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

주관캠퍼스 소개

Industrial Technology

중점 연구 영역인 뿌리기술, 청정기술, 융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3개 연구소와 7개 지역본부를

1989년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종합연구기관으로서, 3대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UST-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캠퍼스)로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 산업소재, 스마트제조,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분야 등 산업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본 스쿨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본 스쿨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연수장려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외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며,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www.kitech.re.kr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대기로길 89

전공 개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el : 041-589-8114

생산기술전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4차산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소재, 제조공학,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Fax : 041-589-8120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공학,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공학은 기계.전기전자.IT 등이 복합된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은 희소금속, 세라믹 등 희소소재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재료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구합니다.

세부전공 개요
로봇공학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및 정보기술(IT)이 복합된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환경인식, 판단 및 지능, 조작 및 이동기술, 인간-로봇상호작용
로봇공학

기술 등의 고급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로봇,
극한･필드로봇, 제조로봇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소재･
스마트제조
공학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의 산업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금속, 세라믹 등 첨단 희소소재에 대하여 희소소재산업의
선순환 구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 재료 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청정공정･
에너지
시스템 공학

연구합니다.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분야에 있어 청정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에너지,
원료생산 시스템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저급 연료,
폐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이용한 청정 생산 및 에너지 고효율화 요소기술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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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INTRODUCTION OF MAJOR
Major in Industrial Technology is robotics, Industrial materials and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major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robotics,
industrial material, manufacturing engineering, green process, energy system industry related to
Korea's main industry and Industry 4.0. Robotics is developing robots that are being used in the
field through fusion research that combines mechanical, electrical, electronic, and IT. Industrial materials
and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provide opportunities for understanding and studying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critical materials such as rare metals and ceramics.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studies clean material processes and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ies.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Robotics

Industrial
Materials and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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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is an interdisciplinary study composed of mechanical, computer and
electrical engineering as well as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robots to accomplish tasks in place of people. You will learn about
advanced technology such as environment recognition, decision making and
intelligence, manipulation, navigation and human-robot interaction. Our
department is aiming to cultivate experts who have the ability to develop
service, field and manufacturing robots that function in real environments.

Industrial material and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aims at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the scarce material industry for advanced rare metals such
as metals and ceramics which are in short supply compared to the industrial
demand of Korea's main industry and new growth engine industy.

Green Processe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studies clean-material
processes and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ies to solve energy, industrial
resources and pollution problem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modern society. In the field of energy, resources and environment, we will
improve the existing energy and raw material production system more
environmentally by applying clean technology, and study the technology of
clean production and high energy efficiency using unused resources such as
biomass, low grade fuel, There is.

UST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4차산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소재, 제조공학,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산업분야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형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재교육이 필요 없는 현장 친화적인 교육실현
고급 엔지니어링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산업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형 교육

연구부문

특성에 맞는 융합기술연구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프라 확보 및 운영체계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화 및 기관간 협력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세계와 경쟁할 글로벌 인력 양성
원리(Science)+기술(Engineering)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내 유수 기업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도출 및 참여

연구부문

IT산업&제조&에너지 산업의 융합기술 개발
미래지향적 연구를 위한 최신 장비 및 시설 확보
국내외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능력 제고

졸업 후 진로
화학/소재/에너지/제약/생명과학 관련 기업
화학/화학공학/기계공학/재료공학/생물공학 관련 교육기관
연구개발/정책/평가 관련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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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Educate field-oriented
student of talent in order to
realize a global powerhouse in
robotics, industrial materials,
manufacturing engineering,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industry related to
Korea's main industry and
Industry 4.0.

DEVELOPMENT GOALS
Education

Realization of on-the-spot education without re-training

sector

Systematic education for advanced engineering ability
Practical training for the enhancement of practical skills in industrial
field

Research

Activ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sector

Securing world-class research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pecialization and inter-agency cooperation system for creating
outstanding research results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To cultivate global human resources to compete with the world

sector

Development of science &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Develop and participate in joint research programs with leading
domestic companies

Research

IT industry & manufacturing & energy convergence technology

sector

development
Get the latest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future-oriented research
Enhance research capability through domestic and overseas
technology exchange and joint research

AFTER GRADUATION
Chemical/material/energy/life science companies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emistry/chemical engineering/mechanical engineering/biological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ions for R&D policy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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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 로봇/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
항공공학
∙ 전기/전자/컴퓨터/제어공학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청정공정 및

전공

청정공정 및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1

에너지시스

(Major)

∙ 수치해석

선택

| Introduction to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1

템공학

청정공정 및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2

(Green

| Introduction to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2

Process and

학부 선수 권장과목

부 록

편성 목록

∙ 공업화학
∙ 금속/재료/화학/환경/에너지공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그린화학 개론 | Fundamental Study for Green Chemistry

Energy
System

전산유체역학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ngineering)

고등 연소공학 | Advanced Combustion Engineering

∙ 열전달 및 재료공학 관련 과목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특론 | Conversion Technology of Biomass

∙ 유체역학

유기금속화학 | Organometallics

∙ 자동제어

열시스템 설계 | Design and Simulation of Thermal Systems

∙ 재료역학

터보유체기계 | Fundamentals of Turbomachinery

∙ 컴퓨터프로그래밍

고분자 복합체 개론 | Introduction of Polymer Composites
고온 에너지공학 특론
| Issues in Thermo-Fluid Engineering Related to Energy Systems
고체 연료의 연소 및 가스화 시스템 모델링
| Modeling of Combustion and Gasification Systems for Solid Fuels
고분자 합성특론 | Principles of Polymerization
합성 및 분석 기술 특론 | Advanced Synthetic & Analytical Technique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Energy System Engineering
분광학 개론 | Introduction to Spectroscopy
생촉매 전환 기술 특론 | Biocatalytic Conversion Technology
고분자 물성 및 물리화학 | Polymer Property and Physical Chemistry
그린화학공정 | Green Chemical Process
저급연료의 열화학적 전환
| Thermo-Chemical Conversion of Low Rank Fuels
실리케이트 화학 | Silicate Chemistry
실험계획법 및 최적설계
| Design of Experiment and Design Optimization
바이오에너지공학 | Green Bioenergy Engineering
바이오화학소재공학 | Green Biobased Chemical Engineering
세미나
(Seminar)

고분자 합성 및 특성분석 세미나
| Seminar on Polymer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바이오리파이너리 | Seminar on Introduction of Biorefinery
그린촉매기술 세미나 | Seminar on Green Catalysis
바이오매스 전환기술 세미나 | Seminar on Biomass Conversion
유체기계 세미나 | Fluid Machinery Seminar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세미나 | Seminar on Bioplastics Preparation
and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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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청정공정 및

세미나

저급연료 에너지화 세미나

에너지시스

(Seminar)

| Seminar on Energy Conversion of Low Rank Fuels

템공학

그린 화학공정 세미나 |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Green

발전 및 산업 연소 시스템 세미나

Process and

| Seminar on Power and Industrial Combustion Systems

Energy
System

금속산화물 소재 세미나 | Seminar on Metal Oxide Materials

Engineering)

생촉매 전환기술 세미나
| Seminar on Biocatalytic Conversion Technologies

로봇공학

전공

(Robotics)

(Major)

선택

최적화기법 | Mathematical Optimization
로봇소프트웨어공학
| Software Engineering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로봇공학 | Robotics
비선형시스템 제어 | Nonliner System Control
다중물리 해석 | Multi-Physics Simulation
무인이동체 동역학 및 제어
| Unmanned Vehicle Dynamics and Control
고급제어이론 | Advanced Control Theory
인간-로봇 상호작용 | Human-Robot Interaction
로봇지능 및 기계학습 | Robot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세미나

최신 로봇 연구 동향 | Recent Researches on Robotics

(Seminar)

산업소재 및

전공

스마트제조

(Major)

공학
(Industrial
Materials and

선택

IoT 제조공학 | IoT Manufacturing Technology
경량소재 및 공정학 | Light Materials and Process
무연솔더 및 표면실장기술
| Pb-Free Solder and Surface Mounting Technology

Smart Manu

물리재료공정학 | Pyrometallurgical Processing Technology

facturing

반도체패키징공학 | Semiconductor Packaging Engineering

Engineering)

실용전산유체역학 | Practic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접합 및 접착본딩기술 | Joining and Adhesive Bonding Technology
희소소재공학 | Critical Materials Engineering
재료공학 특론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복합재료특론 | Composite Materials
분말재료공학 | Powder Materials Engineering
고급 CAE 해석기술 | Advanced CAE Analysis
피로 및 파괴역학 | Fatigue and Fracture
고급응용수학 | Advanced Applied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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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산업소재 및

전공

전산구조역학 |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스마트제조

(Major)

공학

선택

3차원 단층촬영 이론 및 실무
| Theory and Practice for 3D Computed tomography

(Industrial

금속의 응고상변태와 열처리 개론

Materials and

| Basic Theory for Phase Transformation of Solidification In Metal

Smart Manu

Alloy and Heat Treatment

facturing

진동 및 구조동역학 | Vibration and Dynamics of Structures

Engineering)

소재화학 | Materials Chemistry
세미나

희소소재기술 세미나

(Seminar)

| Seminar on the Technology for Critical Materials
반도체패키징기술 세미나
| Seminar on the Recent Semiconductor Packaging Technologies
시뮬레이션 응용설계 특강
| Seminar on the Computer Simul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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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최적제어 | Optimal Control

▶

고급제어이론 | Advanced Control Theory

로봇비전 | Robot Vision

▶

다중물리 해석 | Multi-physics Simulation

컴퓨터 활용 모터 설계 이론 및 실습

▶

| Theory and Application of Motor Design using
Computer

로봇 동역학 및 제어

로봇소프트웨어공학
| Software Engineering for Robotics and
Automation

▶

| Robot Dynamics and Control

무인이동체 동역학 및 제어
| Unmanned Vehicle Dynamics and Control

선형시스템 | Linear Systems

▶

비선형시스템 제어 | Nonlinear System Control

유기금속화학 1 | Organometallics I

▶

유기금속화학 | Organometallics

랜덤 변수와 확률모델

▶

최적화기법 | Mathematical Optimization

| Random Variable and Probabilistic model

합성 및 분석 기술 특론 1

합성 및 분석 기술 특론

| Advanced Synthetic & Analytical Technique

| Advanced Synthetic & Analytical Technique

I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유기금속화학 2 | Organometallics II

▶

-

합성 및 분석 기술 특론 2

▶

-

| Advanced Synthetic & Analytical Technique II

258 2019~2020 - UST CURRICULUM

UST 교과과정

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고급응용수학
Advanced Applied Mathematics
공학 및 컴퓨터 공학 등의 응용분야에 요구되는 수학적 응용이론들과

3차원 단층촬영 이론 및 실무
Theory and Practice for 3D Computed tomography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공학적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치해석과 컴퓨팅
분야의 기초가 되는 각종 수학적 이론을 학습한다.

3차원 단층촬영기술은 X-ray를 이용하여 물체 내부의 결함 및 내외부의
3차원 형상을 취득하고 치수측정을 하는 기술이다. X-ray 및 3차원

고급제어이론

단층촬영의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함분석기법

Advanced Control Theory

및 치수측정기법등을 강의한다.

선형 시스템의 모델링에 대한 기초 지식 배양함을 목적으로 선형 모델에
대한 선형 제어 적용 방법 및 다변수 시스템에 대한 최적 제어 기법을

IoT 제조공학

강의한다.

IoT Manufacturing Technology
전자패키징 및 전자재료 전반의 응용 전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고등 연소공학

목적으로 하며,

Advanced Combustion Engineering

∙ 패키징소재 및 전자재료의 응용이론에 대한 소개

본 과목은 연소공학에 대한 개론으로 기체 연료의 연소를 중심으로 연소시

∙ 소재응용을 위한 디바이스 설계방안 및 설계툴의 활용법

발생하는 물리 화학적 현상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에 대해 다룬다. 이와함께

등을 포함함.

고체 및 액체 연료의 청정 이용을 위한 연소공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소개한다.

∙ the application theory for semiconductor packaging material and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fundamental theories of clean

electronic materials,
∙ the instruction of the application tools such as device design
tools, particularly in view of enlarging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combustion engineering including gas, liquid and solid fuels. Various
engineering approaches for physico-chemical phenomena of
combustion will be presented.

of the students on the materials application.

고분자 물성 및 물리화학
경량소재 및 공정학

Polymer Property and Physical Chemistry

Light Materials and Process

본 교과는 다양한 고분자의 물리적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로인해

(1) 소재에 대한 이해, (2) 중력주조, 다이캐스팅, 압출, 압연 등 공정에

얻어지는 고분자 용액 및 고체의 성질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대한 이해 및 (3-1) 자동차, 항공기 등 구조재로서의 의미 및 (3-2)

목적으로 한다.

희생양극, 생분해성, 2차전지 등 기능재로서의 의미를 이해함으로,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physical structures and solution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소재-공정-활용의 전주기를 학문과

properties of polymers and understanding their solid and solution

산업 측면에서 이해한다.

properties.

Understanding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both for structural
and functional applications

고분자 복합체 개론
Introduction of Polymer Composites

고급 CAE 해석기술

본 교과는 고분자 복합체의 개념을 소개하며, 다양한 보강제를 이용한

Advanced CAE Analysis

분산방법과 고분자 복합체 제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상용 다중물리학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일반 유체 유동, 열유동 현상,

목적으로 한다.

열과 물질의 전달과 유체 구조 연성해석 등 다중물리학 시뮬레이션 활용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olymer

능력을 습득한다.

composites structure. In addition, learning the technology of
preparation for polymer composites via dispersion methods with
various kinds of reinforcement materials such as natural fibers,
nanoparticl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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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합성특론

그린화학 개론

Principles of Polymerization

Fundamental Study for Green Chemistry

본 교과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 합성 기술을 이해하고, 전통적 응용분야와

본 교과는 그린화학 전공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초 지식의 습득을

새롭게 각광 받는 응용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기금속촉매, 생화합물, 바이오 기반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basic methods in the synthesis of

고분자에 대한 화학구조, 합성법, 화학/물리적 특성을 배우게 된다.

polymers and their applications toward both common and new

This lecture aims at gaining the fundamental knowledge for

promising polymer products.

researchers specializing in green chemistry. For this purpose,
chemical structures, synthetic methods, chemical/physical

고온 에너지공학 특론
Issues in Thermo-Fluid Engineering Related to Energy Systems

characteristics of organometallic catalysts, bio-molecules, biobased polymers will be learnt.

본 교과는 열화학적 전환(연소, 열분해, 가스화)이 포함된 열에너지 생산
및 발전 시스템의 최근 이슈들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리뷰하고, 향후

금속의 응고상변태와 열처리 개론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방향성을 토의하는 과목이다.

Basic Theory for Phase Transformation of Solidification In

This subject is to discuss and search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Metal Alloy and Heat Treatment

of the energy system engineering through reviewing recent research

금속의 응고, 냉각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조직과 기계적 성질의 변화에

papers and reports.

대한 기초이론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며 주철, 주강, 알루미늄, 동합금등의
응고과정에서 합금의 조성 변화에 따른 각종 상변태에 대한 응고이론과

고체 연료의 연소 및 가스화 시스템 모델링
Modeling of Combustion and Gasification Systems for Solid Fuels

응고 후 냉각과정에서 냉각속도에 따른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변화에
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본 교과는 석탄이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고형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스템
(석탄화력 발전, 열병합 보일러 등) 및 가스화 시스템의 모델링에 대한

다중물리 해석

심화 과정이다.

Multi-Physics Simulation

This subject is a deepened course for modeling of thermo-chemical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로봇 지능의 기본인 시각 정보를

conversion systems (Coal power plant, CHP boiler, IGCC etc.) which

RGB-D 와 같은 센서를 통해 2D/3D 영상처리 및 로봇에 응용하는

use solid fuel such as coal, waste and biomass.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그린 화학공정

로봇공학

Green Chemical Process

Robotics

본 교과는 (생)촉매화학반응과 분리정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녹색 공정을

로봇 매니퓰레이터 및 이동로봇의 기구학, 동역학 이해와 로봇 제어에

물질 전환, 에너지 효율, 공정 최적화 관점에서 종합적인 이해의 습득을

필요한 기본 이론 학습

목적으로 한다.
This lecture aims at balanced understanding of green processes
on (bio)catalytic reaction and separation in terms of material
conversion, energy efficiency and process optimization.

로봇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모션을 발생시킬수 있는 구동 엑츄에이터의 설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습이 요청되는 설계 툴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실습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적으로는 형상 설계에서, 전자장해석을 통한 전자기력계산,
열유체 해석을 통한 열적 특성해석, 구조해석을 통한 강성 및 소음진동에
대한 내성평가를 위한 설계방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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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지능 및 기계학습

복합재료특론

Robot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Composite Materials

이미지, 영상 등으로부터 물체인식(분류, Localization 등)을 하기위한

첨단 소재 및 희소금속 복합 재료의 소개 Introduction of composite

Deep Neural Network 아키텍처 설계기술 및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materials in advanced materials and rare metals

수학개념, 알고리즘에 관하여 배운다.
분광학 개론
무연솔더 및 표면실장기술

Introduction to Spectroscopy

Pb-Free Solder and Surface Mounting Technology

본 교과는 유무기 호합물의 구조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분광학

본 과목은 무연솔더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 무연솔더 소재,

기기의 원리와 해당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MT 등의 무연솔더 공정, intermetallic compound 등의 무연솔더에서

This lecture aims at the learning various of spectroscopic analyses

꼭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전자패키징 엔지니어로서 전문적인 소양을

and their principle to identify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갖는데 목적이 있다.
분말재료공학
무인이동체 동역학 및 제어

Powder Materials Engineering

Unmanned Vehicle Dynamics and Control

신소재 및 희소금속에 대한 분말 제조, 성형공정에 대한 원리 및 응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 배양함을 목적으로 로봇 동역학 모델 기반의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powder fabrication and forming

제어 기법 및 적용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processes for advanced materials and rare metals

물리재료공정학

비선형시스템 제어

Pyrometallurgical Processing Technology

Nonliner System Control

신소재 및 희소금속 소재 분야에서 진공공정에 대한 원리 및 응용 기술을

로봇 및 시스템 제어에 관련하여 논문을 해독하고,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이해하고, 희소금속의 상변태, 열역학, 고순도화 정련 및 부품제조를 위한

기본개념을 학습한다.

진공공정의 활용능력을 습득
Understanding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vacuum processes
for advanced materials and rare metals and improving the ability
to utilize the vacuum processes for manufacturing various
components and purification of rare metals

생촉매 전환 기술 특론
Biocatalytic Conversion Technology
신소재 및 희소금속에 대한 분말 제조, 성형공정에 대한 원리 및 응용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powder fabrication and forming
processes for advanced materials and rare metals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특론
Conversion Technology of Biomass
본 교과는 바이오리파이너리와 바이오매스 유래 화합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바이오매스의 주요 성분으로부터 다양한 연료 및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전환공정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bio-refinery and
biomass. In addition and learning the technology of conversion

소재화학
Materials Chemistry
희소금속 소재의 유기 및 무기 화학 반응 원리와 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the principle and process of organic and inorganic
chemical reaction for rare metal elements

processes for manufacturing various fuels and chemicals from main
components of biomass.

실리케이트 화학
Silicate Chemistry

반도체패키징공학
Semiconductor Packaging Engineering
본 과목은 전자패키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과목으로, 전자패키징의
종류, 칩본딩, 보드레벨본딩, 기판, 신뢰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데

본교과는 분석방법을 통해서 실리케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와
응용방법을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다.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materials based on silicates
and their applications through analysis tools.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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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전산유체역학

인간-로봇 상호작용

Practic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Human-Robot Interaction

지배방정식, 차분법, 알고리듬, 격자생성과 같은 전산 유체역학의 기초를

HRI(인간 로봇 상호작용)은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학습하고, 기본적 형상을 가진 물체 주위의 유체 흐름과 열전달을 수치해석

인간과 로봇사이의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통신 및 상호작용을 위한 원리나

함으로써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수치해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배운다.

이해의 폭을 넓힌다.
재료공학 특론
실험계획법 및 최적설계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esign of Experiment and Design Optimization

본 과목은 전자패키징 분야에서 접하게 되는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에

This course deals with the optimization procedure for providing

대한 이해와 현장연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the solution of various engineering problems. The course includes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design of experiments, various surrogate models, single- and
multi-objective numerical optimizations and practical engineering
applications using in-house code.

저급연료의 열화학적 전환
Thermo-Chemical Conversion of Low Rank Fuels
본 강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급연료의 에너지화 방법 중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열화학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석탄,

Introduction to Energy System Engineering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연료의 성상 및 환경 문제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본 교과는 열화학적 전환(연소, 열분해, 가스화)이 포함된 열에너지 및

있는 저급 연료를 대상으로 열분해/가스화/연소 등을 통해 에너지화 하고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지식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이를 이용하기위한 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전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rmo-chemical conversion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methods of low rank fuels. Pyrolysis, gasification, and combuston

thermochemocal fuel conversion systems for various kinds of

of solid and liquid fuels will be discussed.

energy(heat and electricity) production system.

전산구조역학
열시스템 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Design and Simulation of Thermal Systems

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과

Design and simulation of thermal systems is a basic sicence that

기본 용어를 이해하고 직접 공학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공학문제의

deals with the rate of transfer of thermal energy. Students are

해결능력,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공학 해석의 communication 능력

assumed to have an adequate background in calculus and physics.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s
본 교과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를 촉매에 의해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기초 및 심화지식을 소개하며, 다양한 균일촉매 및 비균일촉매
시스템의 구조 및 반응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CO2 conversion technology using
various active catalyst systems and understanding knowledgies
about their structures and reactivities.

및 유한요소법의 결과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열전달 및 유동해석을 위한 수치해석의 종류와 특징 및 기본이론, 대류항
차분기법, 난류모델링 등에 대하여 다루고,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실제
적용분야에 대하여 실습한다. 또한 전산유체역학과 실험계획법을 접목하여
해석을 이용한 최적화 설계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of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The course includes an introduction to numerical
methods, FDM & FVM, turbulence model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commercial CFD code. The optimized numerical design methods
combined with DOE are also important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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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및 접착본딩기술

터보유체기계

Joining and Adhesive Bonding Technology

Fundamentals of Turbomachinery

본 과목은 마이크로전자 디바이스를 기판에 실장하는 데에 사용되는

펌프 압축기 터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터보유체기계에 대해 소개한다.

접착소재의 특성과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접착본딩공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터보기계의 종류와 특징 및 기본설계와 성능에 대해 다룬다. 터보유체기계의

현장응용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와 성능에 대한 물리적인 이론을 배운다. 또한 펌프 및 압축기의
설계방법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다.

진동 및 구조동역학
Vibration and Dynamics of Structures
진동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이를 확장하여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반응을 이해한다. 또한 이론적 내용을 해석 S/W를 활용하여 적용함으로써

This course deal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broad diversity of
turbomachinery including pumps, compressors and turbines. The
course includes coverage of basic physical understanding of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turbomachines. The design process
of impeller and other components of pumps and compressors are

역학적 이해력과 실전능력을 향상시킨다

also important subjects.

청정공정 및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1

피로 및 파괴역학

Introduction to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1

Fatigue and Fracture

본교과는 청정공정 및 시스템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지식을

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기본 용어를 이해하고 직접 공학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공학문제의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their majo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reen Process and System Engineering.

청정공정 및 에너지시스템공학 개론 2
Introduction to Green Process and Energy System Engineering 2
본교과는 청정공정 및 시스템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지식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their majo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reen Process and System Engineering.

해결능력,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공학 해석의 communication 능력
및 유한요소법의 결과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합성 및 분석 기술 특론
Advanced Synthetic & Analytical Technique
본 교과는 특정 반응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합성실험 기법과 합성을
통해 제조된 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various synthetic experiments for
specific reaction conditions and analytical methods for the prepared

최적화기법

compounds.

Mathematical Optimization
획득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그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이나 새로운 지식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패턴인식이나 기계학습에 있어서 통계적 기법은

희소소재공학
Critical Materials Engineering

가장 기본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확률이론 기초와 Random variable,

희토원소의 고유 특성 발현 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적 응용현황

확률분포 이론 등을 기본으로 하여 HMM에 기반을 둔 확률모델 설계

및 R&D 이슈를 이해한다.

및 이의 응용인 가우시안 필터(베이즈 필터, Kalman filter)를 전반부에

Understanding the unique property of each rare earth element with

다루고 후반부에는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확률밀도 추정방법,

the scientific and industrial R&D and application trend.

분류기 및 군집화 알고리즘(베이지안 분류기, K-NN, K-means 등),
혼합모델로서 Gaussian Mixture Model, Random Forest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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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공학
Green Bioenergy Engineering

본 교과는 청정기술 중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및 유기성폐기물 유래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전반에 대한 개론적 이해도를 제고한다.
강의에서는 개요 및 술어 정의, 바이오매스 및 유기성폐기물
원료가공,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생물학적
바이오가스 생산, 열화학적 바이오가스 생산, 바이오수소 생산 및
이용, 생물학적 바이오에탄올 생산, 바이오디젤 전환, 바이오에너지
열병합 생산, 바이오화학 소재 및 연료 동시 생산, 재생에너지 믹스
포트폴리오, RDF 및 RPF 고형연료, 폐(바이오)플라스틱 재자원화,
바이오에너지 순환망 및 지속가능성, 바이오 선박유 및 항공유 등을
다루게 된다.
Green bioenergy engineering aim at overall basic understanding
of biomass and organic biowaste derived biofuel and bioenergy.
It covers biocrop and biowaste feedstock preparation,
bio-thermo-chemical production of biogas, biohydrogen, biofuel
such as bioethanol and biodiesel and thermal regeneration in forms
of heat, steam and electricity along with renewable energy energy
mix and future biofuels for ship and airplane.

바이오화학소재공학
Green Biobased Chemical Engineering

본 교과는 청정기술 중 재생가능 천연자원 유래 바이오화학소재의
생산 전반에 대한 개론적 이해도를 제고한다.
강의에서는 개요 및 술어 정의, 바이오매스 원료가공, 당 기반
출발물질, 유기산 전환기술, 유도체 전환기술, 생물학적 전환공정,
열화학적 전환공정, 분리정제기술, 전주기적 녹색순환, 바이오
정밀화학소재생산, 바이오연료생산, 플랫폼 화학소재 및 단량체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합성,생 분해성 플라스틱, 내구성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다루게 된다.
Green biobased chemical engineering aims at overall basic
understanding of natural biomass resource derived conversion and
production of biobased chemical materials.
It covers from biomass raw material preprocessing upto biobased
platform chemicals and macromolecules such as bioplastics along
with terminology, bio-thermo-chemical conversion and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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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전환기술 세미나
Seminar on Biomass Conversion
본 교과는 바이오매스 전환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관련 최신

고분자 합성 및 특성분석 세미나
Seminar on Polymer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본 교과는 고분자 합성 및 특성분석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biomass conversion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and patents.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the polymer syntheses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세미나

and characterization techniques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Seminar on Bioplastics Preparation and Their Application

and patents.

Technologies
본 교과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관련 최신

그린 화학공정 세미나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본 교과는 그린화학공정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bioplastic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and patents.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the green catalysis

반도체패키징기술 세미나

& process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and patents.

Seminar on the Recent Semiconductor Packaging Technologies
전자패키징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소재 및 공정기술에 대한

그린촉매기술 세미나

강의 및 토론식 세미나.

Seminar on Green Catalysis
본 교과는 그린화학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관련 최신

발전 및 산업 연소 시스템 세미나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Seminar on Power and Industrial Combustion Systems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the green catalysis

본 교과는 발전 및 산업 연소 시스템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and patents.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the power and

금속산화물 소재 세미나
Seminar on Metal Oxide Materials

industrial combustion systems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and patents.

본 교과는 금속산화물 전반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생촉매 전환기술 세미나

This seminar aims at understanding the recent trends on metal

Seminar on Biocatalytic Conversion Technologies

oxide materials.

본 윤강은 생체분자, 생체촉매, 바이오전환 기술에 관련된 다수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이오리파이너리
Seminar on Introduction of Biorefinery
본 교과는 발전 및 산업 연소 시스템 관련 연구논문과 특허 리뷰를 통해

한다.
This series of lectures introduces students to current research trends
on biomolecule, biocatalysis, and bioconversion technologies.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recent results on the power and

시뮬레이션 응용설계 특강

industrial combustion systems by reviewing recent research papers

Seminar on the Computer Simulation Applications

and patents.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하여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한다. 실제 제품 설계에 시뮬레이션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공학설계 능력을 습득하고 실무능력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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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기계 세미나
Fluid Machinery Seminar
유체기계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로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함

저급연료 에너지화 세미나
Seminar on Energy Conversion of Low Rank Fuels
본 윤강은 생체분자, 생체촉매, 바이오전환 기술에 관련된 다수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series of lectures introduces students to current research trends
on biomolecule, biocatalysis, and bioconversion technologies.

최신 로봇 연구 동향
Recent Researches on Robotics
로봇에 대한 세계각국의 연구동향 및 로봇의 종류별 연구동향에 대한
리뷰 및 세미나를 통하여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소소재기술 세미나
Seminar on the Technology for Critical Materials
소재별 특징과 관련 설계, 제조 및 가공공정을 이해
Understanding the materials and processes requisite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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