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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늘리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시대에 대기업의 근속연수가 12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0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평균 근속연수가 11.6년으로 조사됐다. 개
별 대기업으로 보면 평균보다 훨씬 짧은 곳이 많아 ㈜LG는 3.5년, 하이닉스 8년,
삼성전자 8.2년, 삼성물산 8.6년, LG전자 9년 , SK이노베이션 9.8년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짧아져 가면서 평생직장이라는 전통적 직업관도 깨져가고 있다. 자
의반 타의반으로 근속연수가 단축되면서 고용 안정성도 악화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타의로 쫓겨나기도 하고, 더러는 더 좋은 직장과 창업
을 위해 자의로 퇴직하기도 한다. 그래서 삼팔선(38세 퇴직), 사오정(45세 정년)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 시대 고용불안의 현주소를 증언하는 대목이다.
군대를 마치고 26~27세에 취업할 경우 4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취업
하면서부터 실직과 전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직장인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을 발휘할 기회는 물론, 숙련을 기초로 한 직업 전문성을 키우기가 쉽지 않게 된
다. 결국 기업의 손실이자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데일리신문 [2012.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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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기준 교수님.
저는 93학번이며 97년도에 졸업한 OOO이라고 합니다.
97년도에 컴공과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메일로 안부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빠 인사도 제대로 못들인것에 대해 사죄를 드리고 싶네요.
학부때 교수님께 데이타 베이스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97년도에 졸업 하고 현대 전자에 입사한후 CDMA base station channel card 담당 업무를 시작으로 지금
까지 wcdma, lte 시스템등 기지국을 주로 개발을 주로 하였으며 최근까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업무 총괄을
맡아 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도 알고 계시듯 현장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를 원하며 40 대 중반이 되면 현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
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을 찾던 중에 정보시스템감리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한국정보시스
템 감리협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이번에 수험서도 저술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수님께 감리사에 대한 비젼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무심한 제자 였지만 감히 교수님께 시간을 내어 주십사하는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내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한걸음에 달려갈 것이며, 시간이 안되시면 메일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OO 배상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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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현장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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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목적 :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핵심 역할
 IT 패러다임 변화 독립적
 개발자-> 설계자(아키텍트) -> 컨설턴트
 미래가 보장되는 분야 : 고령화 대비
 대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정보처리기사, SQLD[P], DA[s]P

 대학 졸업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정보시스템감리사, 기술사, 석∙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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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정의

CIO/EDA
(개괄적 관점)

데이터 관리 총괄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지침 마련
데이터 관리자간 이슈 사항 조정

DA
(개념적 관점)

표준 개발 및 형상 관리, 검증/ 표준화 절차 수립, 운영
전사 데이터 모델 통합
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한 정리 및 Modeler 지원

Modeler
(논리적 관점)

해당 기능 영역의 데이터 요구 사항 및 이슈 사항 조정과 통합
해당 기능 영역의 비즈니스 요건을 토대로 데이터 모델링 수행
표준 확인 및 적용

DBA
(물리적 관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형상 관리 수행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 및 튜닝, 보안 관리

Programmer
(운용적 관점)

서비스되는 데이터 및 운영/분석 데이터에 대한 활용
데이터에 대한 추가 요건 요청

자격증 소개 및 진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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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급 기준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술사

개정 등급 기준
학력 및 경력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특급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술자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술자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초급 -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술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폐지

특급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

폐지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기술자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인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폐지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SW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SW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중급
서 3년 이상 SW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
기술자
한자
-기사자격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폐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초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자
기술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를 가진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3년 이상 SW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SW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9.8.1~]
가. 기 술 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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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원)

직접인건비

376,262

산출 내역

비고

2014년도 소프트웨어 특급기술사 일노임단가

실비로 계산하여 청구

직접경비

* 직접 경비: 숙박비, 교통비, 현지교통비, 식대 등

제경비

451,514

직접인건비의 120% 적용

기술료

165,555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합계

993,331

최대 120%까지
적용 가능

최대 40%까지 적
용 가능

합계액에 직접경비 등 플러스 알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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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http://www.q-net.or.kr/]

응시
자격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
무분야(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
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이하 "대학졸업자 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 후 응시하
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5)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졸업 후 응시
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http://auditor.nia.or.kr/]
(1)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2)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소지자(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
(5)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6)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7)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8)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
는것
- 공공기관은 사업비(HW, SW의 단순구입비 제외)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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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실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업무프로세스, 신기술동향, 전산영어

 국가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필기] 감리 및 사업 관리,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 구조, 보안 (120
문제)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계산, 기타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필기]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기타 컴퓨터
응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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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실무능력 진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동으로 개발한 IT역량평가 테스트
 TOPCIT 공식홈페이지(www.topcit.or.kr)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북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준비 가능 : 2014년 부터 시행

 영역별 출제구조
영역

기술
영역

비즈니스
영역

모듈

문제 수

배점

78문제

1000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측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능력 측정
네트워크와 보안
네트워크와 보안 이해 및 활용 능력 측정
IT비즈니스
IT비즈니스 이해 능력 측정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능력 측정

통합
영역

기술영역과 비즈니스영역을 아우르는 수행형 문제로 종합적 사고력
및 실무문제 해결능력 측정
계

Ⅲ

IT분야 실무 역량 평가 '탑싯' 내달 말 첫 인증시험[중앙일보 입력 2014.04.28 00:05 ]
기업들 신입 채용 등에 활용

올해부터 정보기술(IT) 분야 실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시험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31일 IT 분야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제1회 탑싯(TOPCIT)’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탑싯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종사자나 소프트웨
어(SW) 개발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시험
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2년에 걸쳐 공동 개발한 탑싯은 객관식·서술형·수행형·통합형
문제 65문항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 관련 역량을 키우기보다 이력
서에 제출할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기업들도 IT 분야 역량을 평가할 도구가 없어 경력
직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탑싯 성적은 대학과 기업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SDS, LG CNS, 엔씨소프트, 한국 마이
크로소프트(MS) 등 24개 기업과 기관이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교육에 탑싯을 활용하고,

제주대·대전대·동의대 등에선 졸업 인증제도로 도입한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는 누구나
탑싯 웹사이트(www.topc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박수련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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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소속의 5급 일반직 공무원(사무관)을 선발하는 임용시험


http://www.gosi.go.kr/

 2011년 부터‘행정고등고시(기술직)’명칭이‘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으로 변경됨[300명 -> 200명]
 전산직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12년부터 한국사과목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성적 제출로 대체]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제3차 시험 (면접시험)




토론면접(집단토론)
역량면접(개별 프리젠테이션 & 개별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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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한 민간경력자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100명 -> 200명]


http://www.gosi.go.kr/

 응시자격요건[전산사무관]
응시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
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경력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이상 경력자
 시험방법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 10배수 선발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3배수 결정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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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구분 : [http://www.rndjm.or.kr]
1. 산업기능요원 : 학사병특




34개월간(신검 1~3급의 현역병입영) 혹은 26개월간(신검 4급의 공익근무) 일하면 군필자
자격증 : 기능사 ,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2. 전문연구요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할 경우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

1. 석사학위 취득 : 2년 석사과정
• 석사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에 근무
2. 박사학위 취득 : 2년 석사과정 + 5년 박사과정
• 석박분리과정(4년간 수업) : 박사과정 3년차부터 군복무로서 인정(박사과정 5년 : 군필)
• 석박통합과정(3년간 수업) : 통합과정 4년차부터 군복무로서 인정(통합과정 6년 : 군필)
• 박사수료전까지 전문연구요원 선발 : 년 2회(4월, 9월), 고득점순으로 선발
− 영어[TEPS] 300점,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PASS, 석사과정성적 300점
− 단, 공익근무소집대상(보충역)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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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www.etri.re.kr

 국방과학연구소[ADD]


http://www.add.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http://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http://www.kist.re.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www.kisa.or.kr

 한국정보화진흥원[NIA]


http://www.nia.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


http://www.kdb.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http://www.nipa.or.kr

국내외 DB 자격증 현황

자격시험
합격 전략

• OCM (Oracle Certified Master)
ORACLE

• OCP (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 OCA (Oracle Certified Associate)

국
외

• MCM (MS Certified Master)
MicroSoft

• MCITP (MS Certified IT Professional)
• MCTS (MS Certified Technology Specialist)
• DAsP (Data Architecture Semi-Professional)

• DAP (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

국
내

한국DB

• SQLD (SQL Developer)

진흥원

• SQLP (SQL Professional)

• ADsP (Advanced Data Analytics Semi-Professional)
• ADP (Advanced Data Analytics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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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DB 전문가 정의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요건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DB 설계와 이용 등
효과적 데이터아키텍처 구축 전문가

SQL 전문가(SQLP)
DB와 DB모델링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조작, 추출 등
최적(정확) 성능 SQL 작성 및 DB P/G이나 응용 S/W 성능을
최적화하는 DB 개체(뷰, 인덱스 등) 설계, 구현 전문가

17 / 28

`

자격시험
합격 전략

시험 응시자격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자격
보유
기준

학력
기준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자격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해외 DB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DB진흥원 자격을 취득한 자(DAsP, SQLD, SQLP)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SQL 전문가(SQLP)
자격
기준
학력
기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SQL 개발자(SQLD) 취득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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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구분
기본
과목
전공
과목

과목명
합계
전사아키텍처 이해
데이터 품질 관리이해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필기
실기
시험
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 시간
100
70
1
30
10
7(0.7점)
10
7(0.7점)
10
7(0.7점)
240분
1
30
(4시간)
10
7(0.7점)
40
28(0.7점)
20
14(0.7점)

72문제(필기 70,실기 2)

SQL 전문가(SQLP)
구분

과목명

합계
기본 과목 데이터모델링의 이해
SQL 기본 및 활용
전공 과목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101문제(객관식 100,실기 1)

필기
실기
시험
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 시간
70
70
2
30
10
10(1점)
20
20(1점)
2
30 180분
40
40(1점)

※ 합격기준 : 과목별 과락(40점 이하)없이 총점 75(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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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SQLD(SQL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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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SQLP(SQL전문가)

`
19 / 28

자격시험
합격 전략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DAsP(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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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DAP(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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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2014년도 시험일정

자격시험
합격 전략

`

자격시험
합격 전략

시험 특성
• 전문 수험서가 있으므로 시험과목 및 범위를 알 수 있다.

•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난이도를 알 수 없다.
• 실기 등으로 일부 자격시험처럼 DUMP로 합격할 수 없다.

• 취득 시 업무 활용성이 뛰어난 자격증이다.
• 수험서 및 관련정보가 한국DB진흥원에서 제공되므로 교육
수료 등 관련 비용이 적게 든다.
•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DB 전문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다.

2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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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시험 준비전략
주 교재 학습
• 한국DB진흥원 수험서 위주 자료 정리 및 그룹 스터디 실시

부(실기 등) 교재 학습
• 부(실기 등) 교재 학습
• 실기(모델링, SQL 실습) 시험 대비 실습 진행

문제풀이 및 정리 학습
• 예상 문제 출제, 문제 풀이 및 해설, 토론 진행
• 실기가 관건이므로 학습기간 전체에 걸쳐 실습 필요

2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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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DB자격검정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종합정보
http://www.dbguide.net/index.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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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DAsP 자격증 커뮤니티 카페

DAP, DAsP 자격증 커뮤니티 카페
http://cafe.naver.com/only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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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포럼

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포럼
http://cafe.naver.com/sqlpd
http://www.db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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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전략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과목
• 학부 3학년 1학기: 화일 처리
•File System 개발

• 학부 3학년 2학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내용
• 학부 4학년 1학기: 고급 데이터베이스
•SQL 개발자(SQLD : SQL Developer)
•SQL 전문가(SQLP : SQL Professional)
• 학부 4학년 2학기: 데이터베이스 응용 설계
•DAsP(Data Architecture Semi-Professional)
•DAP(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 정보통신대학원: 데이터 모델링
•DAP(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보완
21 / 28

자격시험
합격 전략

`

건국대 자격증 합격률

자격시험
합격 전략

 2013년 4학년 1학기: 고급 데이터베이스 수강생
• SQLD 합격률 51.2% 달성(21명/41명 합격)
• 제8회 SQLD 자격검정 : 13.3% 합격률(59명/443명 합격)
• 2010년부터 SQLD의 평균 합격률 : 25~30%
 2013년 4학년 2학기: 데이터베이스 응용 설계 수강생
• DAsP 합격률 54.1% 달성(20명/37명)
• 제19회 DAsP 자격검정 : 24.5% 합격률(50명/204명 합격)
• 2007년부터 DAsP 의 평균 합격률 : 30~40%
 2014년 4학년 1학기: 고급 데이터베이스 수강생
• SQLD 합격률 47.4% 달성(18명/38명 합격)
• 제13회 SQLD 자격검정 : 21.6% 합격률(163명/75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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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23~ 08.22
Ⅲ

 목적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을 개설하여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

 지원사항


교육비 지원 : 전액 무료



학점 연계 : 과정 수료 시 학점 인정



취업지원 : 취업특강, 잡포털 파워노출, 채용설명회, 기업과 취업매칭



교재 지원 : 한국DB진흥원 자체 교재 및 교육에 필요한 외부교재 지원



온라인 교육 지원 : 교육 전, 교육 후 DB분야 온라인교육 무상 지원



자격취득 지원 : DB분야 자격취득 지원



기타 지원 : 중식 및 간식 제공, 과정 수료 시 수료증 및 기념품 지급

 선발단계
단계

일정

비고

모집

2014.04.07~05.16

job.dbguide.net에서 지원

선발 면접

2014.05.20~05.28

각 대학별 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

2014.05.31

홈페이지 공지

2014. 06. 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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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큘럼
구분
교육 전 기본교육

전문실무역량 교육

기간

과목

시간

2014.06.02~06.19

데이터베이스 입문

4h

(온라인 교육)

SQL 기본 및 활용

10h

DataBase - Modeling & SQL

112h

Java Programming & JDBC

72h

MyBatis Framework

24h

Web Programming

40h

Ajax Programming

16h

Spring Framework

32h

Project

40h

SQL자격시험 대비 특강

16h

DB모델링 및 설계 구축

10h

2014.10.01~12.31

새로 쓴 대용량 DB솔루션

58h

(온라인 교육)

OCP 자격대비통합과정

32h

JAVA Programming

35h

DB설계 및 활용 심화 과정

80h

2014.06.23~08.22

2014.09.06~09.14

수준향상 교육

2015.01.05~01.30

동계방학
Ⅲ

 목적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과 SQL 활용 기술 습득



멘토 1인과 멘티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 별로 파일럿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4개
월 동안 수행

 과정










기본적으로 멘토와 멘티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위키나 카페를 이용함. 오프라인
모임은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1월까지 월 말일에 강좌가 진행될 예정임.
멘티들은 단계에 따른 강의를 수강한 후 해당 단계를 수행함.
준비: 프로젝트 주제는 멘토와 멘티가 협의하여 결정함. 멘토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개발환경을 구축을 지원함.
분석: 멘티는 결정한 주제에 따른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함. 멘토
는 최종검토를 진행함.
설계: 멘티는 분석자료를 기초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멘토는
각 단계별 산출물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멘티와 함께 데이터 모델을 분석∙보완하여
무결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완성함.
구현: 멘티는 패키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능에 따른 SQL을 작성하고, 멘토는 SQL 단
위의 논리와 성능을 검증함. 멘티는 검증이 완료된 SQL은 패키지 명세서에 따라
PL/SQL코드에 적용하고, 패키지 역시 멘토의 최종 확인을 거침.
시험: 멘토와 멘티가 함께 통합시험을 진행하고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멘티
는 완료보고를 준비함.

2014. 04. 02 ~ 08.14
Ⅲ

 목적


우수 데이터 아키텍처(DA: Data Architecture) 설계 산출물을 발굴·시상하여 DA에
대한 관심·저변을 확대

 공모안내


주최 기관에서 제시한 정보 요구사항을 참고로 요구사항 분석서(20%), 데이터 표준
정의서(10%), 논리 DB 설계서(70%)를 제출

2013. 05. 17 ~ 07.24
Ⅲ

 DB스토어[www.dbstore.or.kr]


한국DB진흥원에서 운영하는 DB 유통 서비스로, 유∙무료로 DB 상품을 온라인으로 전시
하고 있음.

 DB


데이터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생산 ∙수집 ∙축적하여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예] 날씨, 공연, 부동산, 뉴스 기사 , 카드 가맹점 매출통계, 지역별 유동인구수, 등

 DB·API를 매쉬업하여 개발한 서비스


이미 구축되어 있는 DB를 융합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해 신규 DB, 콘텐츠 또는 서비
스로 개발



예1] 기상 DB를 가공 편집하여 온라인 기상 서비스 제공이나 유료 앱 판매 등



예2] 카드 매출 통계 DB를 정제하여 업종 ∙시간 ∙연령 ∙지역별 이용자 소비 행태 등을 분
석하여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

2014. 06. 30 ~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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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기술 교육 및 실전 프로젝트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실전 취업역량 강화



 추진개요


대상 : 국내 대학의 데이터 관련 학과 4학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단, JAVA언어 사용
가능자



선발 : 스펙을 초월한 “역량 중심” 기업 공동면접 후 교육생 25명 선발



교육 :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QL 기본[2주], SQL 튜
닝[2주], MongoDB[1주], Hadoop[1주], 실전 프로젝트[1주] 실시
-

1~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
:
:
:

SQL 기본 및 SQL 튜닝
Mongo DB
BigData 솔루션 & Hadoop
프로젝트



취업연계 : DB산업협의회 회원사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과 시범적 취업 연계



기타 : 교육 비용 무료, 교재 및 식사 지원, 숙박 및 주차 불가

Ⅲ

 회사명 : 엔씨소프트 (http://kr.ncsoft.com/korean/)
 채용직급 : 과장(정규직)
 주요 업무 내용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리
DB 관련 산출물 표준 및 관리 체계 확립
DB 설계 지침 제공 및 준수 검수
DB 통합 및 최적화
DB 프로그래밍 표준 관리 및 검수
DB 프로그래밍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경력기간 : 상기 업무에 대한 경력: 3년 ~ 7년
학력 : 대학교 졸업 이상(나이 제한 없음)
어학능력 : 영어 중
우대조건
- DA/DQ 실무 경험자
- MS SQL Server/MySQL 실무 경험자

 접수기간 : 2014년 4월 10일 ~ 2014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