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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사회진출현황 3년간

전체 인원 수 3년합 : 986명

사회진출 인원 수 3년합 : 796명

- 취업 인원 수 : 612명

- 진학/연구 인원 수 : 184명

졸업 후 진로

취업┃전자/전기/컴퓨터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기술자/연구자), 기술고시

(기술직공무원), 변리사/기술사 등 전문직, 벤처기업 창업

진학/연구┃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국내/외국대학 석·박사 진학 등

교육과정

학과별 세부분야(전공)에 따른 교과목

Signal Processing & Communication┃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네트워크, 

디지털통신, 통신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Energy System┃전력시스템공학, 

전력전자공학및설계, 전동기제어실험, 

배전자동화설계, 전기기기

Microwave & Optical Technology┃

광학기초, 광통신공학, 전자파공학, 

초고주파공학

Semiconductor Process┃

반도체고집적공학, 나노소자공학, 전자재료, 

디스플레이공학

VLSI Design┃VLSI설계, 디지털시스템, 

집적회로

Control System┃제어공학기초, 제어설계기법, 

로봇공학개론, 제어공학설계실험,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정보통신현장실습 프로그램┃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기업 현장실습(인턴)을 

실시하고 최대 전공 18학점을 인정한다.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교 국제처 프로그램과 별도로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영국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등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복수학위 프로그램┃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The 

University of IOWA,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등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학협력프로그램┃

 Samsung Talent Program(STP) 삼성전자 

입사보장 및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

 LGenius Program(LG Display)   

LG Display 입사보장 및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

연관전공 및 자격증

전자전기공학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상호 

연계된 전 분야를 포함하므로 정보통신대학 

내의 컴퓨터공학 및 공과대학의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기초학문격인 수학, 물리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좋다.

자격증┃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기기사, 

전자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캐드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기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통신기사 등

학과(전공)별 활동

자치활동 및 축제

신입생새터┃개강 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선배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외국인학생 한국문화탐방┃학부 소속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탐방 행사를 

실시하여 학부 소속감 및 애교심을 고취시킨다.

신입생 학부모 초청의 날┃교수, 학생과 신입생 

학부모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신입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학과를 소개하며 학교생활을 

체험하는 자리이다.

정보통신대학 총 MT┃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소개 및 정보통신대학 전체 학생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대학의 날/체육대회

전자전기공학부 반체육대회

동아리/스터디그룹

S.I.O.R┃학부과정을 통한 기반지식 습득과 각종 

CPU와 Controller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Embedded System 및 Robot을 연구/

제작하여, 이론과 실기에 유능한 Engineer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망┃본 동아리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믿음과 사랑, 이별과 그리움, 나누고픈 기쁜,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기까지. 

함께이기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담아내려 하고 있다.

악의 꽃┃락동아리로서 매년 한 팀의 기수를 

선발하여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교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TORNADO┃96년에 농구를 좋아하는 전자과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 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대학을 

대표하는 농구동아리이다. 

Angel’s Kiss┃Angel’s Kiss는 공학이라는 

딱딱한 학문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재미를 

주는 동아리이다.

학술활동

졸업작품/논문발표회┃학사과정 

졸업예정자들의 우수 졸업작품/논문을 

전시하고 시상하여 4년간 수학한 전공지식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학과 졸업의 의미를 

새기는 행사이다.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21세기의 

세계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근저에는 전자전기공학이 

위치하고 있다. 전자전기공학의 학문적 범위는, 

반도체 소자의 개발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 

시스템의 운영, 대전력의 발전 및 제어, 운송까지 

매우 방대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광·초전도체, 전자파 등의 물성적인 분야와 

제어시스템, 메카트로닉스, 통신 및 신호처리, VLSI

설계, 컴퓨터응용 등의 시스템 분야가 있다. 최근의 

기술 개발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분야의 

기술을 종합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의 

산업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적인 기술 분야가 

전자전기공학이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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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CTO 초청 특강(포스코 조뇌하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