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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오게임 

넘 재밌당.
이 까까오

 게임 해봤어?

아니, 아직..

 근데 이런 까까오 게임은

 누가 어떻게 만들지?

공대 레인저에게

 물어볼까?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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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늘의 해결사를 자청하려고 나타났지롱!!

너희들 포코팡이라고 알쥐?

그 유명한 포코팡을 정보컴퓨터공학전공 김준수 동문이 

개발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외에도

국민내비 김기사 등 우수한 앱을 개발한

분들이 학과 동문으로 있다구~

자세한 얘기는

 정보컴퓨터공학전공에

 가서 알아보자구~~ 따라와!

저 선배가 지금 앱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 

정컴에 관한 

도사니까 환영 

해 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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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안미안.

프로그래밍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야.

애초에 3주면 될 줄 알았는데

4달이 지나고 있는 바람에...

에그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큭..그래도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올거야!!

 누가 아니? 앵그리 새처럼

 비상하는 날이 올지..? 

.. 저기...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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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내가 괜한 소릴..

전공소개로

바로 가 보자.

그럼 정보컴퓨터공학전공에 들어가면

 전자, 전기, 컴퓨터를 다 배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대학교 학부는 컴퓨터관련 과목을 듣고

 대학원은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하면 되는데,

 대부분 학부 때 배웠던 컴퓨터공학 전공을 선택하지.

원한다면 다양한 전공의 과목을 배울 수 있어.

정보컴퓨터 공학은 쉽게 말해서

 정보화지식 사회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개발하여 익히고

 이를 개발하여 각 분야에 응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야.  

기초라도

복잡하구나!

여러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크게 기초 이론 분야와 

프로그래밍 분야(소프트웨어 분야), 컴퓨터 시스템 분

야, 응용 분야를 배우게 된다. 기초분야는 이산수학, 

자료구조, 오토마타 알고리즘 등 컴퓨터 기술을 발달

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로직을 다루는 부분이다.

개발과 응용!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전공은 1979년 계산통계학과로 출발하여 1985년

에 전자계산기공학과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1990년에 대학원을 개

설하고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뒤 2015년 3월에는 전기공학과

와 전기컴퓨터공학부로 통합하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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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구조가

  컴퓨터네요~~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컴퓨터 기술의 핵심인

프로그래밍으로 C, C++, Java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하여 작동시키는 기술을 공부해.

한마디로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는 프로그램에서는

 대입연산자로 인식해. 대신

 이럴 때 컴퓨터에서는 ==를 사용해.

 사과=과일(x)이고 사과==과일(o)로 말이야. 

그렇게 되더라구.

 숫자를 셀 때도 1부터 안 세고

 0부터 세게 돼. 

있어보여!

정 · 컴학생들은 자판기나 신호등 같은 것을 보고 알고리즘에 대

해 생각한다거나 전자시계를 보고 논리설계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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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으로

시스템분야야!

시스템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와 컴

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을 

배우게 된다.

또, 응용 분야에서는

위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컴퓨터그래픽스, 분산 시스템

및 병렬 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패턴인식 및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공학

등을 배운단다!

음~컴퓨터앞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이라니!

뭔가 멋져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 수업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실습도 한다구!

정컴학생들은

모두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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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컴퓨터말고도

로봇, 3D모델링 등

다양하게

배울 수 있구나~

의외였어~

당연하지! 고도의 정보 산업 사회에서는

 정보컴퓨터공학이 근본이 되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학문이야!

여기서부터는

교육시설과

실습장면이야!

레고를 이용한 텀프로젝트 결과물 시합중

전기, 전자, 회로 실습 장비를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3D모델링(대학원 실험실)

전산실습실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응용분야도 학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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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눈부신 발

전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원을 공유하고 신뢰성 있는 통

신을 하며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며 사물을 인식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및 멀티미디어 기술

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컴퓨터 분야는 현대 산업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전공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이며, 그 외 여러 분야와 융합하여 지역 산업에서부터 나아가 

세계시장까지 주도하는 IT엔지니어를 양성한다.

정보산업시대에 정보컴퓨터는 빠질 수 없는 학문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해~ 게임 하나 잘 만들면 

나라를 먹여살릴 만큼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이만하면 정보컴퓨터공학전공의 매력에 흠뻑 빠지지 않겠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보컴퓨터는 다양한 분야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넓다. 대기업은 물론 통신사, 

포탈 사이트, 창업 게임분야, 공기업 등 가지각색

이고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대학원에진학

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도

잘 되겠어!!

그러면

발전 전망도 무한...

두말하면

잔소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