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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위치 및 연락처 : 팔달관 408호 (☎ 219-2444, 2440, 1981)

교육목표
1997년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대학을 설립한 아주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복합·융합화 발전추세에 맞추어,
2003년 5월 1일 공과대학의 전자공학부와 정보통신대학의
정보컴퓨터공학부, 미디어학부로 나뉘어져 있던 IT관련
H/W와 S/W분야의 학부를 하나로 묶어 새롭게 정보통신
대학을 출범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제적 자유도 증가에 따른 폭넓은 교육
제공, 규모의 연구 수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 사용 등
통합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경쟁력을 갖춘 IT관련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대학은 83명의 교수, 2,200여명의 학부생, 4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08명 졸업생을 배
출하였다.
정보통신대학은 아주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정보통
신교육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수요 지향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과 전문성 및 실용성을 갖춘 고급정보통신 엔
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인
2. 현장 적용 능력이 뛰어난 실용적 정보통신인
3. 기반 전문성을 갖춘 발전적 정보통신인
4. 윤리의식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정보통신인
이를 위하여 전자소자, 전자파응용, 제어시스템, 신호처리,
통신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통신, 응용 S/W, 정보보
호, 소프트웨어융합, 미디어 S/W, 미디어 영상, 미디어 디
자인 등 12개 세부 프로그램에 걸친 광대역 IT교육을 이론,
실험실습 및 종합설계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
내외 인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본교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집중교육 제도를 확대하고, 공
학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순환 개선형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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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은 본 대학교가 지향하는 World-Class
University정신에 부합하도록 국내 IT분야뿐만 아니라 아
시아, 나아가 세계 어느 IT관련 대학과도 견줄 수 있는 졸
업생을 배출하도록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연혁
1997년 정보통신대학설립(1개학부: 정보및컴퓨터공학부)
2003년 전자공학부 소속 변경:공과대학 → 정보통신대학
	학제개변: 3개학부(전자공학부, 정보및컴퓨터공학
부, 미디어학부)
2012년 학사조직개편(학부제 → 학과제)
전자공학부 → 전자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 정보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미디어학부 → 미디어학과
2014년 국방디지털융합과신설
2015년 사이버보안학과신설
2016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소프트웨어학과로 통합·신설

[ 7. 교육과정 ] - 정보통신대학

조직
구분

직책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

정보통신대학장

교수

류기열

팔달관 705호

2636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전자공학과장

교수

김상인

원천원 310-2호

2357

전자공학과 교수

소프트웨어학과장

교수

고영배

팔달관 605호

2432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사이버보안학과장

교수

김기형

산학원 516호

2433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미디어학과장

교수

석혜정

산학관 414호

1857

미디어학과 교수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장

교수

임재성

팔달관 809호

2545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정보통신대학

조직 및 업무안내
업무안내

안내전화

정보통신대학 교학업무

2444, 2440, 1981

전자공학과 업무지원

1740, 2356, 2476, 3713

전자공학과 특성화사업단

3275, 3279

소프트웨어학과 업무지원

2446, 2431, 2430, 1687, 3813

SW중심대학사업단 업무지원

3853, 3367, 3854

사이버보안학과 업무지원

1686, 3681, 3678

미디어학과 업무지원

2630, 2631

미디어학과 특성화사업단 업무지원

3851

국방디지털융합과 업무지원

1686, 2991

주요행사
정통대 학술제, 20여개의 소학회 전시회, 졸업전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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