입학안내  

    ① 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9일(수) 인터넷원서접수 싸이트(http://gsiadmin.yonsei.ac.kr)에서 확인 

    ② 입학 안내 : 정보대학원 행정팀 [전화번호] 02-2123-4187~8, 4559 [팩스] 02-2123-8654 

다. 신입생 등록 : 2016년 1월말경 (미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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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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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606동(새천년관) 410-1호  

정보대학원 행정팀 (우)03722 http://gs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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