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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컴퓨팅 패러다임이 네트워크의 확산 및 컴퓨팅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디바이스 기술, 네트워크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문맥 인식 기술의 기본
개념을 비롯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연구, 도서 및 연구
보고서 분석,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관련 자료 (서적, 논문, 연구 보고서 등) 토론 및 분석을 한다

교육목표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 개념과 핵심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 자료(서적, 논문, 연구 보고서 등)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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