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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랜 전통의 대학입니다. 

622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대학은 1946년 근대식 성균관대학이 설립된 이후, 약 25만명의 동문들을 배출하였고 신념 있는 교육을 통해 국

가와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궤(軌)를 같이해 왔습니다.

우리는 도약하는 대학입니다. 

결코 오랜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2019년 현재, THE 세계대학순위 89위(컴퓨터공학전

공순위 87위), 국내 대학순위 2위(중앙일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감 높은 대학입니다.

대학의 객관적 평가순위 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007~19년도 사립

대 부문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학 내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만족감에 대한 체감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첨단부문의 경쟁력 있는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거의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현재 SW중심대학사업, Brain Korea사업, Grand-ICT 연구센터, 인공지능

대학원, 시스템SW기초원천기술연구단, 스마트TV연구센터, 삼성전자 지원 클러스터연구센터와 30여개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입니

다. 이는 최고의 팀워크와 경쟁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 경험과 실습을 중시하는 대학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기업에서의 인턴수행을 졸업 요건으로 시행 하고 있는 우리대학은 거의 모든 학생들(2019년 현재, 30여개 기업과 150여명의 학생

들 참여)이 연단위로 진행되는 산학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 2학년만 되면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에서의 자신의 학습 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새로이 구축한 

성균오픈소스센터에는 사물인터넷(IoT) 스튜디오, AR/VR 스튜디오, 오픈소스SW스튜디오, 자율자동차 스튜디오를 만들어 각각을 위한 첨단의 교

육과 실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융합과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대학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중심으로 인터랙션사이어스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학부와 대학원의 다양한 융합학과를 개설하여 다

양한 융합과 통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쟁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의 칭와대, 상해교통대, 미국의 퍼듀대, UCI, USC, 베트남의 

호치민과기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과 배려를 우선하는 사람 존중의 대학입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우리대학의 정신적 모토이며 목표하는 행동 규범입니다. 조직을 우선하고 남을 배려하되 냉철하지만 가슴 따뜻한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합니다. 학업의 수월성만을 추구하는 학생은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조직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심성의 따뜻한 능력자입니다. 

이미 우리 대학은 1000명에 가까운 학부 및 대학원생과 6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규모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매주 이루어지는 학생소개 시간

을 통해 각 지도교수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일상화된 주요 활동입니다. 이처럼 학생-교수-직원이 소통하는 대학, 배

려하는 대학, 기본에 충실한 사람 존중의 대학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배전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대학장 이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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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상을 이끌 

소프트웨어 분야 주인공을 꿈꾼다

소프트웨어대학 

조직도

소프트웨어대학은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첨단 교육 시설 및 실험실습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초 과학 및 공학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응용력 함양과 실무적 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우수한 논문들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등 국내 정상의 연구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분야의 교수진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적  

논문지와 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구력 신장에도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목표

소프트웨어대학

인의예지의 품성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적극성을 갖춘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공 

지식, 실무역량, 창의·융합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

정보사회의 이슈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인재 양성

리더급 소프트웨어 전문가 

로서의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운영위원회

학부

일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부설기관

 SOSC(성균오픈소스SW센터)

 SSEN(성균SW교육원)

 컨버젼스연구소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GRAND-ICT센터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공동운영)

 DMC공학과(공동운영)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공동운영)

 IT컨설팅학과

 빅데이터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

교육과정
혁신위원회

전공교육
소위원회

융합교육
소위원회

평가제도
소위원회

산학협력
자문위원회

산학협력
협의회

연구진흥
위원회



College of Computing, SKKU  학부 학과  ı 76 ı College of Computing, SKKU  학부 학과 

소프트웨어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학과 / 컴퓨터공학과

본 대학은 소프트웨어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사과정에 소프트웨어학과와 컴퓨터공학과 등 2개 학과를 운영하

고 있다. 두 학과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공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독자적인 

커리큘럼 운영과 함께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두 학

과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학과와 컴퓨터공학과는 각종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 이론 및 핵심 기술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후 각 세

부 영역별 심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입학 후 

5년 학석사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다중-트랙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쉽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응용 및 실무 능력 함양을 추구하고 있

으며,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

화에도 힘쓰고 있다.

소속 교수들은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세계적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연구 

측면에서 현재 세계 10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50위권을 목표로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학과 / 컴퓨터공학과 전공트랙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 임베디드시스템, 모바일플랫폼 등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컴퓨터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게임소프트웨어 등

Systems and networks 대표 교과목

Knowledge and Intelligence 대표 교과목

Security and software 대표 교과목

이 론

이 론

이 론

실 습

실 습

실 습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멀티코어컴퓨팅, 임베디드시스템

인공지능, 기계학습원론, 컴퓨터비전, 데이터사이언스

컴퓨터보안,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컴퓨터그래픽스,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프로그래밍실습, 모바일앱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실습

인공지능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프로젝트

자바프로그래밍실습, 컴퓨터그래픽스프로젝트

ㅣ대표 교과목

ㅣ대표 교과목

ㅣ대표 교과목

최근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적인 컴퓨터공학 전공교육과는 달리 인

문, 사회, 경영·경제, 자연·생명 등 다양한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웨어(SW)를 융합한 ‘SW 통섭형 인재’ 양성이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에서는 SW 비전공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SW분야와 다양한 非 IT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융합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에서는 SW 비전공자

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있도록 SW기초과목부터 심화과목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 현장에서의 SW활용분야에 대한 실전적 학습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전념

을 위해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이 연계한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소프트웨어학과

1, 2학년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

3, 4학년 연구지원금 및 성적장학금 지급

컴퓨터공학과

2학년 성적 장학금 지급

3, 4학년 연구지원금 및 성적장학금 지급

장학금 안내(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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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대학 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 중심 교육

2. Brothership Workshop (칭화대, 상해교통대학)

1. 미국연수 (실리콘밸리 및 LA)

3. 해외연수 및 인턴

● 현장중심 교육
1. 산업체 방문 (방문지도) 3. 동계-하계산학 집중 프로그램2. 산학협력프로젝트

● 인의예지 교육

● 전문가 양성교육

1. 월드프렌즈ICT 봉사단

1. 소프트웨어대학 작품 전시회 (S-TOP)

2. 학생 자율 활동

2. 고교 지원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USC

맨텍

Qualcomm

UCISJSU

포커스원

CSIRO Data61 KIC SV

삼성(미국법인)

스탠포드 대학

에어비엔비

유니버셜스튜디오

구글

UC버클리 대학

우버 Synopsys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World Friends ICT
NIA-SKKU Volunteer

World Friends ICT
NIA-SKKU Volunteer

World Friends ICT
NIA-SKKU Volunteer

World Friends ICT
NIA-SKKU Volunteer

World Friends ICT
NIA-SKKU Volunteer

VR_AR스터디 그룹 S-CAR(자율주행) 1인 미디어 스튜디오

해외연수

해외인턴

· 지란지교 (일본) 

· Shandong massun soft (중국)

· BinaryVR. Inc (미국)

· Stratio (미국)

· SWIT (미국)

· NASA (미국)

· UMD (미국)

· Crate.io (미국)

Pu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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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과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원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식,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등으로 무

장한 디지털 시대의 新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로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엘리트급 글로벌 리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SKKU 소프트웨어대학 대학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는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현상을 다양한 

학제간 접근을 통해 연구한다. 미래 IT산업의 측면에서 UX R&D, Data 

Science, Interaction Design, Managment of Technology 등을 중점

적으로 다루며,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여 IC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 분야를 포함하여 메카트로닉스 및 

컴퓨터응용, 제어계측 및 자동화, 통신 및 신호처리, VLSI 및 CAD, 반도체 및 재

료, 광 및 전자파의 첨단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국가적 IT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업체 인력 재교육 기반 실무 중심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 창의적 리더급 핵심인력

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MC공학과

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고급 인재 양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의적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공학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보호, 빅데이터의 지능적인 관리 및 

분석, IT 시스템 컨설팅의 정보통신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정보보호학과, 빅데이터학과, IT 컨설팅학과 3개 학

과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대학원
(특수대학원)

Engineering

Social Science

Design

Interaction 
Science

글로벌 문화와 기술개발 환

경 등에 친숙하게 하고, 국내

외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등

으로의 진출을 적극 장려

특별 세미나와 인턴쉽 프로

그램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능력을 배양

대학원생 입학부터 논문 주

제의 선정, 심사, 진학, 취업

지도 등을 담당하면서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관련 분야를 이해하

고 융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으로 양성

글로벌  
리더 육성

이론 및  
실무 겸비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실습 
능력 배양

소프트웨어학과

(공동운영)

(공동운영)

(공동운영)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반이자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이 학

문적, 사회적, 산업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장중심의 AI 혁

신·융합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 수요기반의 문제 제시·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AI 선도 인

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의 대학, 기업, 연구소

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연구

Multi-modal

Expeditive

Generative

Actionable

창의자율

Self-directed

Enterprising

Leading

Futuristic

교육

Leading Yourself

Entrepreneurship

Adaptation

Re-Creation

New-value

해외협력

Weaving

Overseas training

Research collaboration

Leader academy

Distinction

지자체 지원, 인적/물적교류,

수요발굴, 지속적 교류,

산학협력 확산

AI학과
(대학원)

산학연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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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C 비전 및 목표 성균SW교육원 
비전 및 목표

오픈소스SW(OSS)의 문화적 특성인 개방과 공유, 참여 및  

집단지성 추구를 SW 전공자들은 물론 SW 비전공자들이  

속한 대학 내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데 그 촉매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학제적인 OSS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OSS 기반의 SW 개발을 위한 SW공학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국내의 OSS 교육 및 활동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여 세계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SW 인력양성 및 연구 체계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본 센터는 상기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균인 SW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여 매달 1, 2회 학생, 교수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OSS meet-up 세미나를  

개최하여 OSS 커미터 및 주요 개발자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단기목표

활동

학생 자율 활동

SW전공/비전공 학생들에게 

OSS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

는 것과 함께 OSS 사용자로서의 

기술적, 사회적 소양을 갖게 한다. 

첫째

각 수강 과목별로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필요로 하는 

OSS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학생들이 미래 경쟁력 있는 

SW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하기위해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실제 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셋째 

오픈소스 활용 능력을 갖춘 

Global SW 인재 양성 오픈소스SW센터 SOSC

비전공자와 타전공자의 SW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성균SW교육원 SSEN

우리대학은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을 위해 성균SW교육원을 

신설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첫째. 컴퓨팅 사고 기반의 문제해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둘째.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셋째. SW중심의 가치창출 및 확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의 · 융합적 SW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컴퓨터 사고력과 SW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창의성에 중접을 둔
SW 교육

SW전문기관과의
교육 콘텐츠 연계

컴퓨팅사고력기반
문제해결
능력함량

컴퓨팅사고력
교육전문가 주도
교육플랜설계

SW 기초교양교육
전공분야의 학문적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능력

컴퓨팅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그룹명 활동 내용
HIT 해킹과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교내 유일 정보보호동아리 이며, 정보보안 스터디 및 프로젝트 진행

SWIFT 야구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모여 야구 하고, 보고, 즐기는 동아리

애플트리 소프트 학생들끼리 축구랑 풋살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간 교류 진행

APS 알고리즘 및 웹, 머신러닝등의 응용 프로그래밍 스터디 진행

밤 음악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음악을 하는 동아리

S-CAR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 실습&개발 및 Drive PX2를 활용한 자율주행 연구

1인미디어 스튜디오SST 학과 행사 또는 자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SKKU soft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

VR/AR Studio VR과 AR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는 실력 쌓기

MCC 멀티코어 및 CUDA코어를 활용한 병렬프로그래밍

명수터디 유니티를 공부하여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을 목표로 활동

업텐포 TENSORFLOW 툴을 익히고 응용분야에 접목하여 프로젝트 수행

Aing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법 및 프로젝트 수행

우림이좋은친구 AI Challenge 수상 및 논문 Publish (논문구현+연구경험+대회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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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HCI, UX, HRI 등 인간과 기술의 상화작용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ACM ICUIMC 등 다양한 국제대회 및 각종 워크샵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 20명의 연구원이 소속되어있다. 설립 초기부터 

활발한 국책 정부 사업과 산학 협력 연구 활동을 추진해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산학 과제를 수주하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프트웨어대학 연구소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과제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연구소
본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산 처리 시스템, 유비쿼터스 미들웨어, 상황인식 

컴퓨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1년부터 국내 유수의 기관들과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수의 정량적 결

과물을 도출하여 기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다.

컨버젼스연구소
컨버젼스연구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W·ICT 융합 연구와 분야별 원천기술의 확보는 물론 융합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산업 활성화, 고급인력 육성,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연간 124억 규모의 

연구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중심의 ICT 융합 연구가 특화 되어있다.

라이프 컴패니온쉽 지능형 인터랙션

총괄책임자   추현승교수      과제수행기간   2015.09 - 2022.12 (7년 3개월)

연구비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연구비총액   약 225억원

본 센터는 미래사회 사용자의 Companionship IoT를 프로토타입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중심 

SW융합 기술을 개발한다. Intelligent Interaction의 핵심특허를 선점하고, 판교벤쳐밸리 1200개 기업

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판교SW융합대학원 운영 (50명규모), 15개 과제 R&D 지원, 연간 10여개 기술지

도 및 기업컨설팅을 수행한다.

[IITP-EZ] SW중심대학

총괄책임자  정태명교수      과제수행기간  2015.10 - 2020.12 (3년 3개월 + 2년)

연구비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연구비총액  약 200억원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SW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

구하며, 대학교육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

중고 등 사회 전반에 SW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IITP-EZ] 인공지능대학원

총괄책임자  이지형교수      과제수행기간  2019.04-2023.12(4년 9개월)

연구비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비총액  약 117억원

현장 중심의 AI 혁신·융합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 수요기반의 문제 제시·해결을 위한 현장밀

착형 산학협력 활동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의 대학,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현

장중심 문제해결형 글로벌 AI 선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Smart Vehicle 분야 차세대 공학 연구자 육성 사업단
총괄책임자   이칠기교수      과제수행기간   2017.05 - 2022.02 (4년 10개월)

연구비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총액   약 40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Smart Vehicle 창의융합형 핵심인력을 양성

하고 경기도 지역의 Smart Vehicle 기술혁신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Smart Vehicle 서비스 상용화

를 통한 Smart Vehicle 서비스 신규 시장 창출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다.

PF급 이종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

총괄책임자   한환수교수      과제수행기간   2016.11 ~ 2020.12 (4년 2개월) 

연구비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재단      연구비총액   약 260억원 

슈퍼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GPU, MIC, FPGA 등의 이종 가속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

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SW와 응용SW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술 

추세와 요소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시스템SW를 개발하고, 응용분야에서는 빅데이

터/빅컴퓨팅 분야와 딥러닝 기반 미래예측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

는 SW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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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대학

넓게 더 높게 소프트웨어대학의 글로벌체험 

"성균관대 S-TOP 첫 개최 차세대 SW인재 활약상 한 데 모아"

차세대 소프트웨어(SW) 인재들의 활약상을 한 데 모아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은 22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 캠퍼스에서 에스탑( S-TOP, 

성균관대 테크오픈파티)을 개최했다.

S-TOP은 소프트웨어 대학 학생들이 기업과 협력 개발한 기술 작품과 연구실에서 창출한 성

과물 30개쯤을 선보이는 행사다.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You are my summer.” 몰도바 헬퍼 ‘Iulia’가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름이 된 

것처럼, ICT봉사와 몰도바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여름을 선물했다. 우선, 월드프렌즈ICT봉사단은 소프트

웨어대학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행사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ICT봉사단은 IT교육과 문화교육에 목

적을 갖고 봉사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약 2달간의 수업준비를 마치고, 걱정과 기대를 안고 몰도바로 향했다. 

교육 첫날, 몰도바 아이들은 처음 본 나를 위해 깜짝 생일파티를 해줄 정도로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었다. 밤에는 팀원들과 수업준비를 하며, 함께 영화를 보며,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웠고, 낮에는 아이

들과 수업을 하고, 같이 떠들고 놀면서 행복했다. 매일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몰도바의 하루는 매일이 완벽했다. 추가로 우리 팀은 

학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교 도서관에 도서대출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했다. 평소 수기로 모든 책의 반출입을 관리했던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매우 반가워했고 고마워했다.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팀원들과 헬퍼들과 함께 다른 도시를 구경했다. 

영어수업과 외국인들과 교류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높여주었다. ICT봉사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얻은 생각의 방식, 자신감, 인연 그리고 경험의 질은 정말 완벽했고 특별하다. 자기자신이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특별하고 의미 있

는 활동과 경험을 찾고 있다면 ICT봉사단에 참여해야 한다. 많은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이 ICT봉사단원으로서 봉사의 성취감을 넘어서는 교류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 행복과 기쁨을 반드시 느껴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타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이칠기 교수님, 송상효 교수님 그리고 송보라 선생님께 감사드립

니다. 더불어 이런 완벽하고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정태명 학장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국연수 후기
‘솔직히 내가 미국에서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

종종 실리콘 밸리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 곳이 IT업계의 성지라는 것 정도. 딱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미국

에 도착한 첫 날도 동기들과 여행을 온 기분이었다. 미국연수는 주로 기업을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쿠팡을 애용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방문하다니 ‘스타트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기업인데 왜 

방문해야 하지?’ 미국연수 프로그램은 이런 편견을 부수며 실리콘 밸리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주된 일정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비자, 월급, 적응 등 궁금한 것도 즉석에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었고 이메일을 받아 추후에도 꾸준히 연락

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현지 기업방문이외에도 미국연수 프로그램은 저녁 만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좋았다. 게다가 동기들과 함께 느낀 것들을 공유하며 더 끈끈

해지는 시간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운은 여전했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

라졌다. 돌이켜보면, 미국연수는 인생에서 새 방향을 열어준 나침반이었다. 지금 이 시기엔 해결책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고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준 경험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멋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 선물이었다. 대학생이 되면 많이 느끼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와라는 말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서 기뻤다. 앞으로도 잊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계 해외파견 프로그램 (USC대학)
19.06.29(토)~7.26(금) 한달 동안 미국 LA, 실리콘밸리, 시애틀 총 3개의 도시를 다니며 기업 탐방 및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에서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프로젝트들

을 수행하며 관련 주제로 해커톤에 참여해 협업하는 등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스타트업 개발자 분들의 세미나, 드림웍스, Facebook, Google, Cisco, Intel, Youtube 등의 기

업에서 종사하시는 개발자 및 팀장 분들의 세미나, 기업 탐방을 통해 한국에서 가졌던 짧은 시야를 세계로의 

시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기에, 현지에

서 개발자로 종사하시는 한국인 분들의 말씀들을 통해 해외인턴십의 시기, 필요성, 절차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연구하기를 원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이를 

준비하는 추진제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이라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 종합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신 소프트웨어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T Chosun 2019.02.22.)

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박지열

컴퓨터공학과 15학번 조준희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박동찬

기업,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과제수행...인턴십 졸업 전 필수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30개 대학 중 한 곳이다. 산학협력이 활발해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은 졸업 

전 인턴십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공들여 개발한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들에 보여줄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에서 매우 만족감을 느꼈다. PC방 빈자리 알림서비스를 개발한 하병기(27) 학생은 "군대시절 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살려 개발했다"며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반갑다"고 말했다.공공기관과 협력과제로 중대형 디스플레이 기

반 동시 다중 사용자 지원 UX플랫폼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권제(26) 학생은 "관람객들이 직접 플랫폼을 사용해 본 뒤 개선할 점들을 말해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학생들뿐

만 아니라 기업관계자들까지 오는 자리에 개발과제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K플래닛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도 선보

였다. 김민재(21)학생은 "기존의 SK텔레콤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가 주부, 아이들,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 대비 젊은층을 위한 서비스

가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젊은층이 즐기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들을 겨냥한 기술을 개발했더니,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다"

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호소 반려동물 입양시기 예측, 음성인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애플리케이션, 3D 페이스 페인팅 , 웅진플

레이도시 워터파크의 비콘 데이터 분석, 신뢰감 증진을 위한 설명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인터페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얼굴인식 

등 작품들이 전시됐다.

QR코드로 우수작품 투표, 미니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S-TOP는 각 전시부스마다 QR코드를 비치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단순히 과제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 외에도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민원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미니 토크 콘서트도 진행

됐다. 이들은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덕담과 조언을 건넸다. 

석제범 원장은 "앞으로 융합의 시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다"며 "문제를 바라볼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든 시

각을 기르고, 모두가 같이 팀을 이뤄 여러 분야 전문지식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원기 제2차관

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학부시절 지식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

소프트웨어 인재는 실리콘밸리 같은 곳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인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존 창업자 제프베조스나 테슬라 창업자 일론머스크 같은 유명인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여러분들이 좋

은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정부도 돕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산학협력에 관한 질문에 "피해갈 수 없는 흐름

이다"며 "그동안 기업체 입장에서 대학에서 가르쳐 온 학생들을 뽑아도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산학협력과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

도 기업친화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 취업하기 좋고, 취업 후 회사에 적응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하더라도 산학협력 

과정에서 시장의 동향이나 기업의 요구를 확실히 인식하고 맞춰나가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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