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

EASY

코스 교과목 10개로 구성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SW기술의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가 급속하게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해당 분야
의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SW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갖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
4

인이

SW

기술에 대한 핵심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융합SW 부전공은 SW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SW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개설하
는 학과이다. 이 부전공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핵심
개발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SW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야간 시간에 모든 교과목을 개설하여 전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
록 한다. 한편, 대부분의 교과목을 실습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강화한 교
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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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정보기술의 이해(Understad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이 교과목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정보기술에 대한 핵심 개념을 부
여하는 과목으로서 알고리즘, 데이터구조, 컴퓨터구조(저수준의 데이터 표현 및 명령어
처리), 컴퓨터시스템(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정보기술(컴퓨터네트워
크, 웹, IoT) 등을 포함한다.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IT기
술환경에서 컴퓨터 및 정보기술이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Python Programming)
이 교과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중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언어인 파
이썬 (Python) 언어를 학습한다. 리스트, 집합, 딕셔너리 등의 자료형, 제어문, 반복문,
함수 등의 기본 문법 및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하며,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을 병행함
으로써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반의 실무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다.
자료구조와 문제해결기법(Data S tructures and Problem S olving Techniques)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
법인 자료구조 및 자료구조 기반의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먼저, 배열,
연결리스트 등의 선형 자료구조 및 트리, 그래프 등의 비선형 자료구조에 대하여 학습
하며, 자료구조 선택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또한,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래밍 실습과제를 통하여, 자료구조의 응용 사례 및 알고리즘 기반의 문제
해결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기초(Basic Java Programming)
이 과목에서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
다. Java 언어의 문법 및 라이브러리 학습과 함께, 객체, 클래스, 캡슐화, 다형성, 상속
성 등의 객체지향 개념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병행을 통하여,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객체 지향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개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Java

웹 응용 프로그래밍(Web Application Programming)
이 과목에서는 대표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5/CSS, JavaScript, JSP 프로그래
밍 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웹의 동작방법, 서버의 구축방법의 이해와 함께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 및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실무에 적용가능한 웹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운영체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Operating S ystems)
이 교과목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인 Linux의 설치 및 사용방법
을 학습한다. 또한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CPU 스케쥴링, 병렬처리, 주기억장치 관리기법, 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

관리기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술과 프로그래밍(IoT Technology and IoT Programming)
이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 (IoT)의 기본 개념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
한, 아두이노 (Arduino)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의 핵심기능인 센서 데이터의 수집, 데
이터의 처리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전달, 조명, 모터 등의 액츄에이터 제어 방법에 대하
여 실습함으로써, IoT 응용 서비스의 동작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계/구현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한다.

IoT

빅데이터 이해와 분석(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Big Data)
이 교과목에서는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 및 특성과 응용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탐색, 분석, 시각화에 이르는 절차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분석과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AI and Machine Learning)
이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요소기술인 탐색, 지식표현 방법 및 추론, 기계학
습, 신경망, 딥러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적용분야로써 자연어처리, 영상인식, 음
성인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모바일 프로그래밍(Mobile Programming)
이 교과목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앱의 설계,
구현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앱 개발환경 구축, UI 설계, 이벤트 처리 및 자료 관리,
네트워크 연동 등의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앱 개발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