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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IT Convergence

수여학위명 : Master of Engineering, Ph.D. of Engineering
TEL : 031-750-5768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보호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융합ICT 분야 사이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융합보안 인재 양성

▶ 국가 및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무 전문가 양성

▶ 정보보호분야 연구기관 연구개발 전문가 양성

▶ 정보보호기업, 보안관제기업 및 컨설팅전문기업 등 정보보호 전문기업 현장 전문가 양성

▶ Training of information security specialis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Training convergence security specialists to secure cyber safety in convergence ICT field

▶ Training experts in cyber security practice at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 Training R&D experts in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 Training field experts in information security companies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companies, security control companies, and consulting companies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정보보호 정보보호

연구분야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기술,
융합보안기술, 정보보호평가 및 인증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기술,
융합보안기술, 정보보호평가 및 인증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연구분야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onvergence Security Technology,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onvergence Security Technology,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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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주임교수 서정택 공학박사 정보보호 seojt@gachon.ac.kr

교수 황보택근 공학박사 컴퓨터비전 tkwhangbo@gachon.ac.kr

교수 임준식 공학박사 인공지공 jslim@gachon.ac.kr

교수 이상웅 이학박사 인공지능 slee@gachon.ac.kr

교수 황성운 공학박사 정보보호, 로보틱스 sohwang@gachon.ac.kr

부교수 이종협 공학박사 정보보호 jonghyup@gachon.ac.kr

조교수 최 창 공학박사 AI보안 changchoi@gachon.ac.kr

조교수 김명선 공학박사 암호학 msunkim@gachon.ac.kr

부교수 이석준 공학박사 정보보호 junny@gachon.ac.kr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Professor
Jung Taek

Seo
Ph.D. Doctor of

Engineering
Information

Security
seojt@gachon.ac.kr

Professor
Taek-geun
bo-Hwang

Ph.D. Doctor of
Engineering

Computer Vision tkwhangbo@gachon.ac.kr

Professor
Joon Shik

Lim
Ph.D. Doctor of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jslim@gachon.ac.kr

Professor
Sang-Woong

Lee
Ph.D. Doctor of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lee@gachon.ac.kr

Professor
Song-Woon

Hwang
Ph.D. Doctor of

Engineering.

Information
Protection and

Robotics
sohwang@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Jong Hyup
Lee

Ph.D. Doctor of
Engineering.

IT Security jonghyup@gachon.ac.kr

Assistant
Professor

Chang Choi
Ph.D. Doctor of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changchoi@gachon.ac.kr

Assistant
Professor

Myung sun
Kim

Ph.D. Doctor of
Engineering.

Cryptography msunkim@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Sokjoon Lee
Ph.D. Doctor of

Engineering
Information

Security
junny@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

(1) 원생모집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3월 학기와 9월 학기로 1년에 2회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입학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정보보호,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정보보호관련

동일계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3) 동일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지원 자격을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입학 후

지정한 소정의 선수 과목을 24학점 이내에서 이수해야 한다.

(4) 입학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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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전형은 대학원 입학시행 내규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공지식 위주로 심사한다.

② 특별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지도교수

(1) 입학 후 첫 학기에 원생의 희망 연구 분야를 신청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 전, 구 지도교수와 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원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연구관련 사항을 지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해야하는 최저 수료 학점은 24학점이고 박사과정 원생이 취득

해야 하는 최저 수료 학점은 36학점이다.

(2) 원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원생 중 유사전공자 및 타

전공 입학자는 지정된 선수과목을 24학점 이내에서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3) 이외의 학점 관련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4) 선수과목

(1) 대학원 학칙 제 22조 ⓵,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조,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내규

제 4조에 따라 비전공 분야의 학사, 석사과정 이수자에게 선수과목을 지정한다.

(2) 선수과목은 대학원에 입학한 학기부터 재학 중에 이수하도록 한다. (석사과정은 4차

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6차 학기 이내)

(3) 입학한 원생이 정보보호전공과 같지 않은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내용을 참작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전공과목 내에서 24학점 이내의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4) 개설과목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이수 지정과목의 변경이 가능하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상의하여 새로운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5)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요소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원생은 학위청구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종합시험 과목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2과목으로 한다. 총 2과목

박사과정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4과목으로 한다. 총 4과목

(1)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해야하는 최저 수료 학점은 24학점이고 박사과정 원생이 취득

해야 하는 최저 수료 학점은 36학점이다.

(2) 석사학위 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4과목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발표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심사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최소한 1학기 이전에 박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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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전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성, 발표해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3개월 전에 지도교수 지도하에 주임교수,

학과교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비 발표를 진행

해야 한다.

(4) 학위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졸업 후 1년 이내에 SCI급 학술논문지에

석사과정의 경우 1편, 박사과정의 경우 2편 이상 발표를 해야 한다.

(5) 이외의 학위청구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컴퓨터네트워크특론 (Advanced Computer Networks)

컴퓨터네트워크특론에서는 네트워크의 주요특징인 TCP/UDP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방식,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컴퓨터네트워크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학습한다. 

Advanced Computer Networks course learn trend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computer networks, such as TCP/UDP protocols, data exchange methods, and network 

services,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인공지능특론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특론에서는 최근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 기법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도화·지능화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정보보호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course learn concepts and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This course will also explore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ies that detect and respond to various advanced and 

intelligent cyber threa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특론 (Advanced Big Data)

빅데이터 특론에서는 최신 빅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응용 서비스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에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During Advanced Big Data course, students will analyze the latest big data 

technologies and big data-based application services and learn about applicable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to cope with possible cyber security and privacy 

threats in big data environments.

프로그래밍특론 (Advanced programming)

프로그래밍특론에서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시큐

어코딩에 대해서 학습한다.

Advanced Programming course will demonstrate how to program from a information 

security perspective, remove cyber security vulnerabilities that may occur in the 

development stage.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secure coding that designs programs 

considering the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특론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특론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정책, 주요 사이버보안 사고사례, 정보보호 표준, 정보보호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하며 정보보호 전문가가 갖추어야하는 정보보호 분야 주요 지식을 학습한다.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course learns major security techniques, rec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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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curity incidents, security standards, cyber attack techniques and the main 

knowledge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must acquire.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 (Information Security System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정보보호 평가를 위한 주요 국제 조직과 정보

보호 평가의 주요 요구사항과 평가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세계 표준화 동향 및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특징과 활용법을 학습한다. 

Information Security System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ourse learn about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jor requirements and evaluation methods for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of 

global standardization trends and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고급네트워크보안 (Advanced Network Security)

고급네트워크보안에서는 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인터넷의 프로토콜, 주요 취약점을 알아

보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을 학습한다.

Advanced Network Security course examine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ternet, identifies the Internet's protocols and major vulnerabilities, and instructs the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for computer networks.

고급시스템보안 (Advanced System Security)

고급시스템보안에서는 운영체제나 악성코드 등 시스템정보보호에 대한 개념과 정보보호 기법을 

학습하여 최신 시스템보안 기술 동향을 학습한다. 

Advanced System Security course learns the latest system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trends by learning concepts and information security techniques such as 

operating systems and malicious codes.

악성코드분석 (Malware Analysis)

악성코드분석에서는 악성코드의 구조, 유형, 동작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 

방법 학습을 통해 탐지기술과 대응방법을 학습한다.

Malware Analysis course learns the detection technology and response methods 

through the learning the analysis method for malicious code to understand the 

structure, type, and operating principle of malware.

정보보호정책 (Information Security Policy)

정보보호정책에서는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학습한다.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urse learns cyber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n effort 

to protect important information assets safety.

취약성분석 및 평가 (Vulnera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취약성분석 및 평가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다루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 위험도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학습한다.

Vulnera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course deals with vulnerabilities that may occur 

in applications and ways to analyze, assess risk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정보보호시스템 (Information Security System)

정보보호시스템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장비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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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 System learns how to use equipments and programs to protect 

information from acts that interfere with normal services such as information leakage, 

forgery, alteration, and damage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제어시스템보안 (Industrial Control System Security)

제어시스템보안에서는 전력, 원자력, 교통 및 수자원 등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협,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정보보호 기술, 정보보호 표준 등을 학습하고 제어시스템에 적용 가능

한 정보보호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Industrial Control System Security course studies cyber security threats, cyber 

security requirements,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and specification standards of 

national infrastructure control systems such as power, nuclear power, transportation, 

and water resources.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applicable to control systems.

CPS보안 (Cyber Physical Systems Security)

CPS보안에서는 CPS(사이버물리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보안 취약점의 정보보호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 CPS 구성요소와 정보보호 기술과 관련 표준을 학습한다. 

Cyber Physical Systems Security course learns how to establish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for possible cyber security vulnerabilities in CPS (Cyber Physical Systems), 

while exploring the standards associated with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and components of the CPS.

무인이동체보안 (Unmanned Vehicles Security)

무인이동체보안에서는 사람이 원격지에서 조종하는 무인이동체가 목적에 맞게 작동되도록 제어용 

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정보보호 기술과 관련 표준을 학습한다. 

Unmanned Vehicles Security course learns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and related 

standards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for control to operate 

unmanned Vehicles controlled by humans remotely for their purposes.

스마트시티보안 (Smart City Security)

스마트시티보안에서는 4차산업혁명 주요기술들이 접목되는 차세대 인프라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정보보호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하고 융합보안 및 인프라

정보보호 분야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Smart City Security course learns cyber security threats, cyber security requirements,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for next-generation infrastructure smart cities whe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grafted. Students will also 

examine the technologies in convergence security and infrastructure information 

security.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 동작원리를 분석하고,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Blackchain course analyzes the basic concept,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 of 

blockchain with decentralization as its core, while also exploring the application 

technologies based on blockchain such as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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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이론 (Cryptology)

암호이론에서는 암호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을 학습 및 응용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Cryptology course learns basic concepts, techniques of cryptography, and how to 

apply them to real systems.

이동통신보안 (Mobile Security)

이동통신보안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구조와 정보보호 기술,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해 학습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연구한다.

Mobile Security course learns the structure of mobile device,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yber security vulnerabilities of mobile devices.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to respond to security vulnerabilities.

데이터베이스보안 (Database Security)

데이터베이스보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고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접근제어 및 암호화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기술을 학습한다. 

Database Security course learn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database, database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such as access control and encryption for safe 

database design.

의료정보보안 (Medical Information Security)

의료정보보안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의료행위를 통해 생성된 의료정보, 특히 

환자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료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화와 

비식별화 등 민감정보 보안기술을 학습한다.

Medical Information Security course learns security technology such as encryption and 

de-identification to protect medical data that include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generated through medical practices using medical devices and 

medical information systems.

자료구조특론 (Advanced Data Structure)

자료구조특론에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학습한다. 배열, 연결 리스트, 큐, 등의 형태의 

자료구조를 학습하고 트리, 그래프 등의 자료구조의 효율성을 학습한다.

Advanced Data Structure course learns the basic structure of data, types of data 

structures such as arrays, linked lists, and queues.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efficiency of data structures such as tree and graph.

6. 공통 개설 교과목 리스트
공통 교과목

정보보호특론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특론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정책, 주요 사이버보안 사고사례, 정보보호 표준, 정보보호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하며 정보보호 전문가가 갖추어야하는 정보보호 분야 주요 지식을 학습한다.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course learns major security techniques, recent cases 

of security incidents, security standards, cyber attack techniques and the main 

knowledge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must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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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과소개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스마트시티 내 IoT기기 

등의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범죄와 테러 위험 

증가로 인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

구에 따라 융합 ICT 분야 사이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융합보안 인재와 정보보호 전문 연구 인

력 양성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전문 연구 분야로는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기술, 융합보안기술, 

정보보호 평가 및 인증 등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기업, 보안관제기업 및 컨설팅전문기업 등 정보보호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is being 

emphasiz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risk of cybercrime and terrorism as ubiquitous 

computing via various devices such as computers, smartphones, and IoT devices in 

smart cities is becoming prominent.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provides an information security curriculum to 

foster convergence security talents and information security research personnel to 

secure cyber safety in the convergence ICT field.

The specialized research areas of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nclud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onvergence security 

technology,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 certification, etc. The department is also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system with information security-related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while nurturing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for information 

security, security control, and consulting companies.


	37. 정보보호학과
	개요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① 일반전형은 대학원 입학시행 내규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공지식 위주로 심사한다.
	② 특별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