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개요
■ 1학년
▣ 20070508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3-3-0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 증진과 함께 공학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팀을 이루어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
제해결능력과 팀워크 기술 및 효율적인 의사전달 기술을 배양한다.

■ 2학년
▣ 20060118 C언어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Language 3-2-2

C 언어는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제어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어셈블리언어
수준의 low level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Microsoft 사의 Visual C++ 툴을 사용하여 C 언어를 다
양한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0060209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3-0

전공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배운 내용을 관련전공에 직접 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학수학의 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주로 배울 내용은 MATLAB사용법, 미분과 적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변환, 벡터, 벡터함수의 미분
학, 벡터함수의 적분학 등에 대해 학습한다.
▣ 20120454 디지털논리회로

Digital Logic Circuits and Experiment 3-2-2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기본이 되는 논리 게이트들의 특성, 플립플롭의 특성, 카운터, 레지스터의 기
본 특성을 이해하고, 조합논리와 순차회로를 해석하여 원하는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 20030121 전자기학(1)

Electromagnetics(1) 3-3-0

전자기학은 전기. 자기적 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 물리학의 한 분야로, 오늘날 전기,
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공학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초 학문이다. 전자기학1을 통하여, 전기. 자
기적 물리량에 대한 학문적 개념을 확립하고, 전기. 자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법칙과 이
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벡터연산 및 좌표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수학이론 및 전기 및 자기
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 20060120 회로이론(1)

Circuit Theory (1) 3-3-0

회로 구성요소인 전원, 소자의 전기적 성질과 수학적 표현을 비롯하여 이들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
시스템의 해석 원리와 연산 관계를 배운다. 회로소자의 직병렬연결, 회로의 전압, 전류 및 전력에
관한 해석법을 학습한다.
▣ 20060097 기초전자실험

Experiment of Basic Electronics 3-2-2

교류회로, 전자기학 및 전자공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적인 제반현상과 기본회로에 대한 동작을 실험
을 통하여 공부한다.
▣ 20070569 C++언어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Language 3-2-2
객체지향언어인 C++ 언어는 소프트웨어의 확장(Extensibility)을 쉽게 하고,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소프트웨
어를 재사용 (Reusability)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Maintainability) 비용을 줄이고 프로그래머
의 생산성(Productivity)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Microsoft 사의 Visual C++ 툴을 사용하여 C++
언어를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0060758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3-0

공업수학 1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서 관련 전공에 필요한 수학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업수학 1과 마찬가지로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학수
학의 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주로 배울 내용은 행렬, 행렬의 고윳값과 고유벡터, 행렬에 의
한 미분방정식 풀이, 푸리에 변환, 복소해석 등에 대해 학습한다.
▣ 20120455 전자기학(2)

Electromagnetics(2) 3-3-0

전자기학 2에서는 전자기학 1을 통하여 학습한, 수학적 기반과 전기․자기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
으로, 맥스웰방정식과 같은 전기․자기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물리적 법칙을 학습하
고, 이를 통하여, 전파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파동방정식을 유도한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공학
적인 무선통신 및 전자파에 대한 이론적 지식기반을 다짐으로써 전자회로, 초고주파공학 및 안테나
공학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한다.
▣ 20040031 회로이론(2)

Circuit Theory (2) 3-3-0

기초 회로이론에서 습득한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1차와 2차 회로시스템의 과도상태 특성을 해석한
다. 시간함수의 Laplace변환을 학습하여 회로해석에 응용한다. 또한 신호의 주파수특성이나 2 포트
회로에 대한 4단자망 해석법을 학습한다.
▣ 20110462 MEMS기초

Introduction to MEMS 3-3-0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미세 가공 기술에 의한 초소형 장치 기술에 대한 이해를 교육 목표

로 한다. 본 교과목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해, 미세 장치의 기계적 전기적 운용 방식, 센서의 물
리화학적 원리, 미세 가공을 위한 재료의 이해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 20120462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3-3-0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결정구조, 평형 및 비평형상태에서의 반도
체 특성, 반도체 내에서의 전하 이동현상 등 반도체 물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이
오드, BJT, FET 등 다양한 반도체 전자소자의 기본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 20150308 센서공학개론

Fundamentals of Sensor Engineering 3-3-0

센서의 기본 개념 및 각종 센서들의 물리적인 기본 원리를 배운다. 인간이 느끼는 오감으로 센서
를 분류하여, 각각의 동작원리 및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광센서, 이미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
서, 압력 및 변위센서, 유량센서, 가스센서, 바이오센서 및 복합센서 등에 어떻게 센서 기술이 적용
되는지 알아본다.
▣ 20120459 시스템모델링및해석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3-3-0
공업수학 1과 공업수학 2에서 배운 수학적인 기초를 토대로 실존하는 동적시스템들의 유형들에 대해 수학
적인 모델링하는 기법을 배우고, 모델링 결과를 풀어봄으로써 실제 시스템과 모델의 개념을 익히고, 제어공
학 1, 제어공학 2를 비롯한 많은 제어관련 교과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 20120456 정보통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3-3-0

정보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유무선의 통신 시스템들의 간략한 구조를 이
해한다. 그리고 정보가 정확히 송수신되기 위한 다양한 기본 통신기술들의 원리를 학습함으로서 정
보통신의 기본개념을 갖도록 한다.
▣ 20170051 확률 및 랜덤변수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3-3-0

전자공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도구과목으로, 확률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확률변수, 랜덤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확률이론 전반에 대해 공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 3학년
▣ 20120461 디지털통신(1)

Digital Communication(1) 3-3-0

통신의 기본인 아날로그 통신에 적용되는 변복조 원리를 푸리에급수, 푸리에변환 등을 통해 이해
하고 송수신되는 신호에 대한 시간과 주파수영역에서의 특성을 배워서 아날로그통신 변조
(AM,FM,PM)기법의 개념을 갖는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신에서 적용되는 여러 통신기법 중 디

지털 변환기법(PCM), 디지털 변조기법(ASK, PSK, FSK)들을 학습함으로서 디지털 통신 이론을 습득
한다.
▣ 20040182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3-3-0

본 과목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및 제어공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호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 및 이산 시간 영역에서 신호와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는지에 대하여 배운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및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푸리에 급수, 라플라스 변환, z-변환과 이러한 도구를 활용한 통신, 신호처리, 제어 등에서의 응
용 예들을 다룬다.
▣ 20060574 전자회로(1)

Electronic Circuit (1) 3-3-0

본 과목은 수동 및 능동 소자로 구성된 전자 회로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본 강의는 반도체 이해
를 시작으로 다이오드 원리, 다이오드 응용 회로, 특수 목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원리, 트랜지스
터 증폭회로에 대해 소개한다.
▣ 19000225 제어공학(1)

Control Engineering (1) 3-3-0

제어시스템의 개요, 수학적 기법, 등가전기회로, 블록선도, 전달함수, 신호 흐름선도등에 대하여 학
습하고, 상태방정식과 상태선도에 대한 개념을 익힌다.
▣ 20070731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3-3-0

교류-직류 변환, 직류-직류 변환을 위한 전력전자 기초 원리를 학습한다. 이상적인 회로 소자들의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회로 해석 방법을 학습하며, 다양한 전력전자 기초 회로들을 해석한다. 컴
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회로 해석을 검증한다.
▣ 20060110 디지털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3-3-0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ALTERA Quartus II 툴에 대하여 학습한다. 설계한 디지털 시
스템을 ALTERA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동작시킨 후에, 설계된 디지털시스템이 실제로 올바르게 동작
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시스템 설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0110447 영상처리기초

Digital Image Processing 3-3-0

디지털 영상처리의 입문 과정으로서 기본적인 디지털 영상 처리 기법과 기초적인영상 해석에 대
해 다룬다. C와 C++ 언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여 봄으로써 추후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컴퓨터 비젼과 같은 고급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 20120465 의용생체공학개론

Introduction of Biomedical Engineering 3-3-0
본 과목은 전기 전자 계열의 학생들이 전기적 운용 원리에 의해 동작되는 의료 장치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개설되었다. 본 과목은 심전도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
다. 그 내용은 센서, 증폭기, 생체 전위 및 전극, 생체 전기의 전달 방식, 심전도에 대한 이해를 포
함한다.
▣ 20120457 전자공학실험

Experi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3-2-2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정류회로, 증폭회로, 발진회로 등 다양한 회로의 동작원리를 해
석하고 실험실습으로 검증한다. 실험실습을 통하여 전자소자 및 회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용
적 응용 방법을 습득한다.
▣ 20110449 전자회로설계

Electronic Circuits Design 3-3-0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아날로그 핵심부품들의 동작원리 및 Hybrid MIC에 대한 전
반적인 제조기술을 이해하고 설계방법에 대해 다룬다. 주요 내용은 고주파회로 개요, 고주파회로
공정 및 레이아웃, 각 핵심부품 등의 선형 및 비선형 설계기법 등이다.
▣ 20120464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and Organization 3-3-0

본 과목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조에 대하여 다룬다. 디지털논리회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
각 부분들의 구성 및 역할과 기본 동작 원리를 배우며 각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컴퓨
터 내부에서 작업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본 과정의 내용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
디드 시스템, 그리고 고급프로그래밍 과목의 기초가 된다.

▣ 20120466 디지털통신(2)

Digital Communication(2) 3-2-2

디지털 변조기법 중에 MFSK, MPSK, QAM 방식과 송수신 중에 신호의 오류를 개선하는 다양한
채널코딩(순환부호, 길쌈부호등)기법을 학습하여 디지털통신의 성능개선을 위한 통신이론을 습득한
다. 또한 Lab-Volt장비를 이용하여 앞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인 ASK, PSK, FSK, 디지털 변조 방식과,
잡음에 따른 오류가 존재하는 디지털통신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실무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20110442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and Experiment 3-2-2

가장 활용도가 높은 8 bit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각종 입출력 장치가 포함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효
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C 언어 기반의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0060379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2) 3-3-0

본 과목은 수동 및 능동 소자로 구성된 전자 회로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본 강의는 MOSFET 원
리, 주파수 응답, op-amp, 특수 목적 op-amp, 능동필터에 대해 소개한다.
▣ 19000236 제어공학(2)

Control Engineering (2) 3-3-0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BIBO 안정성, 근궤적 해석, 주파수영역에서의 시스템응답
과 제어기 설계, PID 제어기 등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
▣ 20070570 VLSI설계

VLSI Design 3-3-0

VLSI의 전반적인 설계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VLSI를 설계할 때 주로 사용되는 VHDL, Verilog HDL
등에 대하여 ALTERA Quartus II 툴을 사용하여 실습한다. 학생들이 VHDL, Verilog HDL 등을 사용
하여 VLSI 시스템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0120467 디스플레이광학

Basic Optics for Displays 3-3-0

본 과목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광학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초 광학을
위한 Ray Optics, EM Optics를 배우며, 이를 적용한 LCD의 기초 원리에 대하여 배운다. 복굴절의
개념 및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실습을 수행한다.
▣ 20050247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

디지털신호해석과 시스템 설계에 관한 이론과 응용 분야를 학습한다. Sampling, DFT, FFT 및 Z-변
환 등 다양한 신호해석기법을 배우고, IIR, FIR필터 설계 능력을 기른다.
▣ 20070668 로봇공학

Robotics 3-3-0

로봇 시스템의 구조 및 공간좌표 표시와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선형성 이동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활용과 비교 고찰한다.
▣ 20070725 모바일로봇및실습

Mobile Robot and Experiment 3-2-2

로봇 비전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모바일 로봇의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실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습을 수행한다. 이론보다는 로봇 및 컴퓨터 비전, 지능과 관련된 지식들을 총
체적으로 활용하는 응용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 20110452 전력전자응용

Power Electronics Applications 3-3-0

전력전자기초 교과목에서 학습한 회로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력전자 회로들의 동작원리를 이
해하고 설계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동기 구동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유무선 충전 시
스템 등을 위한 전력전자 회로에 대해 학습한다.
▣ 20110443 전자회로실험

Experiments of Electronic Circuit 3-2-2

전자회로에서 습득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다이오드, BJT, JFET, MOSFET 및 OP Amp 응용회로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디지털 회로와의 결합과 전자회로의 측정 능력 등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반도체 소자의 기본특성을 응용한 정류기, 선형 및 비선형 회로, 신호발생회
로, 미적분기, 능동여파기, 실용회로 실험 등이다.

■ 4학년
▣ 200707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3-0

수강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담당교수의 개별 지도하에 팀별로 한 학기 동안 수행할 프로젝트를 스
스로 선정하고 자료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수학과 기초과학
및 전공분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과 재료를 활용하여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
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 혹은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
다.
▣ 20120469 DSP응용제어

DSP Applied Control 3-3-0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한 전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인 DSP의 구조 및 원리, 모터와 엔코더 등의 각
종 입출력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학습한다. 제어 알고리즘을 DSP 기반의 디지털 제어 시스
템에 구현하기 위한 이론지식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C 언어 기반의 DSP 응용 프로그램 능력도
습득한다.
▣ 20110453 무선통신공학

Wireless Communication Engineering 3-3-0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기술인 전파특성(페이딩, shadowing), 셀룰러기술, 무선전송기술,
핸드오프, 전력제어기술, 다중접속기술(TDMA, FDMA, CDMA,OFDMA)등의 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이 요소기술들이 적용된 무선통신시스템의 기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IMT-2000, 4G, 5G 등
의 상용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한다.

▣ 20170050 신호처리응용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 3-3-0

신호처리 응용 분야 중 하나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신호처리 및 추정 방식을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등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공부한다. 기저대역 벡터 채
널 모델로부터 시작하여 최적 추정 수신기 및 심벌 간 간섭채널모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Equalizer에 대하여 공부한다.
▣ 20180339 연산 증폭기 설계 및 이론

Design and Theory of Operational Amplifier 3-3-0
연산 증폭기의 기본적인 개념, 사용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간략화한 해석 방법을 통해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회로설계 시뮬레이터를 통해 정확한 해법을 도출한다. 오픈 소스 프로그램
인 LTspice를 사용하여 연산 증폭기의 설계 및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산 증폭기를 포함한 아날
로그 회로의 설계 및 검증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및 혼성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
고 관련 직군의 업무 스킬 셋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20150309 의료영상기기

Medical Imaging Signals and Systems 3-3-0

대표적 의료영상 방법 x-ray, CT, 초음파 및 MRI의 기본 원리가 되는 신호 및 시스템에 대해 배
우고, 신호를 영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의료영상 화질을 결정하는 조건을 배우고, 화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각각의 의료영상기기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
습한다.
▣ 20180340 전력변환시스템 디자인

Design of Power Conversion System 3-3-0
전력변환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측정 회로, 보호회로, 제어기 등의 동작 원리와 설계 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DSP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전력변환회로를 위한 진단시스템을 설계하고
컴퓨터 기반 실습을 통해 검증한다.
▣ 20120468 정보디스플레이공학

Introduction to Information Displays 3-3-0

현대사회의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대표적인 평판 디스플레이인 액정
디스플레이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등에 대한 기본 구조 및
동작 원리를 습득한다. 각 기술들의 장/단점 및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을 이해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3D, Flexible,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또한 간략히 소개한다.
▣ 20040194 초고주파공학

Microwave Engineering 3-3-0

초고주파공학에서는 RF와 Microwave를 이용하는 다앙한 무선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의 기반이 되

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RF와 Microwave의 전송이론을 포함하여, 무선통신 시스템
을 구성하는 능동 및 수동부품의 역할 및 동작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무선통신시스템의 구
조를 파악함으로써 기본적인 무선통신 부품 및 시스템 성능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 20110457 컴퓨터응용제어

Computer Aided Control and Design 3-3-0

제어공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배우고, 디지
털 제어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시스템 제어에 대한 확실한 지식함양과 제어기 설
계기술들을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운 개념을 실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시스템 제어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 200707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3-0

캡스턴디자인 1 강좌와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개념설계 단계와 기본설계 단계를 거쳐 구현된 시스
템을 좀 더 실용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상세설계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구현단계를 거친다. 이를 통
하여 전공 이론과 실용적인 실기 능력을 겸비한 실무중심의 창의적인 공학도를 양성한다.
▣ 20170534 머신러닝개론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3-3-0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인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머신러닝에서 가
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신경망, SVM 등에 대해 학습하고 무감독학습의
쉬운 예로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그리고 MATLAB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해보는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 20150315 아날로그 및 혼성시스템 설계

Analog and Mixed Signal Systems 3-3-0

아날로그 및 혼성시스템 집적 회로의 필수적인 구성 회로 및 설계 이론에 관해 알아본다. CMOS
집적회로 설계를 위한 증폭기, 데이터 변환기, 필터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 20010135 안테나공학

Antenna Engineering 3-3-0

안테나공학에서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무선 신호전력을 송신 및 수신하
는 안테나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전자기 신호가 방사되는 이론적 배경
과 안테나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안테나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기적 성능지표를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무선통신 환경에 따른 기초적
인 안테나의 설계 개념을 제시하도록 한다.
▣ 20150314 전력변환시스템 및 응용

Power Conversion System and Applications 3-3-0

전력변환시스템은 다양한 전력 공급 장치로부터 부하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성에 맞는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본 강좌에서는 절연형과 비절연형 전력변환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원
리를 이해하고 부하 시스템의 요구 조건에 맞는 전력변환시스템의 설계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시
뮬레이션 및 실습을 통하여 전력변환시스템의 응용 방법을 이해한다.
▣ 20120472 지능로봇

Intelligent Robot 3-3-0

본 과목은 모바일로봇이 각종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 및 판단하고 원하는 목적
을 이루기 위한 로봇의 동작 명령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하
여 초음파 센서와 비전 센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경로 계획법, 위치 인식, 장애물 회피, 맵 생
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실제 모바일로봇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을 병행한다.
▣ 20080252 전자공학현장실습(1)

Internship(1) 3-0-6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동향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수강생의 현 전공지식수준을 스스
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 20080253 전자공학현장실습(2)

Internship(2) 3-0-6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기술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수강생 스스로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20110463 전자공학현장실습(3)

Internship(3) 3-0-6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실무 개발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20110464 전자공학현장실습(4)

Internship(4) 3-0-6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실무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실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
을 파악하도록 한다.
▣ 20110465 전자공학현장실습(5)

Internship(5) 3-0-6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실무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인턴십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를 작성한다.
▣ 20020055 현장실습

Field Training 2-0-4

습득된 이론 지식의 실무 적용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공 관련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

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