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Coding and Crypt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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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EEE2020
강의실

공B039

교수명

송홍엽

연구실

B615 (제2공학관)

Email및
면담시간

데이터구조
강의시간
소속
연락처

화5, 목7,8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010-7661-4861

hysong@yonsei.ac.kr
office-hour (면담시간):화목 수업시간 이후 1시간 (화6목9)
조교연습시간 주당 1시간 운영

• 1주 – 3주: C 언어 복습 (강의자료 중심)
• 4주 – 끝: 데이터구조 (교재 중심)
•
•

교재: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 Analysis in C (2판. M. A. Weiss)
학생회관 구내서점에서 미리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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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C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과목.



오늘날 대부분의 공학 연구활동에는 실험과정이 필수
◦ HW실험은 고가의 장비와 넓은 공간, 그리고 이를 다루는 숙련된 기
술을 필요로 함
◦ SW실험은 PC 몇대로 충분하며 오직 간단한 프로그램 기술을 필요
로함



예를 들어서…
◦
◦
◦
◦
◦

이동통신 Cell Planning 연구에서 HW/SW 실험 비교
모든 종류의 “engineering system” 설계에서 SW simulatio의 중요성
Block Buster 영화 제작에서 SW의 역할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에서 SW 중요성
향후 SW를 도구로 사용하는 영역은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예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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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91년 12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공학박사
92년~93년: USC Post-doc 연구원
94년~95년: Qualcomm San Diego 수석연구원
95년 9월부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전공분야






◦
◦


학회활동
◦
◦



IEEE Communications Society, IEEE Information Theorey Society, 한국통신학회, 한국 정보보호학회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사학회

교과목
◦
◦



통신공학분야: Error-correcting codes, Spread-spectrum communications, 무선통신, 이동통신
수학분야: 조합론, 정수론, 암호이론

데이터구조, 확률과 랜덤변수, 디지털통신
오류정정부호, 고급선형대수, 통신신호설계

http://coding.yonsei.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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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월간 과학동아
프로필 사진

1983년 대학졸업식

1995년 연세대 부임

2014년 샌디에고 5학회

2012-1 강좌평가결과
주관식 1번 만족도 의견
100000010000011000010100011110010001011001110101001111101000011100010010011011010110111101100011010010111011100110010101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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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
◦
◦
◦
◦



???

프로젝트가 많았지만 따라가니 좋았다
온라인/게시판 논의가 좋았다 – ㅠ.ㅠ (담당교수가 너무 힘들어요)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C언어 복습이 좋았다

개선점
◦
◦
◦
◦
◦

강의노트를 미리 배포하면 좋겠다 – 가급적 미리 배포 예정
평가기준이 혼동된다 – 기본원칙 준수, 사소한 부분은 유동적임
교수가 권위주의적이다
프로젝트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C 언어 복습이 너무 많았고 전체적으로 수업이 너무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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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1번 만족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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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
◦
◦
◦
◦
◦



프로젝트가 많고 어렵지만 따라가니 좋았다
시험이 없어서 좋았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C언어 복습이 좋았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계속할 예정

개선점

프로젝트는
◦ 프로젝트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처음 매우 쉬운 연습부터
◦ 교수가 권위주의적이고, 까칠하고,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어려
워지는 패턴.
◦ 강의가 지루했다.(???)
•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조정 예정
권위주의적이고 까칠한 점은 인정하지만
수업효과를 위해서 바꿀 생각은 없음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지는 않았음.

수강생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했으며, 앞으로도 이는 당연한 일.
다만 수업효과를 위해서 까칠해 보였던 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함.
9

1000000100000110000101000111100100010110011101010011111010000111000100100110110101101111011000110100101110111001100101010111111

10

1000000100000110000101000111100100010110011101010011111010000111000100100110110101101111011000110100101110111001100101010111111



Program Project 10회: 총 140점
◦ HW1 – C언어복습 (프로그램 4회) = 30점
◦ HW2~8 – 챕터연습 각 10점 = 70점
◦ HW9 – 9장 그래프 알고리즘 (3인1조) = 40점








수업태도 및 출석: 5점
추가 발표점수: 5점
총점 150점
상대평가
2회 무단결석이면 F학점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수업 전날 비공식 통지와 다음 출석 시 결석계를
제출하세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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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HW Project 0. (최종성적과 관계없지만 마감을 넘기는 경우 총점에서 20점 감점)
1학년에서 수강한 공학정보처리, 공학전자계산, 데이터구조를 복습하기: 교재, 강의노
트, 보고서, 시험, 프로젝트, 등등. 특히 C 언어 부분 중점적으로.
가장 최근 수강한 수업에서 작성한 PROGRAM in C or C++ 선택하여 이를 compile하
고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
◦ 성명/학번/전화번호(핸드폰)/JPG형식의 얼굴사진
◦ 프로그램의 목적: 입력/출력/주요방법
◦ 소스코드파일, 실행결과파일, 성능분석코멘트, 등등
◦ 재수강생의 경우, 직전학기가 언제인지, 담당교수명, 성적을 받았으면 성적이 무엇인지, 철회했
는지, 학기 후반부에 포기하고 C/D/F학점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주차 수업 둘째 시간 시작시.
본 HW은 성공적인 수강을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마음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compile하고 debugging하며, 수행하기 위
한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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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A4용지를 사용하고 한쪽 면만 사용하세요 (이면지 사용가능)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 1번 하세요





보고서 겉표지는 만들지 말고,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성명과 학번, 제
출일을 기입하세요.
다음 문구를 첫페이지 상단에 반드시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하세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날짜.





제출마감은 반드시 수업시간 시작 시간 입니다. 그러므로 지각하면
제출마감시간을 지나게 되며, 감점 있습니다.
위의 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감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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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의사항은 이메일 hysong@yonsei.ac.kr 로 보내세요. 제목에 반드시
"2014-2 (데이터구조) 홍길동 - 문의내용제목"을 사용하고 서명,학번과 날짜를 기록
하세요.
• 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OFFICE-HOUR란 수강생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면담 시간이 아닙니다)
• 이 시간에는 내가 방(제2공학관 615호)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따로 방문예약이나 이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오세요. 수업관련 뿐만 아니라
담소를 나누고 싶어도 환영합니다.
 OFFICE-HOUR 이외의 시간에는 가급적 나를 찾지 마세요^^
 연세대학교는 부정행위에 대해 심각한 학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에 다음이 확인되면 성적처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료수강생의 내용을 (일부) 카피하는 일 (양자 모두 F학점)
 인터넷에 올라있는 보고서를 자기 것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
한 내용의 일부 문구를 그대로 카피하는 일 (상황에 따라서 학점 제한)
 기타 일체의 부정행위 (상황에 따라서 학점 제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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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는 일체의 휴대폰/PC 사용을 금합니다. 휴대폰은 전원을 OFF해야 하며
책상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사용하다가 수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F학점 처리합니다.

 무단결석을 피하려면 다음 순서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수강변경기간 이후 무단결석 2회면 F학점입니다.
 반드시 전날까지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로 (010-7661-4861) 결석함을 간략히 통보하는
데 이때 성명/학번/결석일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당일 통보는 긴급상황 이외에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한 시간 혹은 장기간 결석을 마치고 출석하게 되어 처음 수업에 참여하는 날에는 (혹은 그
이전에라도) 수업시간 시작 전까지 결석계를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이메일 제목에는 “2014-2 (데이터구조) 홍길동 - 결석계 ＂라고 정확히 기입하고, 결석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입원기록이나 예비군훈련통보, 입사를 위한 면접통지,
출장명령서 등의 공식서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사적인 사유
로 결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생리결석, 피곤함, 다른 중요한 숙제 하느라, 등등) 이러한
공식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 메시지에 이런 내용을 직접 적어도 되고 별
도의 문서로 작성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공식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별도 첨부하세요.
 발송한 이메일과 첨부한 결석계를 출력해서 수업시간에 들고 와서 반드시 수업시작 전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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