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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첨단 로봇, 무선이동통신, LED, 반도체, 스마트가전, 자동차 IT 등 

21세기 융합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 주력 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현웅근 교수 로봇제어 (062) 940-5482

오의교 교수 디지털통신 (062) 940-5493

손홍민 교수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 (062) 940-5574

김광택 교수 광통신 (062) 940-5486

김형종 교수 이동통신공학 (062) 940-5578

윤태순 교수 초고주파공학 (062) 940-5571

학과소개

교과과정

입/학/상/담

■학과장ㅣ윤태순 교수 (062) 940-5571
  •E–mail : tsyun@honam.ac.kr

■입학담당ㅣ현웅근 교수 (062) 940-5482
  •E-mail : wkhyun@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117

1학년
창의공학설계, 기초SW공학,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사고와표현

2학년
디지털시스템및실험, 전기자기학,

회로해석, 컴퓨팅사고

3학년
데이터통신, 광통신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회로설계, 고주파회로설계, 안테나공학

4학년
캡스톤디자인, 인공지능개론, 광전자공학, 

사물인터넷응용, 지능정보시스템

로봇

반도체

스마트가전스마트폰/이동통신기기

 자동차–ICT LED

■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학과로 다양하고 풍부한 지원 혜택

- 신입생, 재학생 특성화 장학금 지급 
- 해외현장학습비 지원 
- 인턴십 등 산업체 현장실습비 지원
- 전공 자격증, 컴퓨터 활용 자격증, 외국어 교육 지원  
- 실습기자재, 프로젝트, 전공동아리 등 전공교육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 취업캠프 등 취업 교육 참여 및 활동 지원

■산업체에서 인정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017 산업체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
-   산업체 요구 및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분야 확대 

및 취업경쟁력 강화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졸업생 취업시 인센티브 권고

■특화 전공 융복합 교육 중점 실시

- 다양한 특화 전공심화교육에 의한 융복합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분야 확대
- 특화 융복합기술 분야
   : 로봇, 스마트 가전, 무선이동통신, 광통신, 자동차 ICT
- 공학교육인증제에 의한 전문교육의 국제적 보장

학과교수소개

진로 및 취업

•스마트 가전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 폰, 이동통신기기 
삼성전자, LG전자, 에이스테크놀러지 등

•이동통신서비스, 방송국
SKT, LGT, KT, 광주영어방송국, 
극동방송국 등

•전자, 무선이동통신 회로 및 부품
LG이노텍, 엠코, 파트론, 에이스안테나 등

•LED 및 광기술
OE 솔루션, PPI, 휘라 포토닉스 

•정부출원연구소 및 공공기관
(나주혁신도시, 광주첨단지구 등) 
전자부품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진흥원, 한국광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 등

■최근 6년간 취업률 

2019년 취업률 64.1%

2014년 취업률 82.4%

2015년 취업률 82.8%

2016년 취업률 69.7%

2017년 취업률 90.9%

2018년 취업률 81.8%

학과교수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