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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기술공학과  
 Dept. of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정보보안 및 정보처리의 전문적 지식과 경호, 경비, 범죄, 수사학을 융합함으로써 이론과 실

무가 겸비된 융합보안전문가 양성

•지식 집약적 과제를 발견하고 제안하며 해결하는 전 과정을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

문화하여 서비스 융합을 위한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공통과목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석박사공통 290601 융합기술 세미나 3 3

석박사공통 290602 서비스 공학 3 3

석박사공통 290603 정보보호론 3 3

석박사공통 290604 디자인공학 3 3

석박사공통 290605 서비스 경영 3 3

석박사공통 290606 융합기술 특강 3 3

석박사공통 290607 융합기술 프로젝트Ⅰ 3 3

석박사공통 290608 융합기술 프로젝트Ⅱ 3 3

석박사공통 290609 융합보안공학 3 3

석박사공통 290610 통합디자인프로젝트 3 3

  전공과목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석사 290501 HCI 방법론 3 3

석사 290502 개인정보보호 3 3

석사 290503 고급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3 3

석사 290504 금융보안 3 3

석사 290505 무선통신/네트워크 보안 3 3

석사 290506 빅데이터 시각화 기법 3 3

석사 290507 사이버보안 3 3

석사 290508 사이버포렌식 3 3

석사 290509 서비스디자인 창업 3 3

석사 290510 석사논문연구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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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석사 290511 석사논문연구2 3 3

석사 290512 인터랙션 디자인 3 3

석사 290513 정보보호정책 3 3

석박사공통 290611 데이터베이스 보안 3 3

석박사공통 290612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대응 3 3

석박사공통 290613 산업보안 및 기업비밀보호 3 3

석박사공통 290614 서비스 경험디자인 3 3

석박사공통 290615 서비스디자인 연구 3 3

석박사공통 290616 서비스캡스톤 디자인 / 인턴쉽 3 3

석박사공통 290617 소셜 이노베이션 세미나 3 3

석박사공통 290618 시스템보안 3 3

석박사공통 290619 시장과 사용자 경험 조사 3 3

석박사공통 290620 정보보안보증론 3 3

박사 290701 감성공학과 사용자 경험 측정 3 3

박사 290702 고급 서비스디자인 스튜디오 3 3

박사 290703 고급 암호론 3 3

박사 290704 디지털 미디어 지식 보안 3 3

박사 290705 박사논문연구1 3 3

박사 290706 박사논문연구2 3 3

박사 290707 보안공학 3 3

박사 290708 정보설계와 콘텐츠디자인 3 3

박사 290709 지식서비스디자인 세미나 3 3

박사 290710 포렌식응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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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공통과목 

서비스 디자인과 융합 보안 전공의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

과 극대화를 위한 공통 교과목

•290601  융합기술 세미나 석박사공통

Seminars for Convergence Technology

융합기술 이론 및 응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세

미나 형식으로 연구하도록함으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

고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90602  서비스 공학 석박사공통

Service Engineering

서비스 사이언스와 서비스공학에 대한 역사와 의미, 

서비스공학의 원리와 방법을 학습하고,  IDEO, IBM, 

Google등과 같은 기업의 서비스 공학기술을 바탕으

로 기초설계방법과 이론을 연구한다.

•290603  정보보호론 석박사공통

Information Security Theory

정보보호 기본 개념과 기술, 보안 알고리즘에 대해 배

운다.

•290604  디자인공학  석박사공통

Design Engineering

디자인의 중심에 있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

도록 인간의 특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응용하는 

인간공학적 접근방법을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한다.

•290605  서비스 경영 석박사공통

Service Management

서비스산업의 가치창출과정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

력을 함양 하도록 서비스산업 활동의 생산관리의 개

념들과 제반과정의 생산시스템 관련 지식과 운영방법

을 습득한다.

•290606  융합기술 특강 석박사공통

Special Lecture for Convergence Technology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디지털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

한 사회적 요구에 준한 특강 수업을 통하여  대학원 

학생의 관련 비즈니스 이해와 경쟁력을 강화한다.

•290607  융합기술 프로젝트Ⅰ 석박사공통

Convergence Technology ProjectⅠ

팀을 구성하여 융합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연구, 

설계, 개발토록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실무에 응용

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을 배양한다.

•290608  융합기술 프로젝트Ⅱ 석박사공통

Convergence Technology ProjectⅡ

프로젝트 성격 및 특성 상 웅합기술 프로젝트 융합 및 

적용, 개발에 따라 1차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융합 

기술의 이해와 고도화 구현 방안을 이해한다.

•290609  융합보안공학 석박사공통

Convergence Security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을 융합한 보안

을 폭넓게 배우며, 다양한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능력

을 배양한다.

•290610  통합디자인프로젝트 석박사공통

Integrated Design Project

지식서비스 산업 내 디자인의 범주와 영역을 이해하

고 실제 지식서비스 프로젝트를 기획 실습하며 실무

역량을 높인다.

전공과목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기술(Technology), 

보안(Security), 비즈니스(Business), 사회가치(Social Value) 

5 영역의 밸런스

•290501  HCI 방법론 석사

HCI Method and Design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HCI설계방법을 실습

한다.

•290502  개인정보보호 석사

Privacy Security

사회와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침해 및 수집경로, 개인

정보의 침해 실태, 방어 대책, 침해사고의 신고 및 피



291

교육과정

미
래

융
합

기
술

공
학

과

해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법,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개인

정보보호 실태 등에 관하여 폭넓게 학습한다.

•290503  고급 서비스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석사

Service Design Prototyping

서비스의 기능, 운영, 경험면에서 수준 높은 시제품 제

작을 가능케하는 서비스구현의 고차원적 프로토타이

핑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290504  금융보안 석사

Financial Security

인터넷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의 개요와 발전 현황

을 고찰하고 위협 및 사고 사례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의 전반적인 보안기술과 지식을 학습한다.

•290505  무선통신/네트워크 보안 석사

Wireless Communication and Networks Security

데이터통신시스템, 전송방식, 부호화, 통신프로토콜 

등의 정보통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송되는 데

이터의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보안 프로토콜, 라

우팅 등 전반적인 기술과 이론을 학습한다.

•290506  빅데이터 시각화 기법 석사

Big Data Visualization

정보습득 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상황판단을 돕

고 빠르게 확산시키며 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커

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기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290507  사이버보안 석사

Cyber Security

사이버 보안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학습한다. 정보

보호와 위험관리, 접근통제, 암호이론 개요, 물리적 

환경적 보안, 보안 아키텍쳐, BCP/DRP,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응용시스템 보안, 운영 보안, 사이버 법

률 및 조사분석 등 총괄적 내용을 다룬다.

•290508  사이버포렌식 석사

Cyber Forensics

정보시스템 사고의 조사, 증거의 수집, 보관, 운반, 책

임소재, 증거의 연쇄성, 증거보존의 연쇄성, 법적 대응 

절차 등 법과학적 조사 및 증거 수집 기법들을 실습하

고 학습한다.

•290509  서비스디자인 창업 석사

Service Design Entrepreneurship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

델을 설계, 미래사회에 전망되는 창의적 모델을 개발

한다. 사업 진행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디자인과 비즈니스설계를 

실습·연구한다.

•290510  석사논문연구1  석사

Master's Thesis Research1

대학원 학생의 논문연구를 학점화 하여 논문연구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290511  석사논문연구2  석사

Master's Thesis Research2

대학원 학생의 논문연구를 학점화 하여 논문연구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290512  인터랙션 디자인 석사

Interaction Design

인지과학, 정보설계, 인간공학 등의 측면에서의 상호

작용의 원리적 지식을 습득한 후, 태스크 기반 설계 

방법, 인지적 태스크 분석방법, 인간전략 분석, 정보 

지원 및 시각화 등의 개별적 주제를 다룬다.

•290513  정보보호정책 석사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Law

정보의 생산, 이용유통, 관리 등과 연관된 각종 정책 

영역에 대한 추진 전략 및 정책을 고찰하고 그에 수반

되는 정보보호의 국가적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며, 국

제적 동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290611  데이터베이스 보안 석박사공통

Database Security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보안 모델, 

질의어 제한, 다단계 보안 DBMS 및 추론 통제이론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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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12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대응 석박사공통

Security Monitoring and Incident Handling

보안 관제 개념, 보안 관제 센터, 보안 관제 탐지 기

술, 사이버위협 대응 절차 등 이론과 실습에 대해 학

습한다.

•290613  산업보안 및 기업비밀보호 석박사공통

Industry & Trade Secret Security

첨단 기술을 위시한 산업기밀,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수집, 각종 수집 수단,범행 실태, 사고 사례 및 산업 

보안 법령 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범행 동향 및 대응

책 등을 학습함으로써 소속된 직장과 조직의 보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배양

한다.

•290614  서비스 경험디자인 석박사공통

Service UX Design

서비스디자인과 사용자 경험디자인의 정의와 관련이

론, 기술 및 방법론과 사례를 습득·연구하며 서비스

산업에서의 직무역량을 높인다.

•290615  서비스디자인 연구 석박사공통

Theory in Service Design

미래사회 지식서비스 산업에서의 서비스디자인에 대

한 기여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교과목으로 서비스디

자인과 사용자 경험디자인의 정의와 관련이론, 기술 

및 방법론과 사례를 습득·연구하며 서비스산업에서

의 직무역량을 높인다.

•290616  서비스캡스톤 디자인 / 인턴쉽 석박사공통

Capston Design / Internship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기획·설

계·제작하도록 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서

비스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협력회사에서의 현

장실습을 수행한다. 

•290617  소셜 이노베이션 세미나 석박사공통

Social Innovation Seminar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T기술을 접

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함으로써 혁신 프로세

스에서의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길러

준다.

•290618  시스템보안 석박사공통

System Security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

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조 및 

시스템에 대한 공격 사례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OS security, Internet security 등의 시스템 보안 기

술을 다룬다.

•290619  시장과 사용자 경험 조사 석박사공통

Market and UX Research

서비스와 디자인분야에서의 사용자환경변화와 미래

를 전망하며, 컨슈머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구조

의 산업 트렌드를 리서치한다. 

•290620  정보보안보증론 석박사공통

Information and Security Assurance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ISMS)의 개발, 평가, 인증, 위

험분석 및 관리, 표준, 보안 정책, 감사, 인증서 취

득, ISO 17799, ISO 13335 GMITS, GAISP, ITIL, 

Common Criteria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290701  감성공학과 사용자 경험 측정 박사

Human Sensibility Ergonomics and Measuring 

User Experience

인간공학을 바탕으로 감성의 의미분석과 생체신호분

석, 인지분석 등 감성공학의 이론과 사용자 감성측정

과 분석의 방법론을 실습한다. 

•290702  고급 서비스디자인 스튜디오 박사

Adanced Service Design Studio

본 교과목은 서비스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디

자이너들과 지식디자인 산업과 교류하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생생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

하며 사고의 지평을 열고 가능성을 모색한다.

•290703  고급 암호론 박사

Advanced Cryptographic

단일키 방식 암호 이론, 공개키 방식 암호 이론 등을 

기반으로 키 생성, 키 분배, 키 관리, 전자서명, 메시지 

인증, 암호 프로토콜 등에 관한 설계 및 분석 기법을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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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04  디지털 미디어 지식 보안 박사

Digital Media and Knowledge Security

D R M( D i g i t a l  R i g h t s  M a n a g e m e n t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Copy 

Protection 및 Watermarking 등을 포함하는 미디

어 콘텐츠 전반에 관한 보안과 디지털 융합보안의 첨

단 기술 등을 학습한다. 

•290705  박사논문연구1 박사

Doctor's Thesis Research1

대학원 학생의 논문연구를 학점화 하여 논문연구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290706  박사논문연구2 박사

Doctor's Thesis Research2

대학원 학생의 논문연구를 학점화 하여 논문연구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290707  보안공학 박사

Security Engineering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구축 절차에 대

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위험분석, 전사적 보안 아키

텍처(ESA), 보안코딩, 보안테스팅, 보안 관리 등의 기

술을 다룬다. 

•290708  정보설계와 콘텐츠디자인 박사

Information Architecture and Contents Design

본 교과목은 콘텐츠 디자인을 위한 정보설계와 데이

터객체설계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미

디어와 콘텐츠 분야의 서비스디자인을 실습한다.

•290709  지식서비스디자인 세미나 박사

Knowledge-based Service Design Seminar

지식서비스 산업 내 디자인의 범주와 영역을 이해하

고 실제 지식서비스 프로젝트를 기획 실습하며 실무

역량을 높인다.

•290710  포렌식응용 박사

Advanced Forensics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금융 포렌식, 감사 포렌식, 의료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안티 포렌식 등의 포렌식 응용 

기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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