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안내
Dept. of Social Network Science (M.S. & Ph.D. Program)
복잡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분석，설계하는 학문적,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한
소셜네트워크과학과 (Dept. of Social Network Science) 석박사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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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모집합니다! 5월 2일까지 원서 접수. See the next page!

학과 소개

교수진

네트워크 물리학, 수치해석학, 공간정보학, 의사
결정학,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을 전공한 경희대학교의 경영학, 물리학, 지리학,
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융합하여 만
든 학과입니다.

권오병, Ph.D.(KAIST)

사회과학, 네트워크과학，인공지능，의사결정과
학, 빅데이터 분석 기법, 디자인 씽킹, 통계 모델
링 등을 융합하여 교육하고 연구합니다.
소셜네트워크과학과는 각종 이론과 실무적 기법
을 습득하여 새로운 사회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설계하며 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
해석과 실현 능력을 갖춘 세계 Top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학과 홈페이지
∙ http://sns.khu.ac.kr/
관련 기관

∙ 일반대학원 http://gskh.khu.ac.kr/
∙ 이과대학 http://science.khu.ac.kr/

학과 사무실: 오비스홀 407호
∙ Tel: 02-961-0490

학과 조교: 이준엽, contactsns@khu.ac.kr
학과장: 이경전 교수, klee@khu.ac.kr

∙ 데이터 분석 및 응용,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 경영대학 학부장(현)

김승일, Ph.D.(Texas A&M University)
∙ 수치해석 응용, 시뮬레이션 방법론 및 응용∙

김재경 , Ph.D.(KAIST)
∙ 빅데이터 분석, 지식과 의사결정, 추천 서비스 응용
∙ 경영대학원장(현), 산학협력단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장

육순형, Ph.D.(University of Notre Dame)
∙ 네트워크과학 및 응용, 복잡계 이론 및 응용
∙ Linked 저자 Barabasi 교수의 국내 유일 제자

이경전 Ph.D.(KAIS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 소셜네트워크과학과 학과장

정선호, Ph.D.(McGill University)
∙ 통계 모델링 방법론, 다변량 통계 분석∙

최진무, Ph.D.(University of Georgia)
∙ 지리정보시스템, 디지털 원격 탐사∙

궁선영, Ph.D.(Korea University)
∙ 네트워크 사회학, SNS 세미나
∙ 초빙교수

Social Network Science 전문가로 성장하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Social, Network, & Science 세미나
주제/내용

대학원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입학 설명

일시

2014. 4. 22. (화) 오후 1시 ~ 3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255호

문의

Tel: 02-961-0490, contactsns@khu.ac.kr
http://sns.khu.ac.kr

사전
무료 등록

http://onoffmix.com/event/26483

2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 4월28일 - 5월2일: 원서 접수, 서류 제출
• 문의: 일반대학원 행정실 (본관 312호)
Tel: 02-961-0121~4
khsb2000@khu.ac.kr

3 오시는 길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을 기준으로
우측 약도를 참고하셔서 오세요.
• 학과 사무실 경영대학,
오비스홀 (Orbis Hall) 407호
Tel: 02-961-0490
contactsns@khu.ac.kr

소 셜 네 트 워 크 과 학 과 교 수 님 들 이 Social,
Network, 그리고 Science 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1) 학과 교수님들 소개
2) Social: 궁선영 교수님의 Social 이론 소개
3) Network: Linked의 저자 바라바시 교수와
같이 연구하신 육순형 교수님의 Network 이
론 소개
4) Science: 학과장 이경전 교수님의 학과 교
육 커리큘럼과 연구 방법론 소개
많이 오셔서 Social하게 Networking하시고,
공부도 하세요~

구분

일시

내용

원서접수 &
접수확인

2014. 4. 28. (월) 10:00
~ 5. 2. (금) 17:00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업체
http://uwayapply.com

서류제출

2014. 4. 28. (월) 10:00
~ 5. 2. (금) 17:00까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이과대학
행정실 접수
Tel: 02-961-0645

전형일시

2014. 5. 31. (토) 10:00

2014. 5. 23. (금)
추가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

2014. 6. 20. (금)

http://gskh.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