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이양원 교수 신호처리, 지능 IoT (062) 940-5572

강은주 교수 정보보호 (062) 940-5424

손남례 교수 인공지능, 전력IT (062) 940-5517

유희수 교수 컴퓨터구조, 네트워크 (062) 940-5284

나현식 교수 데이터 통신 (062) 940-5511

1학년
기초AI프로그래밍 I·II, 정보통신개론, 디지털시스템, 

창의공학설계, 빅데이터와수학, 컴퓨팅사고, 사고와표현

2학년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고급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통신, 신호해석, 

회로이론

3학년

정보보호, 모바일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인공지능

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4학년
이동통신, 캡스톤디자인 I·II,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운영실습, 정보통신특강, 운영체제실습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과

#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처리와 통신서비스 기반의 

ICT융합 학문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실무기술 인력양성과 창의적 능력 및 직업관 배양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학도 양성

•글로벌 IT 환경 속에서 국제 감각을 갖춘 공학도 양성

진로 및 취업

학과소개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입/학/상/담

■학과장ㅣ이양원 교수 (062) 940-5572
  •E–mail : ywlee@honam.ac.kr

■입학담당ㅣ유희수 교수 (062) 940-5284
  •E-mail : danielh@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3910

■  호남 유일의 정보통신특성화사업, NURI사업 등 ICT 분야에 관한 
다수의 사업수행으로 정보통신 교육 환경개선 및 전문화 교육, 지역 
산업체와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  2014년∼2018년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사업(CK-1) 및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 ICT융복합기술인력양성사업 : 스마트가전인력양성
- 특성화장학금 지원 및 해외 탐방 지원
- 기업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6년∼2018년 교육부 프라임사업 수행
- 산학연계 학생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017년∼2021년 지식경제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수행

■  2019년~2022년 교육부 지역선도사업 수행
- 전력분야 IoT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설계교육과 실무형 인력양성 교육
- 프로젝트 기반의 창의적 설계 교육
-  캡스톤디자인 설계 과목 운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 기업 현장실습 인턴과정 실시

■  대학생활 및 취업 진로 지도를 위한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기초과학, 프로그래밍, 통신 및 네트워크, 요소설계 및 종합설계 등의 

기초 공학교육 및 실무 중심의 교육 실시
- 체계적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ABEEK) 운영

■졸업 후 진로

- 정부통합전산센터, 나주혁신도시, 데이터센터(IDC) 네트워크 

운영요원 등

-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업자, 공무원 등

- 삼성전자, LG전자, 벤처회사 창업 등

-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보호업체,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업체 등

- 전산 및 서버 관리 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산업체 

(광주은행, 농협, 병원 등)

- 대학원 진학, 해외 자매결연대학 유학 등

- ROTC 및 정보통신 관련 교직 등 

■취득자격증

-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유선설비기사, 

   무선설비기사, 네트워크관리기사, 

   멀티미디어기사, 임베디드시스템기사, 정보보호기사, 

   정보기술기사 등

- 국제공인자격 : CCNA, CCNP, CCDP(Cisco), SCJP, 

   SCJD(Java), CISSP(정보보호), LPIC, 리눅스마스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