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과 장ㅣ김광택 교수 (062) 940-5486, E–mail : ktkim@honam.ac.kr 

■입학담당ㅣ김형종 교수 (062) 940-5578, E-mail : joeun777@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31

성  명 전공과목 주요경력

김광택 교수 센서, 로봇드론센서 방사광가속기

현웅근 교수 로보틱스, 로봇공학 한국기계연구원

손홍민 교수 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 삼성전자연구원

오의교 교수 신호처리, 모터제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종 교수 드론설계, 로봇드론기초회로 삼경정보통신

윤태순 교수 로봇드론제어, 원격제어 SUNY Buffalo

김상범 교수 인공지능, 머신러닝 브레이크더룰스

이용규 교수 로봇코딩, RD제어프로그래밍 하이닉스반도체

■ 스마트 로봇 기업
- 현대로보틱스 (산업용로봇),  삼성전자 (지능 로봇, 청소로봇),
   LG (서비스로봇), 두산 로봇틱스(산업로봇) 등
    효성, 기아 모빌리티, 현대모빌리티, 한화디펜스(무인드론),   
    현대로템(무인탱크)

■  드론 운영 정부 출연기관
- 항공우주연구원(우주 항공체 개발),  농어촌공사(농업방제),
   경찰청(실종자수색, 감시), 소방청(소방방제), 군기관(군사용), 
   드론 장교 및 부사관

■  자격증
- 드론  1종~4종, 로봇기사 자격증,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학과 국책사업 주관 및 참여 사업
- 미래형 운송기기 지역혁신 플랫폼사업 : 5년 35억원 지원
- AI 융합인재양성사업 : 5년 50억원 사업 참여
- 호남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 3.0)
   : 5년 60억원 사업 참여

■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 신입생 교내 장학금, 사업단 장학금 (미래형 운송기기 지역혁신 
   플랫폼사업, AI융합인재양성사업)
- 국가 기사 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실험
   실습기자재, 인턴십 및 현장실습비 지원

   - 졸업 후 취업 알선 

■ 군입대 혜택
   - 군입대 드론병 교육 지원

■ 학과 및 동아리활동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호남대 로봇드론공학과 신설!!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로봇&드론분야의 기본이론 및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과 로봇은 물론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로봇&드론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차별화되고 창의적 응용능력을 지닌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로봇드론공학과
Dept. of Robotdrone Engineering

#교육목표

로봇제어 교육 드론운용 교육 작품전시회

AI 로봇공학, 
마이크로프로세스,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드론시뮬레이션, 
드론운용실습, 
영상정보처리(QGIS), 
비행이론&항공기상, 
항공법규

로봇드론기초회로, 
로봇드론운용회로, 
커넥티드공학, 로봇드론개론, 
로봇드론회로실험,
 E-mobility에너지, 디지털공학

로봇드론센서, 원격제어, 
로봇드론제어프로그래밍, 
모터제어, 로봇드론응용설계, 
AI회로설계, 3D프린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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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기초AI프로그래밍ⅠⅡ, 정보통신개론, 사고와표현, 
빅데이터와수학, 정보통신기초실험, 창의공학설계

2학년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고급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통신, 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신호해석

3학년
컴퓨터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전자회로, 정보보호, 
통신이론, 디지털통신, 모바일프로그래밍

4학년
캡스톤디자인ⅠⅡ, 이동통신, 실무AI프로그래밍, 
임베디드시스템실습, 정보시스템운영, 운영체제실습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이양원 교수 신호처리 (062) 940-5572

강은주 교수 정보보호 (062) 940-5424

강미영 교수 AI, 임베디드 (062) 940-3632

윤상옥 교수 컴퓨터 네트워크 (062) 940-3633

김   석 교수 네트워크 보안 (062) 940-3656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정보통신공학과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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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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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혁신도시 공기업 및 관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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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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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2024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선정
-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

■   자격증 준비반 운영(방학중)
- 정보처리기사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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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장ㅣ이양원 교수 (062) 940-5572
  • E–mail  : ywlee@honam.ac.kr
■입학담당ㅣ강미영 교수 (062)940-3632
  • E–mail  : kmy2021@honam.ac.kr
■학과사무실ㅣ (062)94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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