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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합니다.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3

학장
발전기획평가위원회

학부(장)회의
대학원전공주임교수회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장학금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취업진로지원위원회
교학담당부학장

전기
공학부

행정실장

전자
공학부

정보통신
공학부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소프트웨어
학부

지능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전공
소프트웨어전공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거점국립대
3위권

미래변화를 선도할
창의적인
전문 공학도 양성

VISION

교육목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 인재 양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선진연구와
산학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여

4 IT분야 국립대 TOP3_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1994
1999

“반도체정보통신분야”의 국책대학사업 추진으로 IT특성화
BK21지역대학우수대학육성 사업 주관대학 선정

2000
2001
2006
2009

국립대 최초로 본부직속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설립
2단계 BK21사업 선정(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전자정보대학으로 승격

2013
2014
2017
2019
2020

3단계 BK21플러스사업 선정(7년)
대학특성화(CK)사업 선정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선정
4단계 BK21플러스사업 선정(7년)

2021
2021
현재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 및 인프라 지원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선정(미래자동차 분야)
졸업생 취업역량 및 교수연구실적 : 국립대 Top3 위상

1980. 10.
1985. 11.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기공학과 설립 인가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설립 인가

1980-1985

1974
1974. 12.

1990-1999
전기공학과 설립 인가

1990.
1992.
1993.
1994.
1999.

11.
12.
10.
08.
10.

반도체과학과 설립 인가
전파공학과 설립 인가
제어계측공학과 설립 인가
반도체 정보산업분야 국책지원대학으로 지정
BK21지역우수대학육성 사업 주관 대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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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최초 정부 재정지원
ICT특성화 대학
2000. 03.
2000. 03.
2002. 03.
2004. 03.
2004. 06.
2006. 03.
2006. 04.
2008. 03.
2009. 03.
2009. 03.
2010. 03.
		
2010. 03.

본부 직속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설립
초대 학부장 최익권 교수
제 2대 학부장 김석일 교수
제 3대 학부장 박병우 교수
누리사업(충북IT-NURI사업단, 차세대전력산업기반기술인력양성사업단) 선정
제 4대 학부장 김영석 교수
2단계 BK21사업(BK21충북정보기술사업단) 선정
제 5대 학부장 전중남 교수
전자정보대학으로 승격
초대 학장 전중남 교수
전자정보대학 모집단위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변경
제 2대 학장 유영갑 교수

2000-2010

2011-현재
2011.
2012
2013.
2013.
2014.
2016.
2018.
2019.
2020.
2020.
2020.
2020.
2021.
2021.

03.
03.
04.
09.
03.
03.
03.
03.
03.
04.
07.
09.
04.
05.

컴퓨터공학부 모집단위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로 변경
제 3대 학장 최호용 교수
대학원 모집단위 전기·전자·정보·컴퓨터학부로 변경
3단계 BK21플러스사업(충북정보기술사업단) 선정
제 4대 학장 이인성 교수
제 5대 학장 고창섭 교수
제 6대 학장 전명근 교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선정
제 7대 학장 이건명 교수
지능로봇공학과 설립 인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선정
4단계 BK21사업(BK21충북정보기술교육연구단) 선정
반도체설계공정연구센터 선정
디지털 신기술인재양성 혁신 공유 대학 사업 선정(미래 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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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T 분야의

Leader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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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417명

국립대
최고 수준의
취업률

취업률 거점 국립대 3위
(2020년도 정보공시)

03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 지원

대학원 진학 53명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
평균 1인당 310만원/년 (재학생 등록금 : 약 240만원/학기)
재학생 수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총계

1인 당 장학금

1,806

19억원

37억원

56억원

310만원

(2020년도 기준)

교육비 지원 : 평균 1인당 793만원/년
대학지원

연구비

정부지원사업비

발전기금

총계

1인 당 교육비

10억원

89억원

38억원

1억원

138억원

703만원

최신시설의 기숙사 : 수용 인원 4,132명
해외 교환학생 : 5년 간 30명
주요대학 l 일리노이공과대학, 플로리다대학,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미국), 쉐필드대학
(영국), 야마구치대학, 메이지대학, 구마모토대학(일본), 센트리아응용과학대학(핀란드),
휄프대학(말레이시아) 등

04
국립대
최고의
연구력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
최근 5년간 우수 논문상 실적 : 국제 55회 수상, 국내 83회 수상
SCI급 논문 실적

교수 연구비

1.10편

177,392천원

171,568천원

충북대 전자정보대학

10개 거점 국립대 평균

0.77편

충북대 전자정보대학

10개 거점 국립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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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립대 최고 수준의 연구동아리 활동과 수상실적 보유
•국립대 최고 수준의 40개 연구동아리 약 1,000명 활동
- 수상실적 : 전국규모경진대회 최근 4년 간 125회
2017

2018

2019

2020

계

34회

43회

25회

23회

125회

•전국규모대회 주요 수상 현황
대회명
2021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상내역

주최

장려상

서울산업진흥원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2020 제21회 대한민국반도체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대한민국 SW 융합 해커톤 대회

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수상, 장려상

IDEC충북지역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우수상, 장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충청권 반도체IC설계경진대회
2019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2019 전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연합 해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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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부 재정지원 IT특성화사업 수행
사업명

기간

사업비

내용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단

2019.03.~2024.12.

135억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 SW융합인재양성

충북대학교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단

2021.05.~2027.02.

96억

반도체설계공정연구센터

2021.04.~2022.03.

96.5억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교육부 4단계 BK21플러스 사업

2020.09.~2027.08.

135억

글로벌 ICT 융복합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연구인역력 양성

대학중점연수소 사업

2020.06.~2029.05.

83억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부품기술개발연구

산학밀착형IOT 반도체시스템융합인력양성센터

2020.04.~2025.12.

60억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양성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017.04.~2022.02.

193억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공공 서비스 ICT)

2019.03.~2024.02.

7억

IDEC충북지역센터

2016.05.~2026.02.

5.9억

반도체 설계 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임베디드 SW전문인력양성사업

2016.05.~2021.02.

11억

임베디드 SW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형 생태계 구축

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

2016.04.~2019.12.

103억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2016.03.~2021.02.

13억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석사과정 전문 설계인력양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014.10.~2019.02.

67억

글로벌 정보 콘텐츠 SW창의인재양성

에너지연구개발 고급인력양성사업

2014.07.~2019.06.

44억

중소·중견기업 핵심 R&D 및 석·박사 인력양성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사업

2014.07.~2019.02.

29억

프로젝트 학위제 및 기업에 고급인력을 공급

대학특성화(CK)사업

2014.07.~2019.02.

130억

지역전략IT 산업을 견인할 Gap-Zero창의인재양성

Bk21 플러스 사업

2013.09.~2020.08.

125억

지역전략ICT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렵력연구 중심대학

미래 자동차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지속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ICT 인재양성과 지역대학교육경쟁력 강화

도심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광역주행 및 안전운행 기술개발

※ 사업지원 내역 : 장학금, 학생교육(연구동아리, 캡스톤디자인,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연구, 산학협력(인턴십, 산학특강), 해외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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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부
TEL: 043-261-2419
https://koamma.cbnu.ac.kr

분야 및 학부 소개

•전기공학관련산업분야는 에디슨 이후 130년만의 제2차 전력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술이 Smart Grid,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배출 감축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각종 분야(교통, 건물, 산업)에서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12.3조 달러
에 이르는 대규모 에너지 관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력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과 산업분야

디지털 배전시스템

녹색에너지 보급
•태양광, 풍력, 조력, 폐기물 등
•집과 사무실 그린화

교류(AC)→직류(DC)•
직류전원 표준화•

전기차 사용화
전력과 IT의 융합
2차전지, 자동차,•
                통신, 반도체 등 연계
스마트 미터기 보급•
절전형 전자제품 출시•

•충전소 설치 확대
•핵심 부품 개발

2차 전력혁명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절감 노력

경쟁시스템 구축

에너지 이용 정보개방
•인터넷 포털 구축
•소비자 참여 확대

다양한 사업자 참여•
인센티브 부여•

장기목표 : 국내 대표적인 전기공학 교육기관
단기목표 : 학생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전기공학 교육기관

비전 및 교육목표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공학도 양성
최신기술, 시스템 설계 및 실전능력을 강조
전기공학 분야의
전문성 배양

주요연혁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선도 능력

2010, 2012, 2013 충북대학교 최우수학과 선정
2011, 2014, 2015, 2016, 2017 충북대학교 우수학과 선정
2013

3단계 BK21플러스사업 선정(7년)

2014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선정(5년)

2018, 2020

충북대학교 교육영역 우수학부 선정

2020

4단계 BK21사업 선정(7년)

202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6년)

소통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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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분

•핵심 교육과정 요약
1학년

2학년

3학년

공학기초(MSC:수학,과학,컴퓨터)

전기공학전공 심화과정

전기공학기초
교과과정

창의공학설계

4학년

전공기초설계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논문

설계프로젝트

인턴쉽, 창업산학특강(기업CEO 등 초청)
비교과과정

전공 및 교양동아리, 봉사활동(국내/국외), 각종 경진대회참가, 장단기 해외연수, 어학교육
평생사제제도운영, 학생별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설계

> 대기업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
> 장학금 혜택(3~4학년 또는 2~4학년)

연구동아리 운영

•전문지식 응용 능력 향상, 선후배 동료 간의 유대 관계 및 팀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 증대
•최근 3년 간 주요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역

주최

2020 SRC IRC 대회 온라인 대회

장학금 수혜현황

4등

산업통상자원부

2019 스마트에너지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2019 스마트에너지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2019 스마트에너지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2019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2019 전력산업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동상

대한전기학회

2019 전력산업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2019 전력산업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동상

대한전기학회

2019 전력산업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기학회

432,274,030원

총 장학금액

교외 장학금 306,020,770원
교내 장학금 126,253,260원

(2020학년도 2학기)

수혜학생
1인당 장학금액

졸업생 진로

258명 / 330명

78.2%

1,675,480원

일반기업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S일렉트릭, LS전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효성, 포스코, 일진전기, 삼성SDS, 삼성SDI,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 등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DL홀딩스, 동부건설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 (창업), 전기관련 전문시공 기업 등

정부기관, 공기업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기청,기술표준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출연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 등

최근 15년 간 취업 통계

대학교수, 국가출연연구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제조업체,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중견기업 및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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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 반도체공학 전공
TEL: 043-261-2473, 3221 https://elec.cbnu.ac.kr

분야 및 학부 소개

전자공학은 통신/제어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반도체소자 및 회로의 원리/설계/제작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자공학부 졸업생은 우리나라 전자산업분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통신,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부는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전
자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명품학과 전자공학부입니다
2020년 충북대 학과자체평가 2위

2017년 산업계 평가 최우수학부 선정

▶ 우수한 명품학과 전자공학부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체 맞춤형 전공트랙 최다 운영으로 장학금, 졸업 후 취업 혜택
: 산학협력트랙 운영(매그나칩반도체 트랙, 실리콘웍스트랙, 어보브반도체트랙)
•장학금 77.8%이상 수혜(2020학년도 수혜인원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동아리 활동 및 전국규모경진대회 수상
•학과 자체평가 공학계열 우수학과 5년 연속 선정

교육 비전 및 목표

전공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공학 리더 양성

국가와 지역에 봉사하는 헌신적 인력 양성

세계화를 대비하는 진취적 인력 양성

주요연혁

1985

전자공학과 설립

1990

반도체과학과 설립

1995

반도체·정보산업분야 국책대학 선정

2004

전자공학부 출범

2007~2017

SK하이닉스 취업연계형 트랙 운영

2010~2020

충북대학교 학과평가 우수학과 선정 (2010~2014, 2016, 2019~2020)

2013

3단계 BK21플러스사업 선정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서울대에 이어 국립대학 2위, 지방대학특성화(CK)사업 선정

2014, 20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학부 선정

2015~2016

지방대학특성화(CK)사업 우수학과(명품학과) 선정

2020

4단계 BK21 사업 선정

2021

전자공학전공과 반도체공학전공으로 운영

현재

교수 12명, 학부 입학정원 88명, 대학원(석·박사과정) 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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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목표

전문 인력 양성

•핵심 교과과정 요약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

전자공학기초

전자공학심화
(인공지능/통신/소프트웨어/회로설계)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기초

반도체공학심화
(반도체 시스템/회로설계/소자/공정)

반도체공학전공

공학기초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졸업작품

헌신적 인력 양성

멘토링 프로그램, 봉사(국내외), 교양동아리

진취적 인력 양성

장·단기 해외연수, 어학 교육, 산학특강(CEO)，각종 경진대회 참가

※전자공학부는 2학년 때 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으로 전공 선택

•산업체 맞춤형 교육 - 매그나칩반도체트랙, 실리콘웍스트랙, 어보브반도체트랙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졸업 후 입사 + 장학금 혜택

매그나칩반도체 트랙

실리콘웍스트랙

•학부 4학년/대학원 석사
•재학중 장학금 지급(100만원/월)
•졸업 후 매그나칩반도체 입사

연구동아리 운영

어보브반도체트랙

•학부 4학년/대학원 석사
•재학중 장학금 지급
•졸업 후 실리콘웍스 입사

•학부 4학년/대학원 석사
•재학중 장학금 지급
•졸업 후 어보브반도체 입사

•국내 최고 수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개 동아리 활동
- 수상실적 : 전국규모경진대회 수상(국내 최고 수준)
최근 3년 간 전국규모 수상 실적
2019년

2020년

계

6회

8회

14회

대회명
2021 인공지능(AI)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수상내역

주최

최우수상, 장려상

과학기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제21회 대한민국반도체설계대전
2020 충청권 반도체IC설계경진대회

장려상

서울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상, 장려상

IDEC충북지역센터

제2회 2019 충북권 대학 창업 아이디어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건국대학교 사회맞춤형사회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2019년 한국표준협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장려상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

MathWorks 특별상

한양대학교

2019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2019 지능형모형자동차 경진대회

졸업생 진로

일반기업

대기업(67명)

삼성전자(37), 삼성그룹(2), SK하이닉스(2), SK그룹(2), LG화학(4),
LS산전(3), 현대그룹(3), KT그룹(5)명, 매그너칩반도체(8), DB하이텍(1)

중견기업(30명)

심텍(7), 원익(5), 아이티엠반도체(4), 우진산전(4), 네패스(2),
하나마이크론(1), 동국제강(1), 세브란스병원(1) 등 15개 기업

(최근 3년 간)

중소전문기업(50명) 가온칩스(2), 프라우텍(1) 등 40개 기업
외국계기업(5명)

Applied Materials(1), 온세미(1), 롯데캐논세미콘(1), 히타치(1), 스태츠칩팩(1)

공기업 및 공공기관(23명)

공기업 15명, 공무원 및 대학 8명

대학원 진학(47명)

충북대, 광주과기원, UNI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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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부
TEL:043-261-2480, 3143
https://inform.cbnu.ac.kr

분야 및 학부 소개

•정보통신공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유무선을 통해 주고 받는 통신/전파기술, 이를 위한 통신망 기술, 정
보의 가공을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소프트웨어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정보통신공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는 유무선단말기(휴대폰,DMB), NEW-IT융복합(ICT), 지능형 가전
(스마트/3D TV), 사물인터넷(IoT), 무선비행체(드론)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부는 미래정보화/유비쿼터스/스마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기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정보통신공학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겸비한 전문 기술 인력 양
성이라는 비전 아래, 정보처리/SW 분야, 통신시스템 분야, 통신망 분야, 전파 분야의 전문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 : 정보통신분야의 전무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페러다임 변화를 이끌 인력 양성

비전 및 교육목표

교육 목표

주요연혁

전문성

설계능력

팀웍

국제화

산업 페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성 확보

창조적이며
융합적 설계능력을 갖춘
공학도의 자질 함양

조직사회에서 전체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 함양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배양

2013

BK21플러스사업 선정

2014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선정

2018

충북대학교 학과평가 우수학과 선정

2019

SW중심대학사업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우수학과 선정

2020

4단계 BK21사업 선정

현재

현재 교수17명, 학부 입학정원 95명,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전공/ 전파통신공학 전공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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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목표

•핵심 교과과정 요약
1학년

2학년

3학년

공학기초(MSC:수학,과학,컴퓨터)
정보통신공학기초
전문성, 설계능력

창의공학설계

전공기초설계

4학년

졸업시

정보통신공학전공 심화과정
전공요소설계

설계프로젝트,
졸업작품

- 공학교육인증 획득

인턴십, 산학특강, 전공동아리, 각종 경진대회 참가
팀웍

팀프로젝트, 전공동아리

국제화

장·단기 해외연수, 어학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 - ITCEN그룹 트랙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ITCEN그룹 트랙
•학부 4학년/대학원 석사
•졸업 후 ITCEN그룹 입사

연구동아리 운영

캠퍼스투어 &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진로

동아리

연구내용

RACOS

CST를 이용한 RF안테나 제작 및 설계, 취업연구동아리

ITS

C++, JAVA, Android , 영상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SIGCOM

딥러닝, C/C++, AVR, 음성 어셈블러, 신호처리

Wireless Tapping

C언어 C++, JAVA, AVR, ADUINO, RF, 안테나설계제작

PING

C언어 C++, JAVA, AVR, MFC, Network, Embedded, Android, Linux, Voip

EMPG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정보통신에 관심있는 중·고교생들과 정보통신공학부 재학생이 함께하는 전공체험을 통한 전공 안내
•전공 홍보 및 대학 교육의 체험을 통한 충북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

일반기업

대기업: KT, SKT,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필립스, LS산전, 코오롱, 현대, SK, 롯데정보통신, CJ, KCC등

정부기관, 공기업

기술공무원(5급, 7급) : 지경부, 특허청, 중기청, 기술표준원 등
공기업 : 한국전력,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서울메트로 등

정부출연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우주항공연구원, 기계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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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TEL: 043-261-2449
https://computer.cbnu.ac.kr

분야 및 학부 소개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산업의 전문적·체계적 인력양성 필요성에 따라 2011년 기존의 컴퓨
터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 분야를 분리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현대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구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을 다
루는 학문으로, 전산, 수학, 과학, 공학 원리를 토대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
니다. 이러한 컴퓨터공학의 기반 기술은 오늘날 스마트폰, 타블렛, 무선 네트워크, 자동차, 그 외 IoT 디바이
스 등 다양한 장치 디자인 및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연구된 이론 및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연산 및 생산 최적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산업 및 직종별 인력 수요 예측에 따르면 전통적인 컴퓨터공학 분야를 제외한 새로
운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신규 일자리가 최대 80만명 규모가 창출될 것
으로 추정되어, 컴퓨터공학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컴퓨터공학과 교육비전 >

비전 및 교육목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컴퓨터 산업 인재 양성

< 컴퓨터공학과 교육목표 >
컴퓨터공학 실무능력을 갖춘
역량 기반의 융합형 인재
양성단순 직무가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업무
자동화에 대비하여,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상호작용,
다양한 도구의 활용,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정보사회의 다양한 컴퓨터
응용분야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로봇, 스마트공장,
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3D프린팅, 스마트자동차,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윤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차세대 인력 양성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충북대학교 개신인재 6대 핵심역량 - 컴퓨터공학과 교육목표 관계>
컴퓨터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충북대학교 개신인재가 갖추어야 할 6대 역량(CHANGE)을 기반으로 구성

C

H

A

N

G

E

창의성

휴머니즘

적극성

공동체역량

글로벌역량

전문성

컴퓨터공학 실무능력을 갖춘
역량 기반의 융합형 인재 양성

정보사회의 컴퓨터 응용분야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배양

윤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차세대 인력 양성

•컴퓨터공학 분야 제반
전문지식 함양

•미래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전문인력

•다양한 도구 활용 및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

•로봇, 스마트공장, 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자동차,
가상/증강현실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혁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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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1

컴퓨터공학부를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리

2013

BK플러스사업 선정 및 수행 (사업기간: 7년)

2019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선정 및 수행 (사업기간: 4년)

2020

BK사업 선정 및 수행 (사업기간: 7년)

현재

교수 7명, 학부 입학정원 34명, 야간학부정원 20명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운영 산업대학원 전기전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운영

교육과정
교육목표

•핵심 교과과정 요약
1학년

2학년

3학년

공학기초
전문인력양성
실무형 인력양성

창의공학설계

4학년

컴퓨터 공학전공 심화과정

컴퓨터공학 기초설계

컴퓨터공학 심화설계

설계 프로젝트,
졸업작품 전시회

전공동아리, 인턴십, 산학특강, 각종경진대회 참여, 방학특강(취·창업 관련 졸업생 특강, IT 전문가 특강 등)
장·단기 해외연수, 어학교육, 해외봉사, 글로벌캡스톤디자인 경연대회 등

연구동아리 운영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킹,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을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분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에서 전국대학정보보호동아리 활동 및 전국 대학 CERT 연합(U.U.U) 활동이 있으며 CISSP(국제정보보안전문
기사자격증), 정보보안(산업)기사, SIS(국내보안자격증) 관련 학습, 해킹방어대회 참가, BoB 관련 준비 등 보안
관련 지식학습도 수행함.

I.P.S.E

C/C++을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프로그래밍 방법부터 시작하여 대회에서 사용되는 최단경로, 기하 등의 고급
알고리즘까지의 이론적 학습과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고 원리를 학습하는 실전적
학습을 병행. 교내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순위권 유지. ACM-ICPC 참가 및 수상.

E.M.B.E
(Embedded Arts Society)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목적으로 일상의 모든 사물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IoT(Internet of Things)
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장비 구동에 필요한 OS 연구, 마이크로 컨트롤러
를 이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물건을 Make and Develop 하는 동아리. 각종 메이커톤,
해커톤, 창업 대회 U300 등에서 다수의 수상 내역을 보유함.

COSMIC

머신러닝을 주제로 자연어처리, 이미지 인식, 추천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함.
또한 이를 활용한 응용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JavaScript, Node.js, Django 등 웹 프로그래밍을 학습함. 오
픈소스SW동아리, 창업 엑셀러레이션 등 다양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기반
으로 오픈소스SW 성과발표회, High-tech 공학콘서트 등에서 우수상 수상.

졸업생 진로

일반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삼성, LG, SK, KT, SKT, 구글, 네이버, Microsoft Korea, IBM Korea,
안랩, 한글과컴퓨터, NHN, 네이트, 티맥스소프트, IBK시스템, 동양시스템즈,
쌍용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등

공무원

교사, 교육행정직, 전산직, 경찰직 공무원 등
정부부처공무원(감사원, 행정부, 국정원, 환경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금융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대우증권, 농협 등

벤처기업 창업

휴인스, 넥싸이트, 솔티아즈, 세림티에스지, 솔인텍, 힘스코리아, 온더아이티

기타

대학원 진학, 대학교수, 해외유학, 정부기관, 각종 국책연구소, ROT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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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 전공 · 소프트웨어 전공
TEL: 043-261-2260, 2785 https//software.cbnu.ac.kr

학부 소개

소프트웨어학부는 미래 지능사회를 구현할 IT/SW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전공과 소프트
웨어 전공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전당입니다.
지능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수요는 연평균 9.4%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및 산업의 지능화,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는 IT/SW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 정보 보안, 빅데이터, 이동 통신,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은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실현할 IT/SW 교육
소프트웨어학과부는 첨단 디지털 정보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및 고도 산업기술
사회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전인적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주기적 교육과정 관리를 통
한 사회 및 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 현장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해외 연계
교육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적 소프트웨어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심화 학습 지향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학부는 3학년부터 인공지능 전공과 소프트웨어전
공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 전공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계학습에 대한 이론
과 실무를 학습하고, 소프트웨어전공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및 보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의 분야에 대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비전 : 미래 지능 소프트피아 구현을 선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

비전 및 교육목표

전문성

팀워크

전문적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

팀워크와 리더십을 갖춘
CEO형 인재 양성
교육목표

설계능력
정보사회의 이슈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인재 양성

주요연혁

국제화
국제적 감각과 인문적 교양을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

2011

소프트웨어학과 설립

2019

SW중심대학 사업선정

2019

충북대학교 최우수학과 선정

2020

BK21플러스 사업선정

2020

충북대학교 우수학과 선정

202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우수학과 선정

2022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전환

현재

교수 13명, 학부 입학정원 80명, 대학원 컴퓨터과학전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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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목표

미래형 인재

•주요 교과과정 요약
1학년
컴퓨터시스템개론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산수학

2학년

3학년

컴퓨터구조
자료구죠
알고리즘
선형대수학
프로그래밍언어론

4학년

인공
지능
전공

인공지능
영상처리
병렬프로그래밍

기계학습
정보검색
자연어처리

소프트
웨어
전공

컴퓨터네트워크
펌웨어프로그래밍
정보보호

빅데이터 시각화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터교육론

CEO형 인재

오픈소스 기초프로젝트 → 오픈소스 개발프로젝트 → 오픈소스 전문프로젝트 →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 창업파일럿 프로젝트

문제해결형 인재

창의공학설계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시스템분석 및 설계 → 소프트웨어공학 → 실무 프로젝트

통섭형 인재

인성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전공 실전영어, 정보문해
미래설계, 전공학습동아리, 해외인턴쉽, 경진대회 참가, 어학교육

•패키지형 운영(학생/산중교수/기업멘토)
•가족회사 네트워크 연계
•인턴십>산학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창업파일럿프로젝트>취업

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계
산학협력 모델

Engage-UpⓇ
모델

•전공기초과목 특별 수업

•재학생의 자발적 학습 지원 프로그램
•선배에게 배우는 교과목 튜터링
•실험/실습 TA

•산학프로젝트(기획 및 설계)(3-2)
•캡스톤디자인(개발 및 검증)(4-1)
•창업파일럿프로젝트(성과 홍보)(4-2)

Grow-UpⓇ
모델

선제적 교육
서비스 모델

Catch-UpⓇ
Keep-UpⓇ

PBL 기반
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행능력 함양 모델

SW교육
혁신모델

맞춤형
창업지원 모델

-Up
프로젝트
교과 연계 프로그램
코딩능력 함양 모델

Base-UpⓇ
모델

•창업교육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알고리즘
실무능력강화 모델

Solve-UpⓇ
•오픈소스기초프로젝트(2-1)
•오픈소스개발프로젝트(2-2)
•오픈소스전문프로젝트(3-1)

•프로그래밍경진대회
•SW능력향상프로그램

연구동아리 운영

•8개 동아리 활동 중 (전체 재학생의 82% 동아리 참여 중)
•충북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 피싱 지원 앱 「폴보스」 개발 및 전파

동아리

동아리 소개 및 주요 수상실적

CGAC

웹, 안드로이드 연구; 2019 기상 산업 청년 창업 경연대회 우수상) 등

류관희

CUVIC

응용 SW 연구; 2020 공개 SW개발자 대회 (동상) 등

이재성

EMSYS

임베디드 응용 연구;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장려상) 등

전중남

Nest.net

통신 응용 연구; 2020년 화웨이 코리아 ICT Challenge2020 (대상) 등

이건명

NOVA

영상처리 연구; 2019 Energy Security Hackathos대회 (장려상) 등

최경주

PDA-Pro

모바일 응용 연구; 2020 충북 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등

홍장의

SAMMaru

보안 관련 연구; 2020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N. Aziz

TUX

리눅스 연구와 오픈소스 SW에 대해 학습하는 신생 동아리

노서영

졸업생 진로

지도교수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LG전자, LG CNS, SK CNC,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신한카드 등

중견(소)기업

NHN, 엔씨소프트, 넷마블, 알티캐스트, 넥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보정보통신 등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보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청, 인천공항세관 등

대학원

서울대학교, KAIST,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광주과기원, 중앙대학교, 해외 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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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로봇공학과
TEL: 043-261-3225
https://airobot.cbnu.ac.kr

분야 및 학과소개

지능로봇공학과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21년에 신설되어, IT 기술 기반의 특성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등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SW, 센서, 시스템, 제어 분야의 전문 교육
과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역량을 보유한 엔지니어 배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비전 및 교육목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기본이론부터 응용기술에 이르는 체계
적인 전공 교과과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습 교과목들을
통하여, 지능로봇공학의 기본지식과 응
용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실습 및 설계에 충실한 교과목 운영, 공
학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턴십, 현장실
습, 산학특강 등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실무형 인력을 양성한다.

지능로봇
공학과

주요연혁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헌신적 인력 양성

국제화를 대비하는
진취적 인력양성

지속적인 자기 개발, 다양한 비교과 활동
참여, 공학적 윤리에 대한 이해, 직업적
책임감 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
는 헌신적 인력을 양성한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외
국어 능력, 협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을 통하여, 국제적 업무와 팀 업무에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 인력을
양성한다.

1993

제어계측공학과 설립

2004

제어계측전공, 전자전공, 반도체전공 3개 전공을 합쳐 전자공학전공으로 통합 운영

2010

전자공학부로 승격 운영

2021

전자공학부가 전자공학부, 지능로봇공학과로 분리/신설
교수 7명, 입학정원 42명, 대학원 제어로봇공학전공 운영

교육과정

전공 기초 교과, SW 실무 교과, 인공지능(AI) 전문 교과, 로봇 전문 교과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영역

주요 교과목

전공 기초 교과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통신공학 등

SW 실무 교과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오픈소스개발프로젝트 등

AI 전문 교과

머신러닝, 지능시스템, 컴퓨터비전시스템, 음성인식시스템 등

로봇 전문 교과

센서공학, 자동제어, 자율주행시스템, 로봇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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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아리 운영

•4개의 전공동아리 운영

동아리명

지도교수

연구분야

주요수상실적

더블클릭

박태형

지능로봇, 프로그래밍

2018 국제로봇콘테스트 “은상”

II-PIECES

박찬식

관절로봇, 영상처리

2019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똘기

김곤우

지능형 로봇, 라이트레이서

2021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장려상”

텐서

황영배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2021년 신설

•대학원 제어로봇공학전공 타요(TAYO)팀 (지도교수: 박태형)
- 실적 : 2020 대학생 자율주행경진대회 “우승(국무총리상)”, 상금 1억원

스마트자동차공학
융합전공 운영

졸업생 진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스마트자동차공학 융합전공 운영
•융합전공 동아리 셀카
- 실적 : 2019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대상(국토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인공지능 SW 기업

네이버 랩스/클로버, 카카오 브레인, SK T-Brain, NC 소프트,
티맥스 소프트, 삼성리서치, 솔트룩스

IT 기업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SK텔레콤, 하이닉스, 삼성SDS, SK C&C

로봇기업

한화테크윈,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국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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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사업단/연구센터/취업연계 트랙

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인재양성사업단

•사업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 SW융합 인재 양성

•사업비

총 135억원(2019. 4. ~ 2024. 12.)

•사업성과

AI·SW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7-Up 교육혁신모델
확산 운영

Catch-UpⓇ : 전공기초 학습지원
Keep-UpⓇ : 전공역량 강화(TA, 그레이더, 학부생 튜터)
Solve-UpⓇ : 알고리즘 개발 역량 강화(알고리즘 경진대회 개최, ACM-ICPC 대회)
Basw-UpⓇ : 오픈소스기반 교과 연계(오픈소스기초·개발·전문)
Grow-UpⓇ : 문제해결형 실무 역량 강화(산업체 멘토 연계 교과목 기반 프로젝트, GitHub 활용)
Engage-UpⓇ : 취업연계형 산학협력(산학공동협력프로젝트)
創-Up : 창업 연계(단계적 창업교과목 운영, 맞춤형 창업지원)

충북대학교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
인재양성사업단

•사업개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대학 간 유연한 상호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인재육성)

•사업비

총 96억원 (2021. 5. ~ 2027. 2.)

•참여기관

참여대학 : 충북대학교, 국민대학교(주관), 계명대학교, 대림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참여기업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네이버랩스, GM 코리아, 현대모비스, LG전자, 만도 등
(참여기업 60개 이상)

교육부 4단계 BK21플러스사업: BK21충북정보기술사업단
인재양성사업단

•사업목표

지역전략 ICT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산학협력 연구중심대학

•사업비

총 135억원(2020. 9. ~ 2027. 8.)

•사업성과

1999년 1단계 BK21사업부터 2020년 BK21플러스사업까지 총380억원 지원

•지원프로그램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영어논문교정지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연구그룹활동 지원, 기초공통교과목 전문가활용 지원
국제협력 프로그램 : 국제학술회의경비지원, 장기해외연수, 해외전문가활용
신진인력 프로그램 :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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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인재양성사업단

•사업목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율주행용 데이터 네트워킹 AI 엔진/부품 기술 개발 연구

•사업비

총 83억원(2020. 6. ~ 2029. 5.)

•사업성과

우수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고용 창출, 특성화 기술 중심 지역 기반 산학연 연계
지역 특성화를 통한 산업화 및 새로운 시장 도출 기여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내용

교육지원 프로그램 : 교과과정 커리큘럼 구성, 기술교육지원, 실무세미나, 정기워크샵
연구지원 프로그램 : 연구원 인력 지원, 연구과제 신청 보조비 지원, 전문가활용지원
국제협력 프로그램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영문논문교정지원, 논문게재료 지원
기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 및 창업연계, 인턴쉽프로그램운영, 애로기술해결, 기업연계워크샵
신진인력 프로그램 : 우수 전임연구인력 채용 및 양성, 연수연구원(Post-Doc.) 사회보험료지원

산학밀착형IoT반도체시스템융합인력양성센터
인재양성사업단

•사업개요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사업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을 통한 IoT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육성)

•사업비

총 60억원 (2020. 4. ~ 2025. 12.)

•참여기관

참여대학 :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주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참여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리콘웍스, 어보브반도체 등 27개 기업

임베디드SW전문인력양성사업
인재양성사업단

•사업개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임베디드ＳＷ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형 생태계 구축
·주력 산업 분야별 기술 확산형 인력 양성
·기업 현장 밀착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 유입 촉진
·산업분야별 전문가 및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사업비

총 11억(2016. 5. ~ 2021. 2.)

•참여기업

넵코어스, 임베디드솔루션

24 IT분야 국립대 TOP3_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인재양성사업단

•사업개요

지능형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 협력 인력양성 생태계조성을 통한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석사과정의 전문 설계인력 양성

•사업비

총 13억원(2016. 3. ~ 2021. 2.)

•참여기업(컨소시엄 기업5개) ㈜실리콘웍스, 쓰리에이로직스(주), ㈜알앤에스랩, ㈜엘센, ㈜하이딥

반도체설계공정연구센터
연구센터

•센터목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충청지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 및 시제품제작지원

•시설현황

Fab 시설 보유 및 증착, 확산, 포토, 식각, 분석 의 41종 장비 보유
- 반도체청정실 (면적 : 207.33m2), E9동 지하 1층 B02
- 반도체소자제작실I/II (면적 : 78.65m2), E10동 104 /105호
- 지능형하드웨어공정연구실 (면적 : 70m2), E8-1동 420호

•사업성과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선정으로 반도체공정/분석 장비 8종
추가 도입 (Maskless lithography, ALD, E-beam evaporator, 반도체분석기 등)

•지원프로그램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 및 인프라지원
반도체 공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Process integration 및 단위공정지원 (외부 공정, 산학공동 기술 개발)
반도체소자, 설계, 공정 관련 교육 지원(재학생 및 산업체재직자)

•협력기관

가천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Grand ICT 사업(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센터

•사업목표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산업인공지능 분야 산·학 공동연구

•사업비

총 200억원(2020. 7. ~ 2027. 12.)

•사업성과

지능화 기술 분야 인재양성과 지능화 애로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능화 문화 확산

•지원프로그램
또는 사업내용

인력양성 프로그램 : - 재직자 석·박사 (산업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운영
- 참여 대학원생 프로그램 운영
(창의자율과제, 산학융합인턴쉽, 전문가특강, 인공지능트랙)
연구지원 프로그램 : - 데이터・컴퓨팅, 네트워크, 인공지능, ICT 융합의 4개 지능화 연구그룹을 구성
- 10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프로그램 : -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AI 리터러시 교육, IRIS 아카데미, +AI 메이커톤, AI 닥터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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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C충북대지역센터
연구센터

•사업목표

충청권역의 반도체설계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강좌 개발을 통하여
반도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반도체설계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비

총 5.9억원 (2016. 5. ~ 2026. 2.)

•사업성과

지능형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2016~2020년) IDEC충북대캠퍼스 참여
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2021~2025년) IDEC충북대캠퍼스 참여

•지원프로그램

교육지원 프로그램 : 반도체설계 강좌 개발 및 운영, VOD 및 MOOC 강좌 제공
지역특화 프로그램 : SoC설계기술워크숍, 반도체설계경진대회, 반도체설계동아리

매그나칩반도체
취업연계 트랙

•트랙개요

매그나칩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설계분야의 대학원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충북대 전자정보대학에서 설치 운영하는 반도체설계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선발(2018~현재)

충북대 학부 4학년 및 대학원 석사 선발

•혜택

재학중 장학금 지급(100만원/월), 졸업 후 매그나칩반도체 입사

동우전기
취업연계 트랙

•트랙개요

동우전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트랙 교과목(교과/비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운영,
트랙 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 연구비 지급 및 졸업 후 입사기회 제공

•선발(2020~현재)

충북대 학부 4학년 및 대학원 석사 선발

•혜택

연구비 지급 및 산학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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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학부(과)

성명

연구분야

메일주소

연구실 홈페이지

전기공학부

이기영

반도체소자 해석 및 전자회로 설계

kylee@cbnu.ac.kr

https://koamma.cbnu.ac.kr

고창섭

전기기기

kohcs@cbnu.ac.kr

https://emlab.cbnu.ac.kr

김재언

전력에너지시스템/신재생에너지

jekim@cbnu.ac.kr

https://neopower.cbnu.ac.kr

윤남식

플라즈마

nsyoon777@naver.com

https://blog.naver.com/nsyoon777

김성수

통신제어시스템

sungkim@cbnu.ac.kr

https://cafe.daum.net/sungkim2421

권오민

제어공학

madwind@cbnu.ac.kr

https://cel.cbnu.ac.kr

홍종필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jphing@cbnu.ac.kr

https://icat.cbnu.ac.kr

김명진

고전압공학

mckim@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spincbnu/

윤재중

전력전자

jjyun@cbnu.ac.kr

https://koamma.cbnu.ac.kr

유흥균

디지털통신

ecomm@cbnu.ac.kr

https://commlab.chungbuk.ac.kr

서보석

디지털통신 및 방송

boseok@cbnu.ac.kr

https://elec.chungbuk.ac.kr

서재원

영상통신

sjwon@cbnu.ac.kr

https://vclab.chungbuk.ac.kr

김형원

디지털시스템

hwkim@cbnu.ac.kr

https://msis.cbnu.ac.kr

김승구

무선네트워크 및 임베디드시스템

kimsk@chungbuk.ac.kr

https://wine.cbnu.ac.kr/

심상훈

초고주파 집적 회로 및 시스템

shsim@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amcs-home

반유석

기계학습, 인공지능

ban@cbnu.ac.kr

https://elec.cbnu.ac.kr

아날로그IC설계

kimys@cbnu.ac.kr

https://bandi.chungbuk.ac.kr/~ysk

집적시스템설계 및 테스트

hychoi@cbnu.ac.kr

https://hychoi.cbnu.ac.kr

양병도

집적회로설계

bdyang@cbnu.ac.kr

https://bandi.chungbuk.ac.kr/~bdyang

강문희

반도체소자 및 공정

moonhee@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optomoon

백돈규

디지털시스템설계 및 시뮬레이션

donkyu@cbnu.ac.kr

https://sdalab.cbnu.ac.kr

박준영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

junyoung@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semi-lab

영상통신

jhahn@cbnu.ac.kr

https://image.cbnu.ac.kr

김남

광 정보공학

namkim@cbnu.ac.kr

https://osp.chungbuk.ac.kr

안병철

안테나·응용전자기학

bician@cbnu.ac.kr

https://ael.cbnu.ac.kr

이인성

통신정보처리

inslee@cbnu.ac.kr

https://tsp.cbnu.ac.kr

유재수

데이터베이스

yjs@cbnu.ac.kr

https://netdb.chungbuk.ac.kr

김영주

이동통신시스템

yjkim@cbnu.ac.kr

https://sites.google.com/site/mclcbnu

최성곤

초고속통신망

sgchoi@cbnu.ac.kr

https://bnl.cbnu.ac.kr

강현수

영상처리

hskang@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miplab/

김경석

스마트통신

kseokkim@cbnu.ac.kr

https://inform.chungbuk.ac.kr

최민

임베디드시스템

mchoi@cbnu.ac.kr

https://embed.cbnu.ac.kr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김영석
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최호용

정보통신공학부 안재형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27

학부(과)

컴퓨터공학과

성명

연구분야

메일주소

연구실 홈페이지

김태준

무선네트워크

ktjcc@cbnu.ac.kr

https://sites.google.com/site/tjnetlab

이의신

컴퓨터 네트워크

eslee@cbnu.ac.kr

https://dudunon.wixsite.com/cbnucnlab

정재욱

전자정보소자

jjeong@cbnu.ac.kr

https://inform.chungbuk.ac.kr

김태홍

무선네트워크 및 미래인터넷

taehongkim@cbnu.ac.kr

https://nclab.cbnu.ac.kr

심동규

무선통신, 멀티캐리어 시스템, 다중테나시스템

dongkyu.sim@chungbuk.ac.kr

https://inform.chungbuk.ac.kr

김남석

지능형 집적회로 및 시스템

namseog.kim@chungbuk.ac.kr https://sites.google.com/view/namseog

서영훈

자연언어처리

yhseo@chungbuk.ac.kr

https://nlp.cbnu.ac.kr

김미혜

유비쿼스게임

mhkim@chungbuk.ac.kr

https://computer.cbnu.ac.kr

김성진

컴퓨터아카데미

ksj@chungbuk.ac.kr

https://computer.cbnu.ac.kr

박수창

컴퓨터통신/멀티미디어시스템

cewinter@cbnu.ac.kr

https://computer.cbnu.ac.kr

조겨리

머신러닝 기반 생물정보학

keialk@chungbuk.ac.kr

https://bml-cbnu.github.io

김봉재

시스템소프트웨어, 임베디드 및 모바일시스템

bjkim@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cbnu-ssrlab/

정영섭

텍스트마이닝, 인공지능

ysjay@chungbuk.ac.kr

https://computer.chungbuk.ac.kr

임베디드시스템

joongnam@cbnu.ac.kr

https://software.cbnu.ac.kr

이건명

인공지능

kmlee@cbnu.ac.kr

https://ailab.cbnu.ac.kr

홍장의

소프트웨어공학

jehong@cbnu.ac.kr

https://selab.chungbuk.ac.kr

최경주

영상처리

kjcheoi@cbnu.ac.kr

https://cvpr.chungbuk.ac.kr

류관희

컴퓨터그래픽스 및 콘텐츠

khyoo@cbnu.ac.kr

https://cgac.chungbuk.ac.kr

이재성

자연어어처리/정보검색

jasonlee@cbnu.ac.kr

https://lake.cbnu.ac.kr

이종연

데이터베이스

jongyun@cbnu.ac.kr

https://query.chungbuk.ac.kr

Aziz Nasridinov 웹사이언스 및 빅데이터컨텐츠

aziz@chungbuk.ac.kr

https://dalab.cbnu.ac.kr

조오현

컴퓨터네트워크

ohyunjo@cbnu.ac.kr

https://ohyunjo.wixsite.com/islcbnu

노서영

데이터컴퓨팅

rsyoung@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data-computing

조희승

시스템소프트웨어

heesn@cbnu.ac.kr

https://cslab.cbnu.ac.kr

이의종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kongjjagae@cbnu.ac.kr

https://sites.google.com/view/kongjjagae

자동제어

jinhkim@cbnu.ac.kr

https://airobot.cbnu.ac.kr

전명근

지능시스템

mgchun@cbnu.ac.kr

https://airobot.cbnu.ac.kr

박태형

로봇/자동화

taehpark@cbnu.ac.kr

https://robotics.cbnu.ac.kr

박찬식

자율항법

chansp@cbnu.ac.kr

https://gnc.cbnu.ac.kr

권오욱

음성인식

owkwon@cbnu.ac.kr

https://speech.cbnu.ac.kr

김곤우

이동로봇

gwkim@cbnu.ac.kr

https://www.irl-cbnu.com

황영배

컴퓨터비전

ybhwang@cbnu.ac.kr

https://rvlab.cbnu.ac.kr

소프트웨어학부 전중남

지능로봇공학과 김진훈

전자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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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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