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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인사말

오늘�날�세계에서�인정받고�있는�우리나라�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의�일등 
제품�들은�탁월한�공학엔지니어들의�기술력이�있었기�때문이며, 이�엔지니어들을 
배출하는�중요한�역할을�지난�수십�년간�우리나라�공학교육이�잘�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세계화와�지식기반�사회로�특징지어질�수�있는 21세기�들어�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을�통한�기술�융합이�핵심인 4차�산업혁명기가�도래하면서, 전통적인 
공과대학�커리큘럼과�교육�양식으로는�급변하는�산업계의�수요를�반영하기에�미흡
하고, 다양한�기술을�새로운�방식으로�융합하여�획기적으로�새로운�제품을�만들어 
낼�수�있는�창의적·융합형�인재가�요구되고�있습니다. 

이제�급속한�과학기술의�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고, 모호해지는�지역간, 산업간, 
기술간�경계를�자유롭게�넘나들며, 과학�기술�발전의�인문·경제·사회적�맥락까지 
읽어낼�수�있는�엔지니어를�육성해야�합니다. 

이러한�추세를�따라�한남대학교�공과대학은 9개의�다양한�기반�전공을�갖추고, 
내실있는�커리큘럼, 다학제적�실무�지식을�바탕으로�내일의�세계를�이끌어갈�창의·
융합형�엔지니어를�양성하고�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지난 60년간�기독교�세계관적�창학�정신을�유지하며 2015년�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대전·세종�지역�대학�중�가장�높은 '우수' 등급을�획득한, 유서 
깊은�중부권�명문�사학이며, 역량�있는�우수한�교수진을�보유하고�있습니다. 

한남대학교�공과대학은 2017년�현재�교수 76명, 재학생 2200여명, 졸업생이 12,400
명이�넘으며, 2016년도�신입생부터는 7개�과와�그�중, 3개�학과�산하에 8개�트랙
으로�편제하여 12개의�전공을�운영하며, LINC+, 창업선도대학, 한국공학인증, 
건축학�인증, 지방대학�특성화�사업(컴퓨터통신무인기술),장기�현장�실습형�일학습 
병행제�운영대학, BK21 플러스, 연구마을�등의�혁신적이며�공신력�있는�공학�교육 
및�산학협력�교육�연구�프로그램�운영을�통해�급변하는�미래�사회의�글로컬�기준을 
만족하는�유능한�공학�인재를�양성하고�있습니다. 

지난�세월동안�한결�같이�지향해�왔듯, 다가오는�미래에도�한남대학교�공과대학은 
창의적�실용지식과�실천인성을�갖춘�글로컬�인재�양성에�힘쓸�것입니다. 

풍성한�결실을�위해�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대학교는�진리, 자유, 봉사의�기독교�정신�아래�새로운�지식과 
기술의�연구와�교육을�통하여�지성과�덕성을�갖춘�유능한�인재를 
양성함으로써�국가와�사회�및�교회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한남대학
비젼

공과대학
비젼

실용학문과�실천인성�교육으로�지역사회에�기여하는�글로컬�공과대학

공과대학�비젼

덕성과�인성을�갖춘�도덕적�지성인
시대를�선도하는�창의적�전문인
국가와�지역사회�발전에�봉사하는�지도자

한남대학
인재상

공과대학
인재상

“창의적�실용지식과�실천인성을�갖춘�글로컬�인재” 
[3대�역량] ① 실용지식 ② 실천인성 ③ 지역사회소통

공과대학�인재상

공과대학
교육목표

-  지역�사립대�중에서�가장�가고�싶은�공과대학 (입학�인지도)
-  지역�최고의�실용·체험·설계�강화교육�공과대학 (교육�만족도)
-  전국�최고의�실천인성�사제동행�멘토링�공과대학 (대학�만족도)
- 가장�채용하고�싶은�산학협력�역량�구비�인재를�배출하는�공과대학
   (취업�인지도)

공과대학�교육목표

공과대학
특성화

- 실용·체험·설계�강화�교육과정
- 사제동행�멘토링�기반�산학협력�및�실천인성�프로그램
- 융합기술형 “1인1행” 연계전공_1행=기(자격증)/품(신제품)/사(창업)

공과대학�특성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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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통신 무인기술 정보보안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새로운�도전과�미래기술에
대한�이해, 융합과�통섭을�바탕으로�한�창조적�융합인재�양성하기�위해 2015년�기존의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센서공학과를�통합, 개편한�학과이다. 
컴퓨터, 정보보안, 정보통신, 무인기술의�특화된�모듈�방식의�교육체계를�바탕으로
최고의�인재를�양성하고자�한다. 

2015년�신입생들이�첫걸음이�되어서�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의�빛나는�역사를 
이루어�가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변화를�주도할�수�있는�실무역량을�갖춘 
융합인재�양성을�목표로�교육하고�있으며, 그�결실로 2017년 2월�정부에서�발표한
고등교육기관�학과별�취업률에서�전국 1위를�달성하며�취업�명문학과로�인정받았다.

학과 소개 & 교육목표

컴퓨터

정보통신

무인기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개발자, 앱개발자, 웹개발자, 게임프로그래머, 
네트워크/시스템�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개발/관리자

임베디드/IoT 개발자, 모바일통신�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자, 
네트워크�개발자, 통신시스템개발자 

무인기술전문가, 광학설계전문가, 전자기�센서�전문가

보안제품개발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악성코드분석전문가

졸업 후 진출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인 양성소

무인기술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Communication and Unmann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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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정보보안

1978년�계산통계학과�개설부터 40여년간�이어온�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교육을�통해  배출�된 2천명이�넘는�졸업생들은 
대전, 충청지역의�컴퓨터�분야�인력�배출의�산실이�되어왔다. 
졸업생들은�대학교수,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공무원,  교사, 
기업인  등으로�해당�분야에서�왕성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

컴퓨터공학�신지식�습득을�통한�정보화�사회주도형�인재양성�및�컴퓨터�실험실습을
통한�공학적�설계능력�향상을�목표로�하며, 2015년부터�강화된�정보보안�교과과정을
통해�보안분야�기본�소양을�갖추고�보안�정책·관리�및�실무를�수행할�수�있는�정보보안
전문가도�함께�양성한다. 

실험,실습�중심의�교육과�함께�관련�자격증�취득, 영어점수�획득, IT경진대회�참가, 교수
상담�등을�통해�총 1000점을�이수해야�졸업이�가능한�졸업인증제도�운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대학�지원�사업인�취업아카데미�프로그램�운영을�통해�취업
역량을�강화한다. 이와�동시에�지방대학에서�유일하게�정보보안�분야�특화전문인재양성 
대학원으로�선정된  BK(두뇌한국) 21 플러스�사업�운영을�통해�학부�학생들에게�연구
기회를�제공하고�대학원에�진학할�경우, 전원�장학금�지원을�통해�컴퓨터&정보보안
분야�연구능력을�증진한다.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과정의�특성_취업역량�강화�및�연구능력�증진

교육과정의�특성__공학인증�및�산학협력무인기술

정보통신

IT분야�기술집약�학문인�정보통신공학을�전공한�졸업생들은 
정보통신�관련�국공립연구소, 국가�공공기관, 대기업�및�벤처 
기업�등으로  폭�넓게  진출하고�있으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시스템, 통신�및�신호�처리�등�여러�분야에�왕성한
활동을�이어가고�있다.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에서�정보통신�기술은�모든�영역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며
지금도�지속적으로�진화하고�있다. 
이를�위해�전자, 정보, 통신공학�분야�소양을�습득하여�정보통신�시스템을�분석, 설계�및 
구현�능력을�향상시켜�임베디드�통신시스템�및 HW & SW 개발을�위한�고급�인재�양성을
목표로�한다. 

“임베디드�통신�시스템” 분야의�전문가�양성�특성화에�초점을�맞추고�이론과�실험
및�설계를�병행함으로써�정보통신공학의�기초이론을�충실하게�확립하도록�하며 
이�모든�교육을�한국공학교육인증�요건에�맞추어�운영하여�국제적으로�인정받는 
수준의�교육을�제공한다. 

전공�관련�소모임�지원을�통하여�학생들이�실질적인�정보통신�기술을�습득하도록 
하며, 산학협력�활동을�강화하여�산업체�요구�기술을�직접�습득하고�취업의�기회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공학�정규�대학원�과정�운영을�통해�연구소�진출�등�고급�전문가
인재로�발전하기�위하여�학문을�계속�정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전자기�및�광�센서설계�응용을�기반으로�한�무인기술�기초�내용과�심화�내용�습득을�통한
산업체에�필요한�무인기술전문가�양성을�목표로�한다. 

“촬영용�드론�짐벌�개발”및 “무인기�기반�한국전력�시설  부품개발” 등�센서�및�드론�이용
산학협력과제를�다수�수주하고�이에�학생들을�적극�참여함으로써�산학협력�중심 
무인기술�교육을�추진한다. 
 

 

교육목표

교육과정의�특성_산학협력

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한�무인운전, 무인공장, 
무인매장�등의�연계�된�시대적, 기술적�변화에서�적극�활용될
핵심기술이다. 무인기술�트랙은�이러한�시대적�조류에�적극
대응하기�위해�기존의�광�센서�공학�기술을�확장하여 2015년
부터�신입생을�모집하고�있다.  
 

 

컴퓨터통신



임베디드 반도체 회로

통신 신호처리 로봇

전파

네트워크

+ + =융합기술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미래기술의
심장
전자공학과

4차�산업혁명은�물리적, 디지털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
일컫습니다. 기술의�융합은�각�요소기술의�탁월성과�요소기술간의�경계를�매끄럽게
이어줄�수�있는�경계기술의�유연성에�기반을�둡니다.

전자공학과는�임베디드, 반도체, 회로�시스템, 전파공학, 통신, 신호처리, 제어/로봇공학, 
컴퓨터�네트워크�등의�다양한�세부전공을�다루며, 이를�통해�소프트웨어를�다룰�수�있는 
하드웨어�설계자�및�그�역에�해당하는�엔지니어를�배출해�왔습니다.  실무�및�설계�기반의
교육과정을�통해, 학생들의�공학적�역량을�높이며�자신감과�자부심을�심어줍니다.

융합, 미래기술에 대한 준비

한남대학교�전자공학과는�공학인증(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을�통해�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유지하여�왔으며, 2009년�이래로�지속적으로�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받아왔습니다.

각�학년마다�설계를�경험할�수�있는�프로젝트�중심의�교과목을�배치함으로써,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에�대한�단계적�접근이�가능하도록�커리큘럼을�구성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 전자회로, 마이크로컨트롤러, 아두이노�등을�이용한�하드웨어�구현과 
하드웨어�제어를�위한�펌웨어�및�소프트웨어(C/C++ 언어, MATLAB) 구현�등을�밀도�있게
학습하는�기회를�가집니다.
지역산업과�연계하는�현장실습�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실무�중심의�교육을
진행하며, 산업체의�요구조건을�반영하는 1사/1팀�프로젝트를�수행합니다.

프로젝트 및 설계 중심 교육과정

전자공학과의 활동 및 결실

한남대학교�전자공학과는 1986년 11월�학과설립인가를�받은�이래로�졸업생을 
배출해�왔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임베디드시스템�설계, 모터제어, 전파해석, 신호
처리, 회로설계, 서버/네트워크�응용�등의�분야에서�졸업생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

졸업생들은�삼성전자, KT, 하이닉스반도체, LG전자,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BOSCH, 쎄트렉아이�등의�기업�뿐�아니라�한국전력연구원, 전파연구소, KBS, 
한국전자파진흥협회�시험인증원, 국방부, ETRI 등의�공공기관�및�연구소�등에도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벤처사업가로�활발하게�활동하며�중소/강소�기업을 
운영하는�졸업생도�있습니다.

한남대학교�전자공학과는�지역산업체의�중소/강소�기업에서도�많은�선호를�받는 
학과�중의�하나�입니다.

졸업 후 진출 분야

미래 기술의
심장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34430_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전자공학과_공과대학 3층_전자공학�과사무실_90318호
TEL _042-629-7562 

http://ee.hannam.ac.kr

THINK NEW, DARE GREATLY_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과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HINK NEW, DARE GREATLY

한남대학교�전자공학과는�대학�내�학과평과에서�지속적으로 ‘우수학과’ 평가를�받아
왔습니다(11, 12, 13, 15, 16년).

2017년�국제�공동�캡스톤�디자인�캠프 Best Manufacturing/Design Award, 
2017년�창의/융합�인재양성�프로그램�대상/동상�등�다수의�교외�공모전�수상의�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6년�해외우수대학�공학교육�탐방�및 CDP 교류�프로그램�등 
다수의�국내외�교류�프로그램에�학생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학과�내에는�두�개의�전공�학술동아리(ARS, NADO)와�축구동아리(FCEZ)가�있습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무선통신에�특화하여�다양한�작품활동을�이어가고�있으며, 
학생들간의�유대관계를�높여주는�역할도�하고�있습니다.

매년�가을마다�전자공학과�학술제를�개최하며, 캡스톤디자인�및�전공�학술동아리의 
작품을�전시합니다. 이를�통해�학과�학생들의�성과를�공유하고�학과�교수진과�산학자문
위원은�학생들을�격려합니다.



모바일�앱 2D&3D
그래픽 게임기획&설계

모바일�콘텐츠 2D&3D
인터렉션

웹�서비스
& 디자인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보안

+ + =예술멀티
미디어

공학

Future Creative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공학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은“기술과�예술의�만남”이라는�기본가치를�실현하기�위해�공학,
미디어학, 콘텐츠�디자인학이�융합한�복합적인�학문입니다. 
따라서�혁신적인�기술을�아름답게�구현하여�인간에게�유익한�정보와�가치를�제공하는 
것이�궁극적인�목표이며, 나아가�디지털정보화�사회에서의�산업�환경�변화를�미래지향적
관점에서�예측하고�글로벌�경쟁�시대에�유기적으로�대응하기�위해�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능력과�창의적�디자인�발상, 그리고�국제적인�감각의�업무능력을�갖춘�현장실무형
인재를�양성합니다.

학과소개 & 교육목표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은�취업�경쟁력�강화를�위해�국내�유명�기업, 한국�디지털�산업협회, 
IT 인재개발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융합연구센터, 문화디자인공학연구소등과�함께 
“모바일�콘텐츠�제작�및�애니메이션�게임�특성화”를�위한�산업체�요구형�중심의�특화된
차세대�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서�실시하는�창의적�실무위주�교육과정�및�특성화�프로그램은 
대학내�학과평가에서 “공학계열�최우수�학과 1위”로�선정되어�교육�및�연구�분야에서 
최고의�우수성을�인정받은�바�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특성_산학연공동연구를 통한 실무경험 습득

한남대학교�멀티미디어공학전공은�최첨단 ICT 멀티미디어�기술분야에�사용되는�디지털
콘텐츠를�개발함과�동시에�이를�비즈니스�관점에서�운영할�역량을�갖춘�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전문화된 5개의�교육�브랜치를�운영하여 “멀티미디어 IT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어야�할�능력과�자질을�갖추도록�교육하고�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최첨단�컴퓨터그래픽, 3D인터렉션, ICT게임, 모바일�산업과�직접 
관련된 “디지털콘텐츠�및 S/W 솔루션�분야”를�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선정하였
으며�입지여건�또한�대덕연구단지�같은�세계적 R&D 기반을�조성하고�있어�산업의 
집적도가�타�지역보다�탁월합니다.

멀티미디어 PD, 2D/3D 그래픽�디자이너, 멀티미디어�영상편집�전문가, 광고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제작�및�설계�전문가, 게임�개발�및�기획�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폰�앱개발자, 데이터베이스�설계자, 시뮬레이션�전문가, 멀티미디어
통신�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컨설턴트, 웹�마스터, ICT보안�전문가

디지털 DNA를
완성하는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

Department of
Multimedi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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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HINK NEW, DARE GREATLY

1. 멀티미디어�컴퓨터그래픽�전문인�양성

2. 멀티미디어콘텐츠(2D/3D) 인터렉션�및�가상/증강현실�그래픽�설계

3. 게임기획,설계�및�프로그래밍�전문인�양성

4. 모바일�안드로이드�앱�디자인�전문인�양성

5. 멀티미디어�통신,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보안�전문인�양성

취업형태

송재구�원자력연구소, 이기정�현대로템중앙연구소, 송민호�넥슨게임개발연구소, 
이경문 NH농협�정보보안본부, 이근우 CMB 충청방송국장, 윤금수 CNN theBiz 점장.

주요동문

멀티미디어 2D&3D 콘텐츠�제작분야

게임�및�모바일�앱�디자인�설계

멀티미디어�유비쿼터스�통신�설계

웹�서비스�및�정보�보안�제작

멀티미디어공학 교과과정 졸업 후 진출 분야



방송영상 2D그래픽 영상특수효과

가상현실 3D영상 인터페이스

모션그래픽

뉴미디어

+ + =예술영상 공학
창의공작소
멀티미디어
미디어영상

스마트�패러다임의�시대, 미디어는�인간의�삶의�가치�실현을�위한�인문, 공학, 예술의
융합을�거듭하고�있다.  이에�따라�미디어영상전공은�커뮤니케이션되는�메시지를�위한
최적의�미디어를�기획, 제작하고  뉴�미디어가�지닌�또�다른�가능성을�찾아내는�융합을
연구한다.

이를�위해�창의에�기반�한�감성적인�기획�감각과�프로그래밍과�디자인을�넘나드는 
통합적인�제작능력을  키울�수�있는�특성화된�교육과정을�이수하게�된다.

학과소개 & 교육목표

미디어영상전공의�특성화된�교육과정은�실사구시의�실천적�학문과�연구를�중시하는 
다양한�산학협력연구를�통하여�그�결실을�맺고�있다.

최근의�경우, 서울�용산�전쟁기념관에서�시작되어�순회�전시가�된�컨버젼스�아트�전시회 
「미켈란젤로展」이�대표적인�성과이다. 

대상의�표면에�영상을�투사하여�변화를�줌으로써, 현실에�존재하는�대상이�다른�성격을
가진�것처럼�시각화하는�프로젝션�맵핑�기술을�활용한�컨버젼스�아트는�첨단�뉴미디어
영상�분야의�대표�주자이다. 

교육과정의 특성_산학협력

산학연계를�통한�실무중심형�교육방안은�다양한�분야에서�그�효과를�나타내고�있는데. 
대표적으로�국내외�공모전�수상실적을�들�수�있다. 

명망�있는�국제�공모전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국제공모전」 에서 2015년,  2016년
2년�연속에�걸쳐�금상을�수상하였으며�국내�최대�규모의�국가�공인�공모전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도 2014년 9개�작품, 2015년 4개�작품, 2016년 7개�작품, 
2017년 7개의�작품이�수상하는�쾌거를�이루었다. 

교육과정 특성화와 그 결실

한남대학교�미디어영상전공은�글로벌�뉴미디어�환경의�유기적�대응을�통하여�교육
효율성을�극대화하고�이를�직무분야�산업�환경에�연계하는�선순환�교육구조를�통해 
매년�우수한�인재를�배출하고�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사」, 영화, 드라마�제작�등의 「영상콘텐츠�제작사」, 
2D그래픽, 모션그래픽, 인터페이스�제작�등의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에이전시」, 
애니메이션, 제품�모델링�등의 「3D 콘텐츠�제작사」,  CF, 온라인�미디어�마케팅�등의  

「광고홍보대행사」,  웹, 앱�프로그래밍�등의 「프론트엔드, 백엔드�개발사」 등�다양한
분야에�졸업생을�진출시키고�있다. 

미디어영상전공의�거침없는�날개�짓과�힘찬�발돋움의�귀추가�주목된다.  

졸업 후 진출 분야

꿈을 여는
창의 공작소

멀티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

Department of
Media and Visual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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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창작의
통합

기술의�통합 디자인의�통합 스케일의�통합

+ =실무지향형 지역밀착형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
건축학과

한남대학교�건축교육은�통합적�사고능력을�갖춘�건축가�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통합적�사고능력은�건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소들�상호간의�관계에�대한�이해를
기반으로�한다. 건축�실무에�있어서�건축물은�다양한�요소들과�전문영역�상호간의�협력
작업이�하나로�통합되어�실현된다. 이는�건축의�매우�중요한�특성이며, 실무적으로�가장 
강하게�요구되는�능력이기도�하다.
 
따라서�통합적�사고능력을�갖춘�건축가�양성을�교육의�목표로�설정하고�있는�것은�다른 
측면에서�건전하고�건강한�실무형�건축가를�양성하려는�것과�같은�지향을�갖는�것이다. 

교육목표

보편적,실무적�이해�능력을�갖춘�건축가�양성

지역의�건축문화에�기여하는�건축가�양성

건축교육과정에서�대가�양성�교육보다는�실천적, 보편적�건축물에�대응하는�건강한 
실제능력을�갖춘�건축가�양성을�중시한다. 이는�관념적이고�형태위주의�건축�접근방식을
지양하고, 건축물의�설계과정에서�고려해야�할�지역적�조건�등의�제반�사항을�설계의 
기본조건으로�이해하는�실무적�인식�능력을�갖춘�건축가를�양성하려는�것이다. 

건축교육에�있어서�지역성을�중시하는�것은�중요한�설계교육의�관점이다. 
이는�대전지역의�특수한�조건을�전제하여�설계안을�작성해�나가는�과정을�통하여�향후 
어느�지역이든�건축물이�소재하는�지역의�특수적�조건과�과제를�건축적으로�수용하고 
해결하려는�능력과�자세를�갖게�하려는�것이다. 

인재상

통합교육체재

설계·감리를�하는�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사무소, 친환경인증관련회사, 
건축관련�연구소�등으로�진출하고�있다. 특히�졸업�후�일정한�실무경력을�쌓은�후
국제적으로�인정받는�건축사�면허를�취득하여�자신의�사무소를�개설하고�뜻을 
펼칠�수�있다. 이밖에�공무원시험을�통해�건축직�공무원으로써�건축에�대한�행정을
할�수�있고�대학원으로�진학하여�학계로�진출할�수도�있어서�진로의�폭은�매우�넓다 

졸업 후 진출 분야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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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한남대학교�공과대학

분석과�창작의�통합

기술과�디자인의�통합

스케일의�통합

건축물을�여러�체계가�중첩되는�복합체로�이해하고�각각의�체계를�구분하여�분석적인 
건축읽기�시도

건축물의�기술적�특성과�디자인의�통합을�이해하고�설계에�적용하는�능력�배양

건축이�크게는�도시적�스케일에서�세부적으로는�건물�디테일에�이르기�까지�전체가 
하나의�일관된�흐름�속에�놓여�있음을�이해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인재상
실무�지향형�건축가
지역�밀착형�건축가

통합적�사고능력을�갖춘�건축가

분석과�창작의�통합
기술과�디자인의�통합
스케일의�통합

건축학교육�프로그램�목표

건축학교육�프로그램�교육특성
THINK NEW, DARE GREATLY



구조와�디자인 창의공학설계 건축재료�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구조공학설계 현장실습

환경공학설계

CAD

건축은�예술과�공학의�종합학문으로�건축공학전공은�시공·재료, 구조, 환경·설비와 
관련한�창조적�엔지니어를�양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눈부신�기술�발전과�학문의 
세분화�추세에�따라서�건축에�대한�전체적인�기본�지식과�공학적인�전문�지식을�제공
하여�이론과�실무를�겸비한�건축공학�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첨단�기술을�활용한�건축설계의�융합화를�목표로, 첨단�기술력을�접목한�건축물의
고급화와�대형화, 그리고�자동화�및�정보통신기술�응용에�필요한�기술개발, 지구�환경을
보호하는�친환경·에너지절감�건축을�구현하는�창조적�공학자를�양성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건축공학전공 소개

건축공학전공에서는, 졸업�후�학생들이�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실무능력을�갖추게
하기�위해�이론과�실무를�연계한�창의융합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있다. 
건축공학전공�주요�교육과정의�특징은�다음과�같다.

•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가입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등에서 
   건축엔지니어로서�국제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보장하는 ABEEK(공학교육인증제도)
   에  따른�교육시스템�운영

• 학생들의�실무능력�증진을�위해�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등의�다양한�교육
   프로그램�운영

교육과정의 특성_실무중심 교육

교육성과

4차�산업혁명�시대에�들어�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가�매우�심각하나, 세계경제포럼
에서는�건축공학자를�포함한�건설공학자의�일자리는�크게�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
있다. 이는�건축공학이라는�학문이�기계가�대체할�수�없는�인간들의�고유영역이기
때문이다. 

건축공학과를�졸업하면�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건설사, 
구조설계사무소, 설비설계사무소, 건물관리회사, 자재회사, 건설�사업관리�관련�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건축�관련�인증기관�등�다양한�분야로�진출할�수�있다. 

대학�졸업�후�대학원�진학�혹은�유학을�통해�건축공학�내�세부�전공분야
(구조, 건축환경�및�설비, 재료, 시공, 건설관리�등)에�대한�학업을�마치게�되면�세부
전공관련�연구기관, 대학교, 건설회사�혹은�엔지니어링�회사로�진출하여�연구개발 
관련�분야에서�활동할�수�있다.

졸업 후 진로

공학과 예술이 만나
미래를 꿈꾸다

건축공학전공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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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에서�그�동안�추진해온�교육철학�및�교육내용들은�다양한�성과들을
만들어내고�있는데, 이들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졸업생들이�시공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구조설계사무소, 설비설계사무소, 
   연구소�등�다양한�분야로�진출하고�있으며, 높은�취업률을�유지하고�있다.
   (2015년�공시�취업률 81.1%) 

•  재학생들이�학회�등에서�개최되는�각종�공모전에�출품하여�대상을�수상하는�등 
    학생�때부터�능력을�인정받고�있다. 

토목건축공학부

+ + =공학예술 공간
가상공간의
실현
건축공학



구조공학 수공학 콘크리트
공학

도로공학 기초공학 측량학

환경공학

환경
수리학

토목공학은�사회기반시설�건설하고�재해�방지와�극복에�힘쓰는�학문으로�인간�삶의
토대를�구축하는�인본주의적�공학입니다. 
우리�학과는�건설�현장에서�필요한�다양한�전문지식과�기술, 자질을�갖고�각종�사회기반
시설의�공학적�이슈를�탁월이�해결하는�첨단건설기술�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합니다. 

이를�위하여�토목환경공학�전반에�대한�기초�지식을�습득하고�다양한�전문�분야에�대한
심층응용기술과�지식을�배양함으로써�건설�현장에�필요한�토목환경�기술자를�위한 
교육을�실시합니다.

학과 소개 & 인재상

지난 2016년부터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공학인증프로그램은�체계적이고�실용적인�공학교육을�제공하기�위한�시스템으로, 
이수할�경우�공사, 대기업과�중견기업�취업에�강점이�됩니다. 

해외�진학과�취업을�준비할�때에�해당�현지�국가의�토목공학전공�학생들과�동등하게 
평가�받을�수�있습니다.

공학인증프로그램 운영  :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이론과 실무의 균형, 현장학습

졸업�후에는�토목직�공무원, 국영기업체, 연구소, 건설회사, 설계회사�등�다양한
분야로�진출가능하며�이미�선배들이�각�분야�전문가로�활약�중입니다. 

최고의�전문가를�의미하는�기술사�자격을�취득하면�건설공사와�관련된�설계, 감리, 
자문�등을�하는�개인�사업도�가능합니다. 

최근�들어서�프로그램�개발회사, 센싱-모니터링기반�유지관리회사와�구조물�안전
진단회사로의�진출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삶의 토대를
만드는 인재

토목환경공학전공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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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한남대학교�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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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과는�학생들이�쌓은�이론적�지식이�우리�삶에�어떤�영향을�주는가를�알리고자 
전액�학과지원으로�현장학습을�진행합니다.
 
각�교과목�특성에�따른�현장�방문(거대교량, 댐�건설현장과�수질정화시설�등)은�물론
3학년생이�참여하는�해외현장학습은�세계로의�진출을�준비하는�학생들에게�동기를 
부여합니다.

토목건축공학부

+ + =선도적
세계인

실용적
지식인

창의적
전문인

삶의 토대를
만드는 인재
토목환경공학

서류전형�우대

삼성그룹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플랜트전문가�과정
지원자�중

공학인증수료자
가점부여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우대

서울시�메트로 9호선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빅데이터 품질경영 생산시스템

최적화시스템 인간공학 사물인터넷

정보시스템

3D프린팅

+ + =공학데이터 융합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산업경영공학과

4차�산업혁명은�이미�시작되었다. 다가올�미래에는, 방대한�데이터를�지식으로�바꾸는
일이�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산업경영공학에서는�데이터를�여러�가지�공학적�방법으로�해석하고�융합함으로써 
각종�산업에�유용한�지식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교육을�하고�있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이�특성화된�주제의�학습과정을�제공하고�있다.

학과소개 & 교육목표

산업경영공학과는 4차�산업혁명을�필두로�하는  제반�산업�패러다임�변화의�유기적
대응을�위해�단기�및�장기�현장실습�등의�산업현장�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현장맞춤형�산학협력�교육과정에�참여하는�학생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현장에서
학습할�수�있는�다양한�경험이�국내외�경진대회�수상�등의�성과로�나타나고�있다. 

현장맞춤형 산학협력 교육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맞춤교육
단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152명
16명

5명

일학습병행제

중소중견
기업 R&D
인턴사업

각종  국내외�경진대회�참가�및�수상

대학사업 학과사업

2016년 2017년

2015년 _ Bike Sharing Demand (kaggle.com Competition )
                     Jump to Ping-Pong (한남공학교육페스티벌�창의설계부분�은상)
2016년 _ Titanic: Machine Learning from Disaster (kaggle.com Competition )
                     Data Science Game 2016 (국제�데이터�사이언스�대회)
                     Finch Robot (한남공학교육페스티벌�창의설계부분�동상)
2017년 _ House Prices: Regression Techniques (kaggle.com Competition )

현장실습�우수사례

- 2016년�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현장실습�우수사례�경진대회�수상
- 2016년�팀�프로젝트�및�현장실습�수기�공모전�수상

캡스톤디자인 /연구논문집�발간

- 융복합적�공학지식�및�경영기법�기반의�공학적�문제�해결능력�함양을�위한 
   캡스톤�프로젝트�수행
- 관련�분야�연구논문집�매년�발행 (인간공학응용논문집 2008~2017)

교육과정 특성화와 그 결실

한남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졸업생들은�아래와�같은�여러�산업의�다양한�분야로
진출하고�있다.

IT분야에서는  시스템�통합(SI), 네트워크�보안, 어플리케이션�개발�등�다양한�분야로
진출하며, 최근에는�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분야로의�취업기회가�크게�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기계,에너지�산업�등의�분야에서는�생산관리, 품질경영�분야를�비롯하여, 
물류, 기획, 안전관리�및�인간공학응용�분야로�진출하며, 빅�데이터와의�융합�능력을
갖추는�경우�취업�기회는�더욱�확장될�것이다. 

졸업 후 진출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산업경영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34430_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_공과대학 4층_산업경영공학�과사무실_90403호
TEL _042-629-7989 

http://ime.hannam.ac.kr

THINK NEW, DARE GREATLY_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산업경영공학과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HINK NEW, DARE GREATLY

DATA SCIENCE & APPLICATIONS

INFORMATION & SECURITY ENGINEERING

SMART FACTORY & AUTOMATION

HUMAN FACTORS ENGINEERING

QUALITY MANAGEMENT

현장맞춤형
산학협력교육

현장맞춤형
산학협력교육
운영실적

맞춤교육
단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171명
23명

7명

이미지�출처 : 대한산업공학회



설계&해석 가공&제조 실험&분석 제어&진단

+ + =
전인적 변화,
미래의 엔진
기계공학과

가장�작은�미세(micro) 기계에서부터�가장�큰�비행기나�우주선, 심지어�가장�복잡한 
기계�중�하나인�인체�기관까지, 움직이는�모든�것을�다룹니다. 
기계공학의�교육과정에서는�모든�종류의�에너지, 재료�및�제조는�물론�역학, 로봇�공학, 
설계�및�제어에�중점을�두며,
기계엔지니어는�마이크로�센서, 의료�기기, 자동차�엔진에서부터�발전�터빈, 지능로봇, 
스포츠�장비�및�비행기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설계하고�제작합니다.
인접�학문과의�융합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합니다(예: 기계+IT: 스마트�기기, 
기계+생체: 바이오�기기  등).  따라서 4 차�산업혁명을�이끌어가는�미래산업의�동력이 
되는�기반�학문입니다.

-

-

-

-

기계공학 소개

▫ 2004년�한국대학교육협의회�기계공학분야평가�종합우수�인증
▫ 2010년�한국공학교육인증기준(ABEEK)에�의한�본�인증�취득; 미국, 영국, 등과�상호 
      인정하는�글로벌�공학�교육�품질�기준을�만족하는�공학교육프로그램�운영
▫ 2013년�중국�안휘과기대와�중국�교육부인증 2+2 공동학위�프로그램�운영; 졸업생들은
      현대자동차, 등�국내기업�취업과�국내유수대학원�진학 
▫ 2013년�교내�취업률 (96%) 우수학과�수상 (동일계열�전국 3위)
▫ 5년�연속 (2013~2017) 한남대학교�공과계열�최우수학과 (1위)
▫ ME비전세미나, 상담,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등�다양한�교과�및�비교과활동을�통하여
      사제동행�프로그램�진행; 전공�이해와�자기주도적�학습의지�고취
▫ ICT응용기계설계�교육�및 LINC+, IPP 교육�프로그램을�활용한�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
      졸업�전�실무�체험을�갖추어�취업에�유리 

교육과정의 특성 _ 글로컬 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 실무교육
 

교육의 결실 _ 학생들의 대외 활동 졸업 후 진출 _ 졸업생이 근무 중인 주요회사

전인적 변화,
미래의 엔진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34430_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 70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_공과대학 1층_기계공학�과사무실_90113호
TEL _042-629-8057

http://me.hannam.ac.kr/main/

THINK NEW, DARE GREATLY_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HINK NEW, DARE GREATLY

전국�대학생�하이브리드�자동차대회 - 2007년�종합 1위, 2006년, 2008년�종합 2위
자동차 / 항공

KSAE 전국�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102팀�출전) - 2017년 Baja부문�종합�은상 

Baja SAE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34팀�출전)
- 2017년�종합 3위, 2016년�바위타기 1위, 2015년�디자인�분야 1위,
   2013년�생산용이성�분야 1위

대한기계학회�전국학생설계경진대회 - 2013년�대상 (미래부장관상),  2016년�동상

실천리더십
인성

창의융합적
기계설계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공공기관

중공업

연구소

건설 / 플랜트 /
에너지

전기 / 전자



THINK NEW,
DARE GREATLY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HANNAM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34430_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 70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EL _042-629-7542

http://eng.hannam.ac.kr/

한남대학교�공과대학
THINK NEW, DARE GREATLY

멀티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토목·건축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