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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AI프로그래밍의이해, AI수학, 웹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 

기초AI 프로그래밍I, 리눅스시스템, AI빅데이터와통계

2학년

디지털논리회로, 데이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시스템, 

모바일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3학년

빅데이터개론, 알고리즘, 임베디드시스템, 컴퓨터비전, 

AI융합캡스톤, 데이터통신, 마이크로프로세서, 

빅데이터시스템, 정보처리실무

4학년
IoT컴퓨팅, 빅데이터실무, 캡스톤디자인 I, II, 

인공지능실무, 컴퓨터보안

■학과장ㅣ김남호 교수 (062) 940-5707, E–mail : nhkim@honam.ac.kr  

■입학담당ㅣ오명훈 교수 (062) 940-5284, E-mail : mhoh@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31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AI 창의 융합 리더 양성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가 :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인공지능 SW
●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  게임 및 모바일 SW, 기업용 SW
●  컴퓨팅 시스템 전문가   :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가 : 메타버스 응용, 디지털콘텐츠 응용

컴 퓨 터 공 학 과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교육목표

■ 최근 2년 연속 단과대학 우수학과 선정
- 2020, 2021년도 AI융합대학 학과평가 1위 달성

■ AI교육 실증 모델 구축 선도
- 인공지능 전문가과정 2급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 운영
- 학과  - 산업체 팀 티칭을 통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실증 모델 구축역량 배양

■ LINC+  ICT 특화분야 교육과정 사업 선정
- 현장실무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 산업체파견 실무현장교육 지원

■ 지역혁신 플랫폼사업 선정
- 스마트그리드산업 및 ICT 플랫폼산업 분야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산학협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취업 연계지원

■ AI융합대학 지원사업 선정
- AI·SW역량,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AI융합 실무인재 양성
- 빅데이터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산학협동교육을 통한 기업연계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 AI집적단지 조성사업 기반 HPC,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 실습 지원

■ 맞춤형 취업과정 운영
-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 인공지능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 자격증취득 지원
- 정보처리기사, 인공지능전문가, 정보보안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CCNA 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김남호 교수 AI & 사물인터넷 (062) 940-5707

김용일 교수 전산학 (062) 940-5595

김철원 교수 멀티미디어 (062) 940-5403

문경일 교수 지능시스템 (062) 940-5400

문희정 교수 UI/UX (062) 940-5594

박현아 교수 정보보안 (062) 940-3655

백  란 교수 빅데이터 (062) 940-5425

오명훈 교수 임베디드시스템 (062) 940-5284

윤천균 교수 네트워크/정보통신 (062) 940-5597

이상현 교수 전산학 (062) 940-5285

최광미 교수 영상처리 (062) 940-3665

■ 졸업 후 진로
- I T  관련기업 개발자(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연구소)

- 컴퓨터 관련직종 공무원(경찰, 국영기업체, 정부기관, 전산장교)

- 전산관리직(금융기관, 방송국, 일반산업체 전산업무)

- 정보보안 전문가(보안업체, 기업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 최근 졸업생 취업처

솔트룩스

디지털 라이프 시대의 정보기술 선두주자!

AI 창의융합 리더 양성의 요람!

1학년
AI 프로그래밍의이해, 유아교육론, 기악 ⅠⅡ, 영유아발달, 
유아미술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음악, 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학년
AI기반유아놀이설계, 보육교사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문학교육,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사회교육, 장애아지도, 교육과정, 교육철학및교육사

3학년

아동동작,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유아수학교육, 교육봉사활동,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교직실무, 교육사회

4학년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연구 
및지도, 유아교육현장종합설계 Ⅰ·Ⅱ, 아동권리와복지, 
AI기반유아놀이실행, 교육평가, 학교현장실습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유 아 교 육 학 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교육목표

보
건

과
학

대
학

A
I융

합
대

학
문

화
예

술
체

육
대

학
사

회
경

영
대

학

•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돕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학급운영 및 기관운영에 유능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교육제공 및 가족상담·지원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학교의 폭넓은 지원! 학과 교수들의 열성적인 지도!

활기찬 학생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 자격증 : 전원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 2011~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자 다수 배출

■ 전국의 우수한 사립유치원, 직장어린이집 다수 취업

■ 희망자 전원 취업 가능

■ 취업 분야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사, 

보육전문요원, 교육공무원, 방과후과정 교사,

아동문학작가, 유아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형극 연출가 등

■ 지역 유아교육기관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광주 5개 어린이집 위탁 운영(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립보둠이나눔이, 

광주북구청, 광주서구청, 광주시립 초록나무 어린이집)

■ 3주기~5주기 연속 교육부 교직양성기관평가 우수학과 선정

■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인성, 전공이해력, 실무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년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예 :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예술 프로그램, 에티카 
  프로그램, 다지&다감 프로그램, 꿈꾸는 교사, 놀이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특강 및 One+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자율적 학생활동의 폭넓은 기회 제공
 - 미동 : 유아 율동 및 동작 개발 동아리
 - 꿈꾸는 아이 : 동극 기획 및 공연 동아리
 - 나누리 : 유아교육 관련 기관 봉사 동아리
 - 아이솝 : 동화개작과 구연동화 개발 동아리
 - i-song : 유아 동요 부르기 및 개발 동아리
 -  별하 : 콘텐츠 개발 및 학과홍보 동아리
 - 임용아우르기 : 국가임용고시 준비 및 스터디 동아리
 - 튜터링 및 스터디 프로그램 : 유아교육 전공 심화 학습활동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실무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광주육아종합지원센타와 
   MOU 체결 및 공동사업 진행 : 처음학교로 적응 지원사업, 빛고을 
   놀이샘 등
-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교육기관 재능 기부
- 지역사회 다수 유아교육기관과 MOU 체결

■ 폭넓은 해외대학 및 기관 연수
 - 교환학생 : 미국 University of West 등

2004년 학과 개설 이후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메카로
우뚝 선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유승우 교수 교육과정, 교육평가 (062) 940-5272

김지영 교수 유아수학, 언어교육 (062) 940-5531

채영란 교수 유아놀이지도, 유아사회교육 (062) 940-5532

김태영 교수 부모교육, 장애아통합교육 (062) 940-5530

김민희 교수 교사론, 교수학습방법 (062) 940-5529

박연정 교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062) 940-5357

윤민아 교수 영유아발달, 교직실무 (062) 940-5413

■학과장ㅣ김태영 교수 (062) 940-5530
   • E – mail : ktkty@naver.com
■입학담당ㅣ윤민아 교수 (062) 940-5413
   • E - mail : 2018015@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