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



135년 전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의 장을 열었던 연세대학교는 1915년 

한국 최초의 상경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이 

1908년에 경영교육을 시작한지 불과 7년 뒤의 일입니다. 이로부터 약 

1세기 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

원은 데이터사이언스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수진과 다수 기업과의 협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선진 사례를 결합한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의 결합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연세-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사이언스 인재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총장

총장님 인사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사이언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

서는 데이터를 분석할 인적 자원 자체가 없다거나 심지어 첨단 데이터 

기법을 학습한 인재들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 기법은 

필요 조건에 불과할 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이 현장의 경험, 당면한 

도전, 그리고 나아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결합되어야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교육은 학생들이 코딩과 이론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적절한 문제의식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결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소한 수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

기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식은 가능한 한 단시간에 분야별로 필수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을 교육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준비한 연세-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더라도 4개월

만에 첨단 데이터 분석 기법을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효율

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장

프로그램 소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 및 동문 30% 할인

· 연세대학교 및 의료원 교직원 30% 할인

· 기업 단체수강 할인(별도문의)

입학 안내
지원방법 홈페이지(datascience.yonsei.ac.kr) 방문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진행 수

업  료  기초 단계 - 48만원 / 응용 단계 - 트랙 별 48만원

제   공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장  학  금  2021년 1월부터 아래 장학금 적용

국내 최고 경험과 전문성 보유

국내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지닌 연세대학교 교수진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며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실무자가 강의에 참여

실리콘밸리의 아마존, 페이스북, 슬랙, Airbnb 및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 뱅크샐러드 등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급 전문가가 특강에 참여해서 최첨단 지식과 모범 사례를 

교육합니다.

2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이론적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이 직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실습 문제 

기반으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합니다.

3

실무적 활용성을 높인 교육

트랙별로 강의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교육은 최소화하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4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교육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 여부, 코딩 경험과 관계 없이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비전공 

입문자의 눈높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춰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5

유연한 온라인학습

바쁜 일상 중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모르는 것을 바로 질의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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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설정-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알고리즘 및 모델링-분석 및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번호 과목명 내용
강의시간 

(실습포함)

1 데이터사이언스 소개
·  리서치 질문을 분석 목적 (분류/예측/군집화)과 엮어서 (기업) 사례중심 소개

·불량률 예측, 고객이탈, 수요예측, 고객 세분화, 추천 알고리즘 등
2

2 Python 프로그래밍

·Python 소개 및 프로그래밍 실습

·데이터 전처리

·Python I/O 및 요약통계

4

3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기초 EDA 및 인포그래픽스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소개

·Python을 사용하여 결과와 함축적인 의미 위주로 소개
4

4 빅데이터 결합 및 응용 ·국내외 주요 빅데이터 자료 소개 및 탐색 및 결합 방법을 소개 4

5
웹 크롤링과 

텍스트데이터 시각화

·웹 크롤링 소개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의 크롤링 실습
4

6 데이터 모델링 입문
·원인분석과 같은 해석력 위주의 통계 모형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수학적 작동원리 보다는 직관적 작동원리 중심)
4

7 머신러닝 입문
·해석력 위주의 머신러닝 모형 강의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수학적 작동원리 보다는 직관적 작동원리 중심)
4

8 데이터사이언스 특강
·실제 네이버 데이터사이언스의 경험담 (또는 실리콘밸리의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본인의 업무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5~10분씩 나눠서 촬영
1

총27시간

데이터사이언스 기초 단계 커리큘럼 
(강의 27시간)

Naver Cloud Platform



데이터사이언스 응용 단계 커리큘럼
(필수과목 3개 제외 5개 과목 선택, 총 8개 과목 수강)

·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고자 함. 이 과정 중에 필요한 데이터분석 기

법을 소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여 정확한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분류 과목명 과목 설명
강의시간 

(실습포함)

트랙

마케팅 금융
ICT 및 
제조

의약학

설명 및 

예측을 위한 

통계 모형

선형회귀분석 미래값 예측 및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5

로지스틱회귀분석 범주 예측 및 설명을 위한 분류분석 3

분류를 위한 

머신러닝

의사결정나무 및 

모형비교

Rule에 기반한 분류, 

ROC와 MAPE를 이용한 비교
5

랜덤포레스트 분류 앙상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3

인공신경망 Multi-layer Perceptron, 딥러닝의 기초과목 3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2

목표 대상 

세분화 및 

군집화

군집분석
고객의 세분화, 

유사한 고객들을 한 그룹으로
3

추천시스템
평점에 기반한 상품 추천, 

어떤 상품을 추천할 것인가?
3

연관성분석 연관성 높은 상품 및 의약품 탐지 2

실전

데이터

사이언스 

테크닉

A/B 검정, 평균 

비교, 이벤트 분석

두 시안의 비교, 

change point 탐지
3

결측치 자료분석
현실에서 발생하는 

결측치 (missing value) 처리방안
3

생존분석 Censoring을 고려한 생존율, 부도율 예측 3

데이터

사이언스 

고급 방법론

네트워크자료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소개 3

베이지안 머신러닝 베이지안 통계학을 이용한 머신러닝 3

텍스트마이닝
비정형 및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 자연어 처리
4

딥러닝 심층학습을 위한 심층신경망, CNN, RNN 등 5

총53시간 11과목 11과목 11과목 11과목

· 수강생은 위 과목중에서 8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필수 3과목은 트랙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강해야 함 (필수과목은 진하게 표시)

·   각 트랙에서 8개 과목을 수강하면 해당 트랙의 수료증 발급함

· 트랙내 과목 중 선택하지 않은 과목 추가 수강 가능함 (추가 등록비: 1과목 당 15만원)



김 현 중

위스콘신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전공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위원

한국통계학회/통계계산연구회 회장/
분류연구회 회장

박 태 영

하버드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베이지안 데이터사이언스, 머신러닝 전공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교수

㈜아모레퍼시픽, ㈜SK증권, 
㈜쌍용양회, 대한변리사회 등 자문

임 종 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결측치 자료 분석 전공

통계청 자문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전 용 호

위스콘신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고차원 분석 전공

진 익 훈

텍사스 A&M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베이지안 계산 전공

강 상 욱

노스캐롤라이나대 생물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생존분석 전공

한국통계학회/생물통계연구회 부회장

김 현 태

워털루대 보험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보험금융통계학, 계량위험관리 전공

국민연금, 통계청, 생명보험협회 등 자문

미국보험계리인 (FSA, CERA)

강 승 호

위스콘신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어스학과 교수

임상통계학 전공

중앙약사심의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위원

박 기 영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 거시경제 전공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자문 역임,
고용산재기금 리스크 관리위원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 참여
(UNEP, 한국은행, 국민은행 등)

박 재 우

펜실베니아 주립대 통계학 박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베이지안 컴퓨팅, 공간통계 전공

임   일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박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보시스템/추천시스템/
플랫폼 전략 전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주요 강의자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대우관 209호

Tel. 02-2123-4174   Fax. 02-2123-8638   E-mail.  ydatascience@yonsei.ac.kr   Web. datascience.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