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공학전공

주영환(06학번)

ELECTRICAL & ELECTRONIC EN
공학이란 수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학을 배우는 공과대학(공대)에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죠. 그렇다면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블릿 PC, 미래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그리고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전기
자동차, LTE라는 새로운 개념의 4G 통신, 우리나라 수출 대표 품목인 반도체, 각종 TV,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들. 이런 제품 및 기술은 누가 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기전자공학과 출신의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랍니다. 최첨단 기술을
공부하는 전기전자공학! 그럼 지금부터 전기전자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전자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정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전공이고, 회로설계는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를 설계하는 전공이고, 전기 및 전자재료는 반도체를

여러분은 전기전자공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름에서 알 수

만들거나 각종 신소재를 바탕으로 초전도체 및 LED 등을 만드는

있듯이 전기와 전자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전공입니다.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집까지 최대한

전자제품을 설계 및 만드는 학문입니다.

손실없이 보내는 방법과 교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전기와 전자가 구분이 안 간다구요? 전기란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이고, 신호처리는 영상이나

떠올릴 수 있는 집 안에서의 220V 콘센트나, 휴대폰을

음성을 각종 기술을 이용해 좋은 품질을 만들고자 하는

충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등을 일컫는

전공이고, 컴퓨터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칩이나 컴퓨터 내부의

말이에요. 이에 반해 전자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전공입니다. 비교적 신분야인

구성요소(원자핵, 전자) 중 (-) 부호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의공학은 의학과 전기전자공학의 지식을 결합하여 의료기기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공이며, 마이크로파 및 광파는

이와 같은 전기와 전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및 현상들을

파동적 지식을 이용하여 전파를 통하여 신호를 송수신 하는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전기, 전자 제품을 설계하거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전공이 바로 전기전자공학이랍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어떠한 세부 전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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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도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통신,

Q&A

회로설계, 전기 및 전자재료, 전력, 신호처리, 컴퓨터, 의공학,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제품을

제어, 마이크로파 및 광파 등의 전공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나요?

각 전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통신은 어떻게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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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전자공학자는 물론
재료공학자, 프로그래머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각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한
사람이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회로설계를 전공한
사람은 컴퓨터 내의 CPU 같은 칩을 설계하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각각의 칩을 배치하여 컴퓨터를 만들면, 프로그래머가
각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하나의 컴퓨터가 완성되는
방식이랍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는 학부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더욱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여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석사 학위 취득 후(2년), 박사과정에 진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들이 연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4~5년).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더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배워야 하나요?

취득하게 되면 교수 및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보통 1, 2학년 때에는 기초전공과목, 즉 수학이나

취직을 하는 경우는 주로 전자, 전기 분야의 기업에서 일을

물리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여 기반을 잡고,

하거나 본인이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3, 4학년이 되서야 본격적인 전공과목을 듣게 되는데, 본인이

또한 기술고시 및 변리사고시 같은 시험을 봐서 전공 관련

흥미있는 전공들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3~4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답니다.

분야의 전공과목을 듣고 학부(대학교 4학년)를 졸업하게
된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Plus +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물리)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네요. 첨단기술에 흥미가 있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끈기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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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전기전자공학부의 모든 전공을 다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보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1학년 때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물리, 수학(미적분)을
약간 심화해서 배웁니다. 2학년 때에는 전공기초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미분방정식, 컴퓨터언어(C언어), 전자기학,
회로이론 등 전기전자공학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배운답니다.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전공과목들을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고등학생이라면 물리II를
선택하여 전기 및 파동분야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대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되구요. 4학년 때에는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전공지식을

또한 수학에서는 미적분 및 확률·통계적 지식이 필요하니

응용하여 실험 및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인 전기전자공학자의 길로

소홀히 하지 마시구요!

나아갈 준비를 한답니다.

YONSEI All-Ways+ I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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