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과학전공 커리큘럼(개정안)
1. 커리큘럼
학기

1학기

수준

현행 과목명

2학기
담당교

학점-강의

수

-실습

Principles of Economics
1

2학년
(Ⅱ)
수준

3학년
(Ⅲ)
수준

4학년
(Ⅳ)
수준

3-3-0

담당교

학점-강의

수

-실습

Understanding Law and Policy

안정민

3-3-0

현행 과목명

Data Visualiz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제임스

3-3-0

Information Technology for
Global Business*

제임스

3-3-0

Introduction to
Digital Forensics

제임스

3-2-2

Information Law and
Cyber Security

안정민

3-3-0

Crime & Punishment

박노섭

3-3-0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박노섭

3-3-0

Communication Regulation

안정민

3-3-0

Computer Networking*

장윤식

3-2-2

Cybercrime

장윤식

3-3-0

Information Security
Fundamentals

장윤식

3-3-0

Network Security & Forensics

제임스

3-2-2

Crime Scene Investigation
& Criminal Procedure

박노섭

3-3-0

Transnational Crime & Cyber
Security

장윤식

3-3-0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

안정민

3-3-0

Criminal Investigation

박노섭

3-3-0

Digital Forensic Practice

제임스

3-2-2

Capstone Design Seminar

장윤식

3-1-4

Crime Data Analysis &
Intelligence

장윤식

3-2-2

Crime & Investigative
Psychology

박노섭

3-3-0

2. 변경사항
가. 전공필수 변경사항
2017학번 이전

2017학번 이후

비고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Global Business

2017학년도 이전

Criminal Law

Computer Networking

학번
-> 2017학번 이전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전필 6과목 중 2과목

Computer Networking

이수 시, 2017년

Computer Algorithms
Criminal Procedure Law

2학기에 변경된
과목을 이수 하지
않아도 전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나. 대체 교과목
폐지과목

대체과목

Object Oriented Programming

Digital Forensic Practice

Computer Algorithms

Network Security & Forensics

Quantitative Data Analysis

Crime Data Analysis & Intelligence

비고

다. 졸업시험과목 (변경안 18.12.04)
2017학번 이전

2018학번 이후

비고

Criminal Procedure Law

Crime Scene Investigation & Criminal Procedure

4개의 과목 중 법학

Privacy & Information Security Law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

Intelligence & Law Enforcement & National Security

Crime Data Anaysis & Intelligence

Digital Forensic Practice

Digital Forensic Practice

2과목/포렌식
2과목을 선택하여 B0
이상 시 졸업시험
면제
(복수전공생 동일)

* 위 변경안은 2018학년도 졸업생에게 소급 적용함.
* 2018학년 이전 Information & Communication Regulation과목은 Privacy & Information Security Law 과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함.
* 2018학년도 졸업시험 대상자는 Criminal Procedure Law과목에서 제외함.
1.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및 정보법과학전공 공통 전공선택과목 (총 2과목):
Management Principles,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2. LIFS 전공필수과목 (총 2과목):
- Information Technology for Global Business, Computer Networking
* 2017학번 이전 학생들은 변경 전 전공필수 6과목 중 2과목 이수했을 경우 전공필수로 이수 인정
3. 전공선택 인정과목(타학과 및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 SAP(Study Abroad Program)를 통한 해외현지 수업: 본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학교로부터 수업계획서를 제공받아 강의의 수준과 내
용을 확인한 후 전공주임교수(LIFS supervisor)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인정여부 및 이수학점을 결정함.
- 금융정보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 중 한국어로 진행되는 최대 12학점까지만 전공으로 인정
함. 단, LIFS 전공필수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재이수의 경우에만 인정함.
- 공통 교과목의 대체재이수 가능 교과목은 경영학원론, 회계원리(이상 경영학과 개설) 등 2개에 한함.
- LIFS 전공필수 교과목의 대체재이수 가능 교과목은 아래와 같음
LIFS 교과목

대체 교과목(학과)

Computer Algorithms 또는
Network Security & Forensics

알고리즘개론(컴퓨터공학과)
자료구조및알고리즘Ⅰ(융합소프트웨어학과)

Computer Networking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공학과)
u-데이터통신(융합소프트웨어학과)

Object Oriented Programming 또는
Digital Forensic Practice

C++ 프로그래밍(융합소프트웨어학과)

- 영어로 진행되는 타학과의 교과목과 국제법 등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주임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강의의 수준과 내용을 확인한 후 이수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글로벌학부 LIFS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함.

- 이에 따르는 절차는 수강신청 변경 전까지 전공주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승인을 얻고 “글로벌학부타학과(전공)교과이수인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는 것으로 함.
[졸업기준]
1. 영어능력 부문
- 졸업을 위하여 공인 TOEIC의 유효한 성적 8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제출하여야 함. 졸업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졸업사정 전(해당 졸업학기의
제출일(5월 15일 혹은 11월 15일) 시점까지 유효한 성적표에 한한다)까지 국제학부 행정실에 원점수표를 제출토록 함.
2. 제2외국어 부문
- 대학에서 개설하는 중국어, 일본어(교양교과 외국어영역), 스페인어(교양교과 국제화영역) 등의 언어군(郡) 중 택일하여 해당 언어의 1, 2
sequences(총 6학점)를 이수하고, 이들 과목의 평균성적이 B0 (3.0) 이상이 되어야 함.
-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즉 2개 과목의 평균성적이 B0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학부가 요구하는 해당 언어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하여야 함(중국어: 新HSK 5급 이상/ 일본어: JLPT N4급 이상/ 스페인어: DELE B2 이상).
- 단, 국제학부의 외국인 학생(정원외)의 경우 한국어 교과목 수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2과목 이수 후 평균성적 B0 이상 또는 한국
어 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3. 국제화 영역 교양교과부문
정보법과학전공의 기초교양교과목의 이수기준은 현재 일반교양 국제화영역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필수 기초(교양포함) 이
수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함(즉, 국제화영역 ‘필수교양’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글로벌학부에서 시행하는 SAP 이수요건은 국제학부에서 정하는 내부 지침에 따름.
4. LIFS 전공 부문 (다음의 요건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면 인정함)
① 졸업시험과목 (이하 4과목):
(1) Crime Scene Investigation & Criminal Procedure(이전 Crime Procedure Law)
(2)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이전 Privacy & Information Security Law)
(3) Crime Data Anaysis & Intelligence(이전 Intelligence & Law Enforcement & National Security)
(4) Digital Forensic Practice
* 2018학년 이전 Information & Communication Regulation과목은 (2) 과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함.
* 2018학년도 졸업시험 대상자는 (1) 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8학년도 졸업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 함.
② ①의 교과목 중 법학 1과목, 포렌식 1과목 각 성적이 B0 이상이면 해당 과목의 졸업시험을 면제함.
* 해당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교와 한림대학교의 학점체계를 감안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결정함.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자격증 취득 시 졸업시험을 면제함.
④ 복수전공생: 졸업시험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75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