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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rse List
[전공 과목]

전공 별 이수구분: ●: 필수, ○: 선택
과목 명

과목이수
인정시험
대상

학점

강의
시간

표준
개설학기

2

2

전공 별 이수 구분
웹
서버

웹UI

모바일

게임

게임
서버

1학기

●

●

●

●

●

NEXT 소프트웨어 개론

없음

프로그래밍 연습

없음

○

1

2

1학기

●

●

●

●

●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없음

○

4

5

1학기

●

●

●

●

●

기초수학

없음

○

2

2

1학기

●

●

●

●

●

확률과 통계

없음

○

2

2

1학기

●

●

●

●

●

휴먼디자인프로젝트 1

없음

4

4

1학기

●

●

●

●

●

UX 디자인 1

없음

2

2

1학기

●

●

●

●

●

물리학

없음

○

2

2

2학기

○

●

○

●

●

선형대수

기초수학

○

1

1

2학기

운영체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2

2

2학기

●

●

●

Linux 운영체제 실습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2

3

2학기

●

●

●

Windows 운영체제 실습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2

3

2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 Lab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3

4

2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in C++ & Lab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3

4

2학기

HTML & JavaScript Basic

없음

○

3

3

2,3학기

○

1

2

3학기

○

1

2

3학기

●

●

●

○

4

4

3학기

●
●

●
●

●

○

●

데이터베이스 Basic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3

4

3학기

●

○

○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수학, 선형대수(게임)

○

2

2

3학기

○

●

○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없음

3

3

3학기

휴먼디자인프로젝트 2

없음

4

4

3학기

●

●

●

UX 디자인 2

없음

3

3

3학기

○

○

C++ Advanced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in C++

3

3

4학기

게임 제작 개론

없음

2

2

4학기

○

3

3

4학기

○

3

4

3

SW Architecting

Windows 프로그래밍

Game 프로그래밍

HTML & Javascript Advanced
휴먼컴퓨터인터랙션 (HCI)
Android 프로그래밍 Basic
iOS 프로그래밍 Basic
Java Web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체제 (Windows 운영체제
실습 포함)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그래밍 언어 in C++
선형대수
HTML + Javascript Basic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

●

●

●

●

●

●

●

●

○

●

●

컴퓨터 네트워크

Java 프로그래밍

●

●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or
C++
운영 체제

C++ 프로그래밍

5

선행 과목

●
●

○

●

●

●

●

○

○

○

○

●

●

○

●

●

●

○

●

4학기

●

●

4

4학기

●

○

3

4

4학기

3

4

4,5학기

○

○

3

4

4학기

●

3

4

4학기

●

4

5

4학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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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수
인정시험
대상

학점

강의
시간

표준
개설학기

실전프로젝트 1

HTML + Javascript Basic
데이터베이스 Basic
없음

4

4

SW 공학

없음

2

2

멀티미디어 개론

없음

2

알고리즘 Advanced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HTML5 프로그래밍

HTML + Javascript Basic
컴퓨터 그래픽스
물리학

모바일 컴퓨팅 개론
Android 프로그래밍 Advanced

과목 명

선행 과목

전공 별 이수 구분
웹
서버

웹UI

모바일

게임

게임
서버

4학기

●

●

●

●

●

5학기

●

●

●

●

●

2

5학기

○

○

○

○

○

2

2

5학기

2

2

5학기

컴퓨터 네트워크

2

2

5학기

●

Android 프로그래밍 Basic

3

4

5학기

●

iOS 프로그래밍 Advanced

iOS 프로그래밍 Basic

3

4

5학기

●

Java Web 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Web 프로그래밍

3

4

5학기

게임 Server 프로그래밍

C++ Advanced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 (Windows 운영체제
실습 포함)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Basic
알고리즘 ADV

3

4

6학기

데이터베이스 Advanced

데이터베이스 Basic

2

3

6학기

Data Visualization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3

4

6학기

●

○

Mobile Web 프로그래밍

HTML + Javascript Basic

3

3

6학기

●

●

Game 미들웨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컴퓨터 그래픽스

3

3

6학기

게임 서버 아키텍처

Windows Server 프로그래밍

2

2

6학기

실전프로젝트 2

없음

4

4

6학기

※

○

○

●
●

●

○

○

●

●

○

●
●
●

●

●

●

●

모바일 전공 시, iOS 프로그래밍, Android 프로그래밍 택일

[교양]
과목 명

선행 과목

과목이수
인정시험
대상

전공 별 이수 구분

학점

강의
시간

표준
개설학기

웹

UI

모바일

게임

게임
서버

인문사회학 1

없음

3

3

1학기

●

●

●

●

●

인문사회학 2

없음

3

3

3학기

●

●

●

●

●

인문사회학 3

없음

3

3

4학기

○

○

○

○

○

인문사회학 4

없음

3

3

6학기

○

○

○

○

○

Critical Thinking

없음

2

2

1학기

●

●

●

●

●

Business English

없음

2

2

1,2학기

●

●

●

●

●

Entrepreneurship

없음

3

3

4학기

○

○

○

○

○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2

2

4,6학기

●

●

●

●

●

실전 창업

Entrepreneurship

3

3

6학기

○

○

○

○

○

○

전공 별 이수구분: ●: 필수,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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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공 별 이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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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urse 별 학습 내용
Course List 과목 중 일부 과목의 학습 내용은 추후 반영 예정

1.

[전공] NEXT 소프트웨어 개론 (2 학점 2 시간 강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위한 신입 과목으로 컴퓨터란 무엇이며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은 어떤 것이

학습 목표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Intro 과목이다. 각 분야의 기초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가 창출하는
최고의 가치와 멋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넥스트 소프트웨어의 전공과 과목에 친숙하게 하고,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학습
- 컴퓨터 상에서 Software 의 동작과 Software 를 제작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이해
- 인터넷 활용과 인터넷의 구조, 동작에 대한 이해
- 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소개와 향후 진로에 대한 가이드 제시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시간

Topic

Introduction

2

 컴퓨터 개요, 정보와 데이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분류,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

Information

2

 수의 체계, 진법 변환
 문자, 정수, 실수 표현

2






representation
Computer
Architecture

Computer Architecture
Machine Language
Program Execution
Arithmetic/Logic Instructions

 Communicating with Other Devices
 Other Architectures
Programming

2

Language

 Historical Perspective
 Programming Concepts
 Procedural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Operating
Systems

2

 Operating Systems
 The History of Operating Systems
 General Operating Systems
 Coordinating the Machine’s Activities
 Mobile Operating systems

Database

2

 Database
 Relational Database
 Database systems
 Database Applications
 SQL

Networking

2

 Network
 Network Fundamentals
 The Internet
 The World Wide Web

Modern
Computing
History
12

2

 인터넷의 발전
 브라우저의 역사
 Web 2.0 이전/이후의 인터넷 히스토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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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야후/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웹 서비스
 냅스터, 토런트
 모바일 디바이스/서비스의 변천사
 오픈소스 & 오픈소셜 등

Korea Internet
History

2

 한메일, 야후, 라이코스 등 태동기 및 중기 이후
 네이버 발전사
 싸이월드, 아이러브 스쿨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 이슈 - 국제화가 더딘 이유, ActiveX 등 갈라파고스
문제
 소리바다 등 저작권 이슈
 모바일 인터넷 개방이 더딘 이슈 - 아이폰 이전과 이후 등

Computer
Graphics

2







The Scope of Computer Graphics
Overview of 3D Graphics
Modeling
Rendering
Dealing with Global Lighting

 Animation
정보 보안

2

 보안
 악성코드, 해킹
 정보보안기술

Introduction Of
User Experience

2

 What is UX
 Service Developing Process
 User Research and Evaluation
 Good Design vs. Bad Design

Introduction Of
Game Developing

2

 컴퓨터 게임의 역사
 컴퓨터 게임의 종류
 게임개발 과정
 국내 게임 산업 소개(역사, 제작업체, 규모 등)

Multimedia

2

 멀티미디어 개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 -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멀티미디어의 활용

13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2.

[전공] 프로그래밍 연습 (1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프로그래밍 개발에
프로그래밍의 기본
프로그래밍을 처음
익히고 개발 할 수

필요한 환경을 이해하고 전공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다양한 기초지식을 쌓는다.
구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학생의 경우 본 과목 이수 후 이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스로
있다..

선행과목

NEXT 소프트웨어 개론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시간

Topic

비고

Orientation

2

 과목목적 공유, 수업방식 설명
 개발 환경 셋팅
 익명으로 진행되는 수준 테스트

환경

2

 간단한 유닉스 환경의 이해
 유닉스 필수 명령어 숙지 , VI 체험
 GIT 기반의 소스관리의 이해

문법

2

 Python 언어의 특징
 프로그래밍 문법 및 기초 지식
 Type, variables. Function, loop, list, string

디버깅

2

 오류메시지를 읽는 법
 오류를 컨트롤 하기(exception)
 오류메시지를 발생시키기

Python응용
(PART1)

4

 ‘log 파일 분석기’ 프로그램 개발
 Python 을 통한 실제 프로그램 구현방식의 이해
 File io & exception 이해

Step by step 따라하기

Python응용
(PART2)

2

 ‘tic tac toc’ 프로그램 개발

짝 프로그래밍 및 홈과제

모듈방식의 개발

2

 모듈 방식의 필요성과 방법 이해
 생성자, 인스턴스, 클래스 기초
 tic tac toc 프로그램 모듈화 해보기

짝 프로그래밍 및 홈과제

Python응용
(PART3)

2

 웹 프로그래밍의 동작구조 이해
 웹서버와 UI 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내 코드 개선하기

2

 읽기 좋은 코드와 안 좋은 코드의 차이점의 이해

개발에 필요한 실행환경은
숙제로 진행

안좋은 코드 분석하기

 읽기 좋은 코드로 변경해보기
 코딩 컨벤션
 리팩토링은 왜 필요한가?
정규표현식
설계와 명세화

2
2

 정규표현식 원리

상대방이 구현한 정규표현식

 정규표현식의 몇 가지 사례 구현

코드 문제점 찾기 대회

 요구사항이란?
 요구사항을 명세화해보기

그룹과제로 진행

 프로토타이핑
 코드의 설계
 코드의 문서화
좋은 프로그래머
되기

14

2

 CI 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이슈관리 시스템 이해
 프로그래머의 소양 (책, 정보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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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4 학점 5 시간 강의)
 자료는 현실세계로부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들을 의미하며, 자료 형태는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값이나 문자들로 구성된 문자열을 포함한다.
 자료구조란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을 의미하며,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구성하고 저장 및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학습 목표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나 방법을 말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함에 있어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한다.
 본 과목에서는 자료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료를 다루기 위한 효율적인 자료구조를 학습한다.
또한, 문제가 주어지면 적절한 자료구조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하여 2 주간에 걸쳐서 기초적인 수준의 C 언어를 학습하고 주요 알고리즘들의 구현
방법을 익히면서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구조 사용
방법,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논리적 사고 및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습득한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Visual C 개발환경을 갖춘 PC

비고

Unit
과목 소개 및
C 언어 기초

자료구조 및 알고
리즘의 기본 개념

매주 이론 3시간, 실습 2시간을 진행.
실습은 질문과 답변, 코딩 실습, 이론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 비율은 강의 unit 에 따라 정해짐.
시간
10

5

Topic






과목 소개
프로그램 메모리 사용 구조
C 언어 기본 구조와 프로그램 작성 방법
표준 입출력, 변수, 상수, 연산자
자료형, 반복문, 조건문







함수, 배열
포인터, 포인터와 배열, 포인터와 함수
구조체
문자열 표준 함수, 파일 입출력
동적 메모리 할당






Overview:
Data, Data Abstraction, Algorithm Specification
Recursive Algorithms
Performance Analysis (Big O, little o, omega, and

비고
 이론(6)+실습(4)
 자료구조 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C 언어 학습.
 실습 시간도 모두 이론 수업
 실습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2 주 동안 약
20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로 대체

 이론(3)+실습(2)
 실습은 Q&A, 이론 실습, 코딩 실습
등으로 구성됨.

theta notation 등)
 Performance Measurement
Arrays와
Structures

2.5

 Abstract Data Type (ADT) of Arrays
 Structures

 이론(1.5)+실습(1)


 Arrays 의 활용: polynomial, sparse matrix 등
 Multidimensional Arrays
Stacks와
Queues

5

 Stack 의 기본 개념 및 ADT
 Queue 의 기본 개념 및 ADT

 이론(3)+실습(2)


 Stack 과 queue 의 적용: evaluation of expressions 등
 Stack 과 queue 의 확장
연결 리스트

5

 기본 개념
 Singly Linked Lists
 Linked List Operations

 이론(3)+실습(2)


 Linked Stacks and Queues
 Linked List 의 적용: Sparse Matrices 등
 Doubly Linked Lists 및 적용 사례 등
Rooted Trees

2.5

 Rooted tree 의 기본 개념
 Binary Trees

15

 이론(1.5)+실습(1)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Unit

시간

Topic

비고

 Binary Tree Traversals
 Additional Binary Operations: equality 검사 등
 Threaded Binary Trees
Algorithms
Overview Revisit

2.5

Divide-andconquer &
Randomized

2.5






Computer 에서 algorithms 의 역할
Algorithms 디자인과 분석 overview
Algorithms strategies 소개
Asymptotic notations review

 이론(1.5)+실습(1)


 Standard notations and common functions review

Algorithms

Sort &

 Divide-and-conquer 와 recurrences
 Divide-and-conquer 적용 예: maximum subarray
problem, Strassen’s algorithms 등

 이론(1.5)+실습(1)


 Solving recurrences (the substitution method, the
recursion-tree method, the master method)
 The randomized algorithms
5

Finding
Medians

 Heaps






Heapsort
Heapsort 기반 priority queues
Quicksort
Decision tree model 과 sorting 의 lower bound
Counting sort

 이론(3)+실습(2)


 Radix sort
 Bucket sort
 Maximum / minimum / median 찾는 알고리즘
Hash Tables

1.5

 Directed-address tables
 Hash tables

 이론(1.5)


 Hash functions
 Open addressing
 Perfect hashing
Binary Search

3.5

Trees & RedBlack Trees
B-trees

5

 기본 개념

 이론(1.5)+실습(2)

 Querying a binary search tree
 Insertion and deletion
 Randomly built binary search trees



 External data structures: records, indexing, multilevel

 이론(3)+실습(2)





Dynamic
Programming

indexing 등
B-trees 용도
B-trees 정의
Creating / searching / Inserting / deleting
B+ trees



5

 Dynamic programming 개념
 Dynamic programming 적용 가능한 문제 특성
 Dynamic programming 특성 적용한 문제들

 이론(3)+실습(2)


Greedy
Algorithms

3.5

 Greedy algorithms 개념
 Greedy algorithms 전략 적용 가능한 문제 특성
 Greedy 전략 특성 적용한 문제들

 이론(1.5)+실습(2)


Amortized

1.5

 Amortized analysis 의 개념

 이론(1.5)

 Amortized analysis 기법: aggregate analysis 등
 Amortized analysis 기법 적용 예제들



 Graph 개념
 Graph 표현 방법

 이론(4.5)+실습(3)


Analysis
Graph
Algorithms

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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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Breadth-first search
 Depth-first search
 Topological sort




String Matching

NPCompleteness

17

2

0.5

Strongly connected components
Minimum spanning trees: Kruskal and Prim
Single-source shortest paths (Bellman-Ford, Dijkstra)
All-pairs shortest paths (Floyd-Warshall, Johnson)

 String matching 문제 정의
 String matching 기법들 (brute-force, Rabin-Karp,
KMP 등)

 이론(1)+실습(1)

 NP-Completeness overview

 이론(0.5)

 P vs NP
 NP-Complete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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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 기초수학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추상적 개념 및 수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기초과목이다. 논리, 집합,
함수, 그래프, 트리 등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폭넓게 다룬다. 이후에 이수하게 될 컴퓨터공학 과목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 및 이러한 이론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 숫자, 집합, 벡터 등 수학적 대상의 기본 개념의 이해
- 형식논리의 표현법과 그래프와 정수론 등 이산수학의 기본 문제를 경험
- 속도와 질량 등을 표현하고, 그 변화를 기술하는 수학적 방법을 이해하여 적용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NA

비고

-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수학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

Unit

시간

Topic

비고

Arithmetic

2






Integer, rational, and real number
Fractions, and interest ratio
Fibonacci sequence and golden ratio
Exponentials and logarithms

프로그래밍 필수

Logic

4






Proposition
Logic operation
Truth table
Algebra of logic operation

프로그래밍 필수

 Implication
 First order logic
Set theory

2

 Definition of set
 Countable and uncountable

프로그래밍 필수

 Venn diagram
 Proofs of general identities
Relation

2

 Definition of relation
 Pictorial representation of relation

Database, 프로그래밍 필수

 Equivalence relation
 Functional relation
Graph

4

 Definition of graphs
 Graph terminology





Euler graph
Chromatic number
Definition of tree
Properties of tree
Basic counting techniques
Pigeon-hole principle
Recurrence relation
Generating function

게임, 그래픽스, 자료구조

Counting

4






Algebra

2

 Basics of algebra
 Factoring and solving quadratic equations
 Angles and trigonometric functions

프로그래밍 필수

Vector space

2

 Definition of vector
 Basis and dimension
 Vector operations

프로그래밍 필수

Matrix

4

 Definition of matrix
 Operations on matrices
 Inverse matrix

게임

18

프로그래밍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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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Properties of matrices
 Efficient computation methods

Calculus

2

 Change and differentiation
 Integration
 Brief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Approximation methods

19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5.

[전공] 확률과 통계 (2 학점 2 시간 강의)
확률과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회현상 및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자료 처리 능력과 통계적 추론/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Probability, Distribution 은 게임에서 전투나 경제 Balancing 에 활용되는 확률 통계 개념을 이해한다.
- Hit 했을 때 얼마나 사물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학습 목표

- 전투 패턴이 다른 캐릭터 간에 Hit 빈도와 에너지 간의 balance 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 게임에서 돈이 얼마나 유입되고 얼마나 소비되어야 하는지?
실제 게임에서 확률, 통계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간단한 변수 조작을 통해 실제 게임의
전투 & 경제 balance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 본다.
디지털 서비스나 정보활동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해한다.
-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석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정보 가시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 각종 기관들이 축적한 데이터들 속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판단근거로 사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Probability, Distribution 관련 Unit(Probability, Random Variable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비고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Normal Distributions) 은 게임서버에서 필요 (16 시간)
 데이터 분석 관련 Unit(Descriptive Statistics, Statistical Estimation and Sampling Distributions,
Inferences on a Population Mean, Comparing Two Population Means, Discrete Data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은 데이터 시각화나 기본적인 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 (16 시간)
 Modeling 을 위한 Learning & Prediction 이 빠져있고 이것은 2 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거나
Advanced Data Visualization 에서 이론적으로 다루도록 함

Unit

시간

Probability Theory

4

Topic
 Probabilities, Events, Combinations of Events, Conditional
Probability , Probabilities of Event Intersections, Posterior
Probabilities, Counting Techniques

Random Variables

4

 Discrete Random Variables, Continuous Random Variables, The
Expectation of a Random Variable, The Variance of a Random
Variable,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 Combinations
and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Discrete
Probability

4

Distributions

 Binomial Distribution, Geometric and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s, Hypergeometric Distribution, The Poisson
Distribution, The Multinomial Distribution, Supplementary
Problem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3

 Uniform Distribution, Exponential Distribution, Gamma
Distribution, Weibull Distribution, Beta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1

 Probability Calculations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Linear
Combinations of Normal Random Variables, Approximating
Distributions with the Normal Distribution, Distributions Related
to the Normal Distribution

Descriptive
Statistics

2

 Experimentation, Data Presentation, Sample Statistics

Statistical

2

 Properties of Point Estimates, Sampling Distributions,

Estimation and
Sampling
Distributions
20

Constructing Parameter Estimate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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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Inferences on a
Population Mean

2

 Confidence Intervals, Hypothesis Testing

Comparing Two
Population Means

2

 Analysis of Paired Samples, Analysis of Independent Samples

Discrete Data
Analysis

3

 Inferences on a Population Proportion, Comparing Two
Population Proportions, Goodness of Fit Tests for One-way

Topic

Contingency Tables, Testing for Independence in Two-way
Contingency Tables
Analysis of
Variance

2

 One Factor Analysis of Variance, Randomized Block Designs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3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Fitting the Regression Line,
Inferences on the Slope Parameter, Inferences on the Regression
Line, Prediction Intervals for Future Response Values , Analysis of
Variance Table, Residual Analysis, Variable Transformations,
Correlation Analysis

21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6.

[전공] 물리학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본 과정은 UI 와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필요로 하는 역학이론(고전역학으로 힘과 운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눈에 보이는 운동 법칙들을 배워 그에 대해 비주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리학에서의 이론이 어떻게 SW 개발에 적용되는지 계산해보며 실제 코드 제작 방법을 학습하여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Force and
Motion

- 실습이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물리학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함
- Vector, Force & Motion, Energy, Momentum 정도를 기초로 깊게 다루는 편이 좋을 듯.
- 그 외(Equilibrium and Gravitation, Fluid, Oscillation, Wave)에는 가볍게 이론을 가르치는 정도
시간
6

Topic
 Position and Displacement
 Average Velocity and Average Speed
 Instantaneous Velocity and Speed
Acceleration
 Constant Acceleration






비고
게임, UI 분야에 필요

Another Look at Constant Acceleration
Free-Fall Acceleration
Graphical Integration in Motion Analysis
Position and Displacement
Average Velocity and Instantaneous Velocity

 Average Acceleration and Instantaneous
Acceleration
 Projectile Motion
 Projectile Motion Analyzed
 Uniform Circular Motion

Energy

22

4







Relative Motion in One Dimension
Relative Motion in Two Dimensions
Newtonian Mechanics
Newton's First Law
Force







Mass
Newton's Second Law
Some Particular Forces
Newton's Third Law
Applying Newton's Laws






Friction
Properties of Friction
The Drag Force and Terminal Speed
Uniform Circular Motion







What Is Energy
Kinetic Energy
Work
Work and Kinetic Energy
Work Done by the Gravitational Force






Work Done by a Spring Force
Work Done by a General Variable Force
Work and Potential Energy
Path Independence of Conservative Forces

게임 분야에 Kinetic
Energy 필요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Unit

시간

Topic

비고

 Determining Potential Energy Values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Reading a Potential Energy Curve
 Work Done on a System by an External Force
 Conservation of Energy
Momentum

6

 The Center of Mass ㄹ
 Newton's Second Law for a System of Particles






Linear Momentum
The linear Momentum of a System of Particles
Collision and Impulse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Momentum and Kinetic Energy in Collisions







Inelastic Collisions in One Dimension
Elastic Collisions in One Dimension
Collisions in Two Dimensions
Systems with Varying Mass: A Rocket Rotation
The Rotational Variables







Are Angular Quantities Vectors?
Rotation with Constant Angular Acceleration
Relating the Linear and Angular Variables
Kinetic Energy of Rotation
Calculating the Rotational Inertia







Torque
Newton's Second Law for Rotation
Work and Rotational Kinetic Energy
Rolling as Translation and Rotation Combined
The Kinetic Energy of Rolling







The Forces of Rolling
The Yo-Yo
Angular Momentum
Newton's Second Law in Angular Form
The Angular Momentum of a System of Particles

 The Angular Momentum of a Rigid Body Rotating About a
Fixed Axis
 Conservation of Algular Momentum
 Precession of a Gyroscope
Equilibrium and
Gravitation

23

4







Equilibrium
The Requirements of Equilibrium
The Center of Gravity
Some Examples of Static Equilibrium
Indeterminate Structures







Elasticity
Newton's Law of Gravitation
Gravitation and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Gravitation Near Earth's Surface
Gravitation Inside Earth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Planets and Satellites: Kepler's Laws
Satellites: Orbits and Energy
Einstein and Gravitation

게임 분야에 필요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Unit
Oscillation

시간
2

Topic
 Springs
 Complications of Springs
 Simple Harmonic Motion






The Force Law for Simple Harmonic Motion
Energy in Simple Harmonic Motion
An Angular Simple Harmonic Oscillator
Pendulums
Simple Harmonic Motion and Uniform Circular

 Motion Damped Simple Harmonic Motion Forced Oscillations
and Resonance
Wave

2

 Types of Waves
 Transverse and Longitudinal Waves






Wavelength and Frequency
The Speed of a Traveling Wave
Wave Speed on a Stretched String
Energy and Power of a Wave Traveling Along a String
The Wave Equation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for Waves
Interference of Waves
 Phasors
 Standing Waves
 Standing Waves and Resonance

Fluid

24

2







Sound Waves
In The Speed of Sound
Traveling Sound Waves
Interference
Intensity and Sound Level






Sources of Musical Sound
Beats
The Doppler Effect
Supersonic Speeds, Shock Waves







What Is a Fluid?
Density and Pressure
Fluids at Rest
Measuring Pressure
Pascal's Principle






Archimedes' Principle
Ideal Fluids in Motion
The Equation of Continuity
Bernoulli's Equation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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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공] 선형대수 (1 학점 1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본
1.
2.
3.

과목은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선형대수학의 기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행렬과 행렬식을 안다.
차원을 구성하는 요소(3차원의 경우 x,y,z)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를 확장하는 방법을 안다.
컴퓨터그래픽스 등을 비롯한 실제 응용분야에서 선형 대수의 활용을 미리 알아본다.

선행과목

기초수학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행렬

시간
3

Topic
 행렬과 행렬 연산
 가우스소거법
 역행렬
 대각, 삼각, 대칭행렬
 행렬식

벡터

3

 2 차원, 3 차원, n 차원 공간
 일차독립
 기저
 랭크

고유값과 대각화

3

 고유값, 고유벡터
 상사성, 대각화

내적공간

3

 내적
 그램-슈미트 과정

선형변환

3

 선형연산자
 선형변환

2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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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 UX 디자인 1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필요한 User Experience 의 개념을 이해한다.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프로젝트에 적극적 대응을 돕는다.
-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 학습
- 디자이너와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지식 및 개념 학습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매주 개인 과제 발표

Unit

시간

Introduction of
User Experience

2

Topic

비고

 User Experience (UX)?
 User Experience Design (UXD)?
 History and properties of UXD
 UX Design, User-Centered Design, Interaction Design,
Contextual Design, Participatory Design, Universal Design

Human factors

6

 Sensation






Perception
Memory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Mental Models
Emoti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2






HCI 3.0
Human and Computer Systems
Multi-modal Interface
Natural User Interface

휴먼컴퓨터인터랙션 과목에서
심화 학습 가능

UX Research
Methods

8







UX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VS.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research methods
Prototyping
Evaluation

학습성취도에 따라 간단한 실습
진행 가능 –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이핑 구현

Interaction
Design

4

 Principles of Interaction Design
 Information Architecture
 Task Analysis

Interface Design

6






Principles of Interface Design
Typography
Color & Shape
Grid System






Frame
Metaphor
Interface Guideline
Design tools

 Scenario-based Design

Design thinking

26

4

 Design thinking
 Product-Service System Design
 Service Design

학습성취도에 따라 간단한 실습
진행 가능 – 점,선,면을 활용한
기초조형(2D) 연습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9.

[전공] UX 디자인 2 (3 학점 3 시간 강의)
UX 개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사용자 니즈 도출부터 Design thinking 을 활용한 결과물
도출까지 UX 디자인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User experience design 과정을 이해한다.
본 과정을 통해 UX 디자인 방법론 중, 다음과 같은 기법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컨텍스 관찰 기법 : Interview, Ecology map, Cultural probe, Ethnographic research, etc.

학습 목표

 사용자 니즈 분석 기법 : Affinity diagram, Value web, Clustering, User journey map, Service Blue
Print, etc.
 컨셉 도출 및 아이디어 개발 기법 : Mind map, Persona , Storyboard, Role Playing, System map,
Sketching, etc.
 프로토타이핑 기법 : Rapid prototyping , Low/High fidelity prototyping, Use case scenario, etc.

 검증 기법 : Wizard of Oz, Usability test, Heuristic evaluation, Cognitive walkthrough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구성 : 팀 과제 발표 (30 분), 강의 (60 분), 실습 (90 분)

Unit

시간

Introduction of

3

User Experience
Design
Finding

Topic
 User Experience Design (UXD)?
 Design thinking?
 UX Research Methods

12

 Understanding UX Research
 Survey
 Cultural Probe
 Ethnographic Research

Analysis

9

 Gathering User data
 Understanding User needs
 Analyzing User needs
 Developing Design Principles

Synthesis

9

 Developing Concepts
 Creating Idea
 Developing Use Case Scenario
 Developing Low-fidelity prototyping
 Usability Testing

Delivery
Final Presentation

27

12
3

 Developing High-fidelity prototyping
 Evaluating
 Final presentation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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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공] 운영체제 (2 학점 2 시간 강의)
운영체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운영체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한다.
현대적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해하고, 운영체제를 통해 하드웨어의 장치 및 자원이
조직되고 관리되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까지 각 구성요소 별 역할과 기능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주요한 주제들로는 프로세스 관리, 저장장치 관리, 입출력 시스템, 분산처리 및 보안 등을 다룬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Linux 운영체제 실습, Windows 운영체제 실습 과목 중 하나를 병행 이수 해야 함

Unit
OS/Overview

시간
Of

2

Operating
Systems

Topic
 Role and purpose of the operating system
 History of operating system development
 Functionality of a typical operating system
 Mechanisms to support client-server models, hand-held
devices
 Design issues (efficiency, robustness, flexibility,
portability, security, compatibility)
 Influences of security, networking, multimedia, windows

OS/Operating
System Principles

2

 Structuring methods (monolithic, layered, modular,
micro-kernel models)
 Abstractions, processes, and resources
 Concepts of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 (APIs)
 Application needs and the evolution of
hardware/software techniques
 Device organization
 Interrupts: methods and implementations
 Concept of user/system state and protection, transition
to kernel mode

OS/Concurrency

4

 States and state diagrams
 Structures (ready list, process control blocks, and so





forth)
Dispatching and context switching
The role of interrupts
Concurrent executi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mutual exclusion” problem and some solutions

 Deadlock: causes, conditions, prevention
 Models and mechanisms (semaphores, monitors,
condition variables, rendezvous)
OS/Scheduling

2

and Dispatch

OS/Memory
Management

28

 Preemptive and nonpreemptive scheduling
 Schedulers and policies
 Processes and threads
 Deadlines and real-time issues

2

 Review of physical memory and memory management
hardware
 Paging and virtual memory
 Working sets and thrashing
 Caching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Unit
OS/FileSystems

시간
2

Topic
 Files: data, metadata, operations, organization,
buffering, sequential, nonsequential
 Directories: contents and structure
 File systems: partitioning, mount/unmount, virtual file
systems
 Standard implementation techniques
 Memory-mapped files
 Special-purpose file systems
 Naming, searching, access, backups

OS/SecurityAnd
Protection

2

 Overview of system security
 Policy/mechanism separation
 Security methods and devices
 Protection, access control, and authentication
 Backups

OS/System
Performance

2

Evaluation

 Why system performance needs to be evaluated
 What is to be evaluated
 Policies for caching, paging, scheduling, memory
management, security, and so forth
 Evaluation models: deterministic, analytic, simulation, or
implementation-specific
 How to collect evaluation data (profiling and tracing
mechanisms)

OS/Device
Management

2

 Characteristics of serial and parallel devices
 Abstracting device differences
 Buffering strategies
 Direct memory access
 Recovery from failures

2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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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공] Linux 운영체제 실습 (2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운영체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운영체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지를
Linux 운영체제를 예를 들어 소개하고 해당 내용을 실습한다.
Linux 운영체제 하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견고하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전제조건을 숙지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툴과 사용법을 학습한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Linux 서버 한대와 실습용 개인 PC

비고

운영체제 과목을 병행 이수해야 함

Unit

시간

OS/Operating
System Principles

2

Topic
 Linux Command 를 통한 OS 동작의 이해:
OS Command 들을 통해 OS 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가상머신을 통한 우분투 리눅스 설치 (과제)
- 일반적인 OS 의 역할 과 기능
-.태스크 생성과 확인 (pstree,htop 사용)
- 계정 관리

OS/Concurrency

2

 State diagram & context switch:
- State diagram 설명
- Context switch 오버헤드 시연
 Concurrent Task 구축:
각 task 의 priority 를 동적으로 구성하여 task 들이 concurrent
activity 를 동적으로 시연함. 또한 Deadlock 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여줌

OS/Scheduling
and Dispatch

1

 preemptive scheduling:
preemptive scheduling 에 의해서 동작할 때 CPU 를 점유하는
task 를 동적으로 보여줌
 리눅스 CFS 스케쥴러의 특성을 보여주는 실습:
서로 다른 두 프로세스의 쓰레드 개수가 다를 때 예상 동작과

OS/FileSystems

1

 File System:
FAT/ ext2/ ext3 등으로 File System 을 변경했을 때 file 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고 File Write/Read/Size 에 최적화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

기법을 homework 로 제시함
OS/SecurityAnd
Protection

1

 Security:
OS 의 Security level 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를 보여줌

OS/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1

 Performance:
같은 HW 에 다른 OS 를 설치할 경우 반복 로직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System Performance 의 차이를 보여주며
Performance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안을 homework 로
제시함
 트레이스 도구 및 벤치마크 프로그램 사용법 실습

OS/Device
Management

1

 Serial Device Management:
Serial Bus 를 통해서 관리하는 device 를 동적으로 설치/제거를
할 때 OS 에서 어떻게 detection 을 하는지를 동적으로 보여줌

Linux System에

2

 UML 을 이용한 커널 컴파일 실습

대한 기초지식
(System call)

30

 strace 를 사용한 함수 추적 확인
 패키지 매니져를 사용한 프로그램 추가 삭제 실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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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Linux Shell

시간
6

Topic
 Shell / vi 에디터 기초 사용법:
Bash shell 및 vi edit command 의 용도를 설명함.
Vi 에디터를 통한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제시

Linux
Programming

3

 리눅스 Shell 상에서의 개발환경 사용법
- gnu make
- ctags, cscope
- Bash 스크립트
- Diff, patch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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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공] Windows 운영체제 실습 (2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운영체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운영체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통해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시스템 툴 활용 또는 직접 구현을 통해) 실습한다.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과정과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윈도우즈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작하는데 필요한 툴의 종류와 사용법을 익힌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윈도우즈 7이상의 운영체제 및 VC++ 2012

비고

Unit
OS/Operating

운영체제 과목을 병행 이수해야 함
th
참고서적: Windows Internals 6
시간
2

System
Principles

Topic
 Tlist.exe (win debugging tool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트리를 보고
개념을 이해한다.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이용하여 프로세스별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각각의 개념을 파악한다.
 Process Explorer 를 이용하여 OS 내부에서 처리되는 더 자세한
정보를 트래킹 해보고 제어해본다.
성능 모니터를 통해 User Mode 와 Kernel Mode 를 확인하고
시스템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한다.

OS/Concurrency

2

 동시에 두 쓰레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두 쓰레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동기화 코드를 작성해본다.
 데드락이 발생하는 멀티 쓰레드 프로그램을 보고, 데드락을 진단하는
방법과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OS/Scheduling
and Dispatch

2

 이전에 만든 쓰레드가 특정 CPU 코어 위주로 돌도록 할당해보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본다
 윈도우 커널 디버거(win debugging tools)를 활용하여, 현재
프로세스와 쓰레드의 상태 확인을 해보고 우선순위 조정을 해본다.
 Quantum 설정을 바꾸어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본다.
 CPU stress tool 및 Priority Boost 활용하여 starvation 상황을
만들어 본다.

OS/Memory
Management

2

 가상 메모리를 점진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Task Manager 를 이용하여 메모리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항목을 이해한다.
 메모리 맵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간
데이터를 공유해보고 Process Explorer 를 이용하여 맵핑된 공간을

OS/FileSystems

2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NTFS 파일시스템
상에서 실험해본다.
 File 관련 API 를 활용하여 텍스트 및 바이너리 파일을 쓰고 읽어

탐색해본다.

본다.
OS/Security
And
Protection

1

 윈도우 파일 시스템상에서 icacls.exe 를 이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별로 접근 및 사용권한을 세부적으로 컨트롤 보고 SID, RID 및
Permission 의 개념을 파악한다.

OS/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1

 성능 모니터와 리소스 모니터를 이용하여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의
성능(CPU, Memory, Network)을 측정하고, 어떤 요인이 해당
리소스를 잡아먹는지 분석해 본다.

OS/Device
Management

3

 간단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해보고 그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직접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msinfo32.exe 또는 커널
디버거를 통해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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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Windows Shell
Programming

4

 윈도우즈 파워쉘 커맨드 라인에서 가능한 몇 가지 윈도우즈 관리
명령어와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쉘 프로그래밍을 통해 OS 를
제어해본다.

Windows
Managements
& Services

4

 윈도우 관리툴을 통하여, 예약 작업, 이벤트/로그 확인, 사용자 권한
관리, 저장소 관리, 서비스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해 본다.
 직접 간단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윈도우 서비스로 등록하여
테스트해보고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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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공] 프로그래밍 언어 in C++ & Lab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반적인 개념 및 용어에 대해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시스템에서 해석되어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C++ 언어의 특징과 구조에
연결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론적 기초와 원리를 학습한다.
C++의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고, OOP 개념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C++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C++을 통해 메모리(포인터) 연산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VC++ 2012

비고
Unit
PL / Overview

시간
3

Topic





History of programming languages
Brief survey of programming paradigms
Procedural languages
Object-oriented languages






Functional languages
Declarative, non-algorithmic languages
Scripting languages
The effects of scale on programming
methodology

PL/ Basic
Language
Translation

2

 Comparison of interpreters and compilers
 Language translation phases
 Machine-dependent and machineindependent aspects of translation

PL/ Virtual
Machines

2






비고

The concept of a virtual machine
Hierarchy of virtual machines
Intermediate languages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running code on

an alien machine
 JIT
C++ / 기초

C++ /

8

4

Abstraction
Mechanisms
C++ / 포인터,
배열. 참조

C++ Event
Driven
Programming

34

10

2

 Basic syntax and semantics of a higher-level
language

 Visual Studio 2012
 Int, float, char, …

 Variables, types, expressions, and assignment
 Simple I/O
 Conditional and iterative control structures

 for, while, do while 루프
 if else, switch
 console I/O, file I/O

 Functions and parameter passing

 functions

 Structured decomposition

 struct
 union

 포인터, 배열, 참조에 관한 이해
 Const
 New, delete

 포인터 연산
 상수포인터와 포인터 상수
 배열 및 메모리 할당/해제

 함수 포인터
 Call by [reference / value]

 참조와 포인터를 이용한 실습

 Event-handling methods
 Event propagation

 C++의 try, catch 를 이용하여 익셉션
핸들링하기

 Exception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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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PL/ Declarations
And Types
with C++

5

 The conception of types as a set of values with
together with a set of operations
 Declaration models (binding, visibility, scope,

PL/ Object
Oriented
Programming
with C++
features

12






and lifetime)
Overview of type-checking
Activation records
Storage Management ( call stack, heap , BSS )
L-value, R-value 이야기






Object-oriented design
Encapsulation and information-hiding
Separation of behavior and implementation
Classes and subclasses

 C++ 클래스를 선언하고 가상 함수를
이용하여 상속과 다형성 구현하기
 주어진 프로그램을 OOP 를 이용하여
추상화하기







Inheritance (overriding, dynamic dispatch)
Polymorphism
Class hierarchies
Const, static as a member
Type casting (4 종)

 추상화한 OOP 객체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
확장하기

 Operator overridin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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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공] C++ 프로그래밍 Lab (1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C++의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고, OOP 개념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C++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C++을 통해 메모리(포인터) 연산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교육환경

VC++ 2012

비고

Unit
C++ /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를 이미 이수한 학생이 전공필수로 프로그래밍 언어 in C++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Lab 수업만 이수하도록 별도로 분리된 과목
시간
6

Topic

비고

 Basic syntax and semantics of a higher-level
language





Variables, types, expressions, and assignment
console I/O, file I/O
for, while, do while 루프
if else, switch

C++ / Abstraction
Mechanisms

4

 Functions and parameter passing
 Structured decomposition

 functions
 struct
 union

C++ / 포인터,
배열. 참조

8

 포인터, 배열, 참조에 관한 이해
 Const

 포인터 연산
 상수포인터와 포인터 상수

 New, delete
 함수 포인터
 Call by [reference / value]

 배열 및 메모리 할당/해제
 참조와 포인터를 이용한 실습

C++ Event Driven

2

Programming
Object Oriented
Programming
with C++ features

 Event propagation
 try, catch 를 이용하여 익셉션 핸들링하기

8

 C++ 클래스를 선언하고 가상 함수를 이용하여
상속과 다형성 구현하기
 주어진 프로그램을 OOP 를 이용하여 추상화하기
 추상화한 OOP 객체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
확장하기
 Const, static as a member
 Type casting (4 종)
 Operator overridin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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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공]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자바 언어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자바 개발 환경과 자바 문법 이해한다.
OOP 개념을 이해하고 OOP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TDD 와 리팩토링을 통해 Clean Code 를 구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Eclipse IDE 가 설치된 PC

비고
Unit
PF/Fundamental

시간
20

Constructs

Topic
 Basic syntax and semantics of a higher-level language






비고
 Toy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Variables, types, expressions, and assignment
Simple I/O
Conditional and iterative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and parameter passing
Structured decomposition

만들어 가면서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한다.

 Eclipse 설치 및 사용법 설명
 JUnit 테스트 프레임워크 사용법 설명
 TDD 및 리팩토링 실습
Java

Standard

10

Library
- Java 기본 API

 java.lang






 TDD 로 각각의 API 사용에 대한

java.io, java.nio, java.net
java.math
Collections and Utilities
Text
XML

실습 진행

PF/EventDriven
Programming

4

 Event-handling methods
 Event propagation
 Exception handling

 Toy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명

PF/Secure

2

 Important of checking for and avoiding array and string



Programming

PL/Overview

PL/Virtual
Machines

37

overflows
 Programming language constructs to avoid and
alternatives
 How attackers use overflows to smash the run-time
stack
2

1






History of programming languages
Brief survey of programming paradigms
Procedural languages
Object-oriented languages






Functional languages
Declarative, non-algorithmic languages
Scripting languages
The effects of scale on programming methodology






The concept of a virtual machine
Hierarchy of virtual machines
Intermediate languages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running code on an alien
machine

 몇 가지 유형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실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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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L/Basic
Language
Translation

시간
2

Topic
 Comparison of interpreters and compilers
 Language translation phases
 Machine-dependent and machine-independent aspects

비고


of translation
PL/Declarations
And Types

3

 The conception of types as a set of values with together
with a set of operations
 Declaration models (binding, visibility, scope, and



lifetime)
 Overview of type-checking
 Garbage collection
PL/Abstraction

3

 Procedures, functions, and iterators as abstraction

Mechanisms




PL/Object
Oriented
Programming

20

mechanisms
Parameterization mechanisms (reference vs. value)
Activation records and storage management
Type parameters and parameterized types
Modules in programming languages

예제 실습
 Anonymous Class 실습

 Design, implement, test, and debug simple programs in
a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Object-oriented design
 Encapsulation and information-hiding

 Toy 시스템 구현을 통해 OOP
개념 익힌다.
 볼링 게임과 같은 별도의 과제를
학기 초에 내주고 수업 후반부에

Separation of behavior and implementation
Classes and subclasses
Inheritance (overriding, dynamic dispatch)
Polymorphism (subtype polymorphism vs. inheritance)
Class hierarchies

리뷰 및 평가 과정을 거친다.







 Collection classes and iteration protocols
 Internal representations of objects and method tables

38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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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공] Java 프로그래밍 Lab (1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실습을 통해 자바 개발 환경과 자바 문법
이해한다.
OOP 개념을 이해하고 OOP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TDD 와 리팩토링을 통해 Clean Code 를 구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선행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교육환경

Eclipse IDE 가 설치된 PC

비고

프로그래밍 언어 in C++을 이미 이수한 학생이 전공필수로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Lab 수업만 이수하도록 별도로 분리된 과목

Unit

시간

Java 기본 문법

14

이해 및 활용

Topic
 Variables






Operators
Expressions, Statements, and Blocks
Control Flow Statements
Classes and Objects
Interfaces and Inheritance

비고
 To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문법을 전달한다.
 자바 기본 문법과 자바 기반으로
OOP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Numbers and Strings
 Generics
 Packages
Java 코딩 컨벤션

2

 File Name






 To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File Organization
Indentation
Comments
Declarations
Statements

필요한 시점에 전달한다.

 White Space
 Naming
 Programming Practices
Java
Standard
Library - Java 기본

6

API

 java.lang
 java.io, java.nio, java.net



 java.math
 Collections and Utilities

TDD 및 리팩토링

4

Programming
Environment
- 기본 개발도구

2

 JUnit 기본
 Test Driven Development



 리팩토링

사용

39

 Eclipse Project Configuration
 Eclipse Java Editor
 Eclipse Quick Fix and Assist





Eclipse Refactoring Support
Eclipse Local/Remote Debugging
Eclipse Tips and tricks
Eclipse Shortcut

 To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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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공] 컴퓨터 네트워크 (4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네트워크의 구조 및 프로토콜에 대해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계층구조를 이해한다.
네트워크 보안의 기법들을 학습하고, 다양한 암호화 기법 및 방화벽의 원리를 이해한다.
웹 표준 및 기술들을 학습하고, 직접 웹서버를 구축해본다.
HTTP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도구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 (소켓 및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과목

운영 체제

교육환경

소켓 프로그래밍 환경(리눅스 또는 윈도우) 및 패킷 분석 도구

비고
Unit
NC/Introduction

시간
2

Topic
 Background and history of networking and the
Internet
 Network architectures
 The range of specializations within net-centric
computing






NC/Network
Communication

7

비고


Networks and protocols
Networked multimedia systems
Distributed computing
Client/server and Peer to Peer paradigms
Mobile and wireless computing

 Network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odies
 The ISO 7-layer reference model in general and its
instantiation in TCP/IP
 Overview of Physical and Data Link layer concepts



(framing, error control, flow control, protocols)
 Data Link layer access control concepts
 Internetworking and routing (routing algorithms,
internetworking, congestion control)
 Transport layer services (connection establishment,
performance issues, flow and error control)
NC/Network
Security

6

 Fundamentals of cryptography : Secret-key algorithms,
Public-key algorithms
 Authentication protocols








Digital signatures
Network attack types:
Use of passwords and access control mechanisms
Basic network defense tools and strategies
Network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Auditing and logging
NC/Web
Organization

13

 ※웹서비스에 대한 introduction 수준으로 커버
 Web technologies
- Server-side programs

 Web Server 구축 :
open source 를 이용하여 web
server 를 구축하는 방법을

- Client-side scripts
- The applet concept
 Characteristics of web servers
- Handling permissions
- File management

시연하고 error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함.
 web server html 및 file 구축 :
web service 의 기본동작인 file
전송을 위한 script 작성을

- Capabilities of common server architectures
 Web protocols (초점)

40

제시하고 delete 및 upload 기능
구축을 homework 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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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Support tools for web site creation and web
management
 웹서비스 동향
- Grid Computing, cluster, mesh
- Web Services, Web 2.0, Ajax

비고
 web server html 동적 구성
구축 : html 의 일부 데이터를
동적으로 변경하여 보여주고
homework 로 확장형태를 제시함
 보안 기능 추가 구축 :
로그인을 통한 접근성 기능을
추가하고 https:// 지원방법을
제시함.
 모니터링 기능 구축 :
web server 에 접근하는
network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log 저장 및
분석 기법을 제안함

NC/Networked
Applications

8






Protocols at the application layer
Web interfaces: Browsers and APIs
Web Search Technologies
Principles of web engineering







Database-driven web sites
Remote procedure calls (RPC)
Lightweight distributed objects
The role of middleware
Support tools

 RPC 구축 :
RPC 를 통한 접근을 시연하고 DB
Access 를 통해 정보 교환 형태를
시연함.

 Security issues in distributed object systems
 Enterprise-wide web-based applications
NC/Network
Management

5

 Overview of the issues of network management
 Use of passwords and access control mechanisms





Domain names and name services
Issu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Security issues and firewalls
Quality of service issues: performance, failure recovery

NC/Mobile
Computing

3

 mobile computing 의 제약요소: performance / memory
/ battery
 Serial interface 의 제약 요소
 성능 최적화를 위한 tradeoff 요소의 비교
 Sleep 동작의 이해

HTTP
이해

6







프로토콜의

 Firewall:
Firewall 이 동작하는 System

HTTP Session
Request message/methods
Status Code
Persistent connections
HTTP session state

접근을 통해 Firewall 에서 하는
역할들을 설명하고 System
보호원리를 설명함.




 Secure HTTP
(패킷) 분석 도구
이해 및 활용

41

3

 Install HttpWatch/Fiddler
 Basic Features

 Http/Https Traffic archive
Performance tuning
Trouble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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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공] 데이터베이스 Basic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본 과목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이해와 MySQL 실습을 통한 실무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능력을 갖춘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어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트랜잭션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다.
 MySQL 을 사용한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실무 능력을 갖춘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MySQL 서버 및 클라이언트 툴 설치가 가능한 Windows (또는 Linux)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비고
Unit
IM/Information
Models

시간
2

Topic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IS&R)
 Information management applications
 Information capture and representation






Metadata/schema association with data
Analysis and indexing
Search, retrieval, linking, navigation
Declarative and navigational queries
Information privacy, integrity, security, and preservation

 Scala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oncepts of Information Assurance (data persistence, integrity)
IM/Database
Systems

2

 History and motivation for database systems
 Components of database systems
 DBMS functions
 Database architecture and data independence
 Use of a declarative query language

IM/Data Models

4

 Data modeling





Conceptual models (such as entity-relationship or UML)
Object-oriented model
Relational data model
Semistructured data model (expressed using DTD or
XMLSchema, for example)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실습
IM/Relational
Databases

4

 Mapping conceptual schema to a relational schema
 Entity and referential integrity
 Relational algebra and relational calculus

IM/Query
Languages

4

 Overview of database languages
 SQL (data definition, query formulation, update sublanguage,
constraints, integrity)
 QBE and 4th-generation environments
 Embedding non-procedural queries in a procedural language
 Introduction to Object Query Language
 Stored procedures

IM/Query
Languages 실습

4

 MySQL Server: installation & configuration (1)
 MySQL console: basic commands & administration (1)
 DDL queries & administration in MySQL (2)

IM/Indexing

42

4

 The massive impact of indexes on query performance
 The basic structure of an index;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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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Keeping a buffer of data in memory;
 Creating indexes with SQL;
 Indexing text;
 Indexing the web (how search engines work)

IM/Relational
Database Design

4

 Database design
 Functional dependency
 Decomposition of a schema; lossless-join and dependency




preservation properties of a decomposition
Candidate keys, superkeys, and closure of a set of attributes
Normal forms (1NF, 2NF, 3NF, BCNF)
Multivalued dependency (4NF)
Join dependency (PJNF, 5NF)

 Representation theory
IM/Transaction
Processing
MySQL Tools

MySQL Tuning

43

4

12

8

 Transactions
 Failure and recovery
 Concurrency control





Data types & DML queries in MySQL (6)
Index in MySQL (2)
Cursor, Trigger, Functions & Stored Procedures in MySQL (2)
Transaction in MySQL (2)

 Basic MySQL DB Tuning (6)
 Query execution plan & query optimization in MySQL (1)
 System status & variables in MySQL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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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공] 데이터베이스 Advanced (2 학점 3 시간 강의)
본 과목은 웹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의 설계,
운영 및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실습한다.
- 분산 데이터베이스 /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이해
-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프로그래밍의 이해 및 활용

학습 목표

-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이해 및 활용
- No SQL DB 의 이해 및 활용
- 대용량 웹 서비스 캐슁 기법
선행과목

데이터베이스 Basic
- DBMS: Mysql, Postgresql (공용 서버에 설치)

교육환경

- 공용 DB 서버 2 대: 오픈소스 dbms 들을 설치 가능한 고사양 데스트탑
- nStore & Arcus

비고
시간

Unit
IM/Distributed
Databases

2

Topic
 Distributed data storage
 Distributed query processing





IM/Physical

4

DatabaseDesign

Distributed transaction model
Concurrency control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solutions
Client-server

 Storage and file structure






Indexed files
Hashed files
Signature files
B-trees
Files with dense index

 Files with variable length records
 Database efficiency and tuning
Data Modeling
(Partitioning,
Sharding,
이해와 활용

4

…)

DB Configuration
(Replication,
Clustering,
이해

 Deferred Processing
 Mysql 이용한 실습
4

..)

No SQL DB 이해

 대용량 웹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기법
 Partitioning & Sharding

 대용량 웹 서비스를 위한 DB 서버 구성
 Clustering & Replication
 DBMS 별 제품/솔루션의 구성 및 한계
 Replication 실습

8

 기본 개념: Relational DB vs No SQL
 Key-Value Store (Dynamo)
 Document Database (MongoDB)
 Column-Oriented Database (Cassandra, Googles's Bigtable)
 NOSQL 실습

Cache:(Memcach

4

ed, …) 이해

MySQL Tuning

 대용량 웹 서비스를 위한 캐슁 기법





8

기본 개념 및 솔루션 별 장단점
로컬 서버 캐슁 기법 (Spring/iBatis-level caching)
대규모 캐슁 솔루션 (Memcached, Arcus)
오픈소스 솔루션 실습

 실습용 데이터베이스 생성
 스키마 튜닝
 쿼리 튜닝

4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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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Query execution plan & query optimization
 Monitoring & configuring: DBMS system

Postgresql 튜닝

4






Join Algorithm

4

 Nested loop join
 External sort / sort merge join
 Hash merge join : inner hash, grace hash, recursive hash

45

Postgresql install /administration
Postgresql statistics (histogram, density)
힌트를 사용한 쿼리 튜닝
CBO 기반 조인 알고리즘 선택 실습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20. [전공] C++ Advanced 프로그래밍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C++만의 특징과 고급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코딩할 수 있도록 한다.
- C++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통한 제네릭 개념 이해.
- C++ 템플릿 메타프로그래밍의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STL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응용을 자유 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C++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메모리 관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새로운 표준인 C++ 11 의 주요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C/C++ 라이브러리를 알아보고 널리 쓰이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학습한다.
TDD 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Unit Test 실습을 통해 습관화 되도록 한다.

선행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교육환경

VC++ 2012

비고

3 학점 주당 3 시간

Unit

시간

C++ Effective
Programming

3

for
Optimization
C++ Templates
Functors &

Topic
 C++ constructor 의 종류
 C function pointer, C++ member function pointer

비고
 C’tor, D’tor, copy-C’tor
 Virtual D’tor

 C++ virtual function table 이해
 C++ inheritance 에 따른 object 메모리 할당
 클래스 인스턴스의 메모리 레이아웃
1
10

Template MetaProgramming

 C++ 제네릭 프로그래밍

 클래스 템플릿

 템플릿 기초

 함수 템플릿

 template 으로 function object(functor) 구현하는 법

 함수 객체(펑터) 정의 및 그것을 이용한

 function pointer 를 functor 로 대체하기
 template 을 이용한 meta programming
 template meta programming 을 이용한 data
structure
 type_traits

간단한 프로그래밍
 제네릭한 펑터 closure 의 구현과
그것을 이용한 bind, lambda
expression 의 이해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기존 코드의 추상화, 최적화 및 성능
측정
 type_traits 를 이용한 프로그램 문법
분석 및 템플릿 프로그래밍 추상화

STL

10







STL colletion classes, vector, list, deque, set, map
Collection classes and iteration protocols
STL string class
STL IO classes
STL functor, ptr_fun, mem_fun

 STL custom allocator, comparer
 STL auto_ptr
 STL customizing (mem allocator)

 주요 STL collection class 를 이용한
data structure 프로그래밍과 각 클래스
간 성능 측정
 STL functor 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customization
 STL algorithm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코드 구조화
 STL string 클래스를 이용한 문자 코드,
유니 코드 문자의 이해, 문자 코드 간
변환 실습
 STL stream 클래스를 이용한 IO
프로그래밍과 문자열 포맷팅 구현
 STL custom memory allocator

C++11

10

 Auto






46

Static_assert
R-value reference
smart pointers(shared_ptr, weak_ptr)
lambda
decltype, nullptr

 C++ 11 의 각종 feature 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코드
 스마트 포인터
대한 이해
 람다를 이용한
 정규식에 대한

구조 작성
및 R-value 최적화에
functional 구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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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strongly typed enum
 range based for loop
 regex(Regular Expression)
오픈소스 라이브
러리의 이해와
활용

Unit Test
Framework

47

3

3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expat
libpng
zlib

 과제 위주로
 expat library 를 이용한 XML 다루기
 libpng library 를 이용한 PNG 파일
로딩

 protobuf

 zlib library 를 이용한 압축 파일의
해제와 작성
 protobuf 를 이용한 데이터 일렬화

 TDD 소개

 Unit Test 코드 작성 및 테스트 실행

 Unit Test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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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공] SW Architecting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선행과목
교육 및 실습 환경

SW 의 품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설계를 하는 기본 과정을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을 익혀, 실제 소프트웨어 품질에 부합되게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품질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프로젝트에 맞게 Tailoring 해서 쓸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or C++
컴퓨터 네트워크
개인 노트북, STAN, Eclipse

비고
Unit

시간

Object Oriented
Principle

3








UML & Modeling

3

Pattern Basic

6

 UML 의 이해
 Use Case 모델링
 모델링 툴 사용 (SPARX SYSTEMS ENTERPRISE
ARCHITECT TRIAL VERSION)
 Pattern Overview
 GoF Design Patterns Overview
 SOLID Principle

Case Study #1

6

Nature of Order

Pattern
Advanced

3

6

Topic
Object-oriented Orientation
System 의 이해
Software Engineering 의 역사
방법론 소개(객체지향, 구조적, 정보공학론)
객체지향 개념
객체지향 방법론의 절차

 IoC Container 분석 사례
Factory, publisher-subscriber, strategy, template
method 의 연동
 Log4j 아키텍처 분석 사례
Template Method, IoC Container, Layout (Filter
개념 소개)
















Levels of scale
Strong centers
Boundaries
Alternating repetition
Positive space
Local symmetries
Good shape
Deep interlock and ambiguous
Contrast
Gradients
Roughness
Echoes
The void
Simplicity and inner calm
No-separateness

 Architectural Patterns
(Layer , Pipe&Filter, Dispatcher, Reflection)
 Networked Patterns
(Dispatcher - Reactor, Proactor, ConnectorAccpetor, Pooling, 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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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source Patterns Overview (Cache, Lookup)
Plugin Pattern
패턴을 활용한 리펙토링
PLoP Patterns & Culture 소개

패턴 카드 게임
패턴 스터디 발표
패턴의 경계
리팩토링 과제
simple jet, pico, google guice 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가볍게 IoC
Container 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 진행.
Log4j 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microlog4android 에 빠진 기능들을
추가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좋은 시스템이 가지는 15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설계의 본질을 전달.
이론 인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원칙들을 배울 것.

간단한 Dispatcher 샘플을 주고,
점진적으로 증가 시키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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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ase Study #2

시간
6

Architecture
Visualization
&
Code Quality

3

Framework
/ Open Source
Engineering

6

49

Topic
 웹서버 아키텍처 패턴으로 보기 JAWS
Concurrency (Thread 전략)
I/O (Dispatcher 전략)
Cache (Resource 전략)
Protocol&Filter (layer, Pipe&Filter)
 Android Architecture 의 이해
Broker 패턴과 Binder 의 연계성
JDK CORBA 와 AIDL 맛보기
안드로이드 에셋을 이용한 Dispatcher 만들기
 Architectural Analysis
 Package Principle
 Code Quality (아래 유닛 흡수)
 Dependency Structure Matrix
 Circular Dependency
 Distance(Instability/Abstractness) Graph
 Cyclomatic Complexity
 Code Coverage
 Pollution Analysis
 Framework Engineering
 Open Source Engineering
 Open Source Project Refactoring

비고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새로운 dispatcher 를 만들도록 한다. 이로
인해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엉망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하는 형태로
RestFB,
Facebook 공식 SDK,
logcat
와 같은 것을 개선하는 형태

Github / ohloh.net 이용
Committer/reviewer policy
오픈소스 에셋 다듬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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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공] HTML + JavaScript Basic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JavaScript 와 HTML 의 기본적인 필수 지식을 익힌다.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UI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웹 UI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독립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
복잡한 대규모 웹서비스 개발에서는 구성원에 참여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과목 이수 후에는,
간단한 웹 UI 실무과제 진행이 가능하다.
웹개발자나 모바일개발자의 경우 UI 개발자와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
모바일웹개발자의 경우 모바일웹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게 되어 모바일웹 개발이 수월해진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HTML)

시간
2

Overview Of
WebStandard
(HTML)
Basic Of Web

Topic
 Web Standard 소개
 HTML Structure
 CSS Formatting
 HTML 5 , Version History and the Future

1

 DOM/DTD/Encoding/MIME

3

 HTML/CSS Core syntax Specification
 Code Block and Nesting
 Code Hierarchy

Standard
(HTML)
Syntax







Media Elements
Style Elements
Class & ID
Text Decoration
Align and Positioning

 Tables
 Forms
( CSS)
Web Design

6

 CSS 속성
 Layout

(HTML)
Web

1

 Accessibility 소개
 접근성 관련법 및 가이드라인의 이해

Accessibility
(JavaScript)
JavaScript

 특수 브라우저와 접근성
 RIA 컨텐츠와 접근성의 충돌과정의 이해
1

 함수형언어의 특징
 JavaScript 언어의 특징.

(JavaScript)
기본 문법

4

 Datatype, variables, expression and operator
 Statements , loop
 Array, object

(JavaScript)
문자열 조작

2

 String
 정규표현식

(JavaScript)
Ajax 와 통신

4

 비동기 통신의 이해
 XHR, CORS
 JSON, JSONP

(JavaScript)

4

 DOM 의 이해

언어의 특징

DOM
50

 다양한 상황의 DOM 조작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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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CSS Selector

(JavaScript)
BOM

4

 BOM 의 이해
 BOM 의 실전 활용

(JavaScript)
Event

2

 Event 의 특징
 Delegate 와 효율적인 Event 활용 모델

(JavaScript)
JavaScript

5

 재사용 JS Library 의 코드 구조와 조건(2)
 JS Library 의 종류 (0.5)

Library

51

 Jindo, jQuery
 Library 를 활용한 개발 예 (4) – event, template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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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공] HTML + JavaScript Advanced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전문 UI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복잡한 UI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필수 지식을 배운다.
본 과정 이수 후에는,
 마크업의 레이아웃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U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를(디버깅과 성능향상능력)해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전적인
기술을 익힌다.
 필요한 웹 UI 컴포넌트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선수 과목

HTML + JavaScript Basic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HTML)
ImageEditing

시간
4

Topic
 Image Editing
 이미지의 종류와 특징

비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제작
 레이아웃 별 이미지 구성(코너 마감)
 ** 포토샵 기본기도 학습 예정
(HTML)
Layout And

6

Template

(HTML)

 Layout And
Template

 실무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레이아웃 연습문제 제시 및 풀이
 예) footer 가 모니터 해상도와 상관없이 항상 아래에 정렬되는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법
4

Browser 호환성

(JavaScript)
함수,클래스,
프로토타입

 레이아웃의 설계
 디자인 템플릿 설계

8

 브라우저 별 특징





디버깅
브라우저 별 렌더링 특징
브라우저의 차이에 따른 CSS 구조화
프로파일러를 통한 디버깅
브라우저 별 특징에 따른 렌더링 깨지는 연습문제 제시 및 풀이






다양한 함수 표현식 (1)
Execution context (1)
Scope & closure (4)
prototype 과 상속 (2)






(JavaScript)
UI Components

2

 UI Components 의 코드 구조와 조건
 UI Components 의 종류와 활용(jQuery UI, Jindo Component)

실전 UI 개발

12

(JavaScript)
Debugging

4

 실전 디버깅 기술



(HTML/JS)
성능개선

8

 웹페이지 성능에 대한 이해
 웹페이지 최적화 컨설팅 방법론
 최적화(튜닝) 원칙과 패턴
웹페이지 최적화 방법 예제 풀이
JavaScript 성능의 중요성








컴포넌트 중심의 실전 UI 개발
3 가지 과제진행
layer 조작
Animation



 성능에 좋은 코드 패턴
 성능 측정 방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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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성능 개선 방법(lazy loading, 압축, 병합, 캐쉬)
 성능 분석

5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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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공] HTML5 프로그래밍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JavaScript, HTML5 를 이용한 Graphics 과 멀티미디어 UI 를 개발 하는 방법을 배운다
웹 상에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UI 적인 감각을 익힌다.
웹 기반의 차트와 그래픽을 배운다.
웹 애니메이션 동작방식을 배울 수 있다
웹 기반의 간단한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초원리와 지식을 익힌다.
인터랙티브한 UI 를 개발하는데 HTML5 기술을 활용하여 고성능으로 개발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 과정 이수 후에는 HTML5, CSS3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웹 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선행과목

HTML + JavaScript Basic, 물리학, 선형대수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Browser
plugin)
Flash 소개

시간
2

Topic
 Flash 소개
 Flash IDE
 ActionScript 소개

비고


 Silverlight 소개
(flash)
UI & Animation

4

 오브젝트/심볼
 타임라인/키프레임/레이어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



 UI component (이미지기반 포함)
 마우스 키보드 이벤트 처리
 콘텐츠(이미지, 사운드, 비디오)처리
미리 디자인된 UI 와 콘텐츠 샘플 제시
 UI 그래픽을 UI component 로 만들어보는 과정 수행
 콘텐츠(이미지, 사운드, 비디오)는 UI 의 component 에 의해
반응(play)
애니메이션 원리

4

 필수 물리/수학 remind (2)
 DOM 조작을 통한 animation 원리의 이해



<sprite, scrolling, 간단한 게임의 동작원리>
Graphics

6

 SVG
 Canvas



Web
multimedia

2

 HTML5 Audio
 HTML5 Video
 Audio + Canvas 를 통합 웹 어플리케이션



Storage

2






CSS3

2

 CSS3 Effect * Animation



Web socket

4

 Web socket
 nodeJS



54

Web storage
indexedDB
Web SQL
UserData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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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공] 컴퓨터 그래픽스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본
1.
2.
3.

과목은
컴퓨터
공간을
색상을

컴퓨터그래픽스의 기본 이해와 실습을 통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안에서 계산된 것을 실제 화면으로 나오는 과정을 이해한다.
구성하고 이들을 transform하는 연산 능력을 갖춘다
구성하는 요소들을 학습함으로써 웹, UI, 모바일, 게임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

기 위한 방법을 안다.
4. 사진처럼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진보된 기법을 안다.
선수과목

기초수학, 선형대수(게임 전공인 경우만 해당)

교육환경

OpenGL

비고
Unit
GV/Graphic

시간
5

Systems

OpenGL

10

Topic
 Raster and vector graphics systems






Video display devices
Physical and logical input devices
Issues facing the developer of graphical systems
Simple color models (RGB, HSB, CMYK)
Projection, (anti)aliasing, transparency(gamma)







OpenGL overview
GL basic(input mode, window, viewport)
Homogeneous coordinates
Affine transformations (scaling, rotation, translation)
Viewing transformation

비고




 Clipping
 Rendering pipeline
GV/Basic
Rendering

10

 Line generation algorithms (Bresenham)
 Font generation: outline vs. bitmap





Light-source and material properties
Ambient, diffuse, and specular reflections
Phong reflection model
Rendering of a polygonal surface; flat, Gouraud, and Phong
shading

 Texture mapping, bump texture, environment map
 Image synthesis, sampling techniques, and anti-aliasing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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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공] 휴먼컴퓨터인터랙션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컴퓨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기계적이고 불친절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학습한다.
더 나아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여 남녀노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 사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 기획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SW 설계, 개발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 학습한다.
- 개발자에게 필요한 UX 기초 지식과 더 나은 UI 개선 방법을 터득한다.

선행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컴퓨터 그래픽스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Foundations

시간
3

Topic
 Motivation: Why the study of how people interact with
technology is vital for the development of most usable

비고


and acceptable systems
 Contexts for HCI (mobile devices, consumer devices, business
applications, web, business applications,
collaboration systems, games, etc.)
 Process for user-centered development: early focus on users,
empirical testing, iterative design.
 Different measures for evaluation: utility, efficiency, learnability,
user satisfaction.
 Models that inform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design:
attention, perception and recognition,
movement, and cognition.
 Social issues influencing HCI design and use: culture,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s.
 Accommodating human diversity, including universal design and
accessibility and designing for multiple
cultural and linguistic contexts.
 The most common interface design mistakes.
 User interface standards
Human

3

 Human visual and motor system
 Perception-Motor Interaction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Mental models
 Choices and decisions of users
Computer

3

 Overview of Input technologies








Sensor- and Recognition-based input
Visual Displays
Haptic Interfaces
Network-based Interaction
Wearable Computers

 Mobile devices
 Emerging technologies
Interaction

6

 Models of interaction
 Ergonomics
 Interaction styles
 W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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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Interactivity
 Experience, engagement and fun
Principles of HCI

3

 Principles of interaction design

 UX 에서 심화할

 Visual design principles
 Tangible user interfaces
 Speech and language interface
Process

6

 User requirement analysis






내용이므로 간략한
소개
 UX 에서 심화할

Task analysis
Contextual design
Ethnographic approach
Personas
Prototyping tools and techniques

내용이므로 간략한
소개

 Scenario-based design
 Participatory design
Evaluation

3

 Usability testing
 Survey design and implementation

 UX 에서 심화할
내용이므로 간략한

 Inspection-based evaluation
 Model-based evaluation
 Measurement techniques of user experience
GUI
(Graphic
User Interface)

6

 Choosing interaction styles (command line, menu, voice,
gestural, WIMP) and interaction techniques





Choosing the right widget for users and tasks
HCI aspects of screen design: layout, color, fonts, labeling
Handling human/system failure.
Beyond simple screen design: visualization, representation,
metaphor






Multi-modal interaction: graphics, sound, and haptics.
3D interaction and virtual reality
Designing for small devices, e.g., cell phones.
Multi-cultur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소개

 Mid term project:
GUI 와 NUI 로 동시
기획 가능한
프로젝트를 Design
process 에 따라서
기획 후 상호평가
 GUI: touch screen
기반 sample 작성

NUI (Touch and
Gesture-based
interaction)

6







Touch-based Interface design
Gesture-based Interface design
Brain-computer Interface design
Vision-based interface design
Design and technology issues of NUI

 NUI assignment:
kinect 같은
모션센서류를 활용한
샘플 작성

TUI
(Tangible
User Interfaces)
Smart Materials

6






Introduction to embedded systems
Sensors/Motors
Communication between embedded systems and PCs
Interaction design for embedded systems

 TUI assignment:
Embeded board 와
PC 가 연동된 샘플
프로그램 작성

Robots

4

 Introduction to robot systems
 Technologies for building robot
 S/W platform for robot

Speech
and
Voice
Recognition

4






 Case study of embedded computing

57

Principles of sound interaction
Sound recognition and synthesis
Speech recognition and synthesis
Translation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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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Unit

Topic

비고

 Natural language frameworks

Smart
Environments

4

Emerging
techniques
HCI

3

 Ubiquitous computing
 Sensor networks
 Augmented reality techniques



 Virtual reality
of

 Predictive user modeling
 Context-aware technology
 Spoken-dialog system
 Physical browsing
 Ambient Intelligence

58

 Final project: 수업중
제시된 interface
framework 중 하나
또는 융합된 형태의
시스템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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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공] 멀티미디어 개론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기본 양식과 지원 기술을 습득하여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반지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웹서비스에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적합한 멀티미디어 양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합한 멀티미디어
지원기술을 선택하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DirectShow, PC, Java for Quicktime

비고
Unit
Multimedia
Systems
(Hardware)

시간
4

Topic

비고

 Multimedia standards (audio, music, graphics, image,
telephony, video, TV)
 Capacity planning and performance issues
 Input and output devices (scanners, digital camera,
touch-screens, voice-activated)
 MIDI keyboards, synthesizers
 Storage standards (Magneto Optical disk, CD-ROM,
DVD)
 Multimedia servers and file systems
 Tools to support multimedia development

Text and Graphic

4







Fonts
Color Models
Transformation (2D/3D)
Animation
Bitmap vs Vector Graphics

Image

4






Encoding/Decoding 이해 및 활용
Analog and digital representations
Encoding and decoding algorithms
Bitmap format

 Lossless and lossy compression
 Image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Data compression: Huffman coding and the ZivLempel algorithm
Video

6

Sound

2

 Video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Video formats
 Performance issues: timing, compression factor,
suitability for real-time use
 Streaming protocols 이해
 Stream Specification
 Digital Sound 소개
 Audio/Sound Compression 기법
 Sampling and Synthesized Sound
 Guidelines for sound and audio
 WAV Audio format

Media
Frameworks

2

 Media Framework 들 소개
 Directshow API
 JAVE frameworks for QuickTime
 HTML5 media frameworks

59

 외부 API 는 게임, Web, 모바일
분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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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공] Data Visualization (3 학점 4 시간 강의)
수치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Data Visualization 은 Information Visualization(정보 시각화)라고도 부르며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해석한
정보를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정보들 사이의 관계망 표현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정보들의 상호
관련성 및 새로운 정보를 해석해 내는 과정을 뜻한다.
학습 목표

Raw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적인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 다룬다.
-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한 표현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 RAW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방법 및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에 대해 학습한다.
-

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적인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표현을 학습한다.
정보이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시각적 인터랙션에 대해 학습한다.

선수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컴퓨터 그래픽스

교육환경

PC, Processing, R package (기타 Data Visualization포함)

비고
Unit

시간

Overview

4

Visual
Principles

6

Topic
 Introduction
 Purposes of Visualization.
 The Power of Visualization.

비고
 Processing IDE 소개
 R package 소개

 Visualization Success Stories.





Visual Principles
Visual and Perceptual Principles
Type of Data
Types of Graphs

 Graphic Shape

 Tufte Design Principles.
- Visualization in Analysis & Problem
Visualization
Tools

3

 Systems level considerations
 Software requirements elicitation

 클래스 & 이벤트
인터랙션 차트 생성(table, graphs,

 Requirements analysis modeling techniques
 Functional and non-functional requirements
 Prototyping
Data Analysis

4

using R

Statistical
Prediction
Analysis

6

 Introduction to R package






Importing Data
Data Frames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Plotting and Graphic Tools in R






Bayes’ Rule
Bayesian methods
Linear Models
Support Vector Machines

map)



 R 기반 실습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Dimension Reduction)
StagesFor
Visualization

7

 Acquire
 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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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Mine
Represent
Refine

 시각화 7 단계에 맞춰 다음을 연습
- 네트웍 커넥션
- XML 파싱
-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현
- 인터랙션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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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Interact
Interaction
Graphics

6

 High-interaction Graphics
 Brushing, linking, highlighting
 Animation

 이미지 처리
스프라이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Focus on usability studies
Multidimensional
DataAnalysis

6

 Multidimensional Visualization
 Table Lens
 Parallel Coordinates

 벡터를 이용한 3D 표현

Visualization
For Analysis

6






Visualization for Analysis
Zooming
Focus + Context / Distortion-based Views
Discovering Group: Clustering, Search & Ranking

 외부 인터페이스와 Processing 연동

SocialData

6






Social Data 를 활용한 시각화 응용
Geopath Data 를 활용한 시각화 응용
Multivariate Data 를 활용한 시각화 응용
Text Data 를 활용한 시각화 응용

 Social API 커넥션 및 Data
Visualization 으로 연결하는 방법
 Geopath Data Visualization
 Multivariate Data visualization
 Text Visualization

Visualization
TrendAndTheory

6

 최신 트랜드 사례 및 구현방법 소개
예:
http://www.smashingmagazine.com/2007/08/02/
data-visualization-modern-approaches/
http://www.webdesignerdepot.com/2009/06/50great-examples-of-data-visualization/
http://datavisualization.ch/showcases/
http://www.informationisbeautiful.net/
 네이버 또는 사례 소계

61

 Project: 최신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론을 활용한 프로젝트. 근간이
되는 이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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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공]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반도체 소자가 어떤 방법으로 서로 연계하여 복잡한
연산 및 입출력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고도로 조직화된 현대의 멀티 코어 프로세서 기반에서 효과적인 연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한다.
주요 topic 에 대해서는 x86 및 ARM 베이스 CPU 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한다.
컴퓨터 아키텍처가 프로그래밍 최적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NA

비고
Unit
AR/Digital Logic
and Data
Representation

시간
7

Topic






Introduction to digital logic(logic gates, flip-flops, circuits)
Logic expressions and Boolean functions
Representation of numeric data
Signed and unsigned arithmetic
Range, precision, and errors in floating-point arithmetic

 Representation of text, audio, and images
 Data compression
AR/ Computer
Architecture and

9

Organization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digital computer
 Introduction to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microarchitecture and
system architecture
 Processor architecture - instruction types, register sets, addressing
modes
 Processor structure - memory-to-register and load/store architectures
 Instruction sequencing, flow-of-control, subroutine call and return
mechanisms
 Structure of machine-level programs
 Limitations of low-level architectures
 Low-level architectural support for high-level languages

AR/ Interfacing
and I/O Strategies

3

 I/O fundamentals: handshaking and buffering
 Interrupt mechanisms: vectored and prioritized, interrupt
acknowledgment
 Buses: protocols, arbitration, direct-memory access(DMA)
 Examples of modern buses: e.g., PCIe, USB, Hypertransport

AR/ Memory
Architectures

5






AR/ Functional
Organization

6

 Review of register transfer language to describe internal operations in
a computer
 Microarchitectures - hardwired and microprogrammed realizations

Storage systems and their technology(semiconductor, magnetic)
Storage standards(CD-ROM, DVD)
Memory hierarchy, latency and throughput
Cache memories - operating principles, replacement policies,
multilevel cache, cache coherency





AR/
Multiprocessing

62

6

Instruction pipelining and instruction-level parallelism(ILP)
Overview of superscalar architectures
Processor and system performance
The significance of power dissipation and its effects on computing
structures

 Amdahl's law
 Short vector processing(multimedia operations)
 Multicore and multithreaded processors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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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Flynn's taxonomy: Multiprocessor structures and architectures
 Programming multiprocessor systems
 GPU and special-purpose graphics processors
 Introduction to reconfigurable logic and special-purpose processors

AR/ Performance
Enhancements

4

 Branch prediction
 Speculative execution
 Superscalar architecture






63

Out-of-order execution
Multithreading
Scalability
Introduction to VLIW and EPIC architectures
Memory access ordering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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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공] 알고리즘 Advanced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다양한 종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배움으로써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분산 알고리즘과 병렬 알고리즘과 같은 고급주제를 다룬다.
또한, 오토마타를 포함한 계산이론의 개념들을 통해 문제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 기법들을 익힌다.
- 분산 알고리즘 및 병렬 알고리즘 기법을 이해한다.
- 계산이론의 기초 및 다양한 형태의 오토마타를 이해한다.
- P, NP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의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

선행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시간

AL/Distributed
Algorithms

4

AL/Basic
Computability

4

AL/Automata
Theory

8

AL/PversusNP

AL/Cryptographic
Algorithms

AL/Geometric

Algorithms

 Stabilization
 Finite-state machines
 Context-free grammars

2

2

4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DFAs)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NFAs)
 Equivalence of DFAs and NFAs





Regular expressions
Definition of the classes P and NP
NP-completeness (Cook’s theorem)
Standard NP-complete problems








Reduction techniques
Historical overview of cryptography
Private-key cryptography and the key-exchange problem
Public-key cryptography
Digital signatures
Security protocols

 Applications (zero-knowledge proofs, authentication, and so on)
 Line segments: properties, intersections
 Convex hull finding algorithms

Algorithms

AL/Parallel

Topic
 Consensus and election
 Termination detection
 Fault tolerance

4

 PRAM model
 Exclusive versus concurrent reads and writes
 Pointer jumping
 Brent’s theorem and work efficiency

6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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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공] 게임 프로그래밍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본
1.
2.
3.

과목은 게임을 위한 컴퓨터그래픽스 고급이론과 실습을 통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고화질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기 위한 방법을 안다 (가속기법).
사실적인 물체로 보이게 하기 위한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안다.
게임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안다.

4. 간단한 영상처리 기법을 안다.
5. DirectX 를 이용하여 게임용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안다.
6. 그래픽 쉐이더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목적하는 알고리즘을 쉐이더 코드로 응용한다.
선수과목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그래밍 언어 in C++, 선형대수

교육환경

VC++, DirectX

비고
Unit
GV/Geometric

시간
4

Modeling

GV/Advanced

8

Rendering

Topic






Polygonal representation of 3D objects
Parametric polynomial curves and surfaces
Constructive Solid Geometry (CSG) representation
Implicit representation of curves and surfaces
Spatial subdivision techniques







Procedural models
Deformable models
Subdivision surfaces
Multiresolution modeling
Reconstruction






Ray tracing algorithms
Photon tracing
Radiosity for global illumination computation, form factors
Efficient approaches to global illumination

비고




 Monte Carlo methods for global illumination
 Image-based rendering, panorama viewing, plenoptic
function modeling
 Rendering of complex natural phenomenon
 Non-photorealistic rendering
 Reflection, refraction, shadow
 Billboard, deffered shading
Acceleration

6

 BSP, Octree, culling, LOD
 Collision detection
 Terrain rendering (view-frustum culling 등)




Image processing

2

 Basic filters



DirectX overview

3

 Advantages of DirectX.
 Direct3D, DirectSound, DirectInput



Method

 History of DirectX API
Direct3D

8

 Fixed Pipeline, Programmable Pipeline
 Usage of the Direct3Dfor implementing graphics algorithms
 Texture mapping



 Device, vertex buffer, index buffer
Shader

65

2

 Usage of shader
 HLSL
 Vertex shader, pixel sh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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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Vertex shader

5

Pixel shader

7

Topic
 Usage of vertex shader

비고


 Case analysis of vertex shader
 Usage of pixel shader



 Case analysis of pixel shader
Applications

8

 Case analysis



5

 DirectShow
 DirectSound
 DirectInput



6

 Basic concept.
 SkeletalMesh, Animation, Key-frame animation, skinning



using shader
DirectShow
DirectSound
DirectInput
Animation

66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32. [전공] Android 프로그래밍 Basic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Android Application 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하여야 하는 Android Frameworks 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Android Application 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UI 화면 처리 위주의 유틸리티/서비스연동 Application 을 상세설계서를 기준으로 개발설계서를
작성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Unit Test 등의 Testing/Debugging 이 가능하다.

선행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교육환경

iMAC / Windows PC quadcore level, Android 단말기

비고
Unit

시간

Topic

비고

Java for android

4

 Difference between java & android java
Coding guideline for android



Fundamentals

2

 Features & Architecture Overview



 Libraries Components,
 manifest, resources
Application
Startup

2

 IDE
 Debugger
 Emulator
 hello world

Activities

4

 Activity
 Fragments
 Loader
 Tasks and Back Stack

Framework

10

Description

 Service






Content Provider
Intent
Intent filter
Process
Threads

 life cycle
 Binder (Broker) Architecture
 Plugin and Android Architecture

 Eclipse plugin 설치 및 Helloworld /
Emulator 사용법 안내
DDMS 사용법 안내 및 Debugging 예제
설명
 3 개의 Activity 를 생성하고 각
Activity 간의 이동 로직 구현 및
Debugging
 Application Intent 및 Intent Filter 를
구현하여 intent 요청 로직 구현.
Service 를 호출하고 새로운 Service 를
생성/등록하는 로직 구현
me2day List View 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Service 형태로 List
download 를 구현함
 Binder 의 근간을 이루는 Broker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실습을 한다.
JDK 기반의 CORBA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Android Binder
Programming 을 실습해 내부 원리를
습득한다.

User Interface

8

 Declaring Layout,
 Creating Menus,






Application
Resources

67

4

Handling UI Events,
Notification,
Dragging and Dropping,
Building Custom Components,
Binding to Data with AdapterView

 Providing Resources
 Accessing Resources
 Handling Runtime Changes

 Menu 를 구현하는 로직을 설명하고 각
Event 를 설명하고 Event 를 추가하는
Homework 를 제안함.
Table View 를 구현을 설명함

 LCD Size 에 따른 resource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어떤 우선 순위를 갖고
resource 를 관리하는지 resourc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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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Localization
 Resource Types
Data Storage

4

Security and
Permissions

2






Android File System
SD Card 의 활용
SQLite Databases
Shared Preferences

삭제/등록하면서 설명함
I18N 에 따라 localization 관리 방안을
설명함.
 SQLite 를 사용하여 DB 를 생성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Table 형태의 data 를
DB 에 저장하고 호출하는 로직을
homework 로 제출함

 Network Connection
 Security Architecture
 Application Signing
 User IDs and File Access
 Using Permissions
 URI Permission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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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공] Android 프로그래밍 Advanced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Android Application 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하여야 하는 Android Frameworks 의 심화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Android Application 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UI 화면 처리 위주의 유틸리티/서비스연동 Application 을 상세설계서를 기준으로 개발설계서를 작성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Unit Test 등의 Testing/Debugging 이 가능하다.

선행 과목

Android 프로그래밍 Basic

교육환경

iMAC / Windows PC quadcore level, Android 단말기

비고
Unit
Audio and
Video

시간
3

Topic
 Audio playback and record,
 Video playback,
 Handles data from raw resources,
 files,
 streams

App Widgets

5

 widget 과 launcher 연동
 intent & widget
 activity & widget
 대기화면 어플리케이션

Device Controls

5

 *API 이용
 NFC,






Bluetooth,
GPS,
Accelometer,
SIP
Funf framework

비고
 Android AV class 를 설명하고 AV
Player 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을
시연함. Player 기능 구현을 homework 로
제시함
 Widget 를 생성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Widget 동작형태를 설명함.
 Widget 를 관리하는 launcher 의 로직을
설명하고 widget 만을 관리하는 launcher
개발을 homework 로 제시함
 Bluetooth/NFC API 를 설명하고 Spec.중에
실제로 사용가능한 API 와 활용방안을
설명함.
LocationManager 의 기능을 설명하고
update data 를 관리하는 방안을
homework 로 제시함.
Accelometer/SIP API 의 기능을 설명함
 funf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구현 사례를 전달한다.

Debugging

4

 Debugging Tools,
 Avoiding Memory Leaks,
 Examining thread information
 Microlog4android

Android UI
Pattern

Open Source
Framework

69

20

6







ActionBar
View Pagger&Tabbar
Picker
Listview
Slide Navigation







Binding Framework
Notification
Animation&Effect
Popup
Map

 Simple / gson -> REST/JSON
 fhalo -> facebook framework
 localytics -> user behavior

 DDMS 를 이용한 메모리 leak 찾는 법을
설명하고 메모리 leak 이 발생하는 로직에
대한 Debugging 을 homework 로 제시함
Task 관리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에셋들을 사용하고,
분석하면서, 실제 구현 원리를 파악한다.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사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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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robo guice -> IO container
Testing

4

 Activity Testing,
 Content Provider Testing,
 Service Testing
 JUnit 및 Unit Test Tool

70

 DDMS 를 이용한 메모리 leak 찾는 법을
설명하고 메모리 leak 이 발생하는 로직에
대한 Debugging 을 homework 로 제시함
Task 관리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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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공] iOS 프로그래밍 Basic (3 학점 4 시간 강의)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아이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Objective-C 및 기본 프레임웍인 Cocoa 에 대해 학습하고, 기본적인 UI control 들, 데이터 처리방법,
네트워크 처리 및 이벤트 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아이폰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커버하지만 고급기술들은 Advanced 과정에서 다룬다.

학습 목표

강의와 실습이 병행으로 진행되며, 실습에서는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위주로 진도를 맞춰 진행하며,
실습을 통해 강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해 본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Objective-C 언어를 이해하고, 객체지향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Xcode 툴을 이용해 아이폰앱을 개발하고, 실제 폰에 설치할 수 있다
 아이폰앱의 UI 가이드를 이해하고, 다양한 UI Control 을 이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아이폰 개발환경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방법, 네트워크 처리 및 이벤트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다.
 메모리 관리 방법, operation queue 를 이용한 쓰레드 처리방법,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선행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or Java

교육환경

iMAC 및 최신 MAC OS X, 개발자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

비고
Unit

시간

Topic
Overview of Objective-C
syntax and language details
OOP with Objective-C
Programming with Cocoa

비고

Objective-C
Language

6






Tool Guide

4

 Xcode tool set overview

 Xcode 와 Instrument Tool 들을 실제

 Xcode, Interface Builder
 Instrument Tools and Organizer
 Build and Distribution

사용해보고, 기본 기능들을 학습한다.
앱을 빌드하고 아이폰에 올려
동작시켜본다.
 개발자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빌드 옵션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개발된 앱을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Overview of
iPhone

4

Programming
iOS Human
Interface

2

Guidelines
UI
Programming
Guide

Data
Management

71

 Creating hello world
 Reviewing sample projects

 샘플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보고, 이를
통해 어떤 기능들이 구현가능 한지

 Quick tour of key features

학습한다.
 샘플을 참고해, 간단한 앱을 만들어본다.

 Platform 특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칙
 UX Guidelines



 iOS Technology and Controls Guidelines
6

8

 View and Window Architecture
 View Animation Basics
 View Controllers and MVC in iOS

 View controller 를 이용한 다양한
화면전환 방식을 구현해 본다. 탭바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앱을 구성해 본다.






Types of View Controllers
Various Picker Controllers
UITableView
Auto Rotation

 테이블뷰를 사용하는 화면을 구현해
보고, 테이블뷰의 특성을 이해한다.






Data Management Basics
Core Data Basics and Tool Guide
Core Data Programming
Bundle and Property List

 강의 Topic 에 해당하는 간단한 예제들을
직접 만들어보며 학습한다.
특히 XML parser 를 만들어보고, Core
Data 를 이용한 간단한 DB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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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XML handling
 Core Location
Event Handling

4

 Event Types and Delivery
 Multitouch Event
 Gesture Recognizer

만들어본다.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샘플을
만들어본다.

 Motion Events
Performance

4

 Performance Overview
 Object Ownership
 Handling Memory Warning in UIViewController

Graphics &
Animation

2

 Graphics and Printing Guide



Audio & Video

4

 Getting Started with Audio & Video
 Camera Programming Topics
 iPod Library Access

 picker controller 를 이용해 사진 및
동영상을 선택하는 예제를 만들어보고,
기본 media player 와 연동해 본다.

Networking &
Internet

4

 URL Loading System Programming
 Network Reachability

 인터넷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예제를
만들어본다. 동기 및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해 본다.

Internet Data
Formats

4









 Operation Queue

72

HTTP basics
JSON
XML basics
xpath
parser 소개 및 실습

 JSON 및 XML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샘플을 작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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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공] iOS 프로그래밍 Advanced (3 학점 4 시간 강의)
아이폰 앱 개발의 고급 주제들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Basic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좀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학습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아이폰 내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좀더 앞선 주제들, P2P 네트워킹 API, 암호화, DB 및 연락처 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멀티 쓰레드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기법은 기본 과정에서 간단히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

심화과정이며, iAd, In-app purchase 와 같이 앱 상품화와 관련된 주제, iPad 개발가이드, regular expression
및 unit test 기법을 다룬다.
강의와 실습이 병행으로 진행, 실습에서는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위주로 진도를 맞춰 진행하며, 실습을
통해 강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Audio 를 녹음해서 음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아이폰 내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다.
P2P, Socket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쓰레드 처리 및 SQLLite 를 이용한 DB 처리, 애니메이션 등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의 암호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iPad 앱을 구성할 수 있고, iAd 등 서비스 기능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이해한다.
 Regular expression 을 사용할 수 있고, unit test 를 작성할 수 있다.
기대 효과

iOS 프로그래밍 Basic

교육환경

iMAC 및 최신 MAC OS X, 개발자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

비고
Unit
Audio & Video

시간
8

Topic
 Core Audio and Audio Frameworks
 Audio Session Programming Guide
 Handling Media Assets with AV Foundation

비고
 음성을 녹음해서 압축, 혹은 변조를 하는
샘플을 작성해 본다.
UIImagePickerController 를 이용하지

 HTTP Live streaming
 MIDI Programming in iOS

않고, 사진 및 동영상을 불러오는 커스텀
pickerController 를 만들어 본다.

Networking &
Internet

6

 P2P connection with GameKit
 Stream Programming
 Socket Programming in iOS

 GameKit 을 이용한 단순한 P2P 데이터
전송 샘플을 만들어보고, Socket 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해본다.

Data
Management

8

 Key-Value Coding, Key-Value Observing
 SQLLite Programming
 AddressBook Programming

 아이폰의 연락처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고, SQLLite 를 이용하는 간단한 DB
샘플을 만들어본다.

Event Handling

2

 Notification Center



Performance

8

 Thread Programming in iOS
 Dispatch Queue with blocks

 간단한 멀티 쓰레드 샘플을 NSThread 와
Dispatch Queue 2 가지 방법으로 각각
만들어보고, 비교해 본다.

Security

6

 Keychain

 keychain 을 이용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Encrypting and Decrypting Data in iOS
 Using SSL/TLS with CFNetwork
iPad App
Programming

4

Guide
Advanced
Topics in iOS
Programming

 Preparing universal apps
 iPad characteristics
 View and ViewControllers
 Graphics and Text Processing

6

 iAd
 In-app Purchase
 Push Notification
 Localization Guide
 Supporting Multitasking

73

안전하게 저장하는 샘플을 만들어본다.
 UITableView 기반의 간단한 앱을 iPad
용으로 만들어보고, universal app 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간단한 동영상 업로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앱이 background 상태에서도 업로드를
계속하도록 구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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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Regular
expression

시간
2

Topic
 Syntax
 libraries and tools

비고
 Regular expression 의 기본 syntax 를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다양한
expression 들을 작성해 본다.
아이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툴을 소개한다.

Custom Control
& UI Pattern

9

 Practical Subclassing of View
 Customizing of UIKit Controls

 - View 를 Subclass 해서 원하는 Custom
이벤트를 처리 방식을 배우고,UIKit 기본

 Understanding UIKit Rendering
 Cocoa Design Pattern & UI Pattern

컨트롤 Look&Feel 을 바꾸는 방식을
습득한다.
 - Cocoa Design Pattern 과 UI Pattern 을
이해하고 UIKit Drawing / Rendering
방식에 따라서 자신만의 컨트롤을

 Unit Testing in iOS
 Setting Up Hudson Server for iOS

 아이폰 개발환경에서 Unit test 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익히고, Hudson
CI 서버와 연동해서 지표를 확인하는 법을

완성한다.
Quality Practice
in iOS

4

배운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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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공] 모바일 컴퓨팅 개론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안드로이드, 아이폰 개발을 위한 모바일 컴퓨터 구조를 개념적으로 습득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은 현재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를 익힘으로써, 추후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모바일 컴퓨팅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OS, 멀티미디어 스펙, 무선 환경, 3G 네트웍 환경을 이해하고, 이후
학습하는 모바일 프로그래밍 과목에 응용이 가능하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시간

Topic

Mobile
Computing
Architecture

2

 ARM BUS Overview
 Memory Access Architecture
 regular expression 의 syntax 를 배우고 툴을 이용해 실제로
패턴들을 만들고 검증해 본다.

Peripherals
Overview

4






Serial interface
Parallel interface
Bridge architecture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데이터 교환 포맷인 XML 과 JSON 에
대해 학습한다. 데이터 자체를 교환하기 위한 HTTP 프로토콜의

비고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배우고, 데이터의 포맷이 각각 XML 과
JSON 일 경우 parser 를 이용해 데이터의 내용을 읽어 들이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배운다.
OS/RealTimeAnd

3

Embedded
Systems

 Process and task scheduling



 Memory/disk management requirements in a real-time
environment
 Failures, risks, and recovery
 Special concerns in real-time systems
 ARM Processor Overview - Embedded OS System 의 기본인
ARM Processor 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ARM BUS
Architecture

2

 AHB
 ASB
 APB



 Bridge 구조
 bus architecture
**ARM BUS Architecture 에 대한 이해를 통해 memory
management 이해도를 높임
NC/Mobile
Computing

3

 Mobile computing 의 제약 요소: performance / memory /
battery
 Serial interface 의 제약 요소
 성능 최적화를 위한 tradeoff 요소의 비교
 Sleep 동작의 이해



Multimedia
Overview

2

 Multimedia Overview



Audio
Specification

2

 MP2 Audio Part
 AAC



 AAC+
Video
Specification

75

2

 MPEG4,
 H.264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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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GPS 의 이해

2

 GPS 의 원리
 GPS 계산
 GPS 위치 로직 탐색



Bluetooth 의 이해

2

 Bluetooth spec.
 Bluetooth profiles
 Bluetooth 활용



NFC 의 이해

2







NFC Specification
NFC Interface
NFC 활용
What is RFID?
RFID Specification



Mobile Overview

2

 Mobile History
 What is mobile?
 Mobile specification



3G Network
function

4

 Call Overview
 SMS
 MMS



3G Network
Architecture

2

 Call flow
 Network Architecture



3G Data Network

1

 All-IP Architecture
 IPv6 architecture
 Mobile IP



3G Data Serv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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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VoIP
MVoIP
Video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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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공] Mobile Web 프로그래밍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모바일 웹에 특화된 JavaScript 와 Html/CSS 개발 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웹 기반의 앱을 제작하는 원리와 기술을 익힌다.
본 과정을 이수하면
모바일 웹 환경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종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웹 기반의 모바일앱을 제작할 수 있다.

선행과목
교육환경

HTML + JavaScript Basic
최소한 텍스트 에디터와 웹브라우저가 필요하며, Java Web 개발과 동일한 환경
모바일 테스트 기기

비고
Unit

시간

Topic

비고

Mobile Web
Environment

6

 Mobile Browser Engine & Rendering (2)
 Development Environment (2)
 HTML5 for Mobile Web (2)



Mobile Web for
HTML/CSS

6

 반응형 웹 (2)
 모바일 레이아웃의 설계(4)



Ajax for Mobile
Web

12

 Touch I/F & Event Handling (2)
 Ajax(2)
 Animation(4)



 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JavaScript
활용 과 PC 웹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Mobile Library

8

 Mobile JavaScript Library (3),
 Mobile JavaScript Component (2)



 모바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종류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
Hybrid Mobile
Web

6

 Overview (1)
 PhoneGap (4)



 Titinium (1)
 모바일 디바이스의 기능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Performance &
QP in Mobile
Web

10






Overview (1)
Performance Tuning in Mobile Web (2)
Mobile Web Debugging (1)
Unit test in Mobile Web (2)

 모바일 웹 환경에 특화된 성능 최적화 방안 및 디버깅 환경과
유닛테스트 기법에 대해 이해한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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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공] 소프트웨어 공학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SW 개발 시 적절한 기간과 비용의 한도 내에서 SW 생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SW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요구분석 기법, SW 아키텍처 설계
및 설계 패턴, 개발 및 유지보수 시의 형상관리, 코드 품질, 테스트, 빌드 및 배포 활동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실습을 진행한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Continuous

시간
4

Delivery 개요

SE/Requirements
Specifications (4)

Topic
 Software Lifecycle





4

Continuous Delivery 가 추구하는 가치
Waterfall 대 Agile Process
규율 대 유연성
정형 기법 대 경험 기법

 Project Charter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 Agile, XP, CMU –
ATAM/QAW)
 요구사항 분석과 스펙 정의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 도출

비고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획서를 하나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요구분석 문서와 스펙 문서를 작성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문서 관리
방법 논의
 BDD 실습

 Prototyping (프로토타이핑 – 기획, 요구사항)
 Behavior Driven Development(BDD)를 활용한 스펙
관리
 문서의 유지보수 (요구사항, 스펙, …)
Code Quality

4

 Quality Criteria 이해 및 적용 (예: Code Coverage,
Cyclomatic Complexity, Code Duplication, Static
Analysis, 같은 NHN QP) (도구 포함)
 Code Review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면서 소스코드 품질 리포트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실습
 SWLC 에서 품질관리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요소로 설계부분과
overlap 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

SW 형상관리

Quality
Assurance

4

4

 브랜치, 빌드
 형상관리 도구

 개발과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브랜치 전략 실습

 Continuous Delivery 를 위한 형상 관리

 Git 과 git-flow 를 통한
Continuous Delivery 실습

 Acceptance Test
 Performance test (TPS, Response Time)

 성능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팅

 Test Automation
 BTS 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도구 포함)

 단위 테스트, Acceptance Test 작성
실습
 로컬 및 개발 서버의 개발 환경
구축 실습
 배포를 위한 스크립트 작성 실습

Release
Management

4

 로컬 및 개발 서버 개발 환경 구축 전략
 Continuous Delivery 를 위한 개발 환경 구축

SE/Agile
Software Project
Manage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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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선정
추정/재추정 방법 이해 및 적용
Task Management (일정, 작업 관리)
Risk Management

 스펙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문서
작성
 Planning poker 활용한 추정 및
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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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공] Java Web 프로그래밍 (4 학점 5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웹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자바 프로그래밍과 필요 기술을 배운다.
자바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서블릿 기술과 JSP, JDBC 기술을 배운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Spr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ORM 개념을 익히고 JPA 를 활용해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선행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Java, HTML + JavaScript Basic, 데이터베이스 Basic

교육환경

Eclipse IDE 와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PC, Apache/Tomcat, xUnit Test Framework

비고
Unit

시간

개발 환경 세팅 및
프로젝트 구조
이해

3

Topic






Web 서비스 개요
HTTP 기본
웹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 이해
개발 환경 이해
이클립스 기반 환경 세팅

비고
 과목 전체 과정에 To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Tomcat 설정
 이클립스와 Tomcat 연동
 첫번째 서블릿 만들기
Ant/Maven

5

빌드툴

서블릿

 빌드툴 개요



 Ant 개요
 Maven
 Maven 을 활용한 빌드 환경 구축
10

 Java Servlet API





Install, create, run a servlet
Process parameters form HTML forms
Servlet Lifecycle
속성과 리스너



JSP

10







JSP Tags and Syntax
Control structure
Forward/Redirect
Session
JSP Custom Tag



JDBC

10






Introduction to JDBC
CRUD Database
Metadata
Transactions



 Stored Procedures
 Java-SQL Type Equivalence
 JDBC Exception Type
Spring
Framework Core

12

 Spring Application Context
 XML Configuration






Spring
Framework
MVC
79

6



Understanding the Bean Life Cycle
Simplifying Application Configuration
Annotation-Based Dependency Injection
Data Access and JDBC with Spring
Database Transaction with Spring

 Spring 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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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ORM Framework

10

Topic
 ORM 프레임워크 이해
 JPA/Hibernate
 JPQL

비고


 Spring Data JPA
API 설계 및
아키텍처 설계

80

4

 API 설계
 웹과 모바일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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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공] Java Web 프로그래밍 Advanced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Bean Container 를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DI(Dependency Injection)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
MVC 프레임워크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Servlet 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ORM 기반 애플리케이션 설계 기법을 배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해킹 기법과 대응 기법을 함께 학습한다.
성능 튜닝 기법과 유지보수 가능하고 품질 있는 코드 작성을 위한 단위테스트 기법과 프레임워크를
학습한다.

선행과목

Java Web 프로그래밍

교육환경

Eclipse IDE 가 설치된 PC, Apache/Tomcat, Spring, JPA, xUnit Test Framework

비고
Unit

시간

Topic

비고

Spring
Framework

8

 AOP
 Bean Container 구현

 Toy 시스템 구현

MVC Framework
직접 구현

8

 MVC 프레임워크 직접 구현

 Toy 시스템 구현

ORM Framework

8

 ORM 프레임워크 심화 기능
 ORM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Toy 시스템 구현
 ORM 기반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실습

Web Framework

4

 Sitemesh
 Freemarker Template Engine

 Toy 시스템 구현

 Spring Security 를 활용한 권한 구현
 Spring Batch 를 활용한 배치 구현
 ehcache 와 Spring Cache 활용한 캐시 구현

 Toy 시스템 구현

Spring
Framework
Security, Batch,
Cache

12

리팩토링

6






Refactoring Tools
Refactoring Patterns
Code Smell
JDBC 를 리팩토링하면서 Callback Interface 와 Class
개념 이해

웹 해킹의 이해

1

 웹 해킹 기술 동향
 웹 해킹 기반 기술
 웹 서버 취약점 분석 및 구조 분석 기술

웹 해킹 대응 기법
이해와 활용

2







Web 인증
취약점 스캐닝, 웹 프록시
Client Side validation 우회 기법
인증 관련 취약점 공격 기법
세션 관련 취약점 공격 기법





 웹 해킹 대응 기법 별 해결 방법 구현

 XSS, CSRF
 SQL Injection
Java Performance
Tuning

4

 Goals of Tuning
 Best Practices
 General Tuning Guidelines (Setting, Heap Sizing,
Garbage Collector Policy, Other Tuning Parameters)
 Monitoring and Profiling

81

 Apache JMeter 를 활용한 부하 발생
및 성능 측정
 Thread Dump 추출 및 분석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41. [전공]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3 학점 5 시간 강의)

학습 목표

고성능, 대용량 게임 서버를 제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수많은 client 가 연결되어 대용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고성능 서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성능 튜닝을
위해서 알아야 할 시스템의 구조, 성능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이 학습은 향후 고효율 대용량
게임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
특히, 멀티 쓰레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4 비트 멀티쓰레드 환경의 이해 하에, 디버깅 실습을 통해 트러블슈팅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 과목

C++ Advanced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 (Windows 운영체제 실습 포함),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Basic (DB Programming - cache)
알고리즘 Advanced (Security – cryptography)

교육환경

항상 서비스 되고 있는 Windows 서버 (64 비트) 다수 필요.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VC++ 2012 64 비트 환경 및 WinDbg

비고
Unit

시간

Networking (TCP
vs. UDP, sessions,
event select)

12









socket programming
TCP / UDP
Sessions
event select
Nagle
I/O Completion Port
Windows Registered I/O 소개

 효율적인 echo 서비스 개발
기 제작된 bo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echo 서버의 성능을 평가함.
TCP 와 UDP 동작을 이해함.
 Nagle 옵션 적용/비적용 실험


Memory pools

8

3

why memory pool
memory management
memory pool management
Object serializing
Packet Handler

 커스텀 메모리 관리자 제작
 STL allocator 에 적용

Packet Handling







Security

3

Database
programming
(SQL, Procedures,
DB Caches)
Multi-thread
Programming

8

Windows IOCP

Windows
Debugging & x64
architecture

82

16

10

Topic

 Authentication 의 이해 (key-exchange
protocol)
 Packet Cryptography
 Security Information reporting
 ODBC
 SQL
 procedure
 DB cache
 Lock-free 알고리즘
 Multi-thread Timer
 Task Queueing, Scheduling, Dispatching
 Locks, deadlock proof techniques
 Thread Local Storage
 X64 아키텍처 이해 (레지스터, 어셈블리,
콜스택)
 X64 디버깅
 멀티쓰레드 디버깅

비고

 Protobuf 를 활용한 통신
 패킷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핸들러가
처리하는 로직 실습
 패킷 암복호화 실습

 ODBC 를 통한 SQL 실습
 간단한 DB 캐시 서버 제작
각종 무잠금 알고리즘 구현 및 검증
타이머 제작
Job 스케줄링 및 실행
여러 종류의 Lock 및 데드락 방지 기법
구현
 TLS 활용
 Windbg 를 활용한 x64 디버깅
 멀티쓰레드 환경에서 생성된 크래시 덤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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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공] Windows 프로그래밍 (3 학점 4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윈도우즈 시스템의 구조와 다양한 윈도우즈 API 와 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모듈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Dot NET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X86 아키텍처 아래에서 windbg 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 방법을 습득한다.

선행과목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체제 (Windows 운영체제 실습 포함)

교육환경

Windows 7 이상의 운영체제, VC++ 2012 및 WinDbg

비고
Unit
Windows &
Messages 이해와
활용

Windows API
이해와 활용

시간
3

6

Topic
 WinMain 과 WindowProcedure
 시스템 이벤트에 따른 윈도우 메시지의
종류와 일반적인 대응법










input & output
resource
control
registry
bitmap file
Windows Process 의 정의와 구현
Windows Thread 의 정의와 구현
Windows 동기화 객체와 메시지
Windows Interlocked Operations

Windows
Processes &
Threads 이해와
활용

4

Windows IME
이해와 활용

2

 Windows IME APIs

Windows DLLs &
Side by Side
Assemblies
이해와 활용
Windows UI
Framework
이해와 활용
Windows .Net
Framework &
Windows 8

3

 Windows DLL 작성법
 시스템에서 DLL 검색하는 순서와 로드 방법
 Side by Side Assembly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와 각 정보 파일의 내용
 TBD

Windows
Debugging &
x86 assembly

83

비고
 간단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통해
생성/파괴 등의 메시지를 처리해본다.
 마우스/키보드 입력 메시지를 처리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윈도우 UI 컨트롤 프로그램 작성
 레지스트리 조회 및 변경 프로그램 작성
 DIB, DDB 비트맵 파일 다루는 프로그램
작성
 쓰레드/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동기화한다.
 Interlocked 연산을 이용하여 동기화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멀티 쓰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IME 를 이용하여 한글/일본어/중국어
입력을 받는 그래픽 편집기를 작성한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을 DLL 로
작성하여 DLL 를 교체함으로써 런타임에
컴파일 없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바꿔본다.


16

 C# 문법과 활용법
 닷넷 프레임워크 시스템 라이브러리
 C++ CLI 소개

10

 X86 어셈블리의 이해
 Windows Debugging Tools (WinDbg)
 Crashdump 분석

 C#을 이용하여 간단한 윈도우 form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VS2012 를 이용하여 Windows 메트로
앱을 작성한다.
 크래시가 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minidump 를 생성
 Windbg 를 활용한 크래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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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공] Game 미들웨어 활용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생산성 측면에서 직접 저수준 시스템 API 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것과 미들웨어 사이에서 어느 개발방법을
채택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상용 미들웨어인 Unity3D 엔진을 이용해 실제 게임을 만들어 봄으로써 게임 개발 과정을 학습한다.
Unity3D 에서 제공하는 고수준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게임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저수준 시스템 API 를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Unity3D 와 통합하여 확장하는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선수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in C++, 컴퓨터 그래픽스

교육환경

Unity3D + C#

비고

최신 버전의 Unity3D 엔진에 맞게 수업 내용 재구성 가능
중점 교육 사항: Physics, 파괴, 파티클 등의 실습 포함

Unit

시간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초

3

 미들웨어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의 문법을
이해한다.
 미들웨어에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구조와 최적화 방법을 파악한다.

 미들웨어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결과를
실험한다.

미들웨어 리소스
임포트 & 로드
이해와 활용

3

 미들웨어에서 저작 도구로부터 가져온 리소스를
임포트하는 각 단계에 대해 이해한다.
 리소스를 다시 만들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의 다양한 설정에 대해 파악한다.
 플랫폼에 따라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사용하는

 미들웨어를 이용한 프로젝트에서 이미지와
사운드, 동영상 등을 임포트하여
표시하거나 재생한다.
 작성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빌드하여 같은 리소스가 플랫폼에 따라

Topic

방법을 파악한다.
미들웨어 화면
구조 이해

3

 미들웨어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각 구성요소를
어떻게 표시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비고

다르게 표시되는지 보고, 똑같은 품질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구한다.
 미들웨어 프로젝트에 가능한 많은 수의
물체를 표시하여, 플랫폼에 따라 표시
가능한 최대 개수를 실험한다.
 게임화면을 임의로 분할하여, 사용자
입력에 따라 다른 게임화면을 오가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모든
게임화면에서 공통으로 표시되는 객체를
선정하여 최적화한다.

미들웨어 GUI
개발 이해와 활용

3

 미들웨어에서 지원하는 게임 GUI 기능을
파악한다.
 GUI 의 이미지, 글자 등의 2D 요소들 게임 화면과
통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게임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미들웨어
애니메이션

8

이해와 활용

 미들웨어를 이용한 간단한 게임을
작성하고, 점수나 사용자 정보, 버튼 등의
UI 를 추가한다.
 미들웨어에 한글/한자/특수기호를
표시해보고, 실시간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채팅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미들웨어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사용자 입력에 따라 움직이는 간단한
캐릭터를 구현하고, 애니메이션이 바뀔 때

 실제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사용자 입력에 맞추어 표시,
합성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미들웨어에서 지원하는 물리/입자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미들웨어의 물리/입자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한 게임을 작성한다.

애니메이션의 활용법을 파악한다.
미들웨어 쉐이더
이해와 활용

10

 미들웨어에서 사용하는 쉐이더 언어의 문법을
이해한다.
 쉐이더를 이용한 다양한 효과와 기법이
미들웨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한다.

84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를 제시받아 주어진
리소스만으로 미들웨어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가능한 비슷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샘플이나 예제를 전혀 보지않고, 빈 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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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파일에 직접 코드만 작성하여 제시받은
효과나 기법을 구현한다.

미들웨어 확장
기능 이해와 활용

10

 미들웨어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파악한다.
 미들웨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미들웨어와
통합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하고, 플랫폼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한다.

85

 미들웨어의 확장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별도로 작성한 모듈을 게임 안에 통합하고,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를 통해
모듈의 기능을 제어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두 클라이언트 간의 물리
시뮬레이션 되는 물체의 움직임을
동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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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공] 게임서버 아키텍처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상용 게임 서버의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술을 탐구하는 과목으로 웹게임, MMORPG 게임, P2P
기반 서버 기술, 모바일 기반 서버 기술 등 현재 산업계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게임서비스의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각종 툴과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운영 중 문제 발생시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 과목

Windows Server 프로그래밍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Unit
게임 서버 구조론

시간
3

Topic
 Over view
 인증 서버
 게임 서버

비고
 FPS, 일반 캐주얼게임, 룸/로비
기반, MMORPG 등 게임 타입
별 서버 구조에 관한 개요.

 로비 서버
 NPC 서버
 로깅 서버
공통 서버 플랫폼에 대한 이해
(서비스플랫폼에 대한 이해)

오픈 소스
(클라우드 기반) 서버 아키텍처

3

3

 공통 서버 플랫폼의 개요
 메시지 라우팅 서버





로깅 서버
로비 서버
Social network server
네트워크 플랫폼







Project Darkstar
Super Entity Game Server (S.E.G.S.)
Ryzom
IDoGame
Mangos



 오픈 소스 게임 서버 중 택 1
 분석 과제
 게임

서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듯

P2P 기반 서버 아키텍처 이해
(Case Study)

3

 P2P 의 이해
 P2P 솔루션의 종류
 P2P 가 적용된 게임들

대용량 MMORPG 서버
아키텍처 이해 (Case Study)

3






로비/룸 기반 서버 아키텍처
이해 (Case Study)

3

 보드 게임의 구조
 로비 / 룸 서버 기반 아키텍처



모바일을 위한 서버 아키텍처
이해 (Case Study)

3

 모바일 개발 환경
 모바일 게임 환경의 특성



웹 기반 서버 아키텍처
(Case Study)

3

 웹게임 서버 아키텍처
 웹게임이란

 네이버 스포츠 야구 9 단

게임 서버
성능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4

 게임 서버 성능 테스트 기법
 성능 측정 방법

 WAN Simulator







MMORPG Game Server 의 특징
Game Server 내부
Game Server 외부
case study

성능 지표화 기법
지표 별 최적화 방법
Simulation method
(Case study) board game
(Case study) Web Game

 (Case study) MMORPG Gam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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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양] Critical Thinking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생들은 SW 라는 도구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 혹은 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 과목은
논리적, 합리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이수하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구조화하여 근거를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interpretation, analysis)
 근거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inference)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과 논리성을 평가할 수 있다. (evaluation)
 추론의 근거 및 절차, 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보완점과 개선점을 찾아 낼 수 있다. (self-regulation)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강의 + 그룹 토론 + 발표 등 가능환경

비고
[1,2분반]
Unit

시간

Topic

비판적 사고란 무
엇인가?

2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
비판적 사고를 위해 필요한 능력들

논의와 논증의 분
석

4

논의 구조 파악과 분석
설명과 논증의 구분

언어와 정의

2

언어의 기능
정의의 유형

오류

6

다양한 종류의 오류 논증

연역논증의 평가

6

기초적인 연역 논리학
일상언어의 기호화

귀납논증의 평가

4

귀납 논증의 유형들
유비 논증의 평가

비판적 사고의 적
용

4

상향식(bottom-up) 사고의 평가
하향식(top-down) 사고의 평가

비고

[3,4분반]
Unit

시간

Topic

2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함
 쟁점의 이해/ 문제상황이나 고려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안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이루어짐을 이해함

논증의 이해
2: 주장 찾기

2

 맥락과 목적, 의도의 이해->애매 모호성의 제거

논증의 이해3: 근
거 찾기

2

주장-논증
기

2







비판적 사고의 의
미와 중요성/ 논증
의 이해

비고
연습+많은

1: 쟁점 찾기

평가하

(과제 발표 20 분)
논증의 뼈대 파악하기 연습
근거와 주장의 복잡한 연결-논증도 그리기
적절한 질문 던지기-> 어떤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도록 함
논증 평가에 대한 일반론

논증 평가하기2

2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여러 대표적 오류들.

논증
평가하기3:
이념적 추론

2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연결
 반박과 재반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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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논증
평가하기4:
경험적 추론

2

 통계의 허점 다루기
 인지 부조화

논증
평가하기5:
유비적 추론

2

 과학 이론 등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됨을 주지시킴

발견법

2

 일상적인 즉각적 판단의 특성과 위험 이해하기, 주의점

학생 그룹 발표

2

 각 그룹 발표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서 몇 개의 쟁점을 다루도록 함. 토론 유도

실전/토론1

2

 지적 재산권: 사적 소유권, 정의 등의 논의를 포함

실전/토론2

2

 인터넷 상의 통제 (예: 검열, 셧다운제 등): 사회와 개인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

실전/토론3

2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명암: 현대적 의사 소통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

실전/토론4

2

 자아 정체성

88

비고

NHN NEXT Course Catalog 2013

46. [교양] Business English (2 학점 2 시간 강의)

학습 목표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관련 정보들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NEXT 의 학생들은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 영문 기술자료를 읽고 이해해야 하며, 사회에 나가 지속적으로
스스로 배워나가기 위해서도,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공서적, 매뉴얼, 다양한 관련 기술 자료 (잡지,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 등)를 쉽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또한, 국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위해 영문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영어로 기본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발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강의 + 그룹 토론 + 발표 등 가능환경

비고

교양 필수과목으로 수업 전 과목이수인정시험을 통해 pass 가능
교재
- 주교재: Infotech:English for computer users (Santiago Remacha Esteras, Cambridge)
- 업계 관련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술 문서

Unit
Module 5
Faces
of
Internet

시간
5주
the

Topic
In this module, you will:
 study vocabulary related to the Internet and email.
 learn how to form different types of question.
 learn about the basic features of the Web.
 learn and use collocations related to the Internet.
 learn and use vocabulary related to the Web, e-commerce, online banking,
online chatting and videoconferencing
 learn and use abbreviations in online chats

Unit 16-19

 learn about the basic ideas related to security and privacy on the Internet
 discuss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Internet
Module 6
Creative software

5주

Unit 20-23

In this module, you will:
 learn and use vocabulary related to graphics software
 learn how to describe graphics






study the basic features and vocabulary related to desktop publishing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e-publishing versus paper publishing
write a letter to a newspaper
learn about the main components and applications of multimedia systems
learn how to use conditional sentences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web page design
 learn how to use common modal verbs
 design a mock home page for a college or company
Module 7

3주

Programming/
Jobs in ICT

In this module, you will:
 study basic concepts in programming
 learn and use vocabulary connected with programming and become familiar
with word families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computer languages
 learn and use the basic vocabulary associated with the Java language

Unit 24-26

 talk about your personal experience of using computers
 practice the use and pronunciation of the -ed form of verbs
 discuss the personal qualities and professional skills needed for a job in ICT
Module 8
Computers
tomorrow
Unit 27-30

89

3주

In this module, you will:





learn about different ICT systems
study the basics of networking
describe networks
learn and use phrasal verbs common in ICT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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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describe different game platforms and genres.
 give opinions about video games
 learn and use adverbs
 make predictions about future trends
 learn and use future form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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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양] Entrepreneurship (3 학점 3 시간 강의)
졸업 후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잘 아는 엔지니어, 그래서 비즈니스 조직과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엔지니어,
개발 외에 다른 비즈니스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엔지니어, 매니지먼트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엔지니어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사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가치/고객/상품/경쟁/협력을 계획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Sourcing, 서비스개발, Marketing(promotion & sales 포함), customer relation 관리를 계획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매출, 비용,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필요자금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조직을 설계하고 역할과 권한위임 그리고 평가와 Reward 를 계획할 수 있다.
보고서와 회의를 설계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나타나는 다른 생각들을 토론을 통해 합의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시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PBL 수업 환경

비고

Unit
Orientation

시간
3

Topic






비고

과목소개
PBL 방식 소개
팀 구성 및 주제 선택
아이스 브레이킹
팀원 역할 결정

 문제 제시
무슨 사업인가? (가치, 고객, 지속가능성)
당신의 아이디어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의 Target client 는 누구인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st

1 module 1차
PBL

3  문제 및 결과물 정의
 문제해결절차, 방법론, 필요정보
 알고 있는 사항과 알아야 하는 것들

Case 강의

 역할 분담
st

3

 개인 조사결과 팀 내 발표
 1 차 PBL 에서 변화된 사항 작성
 역할 분담

Case 강의

st

3

 문제해결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Case 강의

1 module 2차
PBL
1 module 3차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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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t

1 module
wrap-up

시간
4

Topic
 발표
 평가
 Wrap-up 강의

비고
합반으로 진행

 문제 제시
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일들과 변화 해야 하는 Process
(Internal value chain)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Sourcing 하고,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판매하고),
운영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의 Feedback 을
받아 개선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품, 고객, 가치, 경쟁,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프로세스
중에 차별화 해야 하는 핵심 Process 는 무엇입니까?
nd

3






nd

3

 개인 조사결과 팀 내 발표
 1 차 PBL 에서 변화된 사항 작성
 역할 분담

Case 강의

nd

3

 문제해결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Case 강의

nd

4






2 module 1차
PBL

2 module 2차
PBL

2 module 3차
PBL
2 module
wrap-up

문제 및 결과물 정의
문제해결절차, 방법론, 필요정보
알고 있는 사항과 알아야 하는 것들
역할 분담

발표
평가
Wrap-up 강의
문제 제시
현금흐름예측, 사업성분석, 자금확보 및 사업단계별

Case 강의

합반으로 진행

시나리오
현금흐름은 어떻습니까?
고객 확보와 수익은 어떻게 예측되는가?
필요한 자원(시간, 사람, 비용)은 어떻게 예측 되는가?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자금을 언제, 어느 규모,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사업 단계를 어떻게 나누십니까? 단계별
목표(Performance, 자금, 인력 등 역량확보 목표 등)는
무엇입니까?
단계별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rd

3 module 1차
PBL

3

 문제 및 결과물 정의
 문제해결절차, 방법론, 필요정보
 알고 있는 사항과 알아야 하는 것들

Case 강의

 역할 분담
rd

3

 개인 조사결과 팀 내 발표
 1 차 PBL 에서 변화된 사항 작성
 역할 분담

Case 강의

rd

3

 문제해결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Case 강의

rd

4

 발표
 평가
 Wrap-up 강의

합반으로 진행

3 module 2차
PBL
3 module 3차
PBL
3 module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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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문제제시
어떤 형태의 실행 Entity 가 가장 바람직합니까?
(이윤추구기업, 사회적 기업, 기존회사 내
Project 조직/자회사, 주식회사/파트너쉽 등)
 어떤 조직과 사람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어떻게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몰입하도록
하시겠습니까?(평가와 Reward)
계획, 점검, 평가, Feedback 을 위한 Process (보고서와
회의 등)을 설계해 보십시요.
th






th

 개인 조사결과 팀 내 발표
 1 차 PBL 에서 변화된 사항 작성
 역할 분담

Case 강의

th

 문제해결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Case 강의

th

 발표
 평가
 Wrap-up 강의

합반으로 진행

4 module 1차
PBL

4 module 2차
PBL
4 module 3차
PBL
4 module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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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결과물 정의
문제해결절차, 방법론, 필요정보
알고 있는 사항과 알아야 하는 것들
역할 분담

Case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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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양] Communication (2 학점 2 시간 강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아이디어와 정보의 개발과 공유를 위한
Brainstorming, seminar,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 및 회의 그리고 협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보고서, Document, Letter, 온라인 채팅, 프레젠테이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을 갖추고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학습 목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말을 듣고/대화를 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핵심내용을 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글을 읽는 사람이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작성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말을 듣고/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항을 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글을 읽는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말을 듣고/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항을 비판하고 설득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글을 읽는 사람이 비판과 설득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선행과목

Critical Thinking

교육환경

강의 + 그룹 토론 + 발표 등 가능환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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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양] 실전창업 (3 학점 3 시간 강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실행하고 성공시킨다.
학습 목표

사업계획상 목표로 한 상품을 출시하고 외부 Investment 를 받는 것을 1 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후 단계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수행한다.

선행과목

Entrepreneurship

교육환경

창업공간(전용 프로젝트룸), 1 단계 angel investment 자금, 소프트웨어교수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지원

비고

Unit
선정

시간

Topic
 사업계획 Presentation 및 선정

비고
 과목담당교수 및 창업위원회를

 창업위원회의 평가
 Prototype 등 구현에 필요한 자금, 자산 지원
 학기 시작전에 선정함 (8 월)

통한 선정

Prototype 구현 및

 핵심기능 구현

평가






기업 설립 및 |
1단계 추진, 평가

 회사설립
 상용화 Version 구현 및 1 차 Market Trial 진행
 외부자금 Funding 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준비

 이사회에 과목담당교수 및
창업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참여하여 지원

 본격적인 상용화에 필요한 외부 자금 확보



st

1 Round
funding

※ 실제 진행 일정(및 소요 시간)은 사업별 설정한 Milestone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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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담당교수 및 창업위원회를

사용자 반응조사
1 단계 실행여부 결정
창업위원회의 평가
1 단계 추진에 필요한 자금, 자산 지원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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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양] 인문사회학 1 (3 학점 3 시간 강의)

학습 목표

 소프트웨어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소프트웨어의 사회적 가치 및 관련된 사회현상, 그 기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소프트웨어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가급적이면 통찰력까지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과목

없음

교육환경

특이사항 없음

비고

-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
- 학기가 끝난 후에는 소프트웨어 인문사회학 교재를 출판하고자 함

Unit

시간

Topic

비고

Introduction

1

 한 학기 중 학습해야 할 내용의 개관



집단지성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집단지성의 유래와 영향
 집단지성 생성과 유지의 조건
 집단지성의 함의: 사회적ㆍ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배 영 숭실대 교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명멸

3






커뮤니티의
커뮤니티의
커뮤니티의
커뮤니티의

Social media 의
역사와 소통에
미친 영향

3






소셜미디어 ‘혁명’ 인가? 소셜미디어 부상의 의미
관계의 부상
교환되는 메시지- 소통 양상의 변화
관계의 변화와 정보유형의 변화: 정보관계망의 등장

검색하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연원이
있다’ - 지식의

3

 ‘왜 검색 결과는 필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가?’ - 정보와 지식
 ‘지식이란 가능한가?’ - 지식의 종류와 특성
 ‘쓸데없는 유관 정보가 검색의 의미를 드러낸다’ - 분류 체계와
세계의 구성

연결적 특성
기억이란:
‘인간이란 곧
쓰여진 것이다’ 이야기로서의 기억

격변하는
뉴스미디어

디지털 예술을
바라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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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종류
구성요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내부 동학: 소통과 공감, 그리고 헌신
현재와 미래

 배 영 숭실대 교수

 김은미 서울대 교수

 이준웅 서울대 교수

 (결론) ‘검색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유관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3

3

3






모든 것이 기억되는 시대 (클라우드 기억 시대)의 개시
그러나 과연 기억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진 정체성
‘모두가 작가이며 독자인 시대’ - 관여와 공감의 중요성







미디어 인류의 등장 - 미디엄와 메시지 간의 새로운 관계
쓰지 않고 기록하기
결론)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내는 기억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기억이다.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인류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
기술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산의 변화: gate-opening
기술혁명이 가져 온 뉴스 소비의 변화: gate-watching
Blur 의 시대






뉴스 유통주체, 뉴스 콘텐츠, 뉴스 유통방식의 경계가 흐릿해짐
뉴스 생태계의 변화: 생산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gate-sharing'
포털학






디지털 아트의 테크놀로지
디지털 아트의 대표작품들
칸트의 무관심성
존 듀이의 상호작용성

 이준웅 서울대 교수

 유봉석
네이버미디어서비스
실장

 김진엽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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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시간

Topic

비고

 상호작용적 디지털 예술은 그 어떤 예술보다 듀이의 미학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다. 상호작용적 디지털 예술은 현실의 삶에서 달성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경험, 즉 미적 경험을 미리 연습하고 실험해
보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 작품 속에서의 그러한
연습은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미적 경험을 성취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유희적 가상세계와
사회적 가상세계

3






해커 문화와 사이버스페이스 이상주의.
윌리엄 깁슨의 사이버 펑크 문학과 태동기 가상세계의 성격
유희적 가상세계와 사회적 가상세계의 분열
재미 노동과 과다 몰입 : 유료화된 개인 경험으로서의 가상세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게임
스토리텔링

3






게임 연구의 이론 : 서사학파, 확장서사학파, 유희학파
게임과 신화 : 영웅의 여행 12 단계와 결합 모델 플롯
게임 스토리텔링의 실제 : 퀘스트 서사
캐릭터 스토리와 퀘스트 디자인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지적재산권,
오픈소스, CCL

3






지적재산권의 이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
오픈소스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윤종수 부장판사
CCL 대표

겸

 크리에이터로서의 개발자
인터넷의 자유와
통제

3

이용자에 대한 이해

3

 End to end principle (단대단의 원칙)
 망중립성의 원칙

 한종호 NHN 정책실장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용자
 인센티브
 전략적 행위

 김대환 건국대 교수

 합리성과 비합리성
 온라인 행위의 특수성
제도란 무엇인가

3

 인간행위의 범위와 형식을 제약하는 하나의 규칙: 제도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게임의 규칙
 행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
 A rule of game, 경제발전은 경제제도의 진화로 이룩되는데
경제제도의 진화는 거래 주체들의 거래비용을 감소하려는 노력의
결과
 제도가
제도는
 인간의
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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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생성의 방향을 가이드 한다. 예: 농구에서의 3 점슛
장거리 슛기술의 발전을 유도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제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대별

 이경전 경희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