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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소프트웨어로 미래를 연결하다

IT소프트웨어과

3년제
T. 031.740.1325
http://software.shingu.ac.kr

커리큘럼

IT에 두근거리는 꿈을 가진 젊은이를 기다립니다
이 성 욱 (IT소프트웨어과 학과장)
현대사회는 IT 기술을 빼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보 중심의 사회입니다. IT 기술 교육을 위해

프로그래밍의
이해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하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고급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 능력을 키웁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다양한 응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DBMS에 대한 이해,
SQL의 이용 방법 등을 익혀 IT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현재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JAVA언어에 대해 기초부터 실무까지 공부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물인터넷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
하고,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실무를 경험합니다.

앱
프로그래밍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의 모바일 분야에서 요구되는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모바일
APP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실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스마트폰, DMB, 네비게이터 등의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서비스 등의 임베디드 서비스 분야의
핵심 기술인 RTOS를 익히기 위해 첨단의 실습 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학습합니다.

실무
프로젝트

3개 학기 동안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모바일, 임베디드, 웹 등의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타 교과목을 통해 공부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HTML/CSS/
자바스크립트

웹 사이트 구축의 기초가 되는 HTML,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이들을 이용한 고급 웹페이지 제작 기술을 학습합니다.

리눅스 실습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공부하며, 서버의 구축과 운영방법에 관련된
실무 능력을 익힙니다.

UI/UX디자인
웹/앱 UI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 및 UI/UX 엔지니어가 제시한 UI표준과 지
침에 따라 화면과 폼, 메뉴 등의 구조와 흐름을 구현하여 반영하
는 과정들을 학습합니다.

1983년도에 개설된 컴퓨터정보처리과는, 정보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변신을 해왔으
며, 4차 산업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IT소프트웨어과로 거듭나게 되
었습니다. IT소프트웨어과는 사물인터넷(IoT), 정보시스템 분야 소프트웨어개발자, 스마트폰 앱
개발자, UI/UX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물인터넷과 정보시스템
의 두 개 트랙으로 나누어진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첨단의
실습실과 앱개발/사물인터넷(IoT) 개발 실습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1년 과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과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해 나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학과소개
IT를 통한 새로운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IT신기술을 통하여 모든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IT를 통한 산업간 융합 세상 구현을
IT소프트웨어과에서 열어갑니다. IT소프트웨어과는 IT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모바일(Mobile)’,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분야의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사물인터넷
트랙

기초/
공통과정

정보시스템/
웹 트랙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IoT 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래밍
시스템구축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활용
프론트엔트 개발

스마트 융합 프로그래밍 전문인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력양성유형 및 취업분야
인력양성유형

NCS세분류

직무

취업분야

스마트 융합
프로그래밍
전문인력

응용 SW 엔지니어링

응용 SW 엔지니어

응용 SW 개발자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프로그래머

사물인터넷/임베디드 개발자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스마트 앱 프로그래머

앱 개발자

다양한 분야의 취업!
풍부한 취업분야, 폭 넓은 선택
| 웹 프로그래밍 분야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웹 솔루션 개발
| 웹 서버/DB 관리 분야

홈페이지 서버 관리 DBMS 설치 및 관리/ 네트워크 관리
| 스마트폰 개발

스마트폰 UI/UX기획자 스마트폰 앱/ 게임 개발 업체,
스마트폰 관련 창업
| 임베디드 분야

모바일/임베디드기반,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용,
유지보수 관련

다양한 융합직무분야
전문가로 진출
| UX/UI 및 웹 디자인 분야

모바일/웹 홈페이지 디자인 앱 디자인
| 사물인터넷(IoT)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 전산공무원 및 교육 분야

전산직 7급/9급 공무원, 초·중·고 전산 실습교사,
전산분야 전문 강사
| 그외

국영 및 민간 중소기업체 전산실 네트워크 관리,
회사보안시스템 개발, 운용, 유지 보수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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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본 사물인터넷(IoT)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❶ 사물인터넷의 대두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Things)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
• 사물인터넷은 기존의 유선통신 기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다음 단계의 인터넷을 의미

 IT소프트웨어과의 교육방침은 어떤
가요?

❷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성

	 IT소프트웨어과에서는 정보처리기술분야

무선 네트워크, 통신 모듈 및 센서, 스마트 단말 등의 기술 발전 및 보급 확산으로 사물 인터넷의 영향력은 전 산업 분야에서부터 일상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기본적인 이론을 포함하여 현장실습과
인턴과정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T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습득 및 1인 1기의 전문기술 교육 강화를

❸ 사물 인터넷 시장 전망

목표로 3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IT소프트

• 매년 첨단 유망 기술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 가트너는 11년부터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에 사물인터넷을 포함시키고 향후 5

웨어 전문기술인 사물인터넷, 안드로이드

년~10년 사이에 주류 기술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또한 성숙 기술 및 신기술 가운데 향후 3년간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고급 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 개발, 스마트

미칠 잠재력을 가진 12년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도 사물인터넷을 선정

폰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 사물인터넷은

커넥티드 단말의 보급 확대, 통신 기술의 진화,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두 등 IT 기술의 진화 추세와 맞물려 미래 새로운 차원

힘쓸 것입니다.

의 서비스 및 시장 가치를 창출할 전망. 2020년 8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산업
•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사물 간 인터넷 연결 확산에 힘입어 2020년 약 8조 9,0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
-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010년 40억 개에서 2020년 800억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I T 소 프 트 웨 어 과 에 서 취 득 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관련 시장 규모 확대와 더불어 사물인터넷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0년 1조

	 정 보 처 리 산 업 기 사 , 정 보 통 신 산 업

9,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기사, SC JP(Sun Certified Java

-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상용 서비스 출시 가속화

Programmer), MCSE(MicroSoft
Certified Systems Engineer),
ESDP(Embedded Software

❹ 최고의 유망직업 SW개발자
전 세계가 구직난을 겪고 있다. 급하다고 아무 직업이나 가져서는 미래가 없
다. 차가운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직업 선택의 지침이 될 자료

DevelopmentProfessional), 시스템
순위

직업

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정보보호관리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104만 2402명)

가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구직전문사이트 커리어빌더와 함께 유

2위

시장조사연구원(43만 8095명)

망직업 1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가장 유망한 직업은 소프

3위

훈련개발 전문가(23만 1898명)

트웨어 개발자다. 게다가 최근 3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1%를 상회하고,

4위

재무분석가(25만 7159명)

5위

물리치료사(20만 7132명)

6위

웹개발자(13만 6921명)

7위

물류전문가(12만 7892명)

8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11만 9676명)

군으로는 앱프로그래머, 사물인터넷/임

9위

컨벤션 기획가(8만 7082명)

베디드 프로그래머, 서버관리, 네트워크,

10위

통번역가(6만 9887명)

UX/UI, 정보처리 프로그래머 등으로 다

시간당 45.06달러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
됐다. 맷 퍼거슨 커리어빌더 최고경영자(CEO)는 “넘쳐나는 모바일 정보와
기술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오늘날 기업에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환경
덕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각광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유망한 직
업으로 시장조사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는 44만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최근 3년간 고용

사 등이 있습니다.

 졸 업 후 취업 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취업생 중 대부분이 전공과 관련한 IT기
업체 및 개발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직업

증가율이 무려 14%에 이른다. 그 뒤를 훈련개발 전문가와 재무분석가, 물리치료사, 웹 개발자, 물류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컨
벤션 기획가, 통번역가, 석유엔지니어, 정보보안 분석가 순으로 선정됐다.퍼거슨 CEO는 “선정된 직업이 속한 산업 분야가 최근 폭발
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도 이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합니다. 정보시스템개발 분야는 홈페
이지 제작 업체나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
탈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권에
서 사용하는 솔루션을 제작하는 SI 업체
도 포함됩니다. 또한 모바일과 웹을 하나

취업시장 변화

로 합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하이브리

IT소프트웨어과는 불황도 두렵지 않다!
2,400억달러

39.1%

드(Hybrid)개발자나 사물인터넷시스템에
서 다양한 사물을 제어하는 IoT 소프트웨
어개발 분야로도 진출합니다.

22.97%
120억달러

20배 성장률

2012

2017

프로그래머

13.51%

12.16%

전산사무

서버/네트워크

기타

졸업생 인터뷰

열정과 끈기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박종현입니다. 저는 Smart factory(이하 SF)와 3D Printer를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Android, IOS 개발
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SF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Application과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개발, 또는 사내 서
비스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목표는 Deep
learning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IT분야는 취업을 시작으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의 생활은 취업을 하기 전
회사의 작은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이후 전문가가 되었을 때 다방면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며, 조금 더 수월하게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선택하시고 그 목표에 걸맞은 언어와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학교에서 기초를 다지고 왔다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박종현 (동문 (12학번) 2017년 졸업)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