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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교과과정표(2022-2023)

가. 교과목 편성 및 학점

학수코드 교과목명(영문명) 주당시간 학점

GF 502 데이터베이스관리특론 3  3

(Advanced Database Management Systems)

GF 505 운영체제특론 3  3

(Advanced Operating Systems)

GF 510 데이타베이스시스템특론 3  3

(Advanced Database Systems)

GF 516 정보관리특강 3  3

(Current Topics 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GF 528 컴퓨터비젼 특론 3  3

(Advanced Computer Visions)

GF 546 데이터사어언스 특론             3           3

(Advanced Data Science) 

GF 549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3  3

(Blockchai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GF 552 인공지능 플래닝 3  3

(Artificial Intelligence Planning)

GF 553 연합학습 3  3

(Federated Learning)

GF 554 딥 강화학습 3  3

(Deep Reinforcement Learning)

GF 555 양자 컴퓨터개론             3           3

(Introduction to Quantum Computing)

GF 556 병렬컴퓨팅             3           3

(Introduction to Quantum Computing)

GF 557 메타버스 기술             3           3

(Introduction to Quantum Computing)

GF 558 AI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3           3

(AI Agent Systems Design)

GF 559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3           3

(Advanced Discrete Event Simulation)

GF 560 GAN 기술 응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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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echnology applications

GF 561 암호화폐 이론 및 응용             3           3

(Cryptocurrency Theory and Applications)

GF 562 NFT 기술 및 응용             3           3

NFT(Non Fungible Toke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GF 563 시계열 데이터 예측 및 분석             3           3

(Time series forecasting and analysis)

GF 564 데이터사이언스 사례연구             3           3

(Data science case studies)

GF 565 고급기계학습             3           3

(Advanced Machine Learning)

GF 596 알고리즘특론                                                   3  3

            (Advanced Algorithm Analyais and Design)

GF 605 운영체계특강 3  3

(Special Topics in Operating Systems)

GF 626 고신뢰 SW 개념 특강 3 3

(Concepts of Software Reliability)

GF 636 논문연구I 3  3

(Thesis Research I)

GF 637 논문연구II 3  3

(Thesis Research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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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 해설

학수코드                                  교과목명

GF 502 데이터베이스관리특론 

(Advanced Database Management Systems)

트랜잭션의 개념과 고장회복, 데이터 무결성, 병행수행의 문제, 데이터 모델, 분산 데이

터베이스, 질의어 처리 기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최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소개한

다.

GF 505 운영체제특론 

(Advanced Operating Systems)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체계를 windows NT, MACH, UNIX 등 분산 및 병렬처리 운

영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서 관리, 주변장치 관리, 화일 관

리의 기법 및 장단점을 연구한다.

GF 510 데이타베이스시스템특론

(Advanced Database Systems) 

객체 지향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멀티미디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연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지식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 최신데이타베이스 시스템들의 데이타 모델, 언어, 

시스템 구성 기법들에 관해 강의한다.  

GF 516 정보관리특강 

(Current Topics 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데이타베이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시스템의 재구성에 관한 기법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 최신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기법과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과 

응용의 설계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GF 528 컴퓨터비젼 특론

(Advanced Computer Visions)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의 발달로 영상 및 시각자료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목에

서는 영상 자료의 처리와 시각정보의 인식을 중심으로 개념과 아울러 실제적인 활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주요 주제는 영상 표현 방법, 영상 처리의 기초, 영상 압축, 영역 분

리, 특징추출, 패턴인식 기법 등이다.

GF 546 데이터사이언스 특론                                            

(Advanced Data Science)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및 규칙을 발견하고 예측모델을 생성하는 기계학습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실제 데이터를 통한 사례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분석기술을 적

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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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549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Blockchai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차 산업 혁명 유망 분야 중에 가장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근간인 Peer-to-peer 

신뢰를 통해 smart contract의 형태로 경영, 경제, 법률, 물류, AI, 에너지, 바이오, P2P 

대부, 기상, 환경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Client-Serve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인터넷으로 진화 중이다.

GF 552     인공지능 플래닝                                    

(Artificial Intelligence Planning)

이 강의에서는 지속적으로 Planning을 수립하고 이를 Action으로 실행하고, 실 수행 환

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Learning 할 필요가 있는 Autonomous Agent를 구축하는 문

제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강의는 AI Planning 및 Learning의 주요 문제와 알고리즘, 즉 Action 과 Task 

Modeling, representation, plan generation algorithms, heuristic learning and reuse of 

experience, dynamic integration of planning, scheduling, and execution, and multi 

agent planning 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GF 553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  

이 과목에서는 연합학습에 대해 연구한다.

딥러닝 분야에서 중요한 사항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인데 연합학습에서는 프라이

버시를 확보하는 딥러닝을 가능케한다. 특히 블록체인의 개념이 들어간 연합학습

을 중점적으로 공부할것이다.

GF 554 딥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딥러닝과 강화학습의 결합인 딥 강화학습을 다룬다. 강화학습의 기초인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가치기반 강화학습, 정책기반 강화학습,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의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또한, 기본적인 DQN, A3C, PPO 알고리즘을 실제 응용에 적

용함으로써 딥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GF 555 양자 컴퓨터 개론 

(Introduction to Quantum Computing)

양자 컴퓨터 개론에서는 "현존하는 슈퍼 컴퓨터보다 1억배 빠른" 양자 컴퓨터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본다.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기본 개념인 중첩(superposition) 과 얽힘(entanglement) 

에 대해서 이해한다. 기존 컴퓨터 기초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에선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의 장점과 단점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IBM

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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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556 병렬 컴퓨팅

            (Introduction to Parallel Computing)

최근 실세계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큰 

스케일의 대용량 데이터와 함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High-Performance Computing) 기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은 소프트웨

어학과의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부 상급생을 대상으로 multi-core CPUs 및 many-core 

GPUs 등의 최신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동작원리를 학습하고 

병렬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 입문 수준의 실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가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C/C++를 

이용한 기초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된다. 각각의 주어진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 별로 

순차적으로 단순하게 설계된 C/C++ 예제 프로그램을 OpenMP, pthreads, MPI, CUDA

등의 분산/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병렬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운다.

GF 557 메타버스 기술 

(Metaverse Technology)  

최근 Metaverse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디자인 씽킹을 적

용할 때 UI UX, 게임적 요소, 심리적 요소, 업무 프로세스, 신사업 기획, AI 이해, 블록

체인(NFT등) 적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적인 방법론 조

차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생소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제페

토같은 네이버사의 Metaverse  플랫폼에 2억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이며 로블록스, 

포트나이트등 게임 사이트에서 공연 을 하고 나이트클럽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적용 

및 예술작품(소더비, 크리스티등 세계적 작품 거래소)을 NFT로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급

격히 늘어나고 있다. Metaverse 환경 내에서 디자인씽킹,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들을 

융합하는 부분에 대해 학습한다.

GF 558 AI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Advanced Discrete Event Simulation)  

무인자율시스템, 지능로봇 등 AI기반 시스템의 최신 설계 방법론을 다룬다. 센싱, 

인지, 추론, 판단, 계획, 일정, 제어, 진단에 이르는 지능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AI 기술들의 체계적 통합을 포함한다. 

GF 559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AI Agent Systems Design)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심층추론의 토

대가 되는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론과 응용력을 함양

한다. 

GF 560 GAN 기술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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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echnology applications  

인공지능에서 가장 촉망받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NFT와 연동을 통한 창의적 응용과제를 수행한다. 

GF 561 암호화폐 이론 및 응용 

(Cryptocurrency Theory and Applications )

최근 관심이 매우 고조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한 기초 이론적 기술 및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메타버스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 부동산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GF 562 NFT 기술 및 응용

NFT(Non Fungible Toke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NFT토큰관련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및 현실세계에서 매우 각광받는 

응용분야를 넓혀 실제 사용될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새로운 기술분

야에 대해 학습한다.

GF 563 시계열 데이터 예측 및 분석

(Time series forecasting and analysis)  

이 과목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응용 기술 을 강

의하며, 주요 주제는 통계학, 모델링,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등의 다양한 기술

과 사례들을 포함한다.

GF 564 데이터사이언스 사례연구

(Data science case studies)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학, 공학, 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고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과목

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

하는 등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실무를 세미나와 토론의 형

식으로  익혀 나가도록한다.

GF 565 고급기계학습

(Advanced Machine Learning)  

딥러닝, 강화학습 등 기계학습 분야에서 진보된 주제를 다루며, 로봇공학, 인식, 

빅데이터 등 첨단 응용 분야에서 기계학습의 활용과 이론을 심도있게 다룬다.

GF 596 알고리즘특론                                                   

            (Advanced Algorithm Analysis and Design)

본 과목에서는 알고리즘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계산 복잡도, 

난 수를 이용한 계산, 스트링 매칭, 인덱스 자료 구조 , 휴리스틱 등을 다룬다. 이 강의

는 영어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논문 한 

편을 발표해야 한다. 

GF 605 운영체계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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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opics in Operating Systems)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체계를 분산 및 병렬처리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서 관리, 주변장치 관리, 화일 관리의 기법 및 장단점을 연구한다. 

또한 객체지향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및 사례를 논한다.

GF 626 고신뢰SW 개념 특강

(Concepts of Software Reliability)

In this course, the concepts of software reliability, fault-tolerant and 

dependable software are discussed mostly. Basic concepts including 

N-version, checkpoints, redundancy, and other topic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Operating system,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are 

pre-requisites of the course

GF 636 논문연구I

(Thesis Research I)

연구논문은 박사과정 코스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노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으로서, 연구력 증진과 연구에 더욱 매진할때 이를 학점으로 변환 할 수 있는 과

목이다. 최대 6학점으로서 2학기 동안 이수 가능하다.

GF 637 논문연구II

(Thesis Research II)

연구논문은 박사과정 코스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노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으로서, 연구력 증진과 연구에 더욱 매진할때 이를 학점으로 변환 할 수 있는 과

목이다. 최대 6학점으로서 2학기 동안 이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