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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데이터 종류, 캐스팅, 연산자
●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배열

● 클래스 정의와 객체 생성
● 생성자, 오버로딩, 키워드, 매소드 호출
● 접근 수정자, import와 package, 상속과 오버라이딩
● 내부 클래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정의
● Object 클래스 분석
● 문자 클래스, Wrapper 클래스
● 수학 클래스, 랜덤 클래스, 날짜 클래스, Collection API,
● 열거형 클래스

자바 기초 및 콘솔UI 설계

● Generic 특징, 오토 박싱과 언오토 박싱

● 오류 상속 관계, 예외 처리
● InputStram, OutputStram 객체기반의 바이트스트림과 문자
● 스트림 학습
● 아답터 클래스, 이미지 로딩
● Swing의 클래스,그래픽 클래스 학습
● 프로세스와 스레드 구분, 스레드 생성
● 스레드 스케줄링, 멀티 스레드, 스레드 동기화
<Semi Project>

조별 IO, File Stream을 이용한 프로젝트 작업 및 발표

● DML문(SELECT/DELETE/UPDATE/INSERT)
● 데이터 추가, 변경, 삭제명령을 사용하고, 트렌젝션과
● Locking을 이해

오라클 DB SQL

● DDL문(CRETAE/ALTER/DROP)
● 테이블을 생성하고 제약을 설정하며 관련 객체의 용도를 습득
● DCL문(GRANT/REVOKE)
● 조인,서브쿼리사용및 뷰와 인덱스 처리
● RDBMS의 개념 및 특징
● Oracle 설치 및 기본명령어를 익힌다

Oracle 설치및 환경구성

● 개념적/논리적/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기법
● 정규화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ERD를 생성
●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위한 인덱스의 생성 및 수정

DB연동 프로그램
작성,설치및 배포

● DBC를 이용한 DB연동, Connect객체 이해하기
● Statement, PreparedStatement를 통한 JDBC처리 및 트랜잭션처리
● CallableStatement를 사용한 오라클 프로시저와함수 호출
● Shared Server & Dedicated Server
● Logical Database Structure(Data Block, Extents, Segment, Tablespace)

오라클 DB Administrator

● Physical Database Structure
● (DataFile, Control File, Redo Log File, Parameter File, Temporary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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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복구(Complete Recovery)
● Database 복구, DB Open상태에서)

오라클 DB Backup & Restore ● 최소기반 복구(Cancel Based Recovery)
● 불완전복구(InComplete Recovery)
● Recover 명령 사용법
● IF, BASIC LOOP, WHILE, FOR, NESTED LOOP 등

오라클 DB PL/SQL
<Semi Project>

● PL/SQL Program - Variable, SQL
● PL/SQL Operator, DML IN PL/SQL,
● Transaction Control Cursor
● 조별 JDBC 이용한 프로젝트 작업 및 발표
● 웹표준의 구조와 HTML5의 주요기능
● Markup의 기본개념
● HTML 구조및 문법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및
웹환경 분석

● 시멘틱 마크업
● 마크업 Tool 소개및 사용법
● CSS3의 구조와 선택자, 속성
● CSS 선택자 / CSS 속성/ 레이아웃
● 스크립트 언어의 문법, 함수기능, 내장객
● 자바스크립트 변수와 배열 / 연산자
● 조건문,반복문/ 함수와 객체
● JSP 기본 구성요소, JSP의 내장객체, EL, JSTL
● JSP 페이지의 액션 태그, jsp 페이지 모듈화
● JSP 페이지의 흐름제어, jsp 페이지의 에러처리, java Bean

● 일반게시판, 이미지게시판, 로그인처리, 파일업로드

기초 Web Program &
DB연동 설계

● 서블릿 특징,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
● 폼전송방식(POST, GET) 서블릿 컨테이너의 아키텍쳐 분석 및 활용
● Redirct와 Forward의 차이점 분석 및 적용
● MVC 패턴에 대한 이해와 Model1에서 최적화된 Model2의 구조설계
● Model2 구조를 이용한 MVC 패턴 구현 및 개발

<Semi Project>

● 조별 Web Program 프로젝트 작업 및 발표
● XML개요, DTD개념, 사용방법, XML 스키마 사용법
● DOM개념, DOM API활용
● AJAX 방식의 특징, XML Http Request객체를 이용한 서버와의 비동기통신

중급 Web Programming

● JSON 표기법, JSON을 이용한 자바클래스와의 연동
● J-Query 기초 문법 및 명령어
● J-Query 와 다양한 셀렉터 활용
● J-Query 이벤트와 연결(이벤트 종류, 이벤트 전달/발생)
● J-Query의 이펙트와 ui 처리, 시각적 효과와 애니메이션 효과
● MyBatis 개요, 환경설정, 아키텍쳐 분석

iBatis / MyBatis

● MyBatis를 활용한 CRUD, Dynamic커리, dao 프레임워크
● PL/SQL의 프로시저와 함수를 iBatis에서 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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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ts2 프레임워크의 개요 및 환경설정

고급 Web Programming &
Framework 개발

●
●
●
●
●
●
●
●
●
●
●
●
●
●

액션의 종류와 pojo
Action 인터페이스 및 Action Support클래스
도메인 오브젝트(modeldriven,preparable인터페이스) 활용
인터셉터의 개념및 적용, 커스텀 인터셉터 제작 및 리절트의
개요와 종류 및 적용
xml을 이용한 선언적 유용성 검사 및 validator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Struts2 프레임워크에서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Struts2 프레임워크에서 ORM프레임워크인 iBatis 및 mybatis
프레임워크를 연동
Spring3.0의 특징 및 모듈 설정
Spring3.0기반의 프로젝트 환경 설정
Spring3.0기반의 빈의 생성과 싱글톤레지스트리에 대한 이해
객체간의 의존성 주입에 대한 이해와 실습

●
●
●
●
●
●
●
●
●
●
●
●
●
●
●

Spring3.0 XML을 활용한 빈의 의존성 주입
Spring3.0 어노테이션을 활용한 빈의 의존성 주입
Autowire를 사용한 자동 검색 주입
객체지향과 관점지향의 차이
Spring3.0 XML을 활용한 AOP설정
Spring3.0 어노테이션을 활용한 AOP설정
JDBC Template를 사용한 Spring과 JDBC에서의 JDBC처리
DaoSupport를 상속해서 처리한 JDBC CRUD 프로그래밍 학습
실무 중심적인 Spring AOP를 사용한 트랜잭션 처리기법
Spring 3.0 기반의 MVC 주요 구성 / MVC 처리 흐름
Form Parameter 처리 방법
Spring 3.0 기반의 MVC를 활용한 JDBC처리/ 트랜잭션 처리
Spring 3.0 기반의 MVC를 활용한 MyBatis 연동 처리
Spring에서의 MyBatis와의 연동 처리
Spring MVC에서 MyBatis 연동으로 CRUD 프로그래밍 학습

● JUnit 기본 /파라미터화 테스트

Web Server에
Program Loading 및 테스트

● 예외 처리 테스트 / 타임아웃 테스트
● 테스트 주도 개발 / 스텁을 활용한 포괄적인 테스트
● 목 객체를 활용한 테스트
● Final project

Final Project

● 조별 프로젝트 기획,설계,구현 및 발표
● 요구 분석서 작성, 문제 분석 및 업무 분석, 일정표 작성
● 화면 설계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및 ERD작성
● Spring 3.0 기반 프로그램 설계
● 프로젝트 개발 및 디버깅
●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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