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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안내서
LabVIEW Core 3 교육과정 키트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육 과정 매뉴얼 및 첨부된 소프트웨어는 3 일간의 실습 교육과정인 LabVIEW Core 3 에서 사용됩니다 .
교육과정 키트 구입 후 90 일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 수강 등록비에서 키트 구매액을 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일정 , 강의 개요 , 교육 센터 , 클래
스 등록에 관한 정보는 niedu.co.kr 을 방문하십시오 .
노트

교육과정과 연습문제 매뉴얼의 업데이트 및 수정 사항을 확인하려면 ni.com/info 에서 정보 코드 core3 을 입력하십시오 .

A.NI 자격증
LabVIEW Core 3 과정은 사용자가 LabVIEW 에 능숙해지도록 하며 , 또한 NI LabVIEW 자격증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다음은
LabVIEW 교육 시리즈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줍니다 . NI 자격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iedu.co.kr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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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과정 설명
LabVIEW Core 3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LabVIEW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 구현 , 문서화 및 테스트를 구조적으로 실습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과정은 확장성과 가독성
및 유지보수성이 있고 계층구조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 개발자는 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과정 및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개발 초기에 이러한 설계 방식을 적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불필요하게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 기존 VI
를 다시 사용하는 빈도를 늘리며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교육과정에서는 수강생이 LabVIEW Core I 및 LabVIEW Core 2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졌다고 간주합니다 .
이 교육과정 키트는 순서대로 학습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교육과정 및 연습문제 매뉴얼은 여러 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교육과정 매뉴얼의 각 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 해당 과의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설명하는 도입부
• 학습 토픽에 대한 설명
• 해당 과에서 학습한 주요 개념 및 기법을 확인하고 복습하는 요약 퀴즈
연습문제 매뉴얼의 각 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 각 과에서 설명한 토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련의 연습문제
•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학습할 수 있는 고급 연습문제 또는 추가 연습문제도 일부 포함
노트 이 교육과정의 연습문제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칠 때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되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 한 연습문
제를 건너뛰고 이 다음 연습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 <Solutions>\LabVIEW Core 3 디렉토리에서 건너뛴 연습문제에 대한 해답 VI 를 사용하십시오 .

C.시작하기 전의 준비사항
이 교육과정 매뉴얼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ndows XP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
 LabVIEW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2012 또는 이후 버전
 다음의 폴더가 포함된 LabVIEW Core 3 교육과정 CD:
폴더 이름

설명

Exercises

이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VI 및 기타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Solutions

완성된 연습문제가 들어 있는 폴더

D.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다음 단계에 따라 교육과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

1. 교육과정 CD 를 컴퓨터에 넣습니다 .
2.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 교재를 설치합니다 .
설치 프로그램은 Exercises 와 Solutions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의 최상위 레벨에 놓습니다 . 연습문제 파일은 <Exercises>\LabVIEW Core 3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
팁

<Exercises> 처럼 꺾쇠 괄호 사이에 있는 폴더 이름은 사용자 컴퓨터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를 나타냅니다 .

E. 교육과정 목표
LabVIEW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요구사항 문서가 제공되면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따라 가독성 , 확장성 , 유지보수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핵심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설계 , 구현 , 문서화 , 테스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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