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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전공은?

전자공학전공은 학문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의 전문화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미래 지향적이고 특성화된 IT 

분야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전문적인 인재 양성”, “창의적인 인재 

양성”, “노력하는 인재 양성” 및 “윤리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소속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기술, 통신/안테나 기술, 신호처리 

기술,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의료 기술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전자공학관련 기술들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응용 분야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훌륭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 나라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수행, 

장학금 지급 확대, 교육과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 수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적 

전자공학 인재 양성

Electronic Engineering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연구개발직 

및 기술직

연구개발

IoT, ICT 융합 산업, 인공지능 관련 기업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기공사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공학설계입문

2학기 공학설계활용

2학년 1학기 회로이론Ⅰ,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Ⅰ, 디지털회로설계, 전자기학Ⅰ, 기초회로설계및실험, 

공학수학

2학기 회로이론Ⅱ,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Ⅱ, 디지털시스템설계, 전자기학Ⅱ, 데이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3학년 1학기 전자회로Ⅰ, 전자회로설계및실험Ⅰ, 마이크로컨트롤러, PLC&네트워크Ⅰ, 신호및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리전자, 확률및랜덤변수

2학기 전자회로Ⅱ, 전자회로설계및실험Ⅱ, 마이크로컨트롤러시스템설계, PLC&네트워크Ⅱ, 

디지털신호처리, 융합반도체공학, 통신이론

4학년 1학기 융합종합설계, 데이터통신, 디지털영상처리, 인공지능과프로그래밍, 안테나공학, 

산업의료원I, 현장실습 I,Ⅲ,Ⅴ, 융합산업공학

2학기 반도체공정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의료전자공학, 기계학습응용및설계, 

융합창업종합설계, 산업의료원Ⅱ, 현장실습Ⅱ,Ⅳ,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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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670-5190

� 제1공학관 222호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직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공학설계 / 회로이론 / 기초회로실험 / 공학수학 / 전자기학 /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 신호 및 시스템 / 통신이론 / 전자회로 

/ 전자회로실험 / 반도체공학 / 물리전자 / 디지털 신호처리 

/ 디지털 영상처리 / 통신시스템설계 / 마이크로컨트롤러 

/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 머신러닝 / 센서네트워크 / 

의료전자공학 등 실험·실습 과목 운영, 무선통신/인공지능/

의료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운영 및 매년 졸업작품 

전시회(EE Global Tech)를 개최합니다.

대외활동  

- 반도체대전, 한국전자전, 소프트웨어대전 및 다양한 

전기전자공학 관련 학술발표회/작품전시회 등에 참가합니다.

동아리

- M-HEMB(Micro-Hankyong Electronic Member of Brain): 

전기/전자회로 및 MCU(Micro Controller Unit) 설계 동아리

- HEIG(Hankyong electronic innovation group): IT융합 기반 

전기/전자회로 설계 동아리

- WIN(Wireless Intelligent Networking Lab) : 5G/6G 

모바일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아리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자 및 시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