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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장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공학 기술자, 연구원,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컴퓨터공학 이론과 원리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양성

Software & Service Computing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컴퓨터공학입문과 파이썬

2학기 프로그래밍입문

2학년 1학기 융합이산수학, 자료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 문제해결프로젝트1

2학기 알고리즘분석, 빅데이터분석, 웹프로그래밍, 논리회로설계, 시스템분석및설계, 

문제해결프로젝트2

3학년 1학기 JAVA 웹 개발,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해결프로젝트3

2학기 데이터베이스구축, 모바일앱개발, UI/UX 설계, 운영체제, 네트워크이론및실습, 정보보호

4학년 1학기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1, 인공지능, 정보시스템구축관리, 블록체인, 산업의료원 I, 

융합산업공학

2학기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I , 현장실습II, 산업의료원II, 융합·창업종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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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중간 발표회: 4학년 학생들이 기획, 

설계, 제작하는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작품의 중간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매년 봄에 개최합니다.

-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회: 4학년 학생들이 기획, 

설계, 제작하는 창의융합캡스톤 디자인 작품의 최종 결과물을 

실행 및 설명 형식으로 전시합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공학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동아리

- 꼭두람: 선후배들이 모여서 서로 전공 지식과 학교생활 노하우를 

알려주는 동아리입니다.

- 한 학기 동아리: 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합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T전략•기획분야

정보기술컨설턴트, 정보기술기획자, 정보기술전략기획자, 

소프트웨어제품기획자,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기획자, 

빅데이터 기획자, 핀테크기술 기획자, IT기술영업과

 IT마케팅 담당자, 게임기획자

운영•관리분야

IT시스템관리자, IT기술교육관리자, 

기술지원 엔지니어, 정보시스템감리원

정보보안분야

보안시스템관리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감사자, 

정보시스템보안 컨설턴트, 침해대응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사이버 수사전문가, 암호분석담당자, 

지능형영상처리개발자, 생체인식모듈개발자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정보처리기사(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한국산업인력공단), OCJP(Oracle 

Certified Java Programmer: 오라클사),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시스코사), LPIC(Linux Professional Institute Certification: 국제공인 리눅스 자격증), 

리눅스 마스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IT개발분야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요구사항분석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자, 

UI/UX 개발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게임프로그래머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분야

인공지능기술자, 인공지능서비스기획자, 블록체인개발자, 

블록체인 운영관리자, 블록체인시험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