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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창의공학설계, 대학생활과전공이해,
공학기초, 전문교양

2학년
자동차공학, 미래자동차, 3D설계, 전기회로, 전자회로
전기자동차전공 : 3D설계, 차량동역학
 자율주행AI전공 : 차량SW엔지니어링, 임베디드시스템

3학년
자동차공학실습, 차량용전동기, 전력전자
전기자동차전공 : 전기기기, 자동제어, 설계공학
자율주행AI전공 : 자동차전자제어ㅡ 전자제어시스템설계

4학년
엔지니어링클리닉, 캡스톤디자인, 스튜디오, 차량센서
전기자동차전공 : 자동차메카트로닉스, 시스템해석
자율주행AI전공 : 자동차보안, 자율주행, ADAS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전기자동차, 자율주행AI 전공)

학부교수소개

학부소개

미래자동차공학부
Dept. of Automotive Engineering

#교육목표

본 학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및 
기존의 자동차 기술에 ICT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맞춤형 융복합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과기부 AI융합대학지원사업 AI+자동차 융합인재양성 주관학부

 ※ 교육과정의 차별성
   - NCS기반 친환경자동차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ICT융복합 교육 강화
   - 과기부 AI융합대학지원사업 AI+자동차 융합인재양성 기초/전문교육
   -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취업분야 고려

■ 산-학-연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협약체결
 - 광주시.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분야 인재양성 협력’ 협약 체결
 - 학부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자동차분야 교류를 위한 MOU’ 협약 체결

■ 지역산업 여건 및 인력수급 전망
 - 광주시, 친환경자동차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17.4)
 - 광주시 - 현대차 합작공장 설립(광주글로벌모터스)
    : 정규직 1,000명, 간접고용 12,000명, ’21년 하반기 양산
 -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AI+자동차 융합 분야 등 고용 27,500명, 창업 1,000개사

■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
- 장학금, 생활비 및 취업우선 지원 (해당자)

■ 졸업 후 진로
 - 완성업체 : 광주글로벌모터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 모듈업체 : LG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 부품업체 : 진곡산단 및 빛그린산단 입주기업 등
 - 연 구 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 직업교육 혁신지구 장학금, 생활비 및 취업우선 지원(해당자)

■ AI+자동차 융합인재양성 기초/전문 교과목

- 3학년 : 선형대수학, AI빅데이터와통계, 기초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개론, 컴퓨팅사고, 인공지능프로그래밍

- 전문교과목 : 미래자동차공학, 인포테인먼트, 자동차메카트로닉스,

                   자율주행센서, 지능형자동차, 딥러닝, 강화학습,

                   인지및분석, 자동제어, 자율주행 프로젝트

성  명 전공과목 주요경력

권기한 교수 환경차파워트레인 공학박사(한양대)/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원

김동민 교수 친환경차시스템 공학박사(한양대)/한양대미래자동차공학과 Post-Doc.

김철수 교수 전기자동차 공학박사(KAIST)/현대자동차/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

손병래 교수 차량실험/실습 자동차정비 기능장/자동차 정비 경력 20년

박창신 교수 기계공학/고장진단 공학박사(전북대)/에스알텍 대표

윤인모 교수 기계공학 SW 공학박사(美루지애나주립대)/산학협력단장

이승용 교수 UX/UI디자인 미술학박사(홍익대)/디자인마케팅센터 센터장

이은경 교수 자율주행 SW 공학박사(GIST)/LG전자 선임연구원

이정환 교수 자율주행차량제어 공학박사(전남대)/(주)지엔이피에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임상길 교수 전력전자 공학박사(전남대)/생산기술연구원

정영기 교수 차량 SW 공학박사(GIST)/LG산전/AI융합대학장

황보승 교수 차량계측및자동화 공학박사(서울대)/LS전선/기초전력공학연구소

■학부장ㅣ이정환 교수 (062) 940-5053
   • E-mail  : jhlee@honam.ac.kr
■입학담당ㅣ이은경 교수 (062) 940-5436
   • E-mail : ek.lee@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 (062) 940-5932

전기전자회사(삼성, LG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사업부 등),
자동차, 기계(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중공업, 건설,
설계 ENG(현대중공업,
현대 ENG, STX,
삼성물산, 대형건설사),
병원 및 대형 건물
전기 설비 등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학기술자   

전기감리기술자   

소방설비기사(전기) 

승강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발전설비기술자   

전기전자시험원   

전기철도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자   

전기기기개발자  

송배전설비기술자 

1학년
CAD실습, 창의공학설계, 공학기초, 전문교양,

컴퓨터와프로그래밍, 빅데이터와통계 

2학년

디지털공학, 전기자기학Ⅰ,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회로설계, 전기자기학Ⅱ, 전자회로설계, 

회로이론및설계, 시퀀스및PLC기초,

인공지능프로그래밍, Adventure design

3학년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전기기기및실험Ⅰ, 

전력공학Ⅰ, 전력전자공학, 제어공학, 조명공학, 

마이컴응용설계, 전기기기및실험Ⅱ, 

전기설비및법규, 전력공학Ⅱ, 전력변환공학, 

조명설계, 엔지니어링클리닉, 전동력제어설계

4학년

수용가전기설비설계, 캡스톤디자인, 

가전용전동기공학,  엔지니어링클리닉,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저장시스템실습

■학과장ㅣ어익수 교수 (062) 940-5496, E–mail : iseo@honam.ac.kr

■입학담당ㅣ고재하 교수 (062) 940-3630, E-mail : jhko@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31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전 기 공 학 과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교육목표

전기공학과는 ‘實事求是’의 실학정신에 따라 창의적인 전문 교육을 
목표로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교육기자재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여 취업 우수학과로 알려져 있으며, 수험생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AI융합인재양성사업 •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 •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성  명 전공과목 주요경력

어익수 교수 전기설비 공학박사, 학과장

정대원 교수 제어공학 공학박사, 원자력연구소

양승학 교수 전력전자 공학박사, 링크사업단장

서성일 교수 스마트그리드 공학박사, 삼성전자

김호연 교수 태양광발전 공학박사, EMC2

고재하 교수 전력변환 공학박사, 녹색에너지연구원

고석일 교수 전력계통 공학박사, 한국전력KDN

윤근영 교수 전기기기 공학박사, 삼성전자

취업이 잘 되는 학과

■ 학과관련 자격증 종류 및 관련 직업군

■ 에너지 신산업 관련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

■ 학과전공능력강화를 통한 전문이론 배양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향상

- ATC 역량강화 프로그램 (1학년 대상)
- NCS 역량강화 프로그램 (2~4학년 대상)
- 기사자격증반 운영 (2~4학년 대상) 
- 융합프로젝트 및 학과 동아리 활동  

■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개선

 - 현장실습 및 취업전 에너지 기업체와의 연구능력 함양 

01

02 03

공기업

연구소

전기산업체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기업체 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기사자격증
기반의

실무능력
역량강화

문제해결
능력기반의
비판적사고
역량강화

ICT
활용능력기반의

창의융합
역량강화

전기계측제어기술자(전기패널,스마트팩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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