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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계 획 서(학생배부용)
2021학년도 1학기

과 목 명
국 문 PHP웹프로그래밍

시 간
이 론 1

이수구분 전공선택
영 문 PHP Web Programming 실 습 2

학과/전공 IT소프트웨어과 C반 학 년 2 수강인원 50

학습목표

1. 실헙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
2.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성이 풍부하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
3. 전공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4. PHP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PHP의 원리와 웹 사이트 제작 기술을 공부한다. PHP는 대부분
의 운영체제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처리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많은 사이트들이 PHP로 구축되어 있으며,

학습방법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강의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여
실행해보고, 이를 응용한 실습 문제를 풀어본다.

평가방법

출석 : 20%, 평가(평소) : 80%, 결석1회당감점 : 1점, 지각1회당감점 : 0.3점
출석 20%, 과제 30%, 시험 50%

주 구분 일자 수업 및 실습내용 교수방법

담당교수 : 이성욱 (인)

1 이론 03/02 웹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와 PHP 개발 환경 구축

실습 03/02 웹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와 PHP 개발 환경 구축

2 이론 03/09 PHP 프로그램 기초

실습 03/09 PHP 프로그램 기초

3 이론 03/16 값 입력과 연산자 활용

실습 03/16 값 입력과 연산자 활용

4 이론 03/23 조건분기

실습 03/23 조건분기

5 이론 03/30 반복문과 기타 제어문

실습 03/30 반복문과 기타 제어문

6 이론 04/06 배열과 다중선택 입력받기

실습 04/06 배열과 다중선택 입력받기

7 이론 04/13 함수

실습 04/13 함수

8 이론 04/20 PHP의 이해와 기본 문법 활용

실습 04/20 PHP의 이해와 기본 문법 활용

9 이론 04/27 객체

실습 04/27 객체

10 이론 05/04 MySQL 사용법과 필수 쿼리

실습 05/04 MySQL 사용법과 필수 쿼리

11 이론 05/11 MySQL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05/11 MySQL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12 이론 05/18 간이 웹하드

실습 05/18 간이 웹하드

13 이론 05/25 회원가입과 로그인

실습 05/25 회원가입과 로그인

14 이론 06/01 게시판

실습 06/01 게시판

15 이론 06/08 PHP 활용

실습 06/08 PHP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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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교재구분 도서명/소프트웨어명 저자명/Version 출판사/개발회사 년도

주교재 PHP로 쉽게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이성욱, 장종준 21세기사 2017

◎ 참고문헌 상세내역

참고문헌

상세내역

- PHP7 예비학교, 김은철, 유세라 역, 길벗, 2017
- 웹 코딩 시작하기, 김태영 저, 정보문화사, 2017
- 성공적인 웹 프로그래밍, 심재철 역, 정보문화사, 2017
- 이승혁의 PHP 5 웹프로그래밍 가이드, 이승혁 저, 비비컴, 2006.

◎ 수업매체 상세내역

수업매체

상세내역

- 교재 : PHP로 쉽게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이성욱, 장종준, 21세기사, 2017
- 강의자료 : 파워포인트 형태로 작성된 강의자료가 제공된다.

◎ 과제물 상세내역

과제물

상세내역

- 사이버캠퍼스에서 해당 주차의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수강한다.
- 교수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PHP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한다.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중간 및 기말고사는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PHP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
문제 유형 측면에서 볼 때, PHP 용어를 묻는 답답형 문항, 프로그램 코드를 채워넣는 문항, 그리고
출력을 예측하거나 에러를 찾아내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