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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목 개요 및 학습목표 Course Description

4차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의 폭 넓은 이해와 창의적인 활용은 이제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컴퓨터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컴퓨터의 구조, 운영체제(OS),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베이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모바일 시대의 최신 기술 등 컴퓨터와 관련된 최신의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반지식을 다룬

다.

면담 WebEx 미팅방 https://hongik.webex.com/meet/jckee

 2. 교재 및 부교재 Texts & Readings

교재

Required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컴퓨터 개론, 강환수 외 3명, 인피니티북스, 2019 (반드시 구매할 필요는 없음)

부교재

Supplementary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 개론, 김대수, 생릉충판사, 2017 (구매 불필요)

부교재2

Supplementary2

강의파일(배포용)은 클래스룸에서 매주 다운로드 가능 (아래 '기타' ** 사항 확인 필요)

부교재3

Supplementary3

부교재4

Supplementary4

부교재5

Supplementary5



 3. 학점 구성 및 평가기준 Grading

학점분포

Grading Scale
A+/A0: 20~30%, B+/B0: 30~40%, C+/C0:20~30%, D+/D0: 10~20%.

학점구성

Coursework Weight
중간고사(40%), 기말고사(40%), 출석(15%), 과제(5%)*

시험

Types of Exam
주로 객관식(경우에 따라 소수의 단답형 주관식을 포함 할 수도 있음)으로 50분간 정도  진행 예정

숙제

Assignment
*'유의사항 필독확인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제출 (추후 방법공지)

F학점처리기준

Standard for

Receiving F

(a) 부정행위자

(b) 종합점수 평균 30점미만은 F학점의 대상임.

(c) 수업시간 1/3이상 결석시 출석 미달 처리.

(d) 사전 연락 없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e) 시험 당일 갑작스런 병원 방문을 비롯한 시험시간 착오등으로 인하여 중간고사,기말고사 결시 시

(f) F학점 및 출석미달 학생의 수는 상대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기타

(재수강제한 등)

Other Policies

-사이버 강의 특징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때문에 클래스넷에 등록된 이메일을 확인하고 모바

일 앱을 필수 설치하기 바랍니다.

-담당교수에 대한 질의는 클래스룸의 '질문답변'란을 적극적으로 할용하기를 바랍니다.

-**강의파일(배포용)을 제공하나, 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는 실제 강의용 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파일(배포용)에서 가려지는 부분은  강의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노트를 하면 충분

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교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수강생은 '온라인시험시 시험을 보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학생자가모니터링동영상을 업

로드하기 위한 사이트' https://classroom.google.com/ 에 홍익대학교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로 접

속할 수 있어야 함.

 4. 강의 진행방법 및 유의사항 Classroom Conduct

강의진행방법

Methodology
 슬라이드

장애학생 지원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정책에 따름

기타유의사항

Other Responsibilities

(a) 출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1/3 이상 결석 하지  않아야 한다. 즉, 수업시간 수

의 1/3 이상 결석 시에는,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F'처리가 된다. 자신의 전자출석부를 매

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주 강의 동영상은 반드시 그 주에 들어야 한다. 기간이 지나서

듣는 것은 결석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b) 시험실시 이후 어떠한 대체 시험이나 과제는 없으며, 중간고사의 경우 보통 7주차 또는 8주차 토

요일 또는 일요일중 하나, 기말고사의 경우 보통 14주차 또는 15주차 토요일 또는 일요일중 하나이

므로 이날 시험이 가능한 사람만 수강 신청 하도록 한다.

(c) 사전 연락없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당일 갑작스런 병원 방문을

비롯한 시험시간 착오등으로 인하여 기말고사 결시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성적은 'F' 이다.

(d) 시험 결시시 사전 연락후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 할 수 있으

며 이는 정 시험 점수의 70% 만 인정하며 최대 학점은 C+ 로 제한한다.

(e) 졸업 학점과 관련(특히 4학년) 하여 어떠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 출결 및 시험 관련)

(g) 졸업, 취업, 장학금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학점 정정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5. 강의 내용 및 일정 Course Schedule

Week
강의 및 실습내용

Topics, Assignments, Required Studies

교재내 범위

Readings

기타

Other Objectives

1 강좌 소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생활 1장
제1,2,3,4차 산업혁

명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생활 1장
Big data, IoT, 인공

지능, 딥러닝

3 컴퓨터 개요 2장
컴퓨터 HW와 SW의

발전 상황

4 정보의 표현 3장

2,8,10,16진수의 정

수 표현, 진수간의

변환

5 운영체제와 활용 5장

운영체제의 정의,

구조, 종류, 그리고

활용

6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가? 부교재3

'How to be a

creative person'에

대한 여러 이론과

관련 동영상을 살펴

봄

7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6장

'Computational

Thinking'의 기원,

정의, 방법, 응용

8 중간고사 1주차~7주차 강의 내용

9 프로그래밍 언어 7장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기계어로 번

역하여 실행하는 여

러가지 방법

10 데이터베이스 8장

data와 database의

정의, db의 종류,

db의 구성 요소

11 컴퓨터 네트워크와 월드와이드웹 9장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의, 종류,

worldwide web의

정의, 유래, 발전 상

황

12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 기술 10장

제1,2,3,4차 산업혁

명의 발전 과정, 독

일의 smart factory,

클라우스 슈밥, 컴

퓨팅사고, 자율주행

자동차

13 모바일 컴퓨팅 11장

모바일 보안,

sandbox, jail

breaker, mobile

cloud service

14 멀티미디어와 정보 보안 12, 13장

정보 보안의 개념,

종류, 보안 위협의

예, 목표, 요구사항

15 기말 고사 9주차~14주차 강의 내용
12장은 기말고사 범

위에서 제외

참고

사항

Note

- 강의  내용과 일정은 학습의 성과도 및 진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강의 시작전까지 수업계획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전 다시 한번 확인 요망

- 첫번째 시간은 반드시 참석 요망

- 코로나-19에 의해 강의 일정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날짜는 바뀔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