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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평가 원칙  

•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수행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프로젝트 진행 방법  

품질 개선 
+  

기능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방법 – 기존 프로젝트  

품질 개선 
+  

기능 추가 

• 기본 4회 면담 
– 1st. 품질 개선 방안 및 기능 추가 요건 협의, 수행 보고서 제출 이전 
– 2nd. 품질 개선 코드 확인, 1차 보고서 제출 이전 
– 3rd. 기능 추가 시연 & 2nd에서 나온 의견 반영 확인, 2차 보고서 제출 이전 
– 4th. 3rd.에서 나온 의견 반영 확인, 최종 보고서 제출 이전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제출 일정 엄수 
• 캡스톤 디자인II 시간에 진행되는 강의 및 행사 참여 출석  
• 외부 공모전 참가 

– 외부 공모전 수상에 대한 가점 부여  

• 팀내 학점은 진행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 
– 면담  
– GitHub로 판단 예정  

 
 
 
 



프로젝트 진행 방법 – 새로운 프로젝트 

• 기본 2회 면담 
– 1st. 새로운 프로젝트 주제 및 범위 확인, 수행 계획서 제출 이전  
– 2nd. 최종 시연, 최종 보고 이전 
* 산출물로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면담이 요청될 수 있음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제출 일정 엄수 
• 캡스톤 디자인II 시간에 진행되는 강의 및 행사 참여 출석  
• 외부 공모전 참가 

– 외부 공모전 수상에 대한 가점 부여  

• 팀내 학점은 진행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 
– 면담  
– GitHub로 판단 예정  

 
 
 
 
 

새로운  
프로젝트  



Contact 

• 윤성혜 (7호관 612호)  
 

• 이메일 : yoonsh@kookmin.ac.kr 
• 면담시간: 월요일~목요일 (10:00~17:00)  

– 다른 학생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면담 및 리뷰 시간은 미리 예약  
– 국민대 컴퓨터공학부 프로젝트 면담 캘린더 보기 

 
 

https://www.google.com/calendar/embed?src=bzZxZnRsM3NlZGQyZWJoYWI3MnNpczZxZjRAZ3JvdXAuY2FsZW5kYXIuZ29vZ2xlLmNvbQ


Q & A  

 



향후 예정된 일정 

• 9월 10일 3시~5시  
– 장소: 국민대학교 7호관 629호  
– 프로그램 목적: 스타트업과 취업준비생의 정보 교류 및 구인/구직 기회 제공  
– 참가 대상: 미래 CTO를 꿈꾸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 소개 회사: 총 5개 회사(테이스트로그, 씨드타임, 브릿지모바일, 피알앤디, 파이언스)  

 
• 9월 24일 3시~5시  

– 장소: 국민대학교 7호관 629호  
– 강의 주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해와 실무 적용 전략 
– 강사: 박준석 책임 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역량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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