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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로봇공학전공은?

ICT로봇공학 전공에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융합형 전문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하여 

ICT(정보통신기술) 및 로봇 공학의 융합 교육을 합니다.

첫째로, 전기전자공학 지식을 기초로 제어, 로봇, 임베디드시스템, 

지능시스템 관련 이론을 학습하며, 미래의 스마트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실무 기술을 배웁니다. 둘째로, ICT 기술을 

기초로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기술, 

신호처리기술,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무선/이동통신망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습위주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SW 및 

ICT 관련 산학연분야에서 필요한 이론 및 기술을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에 필수 요소인 반도체 기반의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 로봇 재료 및 부품 등의 기본 원리 및 설계/제조/응용 분야의 

기초이론과 기술을 교육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ICT 및 

로봇공학 핵심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의 양성

ICT Robot Engineering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정보통신기사, CCNA, OCJP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ICT로봇기계공학개론

2학기 공학설계입문

2학년 1학기 C프로그래밍, 공학수학, 디지털공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로봇센서공학, 

공업교과논리및논술(교직)

2학기 C알고리즘및응용, 선형대수학, 디지털시스템, 전기전자회로, 기초회로설계, 신호처리, 

공업교과교육론(교직)

3학년 1학기 C++프로그래밍, 확률 및 통계, 전자회로,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컨트롤러, 제어공학, 

영상처리, 공업교과교재및연구법(교직)

2학기 창의융합종합설계,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메카트로닉스설계, 임베디드시스템, 제어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통신

4학년 1학기 ICT로봇기계융합설계, 최적화이론, 로봇SOC설계, 로봇프로그래밍, 빅데이터분석, 

3차원영상시스템, 산업의료원I, 현장실습Ⅰ,Ⅲ,Ⅴ, 융합산업공학, 현장실습Ⅶ

2학기 ICT로봇기계공학특강, 로봇시스템, 기계학습, 산업의료원Ⅱ, 현장실습Ⅱ,Ⅳ,Ⅵ, 

융합·창업종합설계, 현장실습Ⅷ

� https://www.hknu.ac.kr/sites/MajorofICT/index.do

� 031-670-5290

� 제1공학관 222호

ICT로봇기계공학부•ICT로봇공학전공

ICT로봇공학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기초회로설계 / 전자회로설계 / 마이크로컨트롤러 / 

메카트로닉스설계 / 컴퓨터프로그래밍 실습 연구실 운영과 매년 

교내 졸업작품전시회(EE Global Tech)를 개최합니다.

ICT로봇기계공학특강

- 전공 졸업생들 및 전공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학습합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업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회사, 전자 관련 제조업체, 

통신업체, 전자 부품 설계 및 제조업체, 전자 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첨단 의료장비 제조업체, 위성 통신 및 위성 방송 

관련업체, 전자 소자 제조업체, 로봇제조업체  

정부 및 공공기관

전기직·전산직·통식직 공무원, 전자 및 

통신 중고등학교 교원 

대외활동  

- 다양한 국내 학술대회(정보처리학회, 한이음 학술대회, 

한국광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등)와 전국규모의 

경진대회(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국제로봇콘테스트등)에 

참가합니다.

동아리

- SONS(Self-Organizing Networked Systems) Lab: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 통신 네트워크 기술, 머신러닝 기법들을 

공부하여 스마트폰, 아두이노, Atmega, 라즈베리파이, 무선통신, 

IoT,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원격 자율 

로봇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http://sons.hknu.ac.kr)

- CVLab: 1998년 정보제어공학과의 창업 및 학술동아리로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창업 아이템 발굴과 컴퓨터 비전 및 

로봇관련 학술연구와 설계를 수행합니다. 목표는 [지능적인 

영상처리이론]을 바탕으로 지능적 이동로봇, 각종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딥러닝 및 임베디드기반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지능로봇분야의 학습을 통해 전문 인재가 되고 전문분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출된 

60여명의 졸업생이 대기업, 벤처기업, 국가출연연구소등에서 

근무중입니다. (http://www.cvlabkim.org)

- NICE(Nano Integrated-Circuit Electronics Laboratory):  

나노크기의 전자소자로 구성된 회로 설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nicelab2002/)

- UbICS(Ubiquitous Intelligence & Control System) Lab: C, 

C++, C# 등 프로그램 언어, ROS, 임베디드시스템(H/W, S/W), 

지능 로봇 관련 학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학부에서 배운 전공 

이론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로봇 및 지능시스템의 H/W 

및 S/W, 회로 및 기구 설계, 통신, 자율 주행, 딥러닝, 영상 인식, 

지능 제어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구동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지능 로봇 및 임베디드시스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저전력 논리 회로를 위한 steep switching device (TFET, NCFET, 

FBFET 등)를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 및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고 그 소자들의 압축 모델링과 회로설계 : 진학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취업 

•적층형 3차원 집적회로내의 신소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적층형 3차원 기본 셀의 SPICE 모델 개발 및 회로 설계 : 진학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취업

•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고령친화기기를 SOC 기반으로 

연구 개발 : INTEL FPGA Contest 대상 등 수상 : 의료기기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