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교육목표

1) 도덕성과 인성을 함양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공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을 정립한다.

2)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정보통신공학 이론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을 배양한다.

3)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교육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
상에 기여한다.

4) 세계화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 및 습득하고 연구 교류를 원할히 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장재신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이동통신 교수

이종협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통신망관리 교수

이규호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통신시스템 교수

안상호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영상공학 교수

김남태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전자장 교수

서창준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제어공학 교수

최현칠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전력전자 교수

이숭희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교환(ATM) 교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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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132 로보틱스 3 3.0 0.0 이론

Robotics

2-1 전공 EJB133 인공지능 3 3.0 0.0 이론

Artificial Intelligence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2-2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22 학점

전력전자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116 SMPS 3 3.0 0.0 이론

Switched Mode Power Supply

1-2 전공 EJB118 전력전자특강 3 3.0 0.0 이론

Advanced Power Electronics

소계: 6 학점

화상정보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B135 전자공학특론 2 3 3.0 0.0 이론

Advanced Electronics 2

2-1 전공 EJB134 전자공학특론 1 3 3.0 0.0 이론

Advanced Electronics 1

소계: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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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영상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B109 DSP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전공 EJB108 랜덤프로세스 3 3.0 0.0 이론

Random Process

소계: 6 학점

제어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B113 선형시스템 3 3.0 0.0 이론

Linear Systems

2-1 전공 EJB114 디지털제어 3 3.0 0.0 이론

Digital Control

소계: 6 학점

이동통신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302 이동통신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Wireless Communication

1-2 전공 EJB131 알고리즘 3 3.0 0.0 이론

Algorithms

2-1 전공 EJB124 고급컴퓨터네트워크 3 3.0 0.0 이론

Advanced Computer Networking

전공 EJB303 데이터네트워크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data networks

소계: 12 학점

데이터통신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402 통신망해석 3 3.0 0.0 이론

Communication Network Analysis

1-2 전공 EJB403 병렬분산계산 3 3.0 0.0 이론

Parallel and Distributed Computations

전공 EJB406 컴퓨터네트워크아키텍쳐 3 3.0 0.0 이론

Computer Network Architecture

소계: 9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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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통신시스템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504 차세대네트워크특론 1 3 3.0 0.0 이론

Advanced Next Generation Convergence

Network 1

전공 EJB501 통신시스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Network System

1-2 전공 EJB506 사이버물리시스템 3 3.0 0.0 이론

Cyber Physical System

전공 EJB503 컴퓨터구조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Computer Architecture

소계: 12 학점

전파공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B112 마이크로파회로 3 3.0 0.0 이론

Microwave Circuits

1-2 전공 EJB601 마이크로파 디바이스 3 3.0 0.0 이론

Microwave Devices

소계: 6 학점

총계: 85 학점



▣ 교과목 개요

◎ EJB132 로보틱스  (Robotics)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학습하고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로

봇시스템의 구조 및 동작 방식, 응용 사례 등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로봇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

을 익힌다.

◎ EJB133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의 인식 판단 추론 및 문제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기계의 기능으로 인

공적으로 실현하는 다양한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이런 내용을 지능형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한다.

◎ EZZ024 석사 논문 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 EJB116 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최근들어 각종 전자회로에 쓰이는 Switched- Mode방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이용한 Power Supply의 종

류와 모델링 방법, 그리고 제어 기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 EJB118 전력전자특강  (Advanced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정류기, 컨버터, 인버터 및 각종 모터제어에 관하여 학습

하여 그의 수학적 기반을 확고히 한다.

◎ EJB134 전자공학특론 1  (Advanced Electronics 1)

나날이 발전하는 전자공학분야의 최신의 이론 및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 및 학습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의 제시를 시도한다.

◎ EJB135 전자공학특론 2  (Advanced Electronics 2)

나날이 발전하는 전자공학분야의 최신의 이론 및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 및 학습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의 제시를 시도한다.

◎ EJB108 랜덤프로세스  (Random Process)

전자공학에 필요한 확률, 랜덤변수 및 랜덤신호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확률의 개념을 실제

공학에 활용시키는 방법들을 익힌다. 특히 랜덤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될 때의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신호 대 잡음비를 최대로

◎ EJB109 DSP특론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일반 디지털신호처리이론에 랜덤프로세서의 개념을 도입한 랜덤신호처리를 강의하고 이를 음성 및 영상에

대한 신호처리에 적용시킨다. 대표적인 필터인 적응필터, Wiener필터 및 Kalman필터를 이해시키고 이의 응

용 예를 시뮬레이션

◎ EJB113 선형시스템  (Linear Systems)

선형시스템의 상태공간 묘사기법, Lyapunov stability, BIBO stability, 가제어성(control- lability), 가

관측성(observability), 단일입력시스템과 다입력 시스템의 고유치 기정기법에

◎ EJB114 디지털제어  (Digital Control)

샘플드 데이터(Sampled data) 제어 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z-변환 및 상태변수기법을 학습한다. 전산기 특

히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한 제어계측의 설계 및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도 판별법, 시간영역에서의 해석 등을

다룬다.

◎ EJB124 고급컴퓨터네트워크  (Advanced Computer Networking)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어플리케이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 층, 데

이터링크 계층 순의 Top-down방식으로 학습하고, 각 계층에서 수행되는 주요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인터넷

에 대한 기초 지식 을



▣ 교과목 개요

◎ EJB131 알고리즘  (Algorithms)

통신 소프트웨어 구현의 필수 요소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의 Date Structure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

로 한걸음 더 나아가 Divide-a nd-Conquer, Greedy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소개 및

◎ EJB302 이동통신특론  (Advanced Wireless Communication)

본 과목에서는 동기식, 비동기실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포함하여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을 다룬다. 또한 대기이론과 컴퓨터 모의실험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분석하

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 EJB303 데이터네트워크특론  (Advanced data networks)

본 교과목에서는 데이터통신용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성능평가에 대해서 배우며, 데이터 네트

워크의 성능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 지식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계층적 네트워

크 구조, 링크계층 프로토콜,

◎ EJB402 통신망해석  (Communication Network Analysis)

본 강좌에서는 고속 통신망의 설계, 제어, 모델링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최신 기법과 연구 주제를 ATM과 IP

기술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네트워크 큐잉, 서비스 품질, 네티워크 알고리즘 및 프로

토콜을 정량적으

◎ EJB403 병렬분산계산  (Parallel and Distributed Computations)

본 강좌는 통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최적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Fundamental한 기법과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Algorithm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 EJB406 컴퓨터네트워크아키텍쳐  (Computer Network Architecture)

본 강의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킹 아키텍처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칠 신규 컴퓨팅 기술에 대해 설명

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새시, 클러스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인피니밴드, iSCSI, FCIP, 가상화 외 기타

신규 기술에

◎ EJB501 통신시스템특론  (Advanced Network System)

최신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실시간 통신시스템의 개념과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론강

의와 Xscale기반의 실습을 통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베디드 통신제어시스템을 구성 및 프로그

래밍하여 동작시킬 수 있는

◎ EJB503 컴퓨터구조특론  (Advanced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구조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념원리, 기능구성요소, 요소별 시스템 구성

방법, 동작 원리, 성능향상을 위한 기법 등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프로세서 구조 및 동작원리, 컴퓨터 시

스템 구조 및 동작원리, 운

◎ EJB504 차세대네트워크특론 1  (Advanced Next Generation Convergence Network 1)

IP 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의 제어 (control) 기

술 및 관리 (management) 기술은 차세대 네트워크 동작의 심장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IP

기반

◎ EJB506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사이버계(즉 컴퓨터 또는 컴퓨테이션)와 물리계를 일정한 하나의 제어체계로 통

합해주는 시스템으로 연산, 통신, 제어의 융합연구를 핵심으로 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IoT 및 ICT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 EJB112 마이크로파회로  (Microwave Circuits)

증폭기, 발진기, 여파기 등과 같은 마이크로파 대역의 능동 및 수동회로의 기본원리를 다루며 회로망 합성

법에 의한 임피던스 변환 및 정합 회로의 실제적인 설계법을 취급한다.

◎ EJB601 마이크로파 디바이스  (Microwave Devices)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이크로파 필터. 증폭기, 멀티플렉서, 스위치 및 페라이트를 이용하는 단방

향성 디바이스 등의 동작 원리와 이의 설계법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