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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과목 개요
【컴퓨터정보전공】
IT요구확인(IT Need Confirmation)
응용SW엔지니어링 직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한 교과목으로,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 수의 체계와 연산 방법들을 이해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개발환경구축_운영체제(Building a Development Environment_Operating System)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과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리눅스의 기본 및 운영에 대해 실습을 학습함으로써 리눅스마스터 자격증 취득
기회를 마련한다.
공통모듈구현_C(Common Module Implementation Using C)
공통 모듈의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C)와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공통 모듈을 작성하고, 개발된 공통 모듈의 내부 기능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을 명세화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실습(Database Practice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관계 데이터 모델, MS SQL 서버 설치 및 실행, 릴레이션 정규화,
테이블 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구성되었고 DB 이론 및 실습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데이터 조작언어를 숙달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익힌다.
매뉴얼작성도구실습(Manual Creation Tool Training)
제품소프트웨어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환경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매뉴얼 작성의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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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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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육과정

UI 구현_HTML(UI Implementation_HTML)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세부 구현 지침과 UI 표준과 지침, UI 요구사항이 반영된 화면과
폼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웹사이트 구축 능력을 기른다.
UI 설계(UI Design)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메뉴 구조를
설계하고, 하위 시스템 단위의 내․외부 화면과 폼을 설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현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개발환경구축_네트워크(Building a Development Environment_Network)
정보통신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종류에 대한
지식을 익힌다.
개발환경구축_하드웨어(Building a Development Environment_Hardware)
정보처리산업기사를 포함한 컴퓨터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컴퓨터의 기본구조
및 동작원리에 대한 지식을 익힌다.
공통모듈구현_윈도우프로그래밍(Common Module Implementation Using Window Programming)
공통 모듈의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VB)와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공통 모듈을 작성하고, 개발된 공통 모듈의 내부
기능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을 명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응용프로그램보안(Application Security)
응용프로그램 설치․보안패치․업그레이드 기술, 장애 발생 시 적절한 복구 조치 능력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UI 구현_2D(UI Implementation_2D)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화면과 폼 흐름 설계에 따라, 흐름
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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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구현_그래픽(UI Implementation_Graphic)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폼 흐름 설계에 따라, 흐름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현의 기초를 다진다.
공통모듈구현_자바(Common Module Implementation Using Java)
공통 모듈의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자바)와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공통 모듈을 작성하고, 개발된 공통 모듈의 내부
기능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을 명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단말장치운용(Terminal Equipment Operation)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응용소프트웨어 구조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하드웨어(PC와 주변장치)와 운영체제를 설치 및 운용 눙력을 기른다.
데이터베이스구현(Database Implementation)
데이터베이스 실습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데이터 및 이들 간의 연관성․제약조건을 식별하여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데이터 조작언어를 숙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UI구현_인터렉티브(UI Implementation_Interactive Tools)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화면과 폼 흐름 설계에 따라, 흐름
제어를 구현 능력을 기른다.
매뉴얼작성(Manual Creation)
제품소프트웨어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환경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서버프로그램구현(Server Program Implementation)
서버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PHP 프로그램 개발환경 구축, 프로그램의 기본구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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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파일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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