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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대학
정부가 지원하는 ICT특성화 대학

AI영상보안학과

IT융합학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Security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더나은
미래를 위하여

정보통신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스마트통신학과
Department of
Smart Communication

Better
for the

Future

더나은
나를 위하여

정보보안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특성화 대학

우리 대학은 세계 속에 우뚝 선 미래형 인재를 키워갑니다.
지식의 생산과 전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보편적 기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앞서
실천하는 대한민국 기술 교육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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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내
이사장 인사말

“ICT폴리텍대학은
국내 유일의 ICT분야 특성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ICT 인프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

우리 교직원은 ICT 인프라에 최적화된 실무인력을 양성

일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정보통

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신부),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출연에 기초하여 2002년 12월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진

감사합니다.

전됨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
이 심화되고 있고, 고화질 동영상과 AR/VR, 홀로그램
등 신기술의 확산에 따른 고품질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가 폭증하고 있어 IC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
능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위 과정으로 2년제 5개 학과(IT융합
학과, AI영상보안학과, 스마트통신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보안학과)를 두고 유·무선 통신에 특화된 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이론과 현장실무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양
성하고 있으며, 6개월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함께
단기과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ICT 유망분야
의 전문교육 등을 운영하여 ICT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ICT폴리텍대학 이사장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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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비전

추진계획

특성화대학

●국
 내 유일의 정보통신 시공인력 양성
전문 교육기관
●정
 보통신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실습,
주문 예약식 교육
●양
 질의 정보통신설비 시공·운용
전문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배출

정보통신
선도대학

세계 일류
ICT폴리텍대학

●산
 학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산업
분야 지원

●타
 대학과 차별되는 소규모 정예
교육 실시

●정
 보통신공사 시공기술 연구개발,
산·학 연계 정보화 교육

●글
 로벌 스탠더드 전문기술 인재
양성

●정
 보통신관련 산업계의
기술인력난 해소

●세
 계 ICT 전문기술 발전에 기여

www.ict.ac.kr

대학안내
비전

ICT 인프라 구축, 통신망 고도화, ICT서비스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세계 일류의 ICT 융합인재 육성 대학

추진단계

기반 조성기(2003 ~ 2010)

01

성장 확장기(2011 ~ 2020)

02

정보통신설비 시공·운용

교육환경, 교육과정의

교육으로 전문인력의 안정적

질적 향상으로 첨단 ICT

공급체계 구축

폴리텍대학으로 발전

03

안정 발전기 (2021 이후)

디지털 뉴딜
선도 육성 대학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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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설립배경
ICT폴리텍대학은 더 나은 미래 그 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요구되는 양질의 정보통신기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배출함으로써 21세기 국가 및 지식정보화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책에
따라 ICT폴리텍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History

연혁
2000

2010

2002. 12. 10.

2014. 12. 09.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인가(교육부)

「ICT폴리텍대학」으로 교명 변경

2002. 12. 28.

2019. 09. 20.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및 인정교육기관 지정

통신재난 교육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3. 03. 03.
개교 및 제1회 입학식(4개학과 160명)

www.ict.ac.kr

대학안내
설립배경 및 연혁

학장

Organization

조직도

경영지원실

학사기획처

학사기획팀

학사운영팀

IT융합학과

산학협력처

입학취업팀

AI영상보안학과

산학협력팀

스마트통신학과

학사지원처

일학습공동
훈련센터

정보통신학과

2020
2021. 07. 01.
정보보안학과 신규학과 개설
2022. 02. 11.
제18회 산업학사 학위수여
2022. 07. 01.
IT융합학과·AI영상보안학과 개편

경영지원팀

총무팀

정보보안학과

<부속시설>
산업기술연구소

회계팀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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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Bachelor Degree course

학위과정

산업학사학위과정 :
2년제(전문대학)

• 학과 : IT융합학과, AI영상보안학과, 스마트통신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보안학과
• 특전 : 미래인재장학금 혜택 확대 실시, 입학생 2년간 등록금 100% 장학금 지급1)
• 높은 국가 자격증 취득률·취업률
• 신입생 모집 : 매년 수시모집 9~11월, 정시모집 12~1월중
• 입학문의 : 031. 760. 3333 | ict56@ict.ac.kr
1)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및 직전학기 3.0 이상 요건 충족하여야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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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2년제)
학과정원

ICT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앞선 교육을 실현합니다!

학과정원
미래형 인재들이 모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꿈을
이룹니다.

학과

1학년

2학년

IT융합학과

32명

30명

AI영상보안학과

32명

30명

스마트통신학과

32명

30명

정보통신학과

32명

40명

정보보안학과

32명

30명

계

160명

160명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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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s

장학제도
미래 인재 장학금(2년 전액 장학금)
→ 신입생 중 등록 완료자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2년 수업료 전액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 교내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

→ 학생회 또는 생활관 자치위원회 간부 등

보훈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

ICT
POLYTECH INSTITUE
OF KOREA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장학제도

최고의 교육환경, 앞선 장학혜택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향한 꿈을 더 크게 키웁니다.

생활비 장학금

자격증 장학금

→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생활비 지원

→ 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기타 학내․ 학외 장학금 다수
→ 2021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록금 100% 이상, 수혜율 90% 이상(국가장학금 포함)

문의
→ 031. 760. 3375 |

ict7@ict.ac.kr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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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enter

취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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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2년제)
취업센터

특성화된 교육, 살아있는 현장 수업으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립니다.

취업알선분야
• ICT 관련 기업
KT, S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협력기업, 정보통신인프라 회사, 정보통신솔루
션회사, 정보통신제조회사, 네트워크 구축·유지관리 회사, 정보보안 관련 회사, 정보통신
관련 협력사, SI회사 등
••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약 1만여 회원사(정보통신공사 관련 회사), 정보통신설비회사, 초고속
인터넷 설비회사, 광통신설비회사, N/W 구축·유지관리 회사, 방송통신설비회사, 기지국
설비·유지 관리회사, 정보통신장비 제조·설치 회사
• 방송통신 관련 기업
IPTV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협력사, 지상파 방송 협력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력사,
디지털미디어 관리 서비스 (DCMS)회사, 방송 송출 서비스 회사
••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
VR, AR, MR 등, 스마트 콘텐츠 회사(크리에이터, 인제스트, 영상편집 등)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술직 공무원 등
•• 문의 : 031. 760. 3336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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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학생활동

활동 중인 동아리

• IoT : IoT(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 실습 활동
• 배드민턴 : 배드민턴을 통한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
• 해킹 침해대응 : 자격증 취득 및 해킹대회 참가
• S/W 개발 : 소프트웨어 학습 및 개발
• Adorable : 댄스라는 매체로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슬기로운족구생활 : 족구를 통한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

체육 · 문화행사

•매
 년 축제(역동제)와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음악·댄스공연과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 배구, 농구,
육상경기 등 학과별 협동력을 키울 수 있는 각종 체육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생활동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등을 통해 기술습득의 기회를 가지며,
유익한 대학생활의 낭만을 키워 갑니다.

봉사활동

•우
 리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 학점을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두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해심과 장애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넓혀 학생 자신의 인격수양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 국내·외 연수

•학
 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내·외 ICT 관련 박람회 등을
견학함으로써 글로벌 ICT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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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기술인을 키우는 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특성화 대학
우리 대학은 세계 속에 우뚝 선 미래형 인재를 키워갑니다.
지식의 생산과 전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보편적 기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앞서 실천하는 대한민국 기술 교육의 미래입니다.

01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IT융합학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ICT융합 인재양성!

02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Security

AI 영상보안학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전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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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05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안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안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
브레인 공작소

04

FOR
BETTER
FUTURE!

Department of Smart Communication

스마트통신학과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완성하는
"ICT 인프라 구축 전문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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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학과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ICT융합 인재양성!
IT융합학과는 4차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기반 ICT 기술에 필요한 특화학과이며 ICT인프라,
AI반도체등 인공지능 기술융합형 교육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국내 AI 핵심인력양성의 산실로써
지능화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효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통신시스템,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기술에서 응용기술까지 이론과 실무
를 갖춘 ‘현장 실무 능력이 탁월한 인공지능기반 IT융합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체 실무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21세기 ICT융합 교육의 리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미래 인공지능 ICT융합을 책임진다!

교육내용

4차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기반 ICT기술에 필요한 AI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
및 ICT 인프라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융합형 교육을 하며,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ICT 및 AI반도체의
산업 수요에 따라 S/W 개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련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실무·실용·실전적인
인공지능(AI) 기반 ICT융합형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주요 교과목

• 이론 : AI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5G이동통신시스템, 무선통신망, 사물인터넷, 사무자동화,
AI반도체, ICT융합기술
•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5G이동통신시스템, 파이썬 S/W,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

전문 자격증
취득분야

정보처리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관리사,

ICT 인공지능
특성화 실습장

ICT 인공지능(AI) 융합형 특성화 실습장에서는 인공지능(AI)기반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유비쿼터스관리사, 웹프로그래머 1/2급

인터넷 구축을 비롯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운용 실습 등 ICT 전반적인 실습 진행
프로젝트 실습에서 다양한 종류, 주제, 활용 데이터에 따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코드부터 핵심기능,
구현기술, 시연영상 등을 전용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주요하게 사용되는 단위기술 분야
(분석, 수집, 시각화, API활용, 프레임워크, 리버스엔지니어링)중 도전할 챌린지 포인트를 선정해 해당 기
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 디자인 씽킹 기법을 이용해 Persona를 선정하고 Pain point를 도출하는 능력 습득

취업가능 분야

• ICT 관련 기업 : ICT 인공지능 융합 회사, KT, SKT, LG U+, SK브로드밴드·협력사,
이동통신 시스템 서비스업·개발회사, 정보통신공사회사, 정부기관지정 시험소
• 유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술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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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보안학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Security

안전한 영상정보를 만들고 지키는
영상보안 전문가
AI영상보안학과는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 영상의 전문적 활용에 교육목적을 둔 학과로써 영상의
기본 촬영 및 영상분석, 영상처리 및 보안분석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
능한 영상보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해킹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에 대
응할 현장 맞춤형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으로 영상제작, 영상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심화교육으로 영상정보획득 및 딥러닝
영상 분석 등 영상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최신 기술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영상보안 전문
가를 양성합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4차산업혁명 시대의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전문 인재 양성

교육내용

• 영상기술의 기초와 영상·음향, 영상처리 및 전송원리 이해
• 영상 제작 및 분석, 영상보안의 융합 교육으로 방송시스템 원리 이해 및 기술연마
• 다양한 영상 송출 (인터넷방송, AI CCTV, IPTV, 유튜브 등)분야의 시스템 설치, 운용,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송출, 송출관제 기술의 연마
• 빅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영상처리 기술 통합실습
• 영상의 다양한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실습 및 기술의 연마

주요 교과목

• 이론 : 멀티미디어개론, 빅데이터분석, 영상보안이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개론, 컴퓨터구조,
영상기초이론, 사무자동화, 방송통신기기등
• 실습 : 영상제작실습, 딥러닝 영상분석, AI영상통합실습, 데이터베이스기초, 파이썬프로그래밍,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영상음향장비실습등

전문 자격증
취득분야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디지털영상편집, 영상정보관리사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실습장

최신의 4K 촬영 시스템과 비디오 월 모니터, 조명 시스템 등을 갖춘 스튜디오 실습장으로, 가상스튜디오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아카이브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촬영 즉시, 비선형 편집 후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송출이 가능합니다.

지능형 통합관제
센터 실습

영상정보를 처리하기위한 최신시설의 영상/음향장비, 서버운영,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갖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현장과 동일한 통합관제솔루션, 통합모니터링솔루션을 직접 관제하고, 실습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처리와 영상처리 과정을 실습함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가능 분야

• 방송통신 관련 기업 : IPTV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협력사, 지상파 방송 협력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력사, 디지털미디어 관리 서비스 (DCMS)회사, 방송 송출 서비스 회사
• ICT 관련기업 : KT, SKT, SK브로드밴드, LG U+ 자회사·협력사, SI회사, 정보통신공사회사
•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 : VR, AR, MR 등, 스마트 콘텐츠 회사(크리에이터, 인제스트, 영상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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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통신학과
Department of Smart Communication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완성하는
"ICT 인프라 구축 전문가"
●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혁신 시대를 선도하는 新인재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고,
차세대 유·무선 융합 통신망 기반의 ICT인프라 기술 능력 배양
● 광통신과 통신기술을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구내통신설비와 홈네트워크 구축, 방송통신설비 전
반에 대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융합통신망과 광대역 네트워크 설계, 설치, 운용, 유
지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무전문가 양성
●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다양
해지고 있으며, 통신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산업현장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실
무형 ICT인프라 전문 마스터(Master)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미래, ICT인프라 마스터(Master)를
목표로한다 !

교육내용

• 유·무선네트워크와 광통신 인프라 설계, 시공, 감리에 필요한 기술
• 스마트시티 융합통신망 및 홈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관리능력
•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H/W, Firmware 기술
• 스마트팜, BIM설계, 차세대네트워크, 산업보안기기(CCTV)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기술

주요 교과목

• 이론 : 광통신공학, 디지털전자회로, 스마트통신개론, 스마트 융합통신, 디지털통신시스템,
스마트통신기기, 네트워크기술, 회로이론
• 실습 : 광통신, IoT기초, 스마트통신, 디지털통신, 통신회로, CAD,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구조,
프로젝트

전문 자격증
취득분야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광통신 특성화 실습장
(FTTH 종합실습실)

광통신 특성화 실습장은 광통신망의 구축·운용능력 확보를 위한 완벽한 실습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공동주택) 시공기술과 구내 홈네트워크 설비의 운영 유지
관리 기술을 교육합니다. 특히 현장실무중심의 광통신망(Network) 설계·시공·감리 기술을 겸비하고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기술을 교육”하여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기술자
“ICT인프라 전문 마스터(Master)”를 양성합니다.

취업가능 분야

• ICT 관련 기업 : KT, SKT, LGU+,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협력회사, 정보통신 인프라 회사,
정보보안회사, IT전문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설계 감리회사
• 공공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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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
브레인 공작소
정보통신학과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컴퓨터 운용기술을 연마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기기의 상호연동, 설치·운용, 유지보수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본구성과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의 핵심인 네트워크 구축, 라우터 설정·운영 등 네트워킹
실습을 통해 네트워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사물인터넷으
로 Local 센서망 제어와 Global 사물인터넷 제어 기술을 익히고, 실험·실습 Test-bed를 구축함으
로써 인공지능 네트워크 전문가와 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양성·배출합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술인재를 만듭니다!

교육내용

•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기본원리와 정보통신망의 이해
•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 원리와 네트워크 운용 관리기술
• 네트워크의 Hardware, Software 설계·구축·운용·분석기술
• 정보통신용 측정기기 활용과 네트워크 관리 등 능력 배양
• Internet of Thing(IoT:사물인터넷) 설계·구축·운용·분석기술

주요 교과목

• 이론 : AI기초개론, 정보통신공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정보통신개론, 정보보안개론, 컴퓨터개론,
컴퓨터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 차세대무선통신, IT융합, 블록체인개론
• 실습 : 전기전자기초, 디지털회로, CAD, IoT제어,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설계·구축, 프로젝트,
파이썬프로그래밍, 리눅스네트워크서버, 윈도우네트워크서버, 인터넷운용및관리, IoT설계 및
구축, 네트워크분석, 안드로이드앱개발, BIM실습

전문 자격증
취득분야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CNAP 특성화
실습장

시스코 시스템즈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CNAP:Cisco Networking Academy Program)을 위한 실습교육

취업가능 분야

• ICT 관련 기업 : KT, S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협력기업, 정보통신인프라 회사, 정보통신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국제 공인자격, 네트워크 관리사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네트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습 경험을 통하여 네트워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환경을 제공합니다.

솔루션회사, 정보통신제조회사, 네트워크 구축·유지관리 회사, 스마트팜 등 사물
인터넷회사
• 공공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026

027

Ⅴ

정보보안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안학과
정보보안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구축 및 침해 대응, 관제 등의 정보
보안 운용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기기 및 IoT 등
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며, 이를 해킹하는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도록 네트워크
운용과 보안기술을 연마하고, 네트워크 방호를 위한 구축, 설치, 관제 및 유지보수하는 능력을 기
르게 됩니다. 정보보안학과는 네트워크 보안의 개념 그리고 사이버 보안기술, 침해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전문가를 양성합니다.

www.ict.ac.kr

학위과정(2년제)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의 핵심은 보안이다.

교육내용

• 네트워크 장비 및 IT의 기본 지식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 실습
• 컴퓨터 네트워크의 분석과 시큐어코딩을 학습
• 네트워크 보안설비의 구축 및 관제 등의 대응기술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격의 회피 및 침해 대응 보안기술

주요 교과목

• 이론 : 네트워크 일반, 정보보안개론, 컴퓨터운영체계,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응용보안
• 실습 : 네트워크구축실습, 네트워크분석실습, 서버 및 방화벽 실습, 클라우드서비스보안, 시큐어코딩
실습, 사이버보안관제실습, 프로젝트실습

전문 자격증
취득분야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국제 공인자격,

모의해킹 실습장

1단계로 시스코 시스템즈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CNAP)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실습장의 환경을

무선설비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습합니다.
2단계로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여 DDos와 네트워크의 성능을 계측하도록 구축하며,
3단계에서 종합적인 테스드 배드를 구축하여 소스코드 분석 및 결합분석, 패턴분석 등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보안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제공합니다.

취업가능 분야

• ICT 관련 기업 : KT, S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협력기업, 정보보안 및 관제회사,
네트워크 구축·유지관리 회사 등
• 공공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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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열정을 위한 선택
국비교육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

정 : 사물인터넷(IoT), UI/UX 개발자, 네트워크,
디지털컨버전스, 빅데이터

•특

전 :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숙식제공

• 모집기간 : 매년 1월 ~ 3월
•문

의 : 031-760-3338 / 3378 / 3379

일학습병행사업
•내

용 : 기업주도형 정부지원 교육훈련 실시

• 기업모집 : 상시모집
•문

의 : 031-760-3326 / 3338~40

정보통신기술자 교육과정

비학위과정

•대

상 : 정보통신공사업체 재직자, 정보통신관련 업무 담당자

•내

용 : 실무위주 교육, 직무능력 향상

•문

의 : 031-760-3322~3325 / 3332

www.ict.ac.kr

비학위과정
직업훈련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국비교육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당신의 새로운 내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함께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은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훈련지원 대상자의 훈련 수료 후 사회진출, 자립을 도모합니다.

2021고용노동부 주관 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 훈련기관” 선정

ICT폴리텍대학 직업훈련을 통해
‘내일’을 위한 기술을 전달하고 ‘새로운 꿈’을 지원합니다.

훈련대상

훈련혜택

• 만 15세 이상 취업 희망자

• 훈련비 100% 국가지원
• 교재, 기숙사, 식사 무료 제공

기술 JOB고
취업 JOB고
훈련과정

문의

• 사물인터넷(IoT), UI/UX 개발자,
네트워크, 디지털컨버전스, 빅데이터

• 031-760-3338 / 3378 / 3379,
ict10@ic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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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공동훈련센터 - 일학습병행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관심 있는 기업 모집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업 주도형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우리대학은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국가직무의 협약기업을 모집능력표준(NCS)분류 기준에 의한 정보통신·전기·전자·품질경영 관련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외훈련(Off-JT)을 대학에서 실시하고 현장훈련(OJT)은 기업현장에서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기업 → 실무형 인재 양성
•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
• 대학과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공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 · 확보
•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
•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습득, 회사 업무 적응 향상
• 교육훈련을 완료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
• 일학습병행 자격증(NCS) 취득

공동훈련센터 → 기업 교육 훈련 진행 및 컨설팅
• 훈련프로그램, 학습도구 개발 컨설팅
• 협약기업 훈련관리, 컨설팅
• 협약기업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지원

기타 :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학습근로자 1인 기준 약 1,200만원 지급
※외부평가 합격시 240만원 추가지급)

•문 의 : 031-760-3326 / 3338 ~ 40
sjknet@ict.ac.kr / ictjy@naver.com / choya80@naver.com

www.ict.ac.kr

비학위과정
산학협력/직무향상 교육

산학협력 / 직무향상 교육
산학협력
최첨단 실습 장비를 이용한 산학연계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경쟁력을 키웁니다.

주요
내용

•산 · 학 · 연 · 관 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체계 구축

•이동통신학과 : 전파기지국 외
64개 회사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할 현장감 있는
기술인력 양성, 공급

•정보통신학과 : 서울전자통신(주) 외
44개 회사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

•스마트통신학과 : (주)호서텔레콤 외
36개 회사

•졸업 시 취업 연계

•멀티미디어통신학과 : 텔레코어(주) 외
49개 회사

•기술적 · 학문적 교류

산학협력
현황

산학협력문의 : 031-760-3322 ~ 3324, 3332 / ict5@ict.ac.kr

ICT폴리텍대학은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정보통신
전문인력 훈련기관으로 지정

고용노동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 인정기관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 통신재난 교육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위탁 전문기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담당자 전문교육
시행기관

교육과정
•과 정 개 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자격인증 교육, 신기술 습득을 통한 자질 향상 등 평생교육 차원의 전문기술교육 실시
•감 리 원 교 육 : 중급이하 / 고급이상 / 중급 감리원
•기 술 자 교 육 : 경력자 / 학력 · 경력자 / 중급 기술자
•단기전문 교육 : ICT 융합 신기술 분야 / 통신 재난분야 / 정보통신 분야 / 네트워크 분야 / 통신·전파 융합 분야 / CCTV 통합관제센터분야 /
정보 보안 분야 / 방송음향 분야
•문

의 : 기술자·감리원교육 031-760-3322 / 3323, 단기전문교육 031-760-3324 / 3332, ict5@ic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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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 선도대학

ICT폴리텍 대학

1
2
3
4

경강선 ICT폴리텍대학역(경기광주역) / 도보 5분 거리

최근 3년간 평균 80% 이상 높은 취업률 / (대학 자체 조사, 건강보험가입 기준)

입학생 2년간 등록금 100%, 미래인재장학금 지급
(단, 국가 장학금 신청 필수 및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

약 1만여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대학 / ICT폴리텍대학

033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경강선 ‘경기광주역(ICT폴리텍대학역)’
1번출구 도보 5분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7 정거장,
판교역에서 3 정거장
•분당선 및 경강선 이매역에서 2 정거장
•분당선 및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버스 이용

고속철도
•SRT 수서역
•분당선 수서역에서 6 정거장

자동차
•성남 장호원간 고속화 도로
: 송파 → 15분, 성남 → 10분

버스
•강변역, 잠실역, 모란역 : 1117번
•강변역, 천호역, 강동역 : 1113번
•서울역, 양재역 : 3201번
•수원역 : 6
 60번, 60번,
2007번(성남 모란역 하차 1117번 이용)
•김포공항 : 8842번(경기광주터미널)
•경기광주역 : 노
 선 다수 (1, 1-20, 1-21, 12-1, 17,
17-1, 17-1A, 17-3, 20, 32, 32-2, 33-2,
34, 34-1, 34-12, 60, 660 등)

앞선 기술
앞선 생각
앞선 미래

기술 JOB고
취업 JOB고

12777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6-26(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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