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및
HPC 과학
Data& High Performance
Computing Science

주관캠퍼스 소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KISTI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 국민 서비스를 역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며,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일류의 정보연구기관을 목표로 '과학 한국의 길잡이'가 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개방을 비롯한 전략 기술의 정보 분석, 슈퍼컴퓨팅의 인프라 구축, 첨단정보의
인프라개발 등의 주요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과학지식강국 대한민국, 바로 그곳에 KISTI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el : 042-869-1004
Fax : 042-869-0969

전공 개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및 HPC 과학 전공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생성, 전달, 처리, 저장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데이터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수치해석,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기계학습 등 대용량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인프라 기술을 연구하며, “HPC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슈퍼컴퓨팅, 그리드/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처리 및 계산과학/공학시뮬레이션과
고성능 네트워킹 등 정보전달 및 정보보호 기술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통, 정보처리를 통한
핵심기술 및 연구 분야의 탐색, R&D 기획에서의 정보 활용 기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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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KISTI is a specialized institute providing STI services to the public to promot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KISTI aims to be a world leader i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has made every effort to be a guide to science and technology
to realize a strong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by actively coping with the rapidly change
of globalization. To maximize the value of customers by implementing custom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s, KISTI will develop and secure domestic and foreign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perform strategic information analysis, and run a supercomputing and
advanc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STI will establish an advanced R&D supporting
infrastructure to promote national R&D productivity. Your kind advice and warm
encouragement will be always welco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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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미래 사회의 글로벌 가치
창조를 위한
지식정보보안 중점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데이터 및 HPC 관련 연구 기초 소양 함양
세계수준의 데이터 및 HPC 과학 전문 인재양성
교수의 학생 상담/지도 시간 강화

연구부문

데이터 및 HPC 관련 기술의 연구
교수진의 추가확보 및 역량 강화
특성에 맞는 데이터 및 HPC 융합기술연구 활성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배출 및 자긍심 고취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진행중인 국가 R&D 사업 참여를 통한 실질적 연구 경험 확보

연구부문

학제간 융합 및 응용 기술 연구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연구 참여 기회 부여

졸업 후 진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 출연연 연구원, 교수, 네트워크
운영·관리자, 정보보호 전문가, 슈퍼컴퓨터 운영·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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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학
∙ 통계학

부 록

편성 목록

∙ 응용소프트웨어공학
∙ 전산학･컴퓨터공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과학기술

전공

MC 시뮬레이션 | Monte Carlo Simulation

정보과학

(Major)

(S&T

선택

과학계량학 입문 | Introduction to Scientometrics
관련성 있는 데이터 분석법 | Data Analysis for Relevance

Information

대용량 실험데이터 관리시스템 | Scientific Data Management System

Science)

데이터마이닝 분석 방법론 | Data Mining Analysis

학부 선수 권장과목

딥러닝 기술 및 응용 | Deep Learnin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 데이터통신

보안관제 특론 | Advanced Security Monitoring and Response

∙ 알고리즘

분자모델링과 고성능컴퓨팅
| Molecular Modelin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 자료구조
∙ 프로그래밍
∙ 데이터베이스처리론

소프트컴퓨팅 기반 최적화 프로그래밍
| Optimization Programming based on Softcomputing

∙ 컴퓨터알고리즘

엣지 컴퓨팅 | Edge Computing
융합 보안 | Convergence Security
응용수치해석 | Applied Numerical Analysis
정보분석 개론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alysis
컴퓨터 네트워크 특론 | Advanced Topic in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킹 | Computer Networking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세미나
(Seminar)

계산과학 최신동향 세미나
| Seminar on Computational Science Trend
고급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세미나 1
| Seminar on Advanced Data Analysis Research I
고급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세미나 2
| Seminar on Advanced Data Analysis Research II
고성능컴퓨팅 기술동향 세미나 1 | Seminar on HPC Trend I
고성능컴퓨팅 기술동향 세미나 2 | Seminar on HPC Trend II
네트워크 보안기술 연구 1 | Study on Network Security Technology I
네트워크 보안기술 연구 2 | Study on Network Security Technology II
엔지니어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연구동향 세미나
| Seminar on Modern Trend of Engineering Modeling and
Simulation (M&S)

엣지 컴퓨팅 기술 연구 세미나 1
| Seminar on Edge Computing Research I
엣지 컴퓨팅 기술 연구 세미나 2
| Seminar on Edge Computing Research II
입자기반 격자기반 전산해석 세미나 1
| Particle-based Grid-based Computational Analysis Seminar I
입자기반 격자기반 전산해석 세미나 2
| Particle-based Grid-based Computational Analysis Seminar II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세미나
| Seminar on Cloud Compu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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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빅데이터

전공

기계학습 | Machine Learning

과학

(Major)

선택

데이터 마이닝 | Data Mining

(Big Dat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Science)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Ⅰ
|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Ⅱ
|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Ⅱ
빅데이터 시각화 | Big Data Visualization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텍스트 분석 | Text Analytics
세미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세미나

(Seminar)

| Seminar on Massive Database System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Analytics
빅데이터 처리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텍스트 분석 세미나
| Seminar on Text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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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정보보호 특론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Advanced Security Programming

보안관제 특론
| Advanced Security Monitoring and Response

▶

엣지 컴퓨팅 | Edge Computing

네트워크 보안 | Network Security

▶

융합 보안 | Convergence Security

기계학습 1 | Machine Learning - I

▶

기계학습 | Machine Learning

데이터 마이닝 1 | Data Mining - I

▶

데이터 마이닝 | Data Mining

정보중심네트워킹
|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 Theory and Practice of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빅데이터 수리과학 1
| Mathematical Sciences for Big Data Analysis - I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Ⅰ
|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Ⅰ

빅데이터 수리과학 2
| Mathematical Sciences for Big Data Analysis - II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Ⅱ
|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Ⅱ

빅데이터 시각화 | Visualization for Big Data

▶

빅데이터 시각화 | Big Data Visualization

데이터 마이닝 2 | Data Mining - II

▶

텍스트 분석 | Text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기술 연구개발 세미나
| [Seminar] Research&Development for Big Data Analysis

▶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Analytics

▶

빅데이터 처리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Technique

빅데이터저장관리방법론세미나
| Methodology for Big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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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고성능 네트워크 성능향상 기술 1
| Advanced Network Performance Enhancing Tech. I

▶

컴퓨터 네트워킹 | Computer Networking

고성능 네트워크 성능향상 기술 2
| Advanced Network Performance Enhancing Technology

▶

컴퓨터 네트워크 특론
| Advanced Topic in Computer Networks

고성능 네트워크 특론 1
| Advanced High Performance Network I

▶

컴퓨터 네트워크 특론
| Advanced Topic in Computer Networks

과학계량학 심화 | Advanced Scientometrics

▶

데이터마이닝 분석 방법론 | Data Mining Analysis

과학적 가시화 특론 | Advanced Scientific Visualization

▶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기술사업화론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리눅스 시스템 | Introduction to Linux System

▶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미래인터넷 | Future Internet

▶

엣지컴퓨팅 | Edge Computing

복잡계 연구방법론
| Complex Systems Research Methodology

▶

분자모델링과 고성능컴퓨팅
| Molecular Modelin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치모델링 특론 | Advanced Numerical Modelling

▶

분자모델링과 고성능컴퓨팅
| Molecular Modelin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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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심층 정보 분석 연구 | Advanced Information Analysis

▶

정보분석 개론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alysis

정보검색 개론 | Information Retrieval

▶

딥러닝 기술 및 응용
| Deep Learnin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정보보호 개론 | Basic Information Security

▶

보안관제 특론 | Advanced Security Monitoring and Response

지식관리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Knowledge Management

▶

정보분석 개론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alysis

JAVA 고급 프로그래밍 | JAVA High-Level Programming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JAVA 기초 프로그래밍 | JAVA Baisc Programming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PYHTON 고급 프로그래밍
| PYTHON High-Level Programming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PYHTON 기초 프로그래밍 | PYTHON Basic Programming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고급 수치해석 및 초병렬 컴퓨팅 알고리즘
| Advanced Numerical Analysis and High Performance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Ⅱ
|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Ⅱ

과학 빅데이터 처리 및 활용
| Scientific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s based on HPC

▶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기계학습 2 | Machine Learning - II

▶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분산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 Theory and Practice of Distributed Database

▶

빅데이터 시각화 | Big Data Visualization

빅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례 및 기술 연구
| Case and Technique study of Social Problem Solving

▶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 R Programming for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 시각화 | Big Data Visualization

빅데이터과학 개론 | Introduction to Big Data Science

▶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생명의료 빅데이터 처리 및 활용
| Big Data Analysis for Biomedical Analysis

▶

빅데이터 응용 | Applications of Big Data

Algorithms

using Big Data

가상화 기술연구 세미나
| Seminar on Virtualization Technologies

▶

-

네트워크 프로토콜 동향 세미나 1
| Seminar on Network Protocol Trend

▶

-

네트워크 프로토콜 동향 세미나 2
| Seminar on Network Protocol Trend II

▶

-

최신 정보보안 기술연구 1
| Study on Recent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I

▶

-

최신 정보보안 기술연구 2
| Study on Recent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II

▶

-

생명의료 빅데이터 세미나 1
| [Seminar] Biomedical Big Data - I

▶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Analytics

생명의료 빅데이터 세미나 2
| [Seminar] Biomedical Big Data - II

▶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 Seminar on Big Data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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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보안관제 특론
Advanced Security Monitoring and Response
프로그램 제작 시에 고려해야될 다양한 보안적 요소 및 이를 구현하기

MC 시뮬레이션

위한 보안 코딩 기술에 대해서 학습한다.

Monte Carlo Simulation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툴 킷을 통하여

분자모델링과 고성능컴퓨팅

모의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여 가상실험 수행방법을 습득한다.

Molecular Modelin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자모델링과 고성능컴퓨팅 기법들을 학습한다

과학계량학 입문
Introduction to Scientometrics

소프트컴퓨팅 기반 최적화 프로그래밍

과학기술을 분석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거나 측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Optimization Programming Based on Softcomputing

따라따라 문헌계량분석과 결합하여 과학 활동을 측정하는 모든 정량적

슈퍼컴퓨팅에 필요한 최적화알고리즘, 데이터마이닝, 가시화를 위한

연구를 통칭하는 용어로 'Scientometrics'이 사용되고 있다. 과학계량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컴퓨팅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통한 지식구조 파악 방법,
정보분석시스템 사례 분석(Pajek, NetMiner, KnowledgeMatrix 등),
구조분석을 위한 데이터 조작기술 강의, 지식지도 작성방법등에 대한
제반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엣지 컴퓨팅
Edge Computing
본 과목에서는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 기반의 엣지 컴퓨팅 기술에 대해
최신 동향 및 논문을 이해하고 토론한다.

관련성 있는 데이터 분석법
Data Analysis for Relevance
다차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고찰법

융합 보안
Convergence Security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해킹공격(웜/바이러스,

대용량 실험데이터 관리시스템

DDoS공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Scientific Data Management System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해서 습득한다.

대용량실험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FNAL, CERN등 대형실험장치를 통해 생성된 대용량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위한 기술, 기술적 이슈, 연구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응용수치해석
Applied Numerical Analysis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해석 기법이론을 학습하고

데이터마이닝 분석 방법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Data Mining Analysis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theory and applications of numerical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은 이미 보편화되어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methods as an efficient tool for various science and engineering

사이 실생활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의 다양한 방법론을

fields.

소개하고 그중기계학습에 대해 공부하고 활용방안을 고민해 본다. -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방법론, 입력 및 출력 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기본 알고리즘 그리고 기계학습 및 신뢰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정보분석 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alysis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딥러닝 기술 및 응용

정보분석 및 기술예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Deep Learnin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기술․특허정보분석, 기술평가, 기술예측 등 다양한

최신딥러닝기술동향을파악하고,주요응용사례관련논문을선정하여발표

정보분석기법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및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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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네트워크 특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 및 실습

Advanced Topic in Computer Networks

Massive Database System Theory and Practice

트래픽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관리, 전송 성능 향샹, SDN 등 고급 컴퓨터

오늘날 웹을 포함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 기술을 습득한다.

제외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일반화 되었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알아야할 기본

컴퓨터 네트워킹
Computer Networking
OSI 7 계층의 Top-down 방식의 이해를 토대로 computer networking
기술의 전반적 이해하고 multimedia networking, security, network
management 기술에 대해 습득함

지식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몇 개의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SQL문을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정도의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중요해진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일은 시운 일이 아니다.

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단순히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가상화 기술의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마치 Java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Java 프로그래밍을

한 가상머신의 효과적 관리 기법을 알아본다. Scientific Workflow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본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상클러스터 시스템의 예를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

통해 그 구성 및 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실무적으로 단단한 기반을 제공한다.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본 강의는 분류분석, 회귀분석, 군집분석으로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deep neural network에
이르기까지, 기계학습 및 통계적 패턴 인식 관련 다양한 개념, 기술,
알고리듬에 대해 소개한다. 본 강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기계학습에
대한 개념과 직관 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한 구체적인 기계학습 적용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이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 Autoencoder,
Reinforcement Learning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주요한 기계학습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1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1
수치해석 이론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통계 분석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모두 수치해석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개별 알고리즘의 조합과 응용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응용을 위해서는 수치해석의 핵심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응용 사례에 따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해석
이론에 기반한 분석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Ⅰ”은 수치해석의 기초이론과 행렬 분해, 행렬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보간법, 미분 방정식을 중심으로 다루고

데이터 마이닝

있다.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고, 예측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알고리즘 및
계산 기법들을 다룬다. 이는 원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지식 발굴의 핵심 요소이며, 데이터의 규모가 거대해진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데이터 선정, 정제, 추출,
비교, 다양한 통계 및 기계학습 기법의 사용, 데이터의 시각화 등 지식
발굴 과정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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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2

빅데이터 응용

Numerical Analysis for Big Data 2

Applications of Big Data

수치해석 이론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통계 분석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에 적합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모두 수치해석 알고리즘의

분석 방법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한 구체화된 경험을 확보할 기회를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개별 알고리즘의 조합과 응용을

제공한다. 생명의료, 텍스트 분석, 영상 기반 기상 예측, 과학 데이터

바탕으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분석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 실습을

알고리즘의 응용을 위해서는 수치해석의 핵심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응용 사례에 따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해석

제공한다. 특히,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는 딥러닝 기반 분석 방법론을

이론에 기반한 분석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

각 분야에서 실사용하는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써, 최신 분석 역량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접목할

극대화 하고자 한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Ⅱ”는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학습 알고리즘
등의 핵심을 이루는 반복적 연산에 의한 해찾기, 선형 회귀모형, 비선형
회귀모형, 최적화 문제와 경곗값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텍스트 분석
Text Analytics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고품질의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텍스트 마이닝 또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으로도 표현된다.

빅데이터 시각화

고품질의 정보는 전형적으로 통계적 패턴 학습을 통해 도출되는데,

Big Data Visualization

구체적으로는 입력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패턴을 도출하고, 결과를

빅데이터가 큰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분석능력에 대한 수요가

평가하고 해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점점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시각화즉, 시각적분석 (Visual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즉, 텍스트)로 구분되는데, 정형 데이터에

Analysi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시각화 (Data

비해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하면 빅데이터

Visualization)는 기본데이터를 다양한 그래프나 그림 또는 지도등으로

분석에서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리포트형식의 테이블이나

문서(텍스트) 표현, 자연어(텍스트) 처리, 분류, 군집, 추출, 토픽 모델링,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요약, 감성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태스크 주제들에 대해 태스크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얻게 도와주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와 문제 해결 기법들을 다룰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Tableau는단순 Drag&Drop으로 다양한 데이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시각화툴로, 최근에
가트너(GartnerIn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usinessInte lligence
분야에서 Tableau가 최고의 리더로 선정되었다. 본강의에서는 Tableau의
중요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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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세미나 2
Seminar on Advanced Data Analysis Research II
비정형 데이터란 관계형 DB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계산과학 최신동향 세미나
Seminar on Computational Science Trend
계산과학의 국내외 최신동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데이터를 의미하며 자연어 텍스트와 Web, XML, 소셜 네트웍, 로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사용량과 분석의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에게
필수적인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인 파싱 기술, 형태소 분석, Entity

고급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세미나 1

인식, 정보 검색 기술, Web 및 SNS 분석, 감성 분석, weak signal,

Seminar on Advanced Data Analysis Research I

패턴 분석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비정형 데이터란 관계형 DB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Unstructured data, which is information that doesn't reside in a

Unstructured data, which is information that doesn't reside in a
traditional relational database, is used and collected in a wide range
of forms, including natural language text, Web, XML, social network,
log, image, audio, and video. The need for using and analysing
of unstructured data is keep growing, and the techniques for
unstructured data analysis are understood as a core technology
in the data science field.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real-world essential theories and practices on unstructued data,
such as parsing, morpheme analysis, entity recognition, information
retrieval, sentiment analysis, Web and SNS analysis, weak signal

traditional relational database, is used and collected in a wide range

search, pattern recognitions, and so on.

데이터를 의미하며 자연어 텍스트와 Web, XML, 소셜 네트웍, 로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사용량과 분석의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에게
필수적인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인 파싱 기술, 형태소 분석, Entity
인식, 정보 검색 기술, Web 및 SNS 분석, 감성 분석, weak signal,
패턴 분석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of forms, including natural language text, Web, XML, social network,
log, image, audio, and video. The need for using and analysing
of unstructured data is keep growing, and the techniques for

고성능컴퓨팅 기술동향 세미나 1

unstructured data analysis are understood as a core technology

Seminar on HPC Trend I

in the data science field.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고성능컴퓨팅 기술에 대해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real-world essential theories and practices on unstructued data,
such as parsing, morpheme analysis, entity recognition, information
retrieval, sentiment analysis, Web and SNS analysis, weak signal
search, pattern recognitions, and so on.

고성능컴퓨팅 기술동향 세미나 2
Seminar on HPC Trend II
고성능컴퓨팅 기술에 대해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네트워크 보안기술 연구 1
Study on Network Security Technology 1
최신 네트워크 보안기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한다

네트워크 보안기술 연구 2
Study on Network Security Technology 2
최신 네트워크 보안기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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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엔지니어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연구동향 세미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세미나

Seminar on Modern Trend of Engineering Modeling and

Seminar on Massive Database System

Simulation (M&S)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공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종류, 기법,

점점 더 방대해지고 생성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형태도

응용 등 최신 연구 동향 소개에 대한 세미나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들이

This seminar introduces modern research topics about engineering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초창기 빅데이터는 규모/비용/기술적인 측면에서

modeling and simulation (M&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 기술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대용량 배치 분석, 실시간 온라인 분석, 데이터마이닝 고급 분석으로 변화가

엣지 컴퓨팅 기술 연구 세미나 1

생기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록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Seminar on Edge Computing Research 1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엣지컴퓨팅기술이슈및응용접목을위한최신동향에대해조사하고분석한다.

최근 Wide column store인 Cassandra와 Hbase, Key-value store인
Redis, Document Store인 MongoDB, Graph DBMS인 Neo4J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강의에서는 Cassandra,

엣지 컴퓨팅 기술 연구 세미나 2

Hbase, Redis, MongoDB, Neo4J의 중요 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

Seminar on Edge Computing Research 2

분야의 데이터 활용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현장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

엣지컴퓨팅기술이슈및응용접목을위한최신동향에대해조사하고분석한다.

및 분석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입자기반 격자기반 전산해석 세미나 1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Particle-based Grid-based Computational Analysis Seminar 1

Seminar on Big Data Analytics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입자기반과 격자기반의 전산해석의 이론

빅데이터 분석은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탐색하는 복합적인

및 실습

절차로써, 빅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 알려지지 않은 연관관계, 고객의
특징이나 성향, 향후 시장 트렌드 등 밝혀지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입자기반 격자기반 전산해석 세미나 2
Particle-based Grid-based Computational Analysis Seminar 2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입자기반과 격자기반의 전산해석의 이론

과정이다.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기술,
알고리듬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최근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및 실습
텍스트 분석 세미나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세미나
Seminar on Cloud Computing Research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해 알아보고, 클라우드솔류션을 분석하여 가상머신
관리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본다.

Seminar on Text Analytics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고품질의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텍스트 마이닝 또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으로도 표현된다.
고품질의 정보는 전형적으로 통계적 패턴 학습을 통해 도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입력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패턴을 도출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된다. 본 강의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세미나

문서(텍스트) 표현, 자연어(텍스트) 처리, 분류, 군집, 추출, 토픽 모델링,

Seminar on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요약, 감성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 태스크 주제들에 대한 최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과 병렬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조사하고 관련 세미나 혹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기술

이해가 필요하다. Hadoop, NoSQL, In-memory DBMS 및 Deep

동향을 조사하여, 공유 및 토론함으로써 텍스트 분석에 대한 주요 연구

Learning 등의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 동향을

동향을 이해하고 관련 기술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파악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미나와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논문 작성에 필요한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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