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

교육목적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기반으로 본

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기독명문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글로벌 IT 크리스천리더로서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공학인증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 전공교과에 요구하는 조

건을 합하여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교육목표(PEO: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를 정하였다.

 - PEO 1 :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사고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 PEO 2 : IT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 PEO 3 :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 PEO 4 :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성(밀알정신), 평생학습 

능력 및 글로벌 소통 능력

세부전공영역

소프트웨어개발 기술 / 정보처리 기술 / 웹기반 기술 / 컴퓨터네트워킹 / 정보화 교양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교과과정

1. 졸업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

졸업
학점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13 6 15 (6) 12 6 18 42 28 140

 ※ 복수전공자 : 전공교육교과(선이수체계 준수) 39학점 이상 이수

 자격증 취득

1) 국제공인자격증

분야 관련 자격증

프로그래밍 OCJP, OCBCD, OCWCD, MCSD, MCPD-WD, MCPD-EAD 등

네트워크 CCNA, CCNP, CCIE 등

데이타베이스 OCA, OCP, OCM 등

보안 CISA 등

서버 MCSE, MCTS, MCITP-SA, MCITP-EA, RHCE, OCSA, OCNA 등

관리자 OCSA, OCNA 등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졸업 가능

2)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 : 3학년 수료 후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지며, 졸업 전 취득 

가능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구분 교과목

조건   설계과목 12학점 이상 포함하여 단일전공에서 66학점 이상 이수 

전공주제 설계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
개발(Ⅰ~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1) 미래기술과컴퓨터과학 “배분이수교과-제2영역” 1학년 1학기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 “배분이수교과-제2영역” 1학년 2학기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적용대상학번 : 2018학번부터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이수구분 학년
1학기 2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전공기초 1 IC136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IC142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IC127 미래설계상담 IC127 미래설계상담

전공필수

1

2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IC067 데이터베이스

IC127 미래설계상담 IC127 미래설계상담

3

IC072 소프트웨어공학 IC144 인터넷보안과응용

IC066 운영체제 IC127 미래설계상담

IC127 미래설계상담 - -

4
IC143 종합설계I IC145 종합설계II

IC127 미래설계상담 IC127 미래설계상담

전공선택

2

IC078 공학윤리 IC146 정보통신개론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IC147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IC045 이산수학 IC059 자료구조

IC015 웹프로그래밍 IC040 컴퓨터구조

- - IC109 컴퓨터네트워크설계

- - IC157 정보보호개론

3

IC138 머신러닝프로그래밍 IC149 무선및모바일통신

IC1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IC123 인공지능

IC137 웹시스템설계및개발I IC11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IC112 멀티미디어응용 IC150 웹시스템설계및개발II

- - IC151 데이터마이닝과통계

4

IC122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IC152 인턴쉽I

IC156 프로젝트관리론 IC153 인턴쉽II

IC139 IT신기술세미나 IC154 인턴쉽III

IC140 빅데이터기술 IC155 인턴쉽IV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선수과목

전공과목 수강 신청 시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담당교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수강신청 할 수 있

음

학년 교과목 선수과목
1학년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2학년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이산수학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데이터베이스 이산수학

자료구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이산수학

멀티미디어응용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

컴퓨터네트워크설계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3학년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데이터베이스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차세대S/W기술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정보보호개론

운영체제 자료구조

XML응용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

알고리즘설계및분석 운영체제,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소프트웨어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Ⅱ)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모바일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컴퓨터네트워크설계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4학년

종합설계Ⅰ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종합설계Ⅱ 종합설계Ⅰ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컴퓨터소프트웨어고급세미나 차세대S/W기술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객체지향분석및설계

프로젝트관리론Ⅰ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인공지능 생명과학의이해, 멀티미디어응용, 객체지향분석및설계

프로젝트관리론Ⅱ 프로젝트관리론Ⅰ

인턴쉽Ⅰ, Ⅱ, Ⅲ, Ⅳ 종합설계Ⅰ

구분 교과목

조건   설계과목 12학점 이상 포함하여 단일전공에서 66학점 이상 이수 

전공주제 설계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
개발(Ⅰ~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졸업 후 진로

IT 기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IT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LG 일렉트로닉스, 

LG CNS, KT 등 대기업, NHN 등의 IT 기업, 농협 IT본부 등 금융계 기업, 네오위즈 게임즈, 무브게임즈 

등 게임기업, 한국기아대책기구 등 NGO 등에서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계속적인 학문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회사 창업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교과목 설명 (가나다 순)

IC045 이산수학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의 동작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의 각 분야를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심이 되는 학문이 이산수학이다. 이산수학 

개념을 응용하여 현실의 정보, 데이터, 지식과 공학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IT 전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IC067 데이터베이스 : 이론과 실습과목

본 교과목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데 있

다.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이론, 특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분석 및 설계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MS SQL등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봄으로써 현장 감각을 익히게 되며, 데이

터베이스 영어 강좌를 통한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

IC059 자료구조 : 이론과 실습과목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결합시킨 것을 프로그램이라 말하는데, 원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데

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의 성능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본 과목을 통하여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여 차세대 IT전문가로서 복

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IC1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 이론과 실습과목

일반적 알고리즘, 알고리즘 패러다임, 자료구조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알고리즘의 성능분석 기법과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룬다.

IC151 데이터마이닝과통계 : 이론과 실습과목

최근들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

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기본 분류, 연관분석, 군집화 등 기본적인 기술들

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마이닝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소규모의 마이닝 과제를 수행하

여 학습한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 설명 및 분석하여 변동을 정량화하고 유용한 관계를 밝혀 낼 수 있

는 통계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IC143 종합설계I : 설계과목

본 강좌의 목표는 6학기동안 IT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터득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

들기 위해 분석 및 설계를 한다. 

IC139 IT신기술세미나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의 경향을 소개한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교과

목을 수강하는 학생 스스로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유비

쿼터스,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최신의 주제를 선택한 다음, 요약 및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IC145 종합설계II : 설계과목

각종 시스템 해석, 설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계 프로젝트를 정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으

로 습득한 지식을 직접 적용하여 보도록 한다.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이론과 실습과목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TCP/IP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학

습하고 실제 라우터를 이용해서 배운 네트워크의 이론을 실습함으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

본적인 프로토콜의 작동을 학습한다. 

1. OSI 7계층과 TCP/IP프로토콜의 동작과 네트워크 장비의 특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 IP 주소를 할당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할당 받은 IP 주소 클래스로 목적

에 맞게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라우팅 프로토콜의 작동 이해를 학습한다. 

4. 라우터의 사용법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라우터의 환경 설정을 통하여 실제 네트워크가 작

동하는 것을 실습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LAN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산업현장이나 IT선

교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IC109 컴퓨터네트워크설계 : 이론과 실습과목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교과목에서 학습한 네트워크 전반 지식과 라우터 운영방법을 기초로 하여 보

다 심도있는 네트워크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양한 AccessList를 이용한 트래픽 필터링 방법을 이

해하고 실제로 필터링이 되는지 실습하고 2계층 장비인 스위치와 VLAN의 작동 원리와 프로토콜을 이

해하고 스위치를 사용한 실습을 한다. 

또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음으로써 직장에서 뿐 아

니라 타지로 IT 선교를 나갔을 때에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IC066 운영체제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의 핵심 구성요소인 프로세스, 기억장치, 가상 메모리, 동기화, 교착상태, 디스크 및 화일관리 등

의 운영체제 전반에 걸친 개념을 학습한다. 

1. 운영체제의 개념과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컴퓨터에 대한 다음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비교분석한다. 

  프로세스와 쓰레드 / 프로세스 동기화 / 교착상태 / 주기억장치와 가상 메모리 / 디스크 스케쥴링과 

화일 시스템 

이를 통해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차세대 IP 전문 사역을 담당할 복음전도자

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IC11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소켓을 이용한 TCP와 UD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작동에 대하여 이론적 이해와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1.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TCP와 UDP의 측면과 Application의 작동 프로토콜을 익힌다.

2.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1:1 통신 프로그램을 위한 소켓을 익힌다.

3. 쓰레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중 통신 프로그램을 익힌다.

4. 다양한 Application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

출 것으로 보인다.

IC136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Ⅰ : 이론과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코드가 간결하고 문법이 쉬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객

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프로그

램의 기본 원리와 작성 방법, 프로그램 논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

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142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 이론과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

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C언어 등을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인 

변수, 데이터형, 수식과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배열, 포인터, 문자열, 구조체 등을 다룬다. 본 학

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C 언어와 같은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

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078 공학윤리 : 이론과목

유.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익명성, 빠른 전달 속도, 대량 복제의 용이성 등의  

인테넷 특성 때문에 산업사회에 비해 보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

기 때문에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 분배, 유통, 이용 하는데 있어 좀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세계와 인터넷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개념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알맞은 윤리에 대해 학습하여 건전한 윤리의식이 형성

되도록 한다.

IC072 소프트웨어공학 : 이론과 실습과목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시스템 개발자가 자신의 비전을 구축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표

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주고 받으며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해 준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소

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후, UML의 줄기를 이해하고, 다이어그램의 작성 능력과 객체

지향분석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IC123 인공지능 : 이론과 실습과목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게(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며, 컴퓨터의 핵심기술로써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용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표현, 추

론방법 및 다양한 탐색기법, 그리고 기계학습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마

이닝, 에이전트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의 구조, 기능, 구현 방법 및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C146 정보통신개론 : 이론과목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기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네

트워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보통신의 개념,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 유무선 통

신,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원리 및 통신의 미래기술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C#을 적용한 실용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C언어의 기초 개념을 학

습한 후, 심도 깊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실습과제를 통해 시

스템 정통 프로그램 언어인 C#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C# 프로그램 

개발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C# 프로그램 개발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말 

최종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138 머신러닝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머신러닝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실용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파이썬 언어의 기

초 개념을 학습한 후, 심도 깊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실습과

제를 통해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머신러닝 개발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말 최종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140 빅데이터기술 : 이론과 실습과목

빅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수립이나 경영관리 활동을 지원하는지?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반구조, 또는 인

프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빅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초래될 미래 조직 및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을지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함께 학습한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해당하는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향후 실무 적응

능력의 토대를 제공한다. 

1) 빅 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최신 동향 및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2)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학습한다. 

3) 실제 문제와 데이터에 기반한 실습을 통해 핵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IC156 프로젝트관리론 : 이론과목

프로젝트 관리론은 취업 후 각 기업/산업체의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제안 혹은 기획안 작

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습득하고 점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취업, 진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공학 특허 작성 및 특허 출원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IC149 무선및모바일통신 : 이론과 실습과목

무선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하여 무선 통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통신 종류가 발생하고 있



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이용되는 모바일 통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와이파이 

통신의 기본적인 채널접속 방식과 블루투스 및 근거리 무선 통신의 접속 방식 및 혼잡 제어과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접속 방식 및 기기제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 통신의 응용을 학습할 수 있고, 홈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IoT 통신의 기본과 

응용을 학습할 수 있다. 

IC144 인터넷보안과응용 : 이론과 실습과목

인터넷 보안과 응용 과목을 통해 네트워크 기본 개념은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와 해킹 기법

과 그에 따른 보안 개념 및 대비책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인터넷 보

안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인터넷보안을 위한 프로토콜 분석 및 실습을 위하여 이

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와이어샤크와 같은 패킷분석기를 활용한 보안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프로토콜 분석 실습 및 인터넷 공격 툴을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보안의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공격 툴과 해킹 툴을 개발하는 기말 프로젝트

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157 정보보호개론 : 이론과목

네트워크의 확산 및 컴퓨팅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지능적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여러 보안공격, 침해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 시

킬 수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 기술에 대한 지식을 부여한다. 암호, 운영체계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본 과목은 정보보호 개요, 암호, 운영체계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

안, 개인용 컴퓨터 보안, 악성 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의 기초를 학습한다.

IC127 미래설계상담 : 실습과목

공학도의 향후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취업, 교양,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수강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목표로 한다.

IC015 웹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 정보 검색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

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HTML 뿐만 아니라 JavaScript 등을 학습하여 web 문서를 보

다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IC147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향 개념을 제공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인 캡슐화, 다형성, 상속에 대해 배우고, 클래스 계층, 제어문, 메시지 전달, 오버로딩, 동

적 바인딩 및 추상적 자료형 등을 포함한다. 본 학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Java 프로그

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040 컴퓨터구조 : 이론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

의 구조를 주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컴퓨

터 시스템의 분석/확장/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구조의 기본 이론과 성능 평가 방법을 습득한다.



IC137,IC150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II) : 이론과 실습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웹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웹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웹시스템의 기본 개요

와 웹 개발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웹시스템 개발 기술 (JSP)을 심도 깊게 배운다. 또한, 기말 프로젝

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한다.

IC112 멀티미디어응용 : 이론과 실습과목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음성 신호 처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동작 구현을 통하여 동

작 원리를 이해하며, 간단한 음성 인식기를 구현한다. 강의 주제는 음성 신호의 특성 분석, 음성 신호

의 특징 추출 방법, 음성 인식 기술, 음성인식 시스템의 구현 방법 등을 포함한다.

IC122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 이론과 실습과목

"소프트웨어 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I" 및 "웹시스템설계및개발II" 교과목에서 학습한 방법론을 기

반으로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을 실습한다.

IC152~5 인턴쉽(I~IV) : 실습과목

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학습한

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은 인턴사원으로 기업에 파견되어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

보수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른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ㆍ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ㆍ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 파악

ㆍ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T 기반의 고급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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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구분 1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2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핵

심

교

양

1영역

인간의이해

철학적사유의이해 사고와논리

윤리학의이해 인간의이해

인간과교육

2영역

자연과과학

과학적사고의이해 컴퓨터정보학의이해

생명과학의이해 디지털사회의소통

3영역

사회의이해

힐링과행복코칭 경제학의이해

사회학의이해 정치학의이해

심리학의이해 교육학의이해

4영역

역사와문화 

역사와인간 한국역사와문화

인문학과문화콘텐츠 아동및청소년문화

디지털사회의문화 인간과종교

5영역

예술과체육

음악사및감상 그리스사유와예술

영화속그림읽기 교회음악

현대사회와스포츠 발성과가창

기초실용음악

 ※ 핵심교양은 졸업 전까지 4개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개 이상씩 최소 15학점 이수해야 함

1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세계문명과자아Ⅰ 세계문명과자아Ⅱ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술적글쓰기Ⅰ 학술적글쓰기Ⅱ

영어1 영어2

대학생활과자기계발

교양MSC 생명과학의이해

전공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2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세계문명과성경Ⅰ 세계문명과성경Ⅱ

교양필수 영어3 영어4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3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세계문명과기독교Ⅰ 세계문명과기독교Ⅱ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소프트웨어공학 알고리즘설계및분석

4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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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구분 1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2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1

기초공통필수 세계문명과자아Ⅰ 밀알훈련

교양MSC 생명과학의이해

전공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2 전공필수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3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세계문명과기독교Ⅰ 세계문명과기독교Ⅱ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소프트웨어공학 알고리즘설계및분석

4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