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공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 교육목표

1) 고도의 전문화 되어가는 산·학·연 관련기관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계공학
각 전공분야의 이론 및 적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2) 급변하는 최근의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력과 능동적인 행동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
출한다.
3) 전문지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비기계전공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사 소통력과
품성을 배양한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1) 기계공학전공
    가) 전공분야
      ① 열?유체 분야
      ② 생산기술 분야
      ③ 고체 및 파괴역학 분야
      ④ 동역학 및 제어 분야
      ⑤ 바이오 멤스 분야
    나) 필수과목
      ① 석사과정：‘응용수학I’과 ‘응용수학Ⅱ’ 중 최소 1과목 이상
    다) 박사과정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 ‘응용수학I’ ‘응용수학Ⅱ’
    라)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과정：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래형자동차공학 전공
    가) 전공분야
      ① 고안전 자동차
      ② 고효율 자동차
    나) 필수과목
      ① 석사과정
        ㄱ. 응용수학 I
        ㄴ. 연구방법 및 논문작성법
        ㄷ. 프로젝트발표
        ㄹ. 현장실습 및 인턴쉽
    다) 박사과정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응용수학I’ ‘응용수학Ⅱ’
    라)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과정：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학위
논문은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은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김병수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자동차설계 및 생산,응용

역학,생체역학
교수

김흥섭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소음진동제어 교수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김범근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구조역학 및 해석 교수

정옥찬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MEMS(초소형전기기계시스

템)
교수

김현철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기계공학 교수

김무근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열역학 교수

부광석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기계제어 교수

이대희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열전달 교수

조지룡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유체공학 교수

김형만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내연기관 및 연소 교수

이성범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자동차설계(고체및구조역

학)
교수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친환경 자동차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A210 대류열전달 3 3.0 0.0 이론

Convection Heat Transfer

전공 EJA204 동력시스템설계 3 3.0 0.0 이론

Power Systems Design

전공 EJA215 전기화학 에너지 시스템 특론 3 3.0 0.0 이론

Electrochemical Energy System

전공 EJA216 지속가능에너지 3 3.0 0.0 이론

Sustainable Energy

전공 EJA203 환경연소공학 3 3.0 0.0 이론

Environment Combustion Engineering

1-2 전공 EJA208 고등유체역학 3 3.0 0.0 이론

Advanced Fluid Dynamics

전공 EJA207 공학실험 및 불확실도 해석 3 3.0 0.0 이론

Engineering Experimenta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전공 EJA211 대류열전달 응용 3 3.0 0.0 이론

Application of Convection Heat Transfer

전공 EJA205 대체연료동력장치 3 3.0 0.0 이론

Alternative Fuel Power System

전공 EJA201 에너지시스템 디자인 3 3.0 0.0 이론

Energy System Design

전공 EJA214 연료전지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Fuel Cell

전공 EJA209 열전달촉진 3 3.0 0.0 이론

Heat Transfer Enhancement

소계: 36 학점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M001 응용수학Ⅰ 3 3.0 0.0 이론

Applied MathematicsⅠ

1-2 전공 EJM005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3 3.0 0.0 이론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전공 EJM407 세미나Ⅱ 3 3.0 0.0 이론

SeminarⅡ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M002 응용수학Ⅱ 3 3.0 0.0 이론

Applied Mathematics Ⅱ

전공 EJM003 프로젝트발표 1 1.0 0.0 이론

Project Presentation

전공 EJM004 현장실습 및 인턴쉽 3 3.0 0.0 이론

Field Training and Intenrship

2-1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2-2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26 학점

열및유체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A510 점성유동 3 3.0 0.0 이론

Viscous Flow

1-2 전공 EJM106 에너지변환공학 3 3.0 0.0 이론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전공 EJA509 열교환기 설계 3 3.0 0.0 이론

Heat Exchanger Design

전공 EJM104 열역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in Thermodynamics

전공 EJM105 열유체수치해석 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in Numerical Analysis of

heat and Fluid Flow

전공 EJM103 저온공학 3 3.0 0.0 이론

Cryogenics

소계: 18 학점

생산기술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M209 소성역학 3 3.0 0.0 이론

Plasticity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생산기술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M201 특수가공학 3 3.0 0.0 이론

Nontraditional Machining

전공 EJM204 표면역학 3 3.0 0.0 이론

Surface Mechanics

1-2 전공 EJM210 생산 시스템과 마이크로 가공기술 3 3.0 0.0 이론

Manufacturing System and Micro Machining

Technology

전공 EJM211 유연 투명전극 제조 2 0.5 3.0 이론,실험

(습)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Fabrication

전공 EJM202 절삭가공학 3 3.0 0.0 이론

Metal Cutting

전공 EJM208 제조공학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Manufacturing

소계: 20 학점

고체및파괴역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A302 복합재료학 3 3.0 0.0 이론

Introduction to Composite Materials

전공 EJA115 선형탄성학 3 3.0 0.0 이론

Linear Elasticity

전공 EJA503 초탄성재료거동학 3 2.0 2.0 이론,실험

(습)Behavior of Hyperelastic Material

1-2 전공 EJM312 비선형점탄성학 3 3.0 0.0 이론

Nonlinear Viscoelasticity

전공 EJA306 유한요소법 3 3.0 0.0 이론

Finite Element Method

전공 EJM305 재료강도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rength of Materials

전공 EJA504 탄성학특론 3 3.0 0.0 이론

Elasticity

전공 EJA308 피로/파괴역학 3 3.0 0.0 이론

Fatigue and Fracture Mechanics

소계: 24 학점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동역학및자동제어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A102 동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Dynamics

전공 EJM410 비선형제어 3 3.0 0.0 이론

Nonlinear Control

전공 EJM401 인공지능제어 3 3.0 0.0 이론

Artificial Intelligence Control

전공 EJM403 진동공학특론 Ⅰ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Vibration

소계: 12 학점

고안전자동차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A135 미세 시스템 공학 3 3.0 0.0 이론

Micro Systems Engineering

전공 EJA505 선형진동공학 3 3.0 0.0 이론

Linear vibration engineering

전공 EJA506 소음및진동제어 3 3.0 0.0 이론

Noise and Vibration control

전공 EJA104 소음제어 3 3.0 0.0 이론

Noise Control

전공 EJA105 차량동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Vehicle Dynamics

1-2 전공 EJA137 ITS기술 특론 3 3.0 0.0 이론

Intelligent Trasport Systems

전공 EJA134 NC기반 가공과 CAM 3 3.0 0.0 이론

NC-based Manufacturing and CAM

전공 EJA108 고등자동제어 3 3.0 0.0 이론

Advanced Automatic Control

전공 EJA114 고체역학특론 3 3.0 0.0 이론

Introduction to Scientific Computing in

Solid and Fluid Dynamics

전공 EJA136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3 3.0 0.0 이론

Multi-physical FEM Simulatiion

전공 EJA507 랜덤데이타 3 3.0 0.0 이론

Random Data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고안전자동차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A139 마이크로/나노 소자 개론 3 3.0 0.0 이론

Introduction to Micro/Nano devices

전공 EJA140 미세 제작 공정의 기초 3 3.0 0.0 이론

Fundamentals of Microfabrication

전공 EJA116 선형점탄성학 3 3.0 0.0 이론

Linear Viscoelasticity

전공 EJA132 신호처리 및 스펙트럼해석 3 3.0 0.0 이론

Signal Processing & Spectral Analysis

전공 EJA117 자동차부싱 및 점탄성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Viscoelasticity

전공 EJA113 재료의 기계적 거동 3 3.0 0.0 이론

Mechanical Performance of Materials

전공 EJA133 정밀가공론 3 3.0 0.0 이론

Precision Machining

전공 EJA138 차량간 통신기술 특론 3 3.0 0.0 이론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Technology

전공 EJA110 차량제어 3 3.0 0.0 이론

Automatic Control Theory for Automobiles

전공 EJA508 차량진동학 3 3.0 0.0 이론

Vehicle Vibration

소계: 63 학점

총계: 199 학점



▣ 교과목 개요

◎ EJA201 에너지시스템 디자인  (Energy System Design)

◎ EJA203 환경연소공학  (Environment Combustion Engineering)

◎ EJA204 동력시스템설계  (Power Systems Design)

◎ EJA205 대체연료동력장치  (Alternative Fuel Power System)

◎ EJA207 공학실험 및 불확실도 해석  (Engineering Experimenta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

◎ EJA208 고등유체역학  (Advanced Fluid Dynamics)

◎ EJA209 열전달촉진  (Heat Transfer Enhancement)

◎ EJA210 대류열전달  (Convection Heat Transfer)

◎ EJA211 대류열전달 응용  (Application of Convection Heat Transfer)

◎ EJA214 연료전지 특론  (Advanced Fuel Cell)

◎ EJA215 전기화학 에너지 시스템 특론  (Electrochemical Energy System)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에는 다양한 대체연료 시스템을 적용된다. 이러한 대체 연료 시스템은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응용한 시스템들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데,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전기화학 에너지

시스템의 원리와 특성을 배우고

◎ EJA216 지속가능에너지  (Sustainable Energy)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지구 환경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 환경과 주변에 해를 입히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지구 환경에

◎ EJM001 응용수학Ⅰ  (Applied MathematicsⅠ)

◎ EJM002 응용수학Ⅱ  (Applied Mathematics Ⅱ)

◎ EJM003 프로젝트발표  (Project Presentation)

◎ EJM004 현장실습 및 인턴쉽  (Field Training and Intenrship)

◎ EJM005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공학자가 자신의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연구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이다. 특히 순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적 공용어로 커뮤니

케이션을 수행하는 능력은 국내

◎ EJM407 세미나Ⅱ  (SeminarⅡ)



▣ 교과목 개요

◎ EZZ024 석사 논문 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 EJA509 열교환기 설계  (Heat Exchanger Design)

열교환기에 관련한 열·유체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 HTRI(열교환기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효율 열교

환기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 EJA510 점성유동  (Viscous Flow)

층류 및 난류 경계층을 포함하는 점성유동의 이론 및 수치적 해법을 공부한다. Navier-Stokes 방정식의 유

도 및 엄밀해, 경계층 유동의 해석과 근사해, 그리고 난류 모델링을 포함한 난류유동을 다룬다.

◎ EJM103 저온공학  (Cryogenics)

◎ EJM104 열역학특론  (Special Topics in Thermodynamics)

◎ EJM105 열유체수치해석 특론  (Special Topics in Numerical Analysis of heat and Fluid Flow )

◎ EJM106 에너지변환공학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 EJM201 특수가공학  (Nontraditional Machining)

◎ EJM202 절삭가공학  (Metal Cutting)

◎ EJM204 표면역학  (Surface Mechanics)

◎ EJM208 제조공학 특론  (Advanced Manufacturing)

본 과목은 전통적인 생산기술들을 포함하여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자동화, Rapid Product의 설계와 생산방

법, 마이크로 가공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 EJM209 소성역학  (Plasticity)

본 과목에서는 금속의 성형가공에서 수학적 해석방법을 통한 소성역학을 공부한다. 기본적인 응력-변형률

관계, 황복 거동, 온도상승 및 일량을 소개하여 단조, 압연, 압출 및 인발 등에 대한 역학을 이해한다.

◎ EJM210 생산 시스템과 마이크로 가공기술  (Manufacturing System and Micro Machining Technology)

본 과목은 다양한 생산 기술, 방법들을 포함하여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자동화, Rapid Product의 설계와

생산 방법, 마이크로 가공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 EJM211 유연 투명전극 제조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Fabrication)

최근 유연한 전자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점함에 따라 기존의 I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투명전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는 금속 나노와이어를 이용

◎ EJA115 선형탄성학  (Linear Elasticity)

◎ EJA302 복합재료학  (Introduction to Composite Materials)



▣ 교과목 개요

◎ EJA306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 EJA308 피로/파괴역학  (Fatigue and Fracture Mechanics)

◎ EJA503 초탄성재료거동학  (Behavior of Hyperelastic Material)

본 교과목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초탄성재료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요청을 맞추기 위하여 고무재료와 같은

초탄성재료의 거동의 특성울 배우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익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초탄성재료

의 거동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

◎ EJA504 탄성학특론  (Elasticity)

고체의 변형거동에 대하여 탄성영역에서 선형부분과 비선형부분을 총괄하여 탄성학의 개념과 응용부분을

학습한다.

◎ EJM305 재료강도 특론  (Advanced Strength of Materials)

◎ EJM312 비선형점탄성학  (Nonlinear Viscoelasticity)

◎ EJA102 동역학특론  (Advanced Dynamics )

◎ EJM401 인공지능제어  (Artificial Intelligence Control)

◎ EJM403 진동공학특론 Ⅰ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Vibration)

◎ EJM410 비선형제어  (Nonlinear Control)

◎ EJA104 소음제어  (Noise Control)

◎ EJA105 차량동역학특론  (Advanced Vehicle Dynamics)

◎ EJA108 고등자동제어  (Advanced Automatic Control)

◎ EJA110 차량제어  (Automatic Control Theory for Automobiles )

◎ EJA113 재료의 기계적 거동  (Mechanical Performance of Materials)

◎ EJA114 고체역학특론  (Introduction to Scientific Computing in Solid and Fluid Dynamics )

◎ EJA116 선형점탄성학  (Linear Viscoelasticity)

◎ EJA117 자동차부싱 및 점탄성특론  (Advanced Viscoelasticity)

◎ EJA132 신호처리 및 스펙트럼해석  (Signal Processing & Spectral Analysis)

기계 및 전기 시스템으로부터 관측되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방법을 취급한다. 주로 데이터 습득, 디

지털 필터, FFT, 상관함수, 스펙트럼 밀도 함수 등을 소개하고 경로 및 원인규명의 응용을 다룬다. 그리고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 교과목 개요

◎ EJA133 정밀가공론  (Precision Machining)

최근 마이크로 스케일의 미세한 부품들의 정밀 가공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절삭가

공에 대한 기본 원리와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가공목적에 적합한 최근의 기술과 연구 도

향에 대해 공부한다.

◎ EJA134 NC기반 가공과 CAM  (NC-based Manufacturing and CAM)

본 과목에서는 NC 기반 가공에 대한 기본 원리와 메커니즘을 배우고 NC기계를 사용하여 기계 부품 또는 금

형 등의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며, 실제 기계부품에 대한 3차원 CAD데이타를 생성하고

NC기계로 가공하는 실

◎ EJA135 미세 시스템 공학  (Micro Systems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동적 시스템의 다양한 설계 및 해석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EJA136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Multi-physical FEM Simulatiion)

미세 소자의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기법 습득

◎ EJA137 ITS기술 특론  (Intelligent Trasport Systems)

ITS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각종 도로 교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ITS의 개요를 살펴보고, ATMS, ATIS, APTS, CVO 및 AVHS 등과 같은 요소기술들을 학습한다.

◎ EJA138 차량간 통신기술 특론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Technology)

차량간 직접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제공받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V2V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본 교과목에서는 차세대 차량용 프로토콜인 IEEE802.11p, DSRC 등의 기술을 학습한다.

◎ EJA139 마이크로/나노 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Micro/Nano devices)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의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향후 전망

에 대해 학습한다.

◎ EJA140 미세 제작 공정의 기초  (Fundamentals of Microfabrication)

마이크로 및 나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현존하는 여러 가지 미세 제작 공정법을 학습한다.

◎ EJA505 선형진동공학  (Linear vibration engineering)

1자유도계와 다자유도계 선형 진동시스템의 진동방정식을 유도하고 고유치해석을 통해 진동응답과 고유치

특성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연속계를 대상으로 운동방정식 유도와 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EJA506 소음및진동제어  (Noise and Vibration control)

소음 및 진동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방법을 알아보며, 소음 진동의 특성에 다른

수동적 또는 능동적 저감 방법과 인간 감성을 고려한 음질 설계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EJA507 랜덤데이타  (Random Data)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신호의 측정, 분석을 위한 신호처리 이론을 습득하고

Matlab를 활용하여 실제 신호의 분석을 통해 이해를 높인다.

◎ EJA508 차량진동학  (Vehicle Vibration)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별로 진동문제를 분석하여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사례들

을 공부한다. 다양한 응용예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진동 차량부품 설계기의 이해를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