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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투표권 행사하세요~~~



프로그래밍 잘하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멋진 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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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한 학기동안 배웠음

▪ 따라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배운 똑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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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어기면 자동차는 동작하지 않는
다

▪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복
잡한 논리를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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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 기술이 변합니다

▪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고도의 지적인 엔지니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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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현히 프로그래밍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컴맹

▪ 이공계과목보다 문과과목을 좋아하는 문학
도로 이공계 과제는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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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 일을 평생하게 될지 몰랐다!!!!

▪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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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 학생시절의 경험과 의지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 자신을 키우고 성장시키자 
➢ 많은 독서와 간접경험 
➢ 인생에서 여행의 필요성이 가장 큰 시기 
➢ 폭넓은 경험은 많은 변화를 만든다 
➢ 무엇보다 여행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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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Portugal Vilamo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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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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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로드맵

기초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C/Python 언어의 심화 학습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해

고급 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작성 기법을 이해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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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로드맵

모바일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응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넷 응용 
OpenGL API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및  

게임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힘

2/2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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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로드맵

유닉스 
유닉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홈페이지개발등 다양한 웹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 개발을 위한 설계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영상처리 압축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힘

4/1

3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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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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