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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글로벌 여성공학 CEO 양성
소프트웨어학부는 1982년 설립된 전산학과를 전신으로 현재까지 컴퓨터과학 분야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

어학부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능력을 갖추고, 지식정보

화 사회를 선도할 창의력과 리더십이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2017년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의 전문적인 교

육과정을 경험한 인재들은 삼성전자, 삼성SDS, LG CNS, LG전자, SK Telecom 등

과 같은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은행 

및 공공기관의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산 교육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입학 전 

체크 

포인트

전공수업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지적 도구로 사용하여 과학,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디지털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을 공식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또한 컴퓨터과학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응용분야의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동화할지에 대한 고

민을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학과입니다. 더불어 전공 특성상 공동작업이 많기 때문에 의사교

환과 소통에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

정에서 수학, 과학 등을 통한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고 생명과학, 경제 등 컴퓨터와 접목하여 응용할 수 있

는 관심분야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분야의 흐름과 최신 정보들을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습득하고, 해외 서적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어독해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크게 기초이론과목과 응용과목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이론과목에서는 컴

퓨터의 기본 이론 및 구조에 대해 공부하고, 기초과목에서 쌓은 지식을 기반으로 고급 프로그래밍 같은 응용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런 기초이론과목과 응용과목의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됩

니다. 1학년은 기초 교양 및 전공 이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이해, 프로그래밍개론, 컴퓨터수학’ 공통

과목과 ‘소프트웨어융합의 이해, 확률 및 통계’의 전공과목을 수강합니다. 2학년은 전공 기초 및 일반을 중심

으로, 공통과목은 ‘자바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그래픽스’를 수강하게 되며, 전공과목은 ‘컴퓨터시스템

기초, 데이터사이언스개론, 인터넷과 웹’을 공부합니다. 3, 4학년은 전공 심화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3학

년 공통과목은 ‘운영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설계와 질의, 모바일소프트웨어’를 수강하며, 전공과목은 

‘데이터마이닝 & Visualization, UI /UX, 사물인터넷, 경영정보시스템, SW창업, 소셜미디어서비스’를 공부합니

다. 4학년 공통과목은 ‘인공지능, 네트워크보안’을 수강하며, 전공과목은 ‘빅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분석 및 

설계, 인터랙티브미디어, 바이오융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융합프로젝트, 디지털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교

육’의 심화 분야를 공부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의 졸업생은 학과과정을 통해 단순한 기술인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응용되는 모든 제

반분야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한 전문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에, 컴퓨터과학/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융

합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곳곳에서 핵심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

트웨어 응용분야 직종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삼성 SDS, LG CNS, LG전자, SK Telecom 등과 같

은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소, 금융기

관, 언론기관, 외국계 기업의 컴퓨터 관련직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강사나 교

수, 연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진로

분야

Since 2017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소프트웨어학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IT 전문 인

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공자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에는 컴퓨터과학전공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이 있으며, 소프트웨어융

합전공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

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소프트웨어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과탐색 가이드 소프트웨어융합전공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전공 특별활동

소프트웨어인의 밤

매년 11월 말 경에 개최되는 ‘소프트웨어인의 밤’은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모여 구성

원들의 소식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학부의 대표 행사예요. 소프트웨어인의 밤 행사에는 1년

간 있었던 공모전 입상, 취업 및 인턴 경험담, 해외 교환학생 등 자랑스러운 소프트웨어인의 소

식을 전하는 시간이 있으며, 특히 졸업생들의 특강을 통해 산업체의 현황을 접할 수 있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의 시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어요. 

학부동아리 

소프트웨어학부에는 SOLUX, SISS, Forza, Algos, APPS의 다양한 전공 동아리가 있어요. 각 동

아리는 각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고유 주제를 가지고 학과 선후배들이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답니다. 먼저 SOLUX는 숙명여대 대표 리눅스 동아리로, 서울지역 9개교 연합 리눅스 유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리눅스 홍보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SISS는 숙명 

정보 보안 동아리로서,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암호학 등의 보안 분야를 공

부하고 있어요. 이밖에 Forza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중점으로 활동하며, Algos는 알고리즘 공

부를 통하여 ACM - ICPC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이고, APPS는 유니티를 통한 

게임 앱을 제작하는 동아리랍니다.

재학 중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  컴퓨터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및 응용 능력을 겸비한 학생

·  공동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학생 

입학 전 준비

·  수학, 과학 등을 통한 논리적            

사고 훈련

·  생명과학, 경제 등 컴퓨터 관련         

응용과목 학습

· IT관련 동향 및 정보 수집

· 영어실력 향상

입학 전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KT, 

SK Telecom 등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  

Microsoft, IBM, Apple, Google,  

Facebook 등

금융회사 

한국은행, 신한은행 등 

정부기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공기업/정부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

원(NI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교육분야  

대학원 과정 후 강사 및 교수

졸업 후

학년별 교육과정

1학년  

공통   소프트웨어의 이해, 프로그래밍개론, 컴퓨터수학

전공  소프트웨어융합의 이해, 확률 및 통계, 과학기술영어

2학년 

공통  자바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그래픽스

전공      컴퓨터시스템기초, 데이터사이언스개론, 인터넷과 웹

3학년  

공통   운영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설계와 질의, 

모바일소프트웨어

전공  데이터마이닝 & visualization, UI / UX, 사물인터넷,

 경영정보시스템, SW창업, 소셜미디어서비스

4학년  

공통  인공지능, 네트워크보안

전공  빅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분석 및 설계, 

 인터랙티브미디어, 바이오융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융합프로젝트, 디지털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교육

학과사무실 전화 및 

홈페이지 주소

학과 사무실 위치  
명신관 425호

전화번호  

02.710.9431

메일주소  

computer@sm.ac.kr 

홈페이지 주소 

http://csweb.sookmyung.ac.kr

전공 집중해부

2013년부터 삼성전자 – 소프트웨어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으로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

2015년부터 한국IBM – 소프트웨어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으로서, 4학년 대상으로 교육/선발 및 졸업 후 IBM에 입사

기업체 및 연구실인턴 실습지원비 학기당 1,600,000원(수업료와 중복수혜가능)

※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수시 또는 정시모집 공과대학 최초합격자는 신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

·  수시 또는 정시모집 공과대학 추가합격자는 신입학 첫 학기 수업료 반액

공과대학 재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학점 평균 4.0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 평균 3.7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80% 

·  학점 평균 3.5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50%  

· 학점 평균 3.3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30% 

※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P/F과목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산학 프로그램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트랙 

IBM 

산학협력

공학우수

장학금

입학생 

재학생

(2~8학기) 

전체

(7학기) 
실습비 지원

컴퓨터과학전공 VS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교과목 이수체계

1학년  

컴퓨터과학의 이해

3학년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네트워크I,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웹시스템설계

4학년

컴파일러, 분산처리, 영상정보처리,

컴퓨터네트워크Ⅱ, 임베디드시스템,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시스템종합설계, 

컴퓨터특강, 컴퓨터통합실무교육

운영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설계와 질의

모바일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의 이해

프로그래밍개론

컴퓨터수학

2학년 

윈도우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회로,

리눅스시스템, 수치해석

  자료구조

 자바프로그래밍

 컴퓨터그래픽스

소프트웨어융합 전공컴퓨터과학전공

1학년  

소프트웨어융합의 이해, 확률 및 통계, 

과학기술영어

2학년 

컴퓨터시스템기초, 인터넷과 웹,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학년  

데이터마이닝 & Visualization, UI/UX, 

사물인터넷, 경영정보시스템, SW창업, 

소셜미디어서비스

4학년

빅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분석 및 설계, 

인터랙티브미디어, 바이오융합소프트웨어, 

SW융합프로젝트, 디지털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교육

공통 교과목

숙명여자대학교 학과탐색 가이드 소프트웨어융합전공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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