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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교육목표
  1) N-A-N-O 역량을 갖춘 글로컬(glocal) 나노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① N : 학문간 융합 교육을 수혜한 차세대(Next) 인재
    ② A : 지역산업 혁신을 꿈꾸는 도전적(Ambitious) 인재
    ③ N : 외국어 능력, 글로벌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고급(Noble) 인재
    ④ O :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독창적(Original) 인재
 2)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제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독창적인 나노시스템 관련 핵심원천기술
    을 확보하여 교육 및 연구의 세계화를 선도한다.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한다.

◎ 취업과진로

반도체, LCD 및 전자소자, 소재·부품, 나노바이오 분야의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 뿐 아니라, 정부출연연
구소 및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진출함.

◎ 교육과정지침

학과내규

가, 전공분야
전공분야는 크게 반도체 트랙, 에너지 트랙, 의료 트랙으로 분류된다. 각 트랙에 대한 세부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트랙
- 나노반도체전공
- 나노소자 및 시스템 전공

2) 에너지 트랙
- 나노소재 전공
- 에너지 소재 및 소자 전공
- 에너지 시스템 전공

3) 의료 트랙
- 바이오멤스 전공
- 플리머소재 전공
- 제제 및 생체공학 전공
- 스마트ICT 전공
- 스마트 의용생체공학 전공

나, 이수학점
 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1) 석사과정 이수학점 : 공통기본소양 3과목이상(필수: 영어논문작성법, 고급공학영어, 연구윤리 및 생명
윤리, 기초통계와 조사방법론) / 공통기초 1과목이상 / 전공1과목 이상 : 21학번부터적용
- 고급공학영어는 수강신청 전 토익 600점 이상 성적제출시 면제한다.
- 기초통계와조사방법론,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두과목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한다.(2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2) 박사과정 이수학점 :  공통기본소양 3과목이상(필수: 영어논문작성법, 고급공학영어 연구윤리 및 생명
윤리, 기초통계와 조사방법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제외) / 공통기초 : 1과목 이상(석사과정에서 이
수한 경우 제외) / 전공 : 4과목 이상 : 21학번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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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공학영어는 수강신청 전 토익 600점 이상 성적 제출시 면제한다.
- 기초통계와조사방법론,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두과목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한다.(2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 제출자격으로 반드시 1회 이상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학술지(KCI,SCI급
)에 주저자로 투고하여야 한다.(투고확인서, 발표확인서 제출 필수)
 2) 논문 1편당 1명의 주저자만을 인정한다.
 3) 박사학위 제출자격으로 반드시 2회 이상 SCI(E)급 논문에 주저자로 게재확정(accepted)되어야 한다.
 4)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박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석사과정 시 취득한 학점 제외)까지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석·박사과정 입학 시 토익점수가 석사과정 600점, 박사과정 650점을 넘지 않을 경우 ‘고급공학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석·박사과정생은 ‘전문가초청세미나’를 2회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학석사연계과정생은 1회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석·박사과정생,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나노융합연구세미나’를 2회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전과생, 비전일제 학생 등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20학번부터 적용)

라, 학위논문 계획서 발표(Review & Proposal)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1)발표대상 : 석·박사 3학기 학생
 2)발표시기 : 3~4월 중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이제원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광반도체공정 교수

임재영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광반도체소자 교수

박원욱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나노재료(공학) 교수

송한정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전자공학 교수

김성규 일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경영학과 조교수

이우경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나노바이오(화학) 교수

류혁현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나노소자 교수

손근용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나노소자특성평가 교수

한기호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나노멤스 교수

김현철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기계공학 교수

전병철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재료공학 교수

정윤경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용소재역학 조교수

윤창한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용전자 조교수

NULU VENUGOPAL 일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나노 조교수

정필승 공과대학 미래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 조교수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심재웅 공과대학 미래에너지공학과 전기전자공학 조교수

서현웅 공과대학 미래에너지공학과 영상및통신시스템 조교수

이광세 일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응집물질 물리학 교수

조관식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레이저플라즈마 교수

허도성 일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물성화학 교수

김양수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공정시스템 교수

김형만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

부
내연기관 및 연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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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28 4차산업혁명 3 3.0 0.0 이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전공 EJH601 고급공학영어 3 3.0 0.0 이론

Advanced Engineering English

전공 EJH426 고등유기화학 3 3.0 0.0 이론

Advanced Organic Chemistry

전공 EJH328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Ⅰ 1 1.0 0.0 이론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Ⅰ

전공 EJH329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Ⅱ 1 1.0 0.0 이론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Ⅱ

전공 EJH330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Ⅲ 1 1.0 0.0 이론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Ⅲ

전공 EJH331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Ⅳ 1 1.0 0.0 이론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Ⅳ

전공 EJH639 생체재료공학 3 3.0 0.0 이론

Biomaterials engieering

전공 EJH209 열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Thermodynamics

전공 EJH608 전기회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lectric Circuits

전공 EJH615 지식재산권 2 2.0 0.0 이론

Intellectual Property

전공 EJH638 클라우드 컴퓨팅 3 3.0 0.0 이론

Cloud Computing

전공 EJH627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3 3.0 0.0 이론

Data analysis using Python

전공 EJH509 현장실습 Ⅰ 2 2.0 0.0 이론

Practical Training Ⅰ

전체-

2

전공 EJH106 공학수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 EJH630 기기분석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전공 EJH629 기술과 경영 3 3.0 0.0 이론

Technology and Management

전공 EJH333 나노융합프로젝트 1 1.0 0.0 이론

Nano Convergen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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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JH624 신재생 에너지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newable Energy

전공 EJH101 영어논문작성법 3 3.0 0.0 이론

English Writing for dissertation

전공 EJH620 재료특성분석 3 3.0 0.0 이론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전공 EJH507 전문가초청세미나 Ⅲ 1 1.0 0.0 이론

Special Seminar Ⅲ

전공 EJH505 전문가초청세미나Ⅰ 1 1.0 0.0 이론

Special SeminarⅠ

전공 EJH506 전문가초청세미나Ⅱ 1 1.0 0.0 이론

Special Seminar Ⅱ

전공 EJH508 전문가초청세미나Ⅳ 1 1.0 0.0 이론

Special Seminar Ⅳ

전공 EJH621 집적회로 설계 3 3.0 0.0 이론

integrated curcuit design

전공 EJH510 현장실습 Ⅱ 2 2.0 0.0 이론

Practical Training Ⅱ

소계: 60 학점

나노반도체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355 CMOS소자공학 3 3.0 0.0 이론

CMOS Device Engineering

전공 EJH644 고급고체전자공학 3 3.0 0.0 이론

Advanced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전공 EJH361 박막공정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Thin Film Process

전공 EJH622 신경망회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neural network circuit

전공 EJH317 양자구속구조이론 3 3.0 0.0 이론

Quantum Confined Structure

전공 EJH354 파워 IC 설계 3 3.0 0.0 이론

Power IC Design

전체-

2

전공 EJH359 나노전자소자 3 3.0 0.0 이론

NANO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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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나노반도체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JH360 반도체소자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emiconductor Device Engineering

전공 EJH334 센서공학 3 3.0 0.0 이론

Sensor Engineering

전공 EJH611 전자회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Microelectronics

전공 EJH631 진동 분광학 3 3.0 0.0 이론

Vibrational Spectroscopy

전공 EJH356 표면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urface Engineering

전공 EJH311 플라즈마응용공학 3 3.0 0.0 이론

Plasma Application Engineering

소계: 39 학점

나노소재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016 결정구조학 3 3.0 0.0 이론

Crystallography and Crystal Chemistry

전공 EJH357 고급전지공학 3 3.0 0.0 이론

Advanced Batteries

전공 EJH006 나노자성재료 3 3.0 0.0 이론

Nano Magnetic Materials

전공 EJH646 제조공학 3 3.0 0.0 이론

Manufacturing Processes

전체-

2

전공 EJH309 X선 회절의 응용 3 3.0 0.0 이론

Applications of X-ray Diffraction

전공 EJH612 리튬이차전지 3 3.0 0.0 이론

Lithium Secondary Batteries

전공 EJH015 전자현미경기술 3 3.0 0.0 이론

Electon Microscope

전공 EJH647 판재성형학 3 3.0 0.0 이론

Sheet Metal Forming

소계: 2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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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폴리머소재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421 고분자나노복합재료 3 3.0 0.0 이론

Polymer nano composite

전공 EJH602 자극응답형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3 3.0 0.0 이론

Stimuli-responsive High Performance

Polymers

전공 EJH640 지능성 고분자 및 하이드로겔 3 3.0 0.0 이론

Smart Polymers and Hydrogels

전체-

2

전공 EJH251 고분자미세입자 제조와응용 3 3.0 0.0 이론

Preparation and Applicaation of Polymer

Micro/Nano-particles

전공 EJH110 고분자재료특론 3 3.0 0.0 이론

Advances in polymeric materials

전공 EJH641 생체나노 고분자 복합체 3 3.0 0.0 이론

Bio- and Nano- Polymer Composites

소계: 18 학점

바이오멤스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420 BioMEMS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BioMEMS

전공 EJH645 나노입자동역학 3 3.0 0.0 이론

Kenetics of Nano Particles

전체-

2

전공 EJH607 NEMS공학 3 3.0 0.0 이론

NanoElectro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소계: 9 학점

나노소자 및 시스템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JH216 나노소자특성평가 3 3.0 0.0 이론

Characterization for Nano Devices

소계: 3 학점

에너지 소재 및 소자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19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3 3.0 0.0 이론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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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에너지 소재 및 소자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37 에너지공학전산모사 3 3.0 0.0 이론

Simulations for Energy Engineering

소계: 6 학점

에너지 시스템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23 스마트그리드 공학 특론 3 3.0 0.0 이론

 Smart Grid Engineering

전공 EJH635 전기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lectrochemistry

전공 EJH617 전력계통설계및해석 3 3.0 0.0 이론

Power System Design and Analysis

전공 EJH633 전력계통안정도해석 3 3.0 0.0 이론

Power System Stability Analysis

전체-

2

전공 EJH358 고급태양전지공학 3 3.0 0.0 이론

Advanced Solar Cell Engineering

전공 EJH643 데이터프로세싱 3 3.0 0.0 이론

Data Processing

전공 EJH618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전자설비 제어 3 3.0 0.0 이론

Renewable Energy and Power Electronics

Devices Control

전공 EJH632 에너지 정책과 시장 3 3.0 0.0 이론

Energy Policy and Market

전공 EJH636 이동현상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Transport Phenomena

전공 EJH634 전력품질해석 3 3.0 0.0 이론

Power Quality Analysis

소계: 30 학점

제제 및 생체공학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09 바이오재료합성 3 3.0 0.0 이론

biomaterials synthesis

전공 EJH614 생물약제학 3 3.0 0.0 이론

Biopharmaceutics

전체-

2

전공 EJH435 약물전달시스템 3 3.0 0.0 이론

Drug Delivery System



나노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Nanoscience and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제제 및 생체공학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JH613 조직공학나노소재 3 3.0 0.0 이론

tissue engineering nanomaterials

소계: 12 학점

스마트ICT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26 스마트ICT 3 3.0 0.0 이론

Understanding of Smar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전공 EJH610 오픈소스의 이해 3 3.0 0.0 이론

Understanding of open source ecosystem

전공 EJH642 차세대 통신 3 3.0 0.0 이론

Next Generation Network

전체-

2

전공 EJH625 의료IoT 3 3.0 0.0 이론

Understanding of Medical IoT Technology

전공 EJH616 의료정보보호기술 3 3.0 0.0 이론

Understanding of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Technology

소계: 15 학점

스마트 의용생체공학 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H605 생물분리공학 3 3.0 0.0 이론

Bioseparation Engineering

전공 EJH603 의료 초음파 공학 3 3.0 0.0 이론

Medical ultrasound

전체-

2

전공 EJH606 바이오센서 3 3.0 0.0 이론

Biosensor

전공 EJH604 의공 신호 및 시스템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biomedical signal and system

소계: 12 학점

총계: 228 학점



▣ 대체교과목 지정 현황

순번
구 교과목 대체교과목 지정

학년도

신규

편성

동일

지정코드 교과목명 코드 교과목명

1 EJH253
고기능성 고분자재료와

나노복합체의 응용
EJH602

자극응답형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2018 ○

▣ 동일교과목 지정 현황

순번
신규교과목 동일교과목 지정

학년도

신규

편성

대체

지정코드 교과목명 코드 교과목명

1 EJH607 NEMS공학 EJH107 NEMS의 기초 2020

2 EJH602
자극응답형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EJH253

고기능성 고분자재료와

나노복합체의 응용
2018 ○

3 EJH621 집적회로 설계 EJH351 반도체 집적회로 2020

4 EJH611 전자회로특론 EJH363 전자회로특론 Ⅰ 2020

5 EJH611 전자회로특론 EJH364 전자회로 특론 II 2020

6 EJH609 바이오재료합성 EJH414 고급의약합성 2020

7 EJH613 조직공학나노소재 EJH432 조직공학특론 2020

8 EJH622 신경망회로특론 EJH439
신경모방시스템 집적회

로
2020

9 EJH645 나노입자동역학 EJH440 입자전자기동력학 2020



▣ 교과목 개요

◎ EJH101 영어논문작성법  (English Writing for dissertation)

◎ EJH106 공학수학특론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 EJH209 열역학특론  (Advanced Thermodynamics)

본 강좌에서는 열역학 용어, 변수 그리고 phasediagram, phase equilibrium등에 대해 공부해보고, Ⅲ-Ⅴ

compound semiconductorgrowth에 있어서 열역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EJH328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Ⅰ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Ⅰ)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진행은 석사 3학기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실별로 연

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석

◎ EJH329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Ⅱ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Ⅱ)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진행은 석사 3학기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실별로 연

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석

◎ EJH330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Ⅲ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Ⅲ)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진행은 석사 3학기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실별로 연

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석

◎ EJH331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Ⅳ  (Nano-Convergence Research Seminar Ⅳ)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진행은 석사 3학기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실별로 연

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석

◎ EJH333 나노융합프로젝트  (Nano Convergence Projects)

본 교과목에서는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Ⅰ)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나노융합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목의 수강을 위해서는 나노융합연구세미나(Ⅰ)를

먼저 수강하여야 한다. 진행

◎ EJH426 고등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본 강좌의 목적은 학부 과정에서 배운 유기화학 내용을 총 정리하는데 있으며, 유기화합물의 종류와 명명

법, 구조와 성질의 관계, 유기반응 메카니즘 및 다양한 유기 반응들을 다룬다. 수업은 최신 유기화학 교재

에서 엄선하여 발췌한 다양

◎ EJH505 전문가초청세미나Ⅰ  (Special SeminarⅠ)

◎ EJH506 전문가초청세미나Ⅱ  (Special Seminar Ⅱ)

◎ EJH507 전문가초청세미나 Ⅲ  (Special Seminar Ⅲ)

◎ EJH508 전문가초청세미나Ⅳ  (Special Seminar Ⅳ)

매주 나노공학부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결과를 요약한다.

◎ EJH509 현장실습 Ⅰ  (Practical Training Ⅰ )

연구분야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 EJH510 현장실습 Ⅱ  (Practical Training Ⅱ)

연구분야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 교과목 개요

◎ EJH601 고급공학영어  (Advanced Engineering English)

◎ EJH608 전기회로특론  (Advanced Electric Circuits)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의 최종 지향점은 친환경, 클린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터 변환된 전기 에너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기 회로의 해석 능력은 필수 핵심 기술이다. 다양한 전기

회로 해석법을 학습하고, 다

◎ EJH615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본 교과목에서는 연구에 종사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공한다

. 특히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이고, 윤리적인 쟁점들을 다루어 봄으로써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고 또한 자신의 연구결과 및

◎ EJH620 재료특성분석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주사전자현미경, 접촉각 측정기, 인장시험기, 경도분석기, 충격시험기, 피로시험기 등 재료의 표면분석과

구조분석 장비를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한다

◎ EJH621 집적회로 설계  (integrated curcuit design)

NMOS,PMOMS 트랜지스터의 기본원리와 저항, 캐패시터 등의 수동소자설계 방법과 전류미터, 바이어스회로,

메모리 셀등 아날로그 집접회로, CMOS 인버터, NAND 게이트 등의 주요 반도체회로의 원리와 설계방법 및

그 응요에

◎ EJH624 신재생 에너지 특론  (Advanced Renewable Energy)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래에너지공학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등의 핵심

미래에너지자원의 특징과

◎ EJH627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using Python)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지시해야 하는데, 이때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 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 한다. 파이썬은 초보자부

터 전문가까지 사용자층을 보유

◎ EJH628 4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과목의 목적은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에서 개인, 기업, 산업, 지역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목과 기술 범주별 실행 능력을 증진시킴에 있다.이를 위해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에서 승

◎ EJH629 기술과 경영  (Technology and Management)

기업의 형태별 규모별 조직에 대한 이해, 산업별 기술과 경영의 특성, 기술 기획과 기술 로드맵, 기술과

경영 혁신,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제조 강국 기업에 대한 고찰, 경영전략과 글로벌 경영, 4차산업혁명 시

대의 산업의 특성,

◎ EJH630 기기분석특론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기기분석은 물질의 구조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구조의 변화시 수반되는 에너지를 분광학적 방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변화량의 분석 내지는 해당 물질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변화를 계산해 내는 과정

을 포함하는 학문분야로 정의할

◎ EJH638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기존 컴퓨팅 플랫폼의 변화(Server-Client 구조, 분산 구조, 클라우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상에서 기존의 컴퓨팅 자원들에 대한

활용 능력을 학

◎ EJH639 생체재료공학  (Biomaterials engieering)

본 교과목은 생체재료에 사용되는 금속, 고분자, 세라믹 생체재료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며, 다양한 구

조물를 제작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생체재료를 탐구하고 제안한



▣ 교과목 개요

◎ EJH311 플라즈마응용공학  (Plasma Application Engineering)

◎ EJH317 양자구속구조이론  (Quantum Confined Structure)

◎ EJH334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본 과목에서는 센서의 정의, 종류, 원리, 소재, 제조방법, 응용 등을 배운다. 센서란 물리적, 화학적, 기

계적 입력 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박막 센서에 대해 집

중적으로 학습한다.

◎ EJH354 파워 IC 설계  (Power IC Design)

DC-DC Converter, LDO regulator 등 각종 전원시스템 및 전력관리 회로의 원리와 반도체 집적회로를 이용

한 회로설계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 EJH355 CMOS소자공학   (CMOS Device Engineering )

 본 강좌에서는 CMOS 반도체 소자의 구조 및 기본동작원리를 이해하고 CMOS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을 공부

한다. 단위 공정 뿐 만 아니라 integration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 EJH356 표면공학특론  (Advanced Surface Engineering)

계면 및 표면에서는 독특하고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표면 및 계면을 변조시키는 방법과 박

막 형성 공정에 대하여 배운다.

◎ EJH359 나노전자소자  (NANO Electronic Devices)

본 강좌는 HEMT, HBT와 같은 전자소자의 기본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최근 나노공적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소

자의 제작과 평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 EJH360 반도체소자특론  (Advanced Semiconductor Device Engineering)

본 강좌에서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CMOS반도체 소자 제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또한 산업체 연구소의

연구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체가 벌이는 생산성 향상

활동 등에 대해 공부하

◎ EJH361 박막공정특론  (Advanced Thin Film Process)

◎ EJH611 전자회로특론  (Advanced Microelectronics)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자회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로의 설계 및 해석을 통해 전자회로의 개념을 확실

히 다질 수 있는 과 목

◎ EJH622 신경망회로특론  (advanced neural network circuit)

신경모방 시스템을 위한 각종 전자회로 모델 및 이의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를 다룬다. 생물학적 뉴런과 시

냅스의 전자회로 모델과 이에 필요한 각종 아날로그 회로 요소 설계 방법을 다룬다.

◎ EJH631 진동 분광학  (Vibrational Spectroscopy)

적외선 분광학 및 라만 분광학을 포함하는 진동 분광학의 기초 원리 및 다양한 진동 분광법의 작동 원리,

기기적 특성, 응용성, 한계성을 다룬다. 진동 분광학은 분자나 고체의 포논 진동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분

자나 고체의 진동구조를

◎ EJH644 고급고체전자공학  (Advanced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반도체의 물리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소자의 물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부 때 배운 고체전자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현재 및 미래 반도

체 소자를 이해할 수 있는

◎ EJH006 나노자성재료  (Nano Magnetic Materials)



▣ 교과목 개요

◎ EJH015 전자현미경기술  (Electon Microscope)

◎ EJH016 결정구조학   (Crystallography and Crystal Chemistry)

◎ EJH309 X선 회절의 응용  (Applications of X-ray Diffraction)

◎ EJH357 고급전지공학  (Advanced Batteries)

최근 고성능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함께 요구되는 전지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따라 전지특성의 향상을 위한

소재 및 전지 기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강의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화학시스템의 구조

및 원리와 함께 전극의 표면

◎ EJH612 리튬이차전지  (Lithium Secondary Batteries)

최근 전기자동차 및 휴대용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구성, 작동원리, 전극

재, 분리막 및 전해질, 전기화학적 성능평가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강의함.

◎ EJH646 제조공학  (Manufacturing Processes)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제조공정의 내용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신소재의 개발과 전자산업(IT)의 발달로

인해 이에 관련된 새로운 재조공정의 기법들이 널리 생겨나고 있다. 응고 공정, 성형 공정, 재료제거 공정

, 접합 등의 가장 기본

◎ EJH647 판재성형학  (Sheet Metal Forming)

다양한 소성가공 공정 중에서도 판재성형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형기술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 의료

기기, 가전, 항공, 중공업, 건축, 토목, 레저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판재성형은 고

체역학, 재료공학, 소

◎ EJH110 고분자재료특론  (Advances in polymeric materials)

최신 고분자 재료의 제법, 가공, 용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 EJH251 고분자미세입자 제조와응용  (Preparation and Applicaation of Polymer Micro/Nano-particles)

고분자 미세입자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가능성 화장품 및 특수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불균일계 종합공정 예를들면, 서스

펜젼중합, 전통적인 에멀젼

◎ EJH421 고분자나노복합재료  (Polymer nano composite)

고분자 나노복합재료의 정의, 구성 성분인 매트릭스, 보강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매트릭스

와 보강재를 이용하여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법, 용도 및 성능 평가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학기말에

는 학생들에게 고분자나노복

◎ EJH602 자극응답형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Stimuli-responsive High Performance Polymers)

나노기술 관련 부품 및 소자에 응용되는 고분자재료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고분자재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분자재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나노소

자에 응용되는 고기능성 고분자

◎ EJH640 지능성 고분자 및 하이드로겔  (Smart Polymers and Hydrogels)

일반적인 물질의 구조는 정적이며 변화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성질 또한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지능성 물질은 외부환경 변화나 신호에 의해 구조나 기능성이 변

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 EJH641 생체나노 고분자 복합체  (Bio- and Nano- Polymer Composites)

천연섬유의 구조와, 성질, 및 응용을 기본적으로 살펴본 후, 나노셀룰로즈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복합체

의 구조와 물성 및 응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합성, 생분해성, 그리고 응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 교과목 개요

◎ EJH420 BioMEMS 특론  (Advanced BioMEMS)

2000년을 전후로 마이크로/나노기술의 등장 및 발전에 힘입어 의학 및 생물학이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  현재 의학 및 생물학분야에서 마이크로/나노기술은 세포 또는 분자 수준의 바이오 물질을 정밀하게 다

루는데 이용되고 있다.

◎ EJH607 NEMS공학  (NanoElectro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나노 규모의 전기역학적 시스템을 제작하고,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이론 및 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 EJH645 나노입자동역학  (Kenetics of Nano Particles)

비균일한 전기장/자기장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이에 인한 미세입자의 거동을 해서하기 위한 학문임.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장에 의한 입자의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과 자기장에 의한 자기영동

◎ EJH216 나노소자특성평가  (Characterization for Nano Devices)

◎ EJH619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수소에너지와 수소저장 및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기초 및 심화 지식과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연료전지 주

요 기술들에 대한 동향을 학습하며,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수소 개질 장치, 수소 저장 기술 개

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

◎ EJH637 에너지공학전산모사  (Simulations for Energy Engineering)

현재 에너지 재료 개발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Computer-aided Engineering의 적용은 실험에 대한 이론 바

탕의 분석적 접근 방법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료 분석 및 개발에 필요한 분자동력학 및 물리적

인

◎ EJH358 고급태양전지공학  (Advanced Solar Cell Engineering)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이론, 동작원리등에 대하여 강의한 후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종류와 제

조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강의 종반에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개발동향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 EJH617 전력계통설계및해석  (Power System Design and Analysis)

송전 선로, 변압기, 발전기 등의 특성을 배우며 송배전 설비의 특성과 발전기 등을 설계하고 조류계산 등

을 이론으로 학습하며, 선로 고장 및 전력 계통 동적 특성을 학습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력

계통을 설계하고 대한 여

◎ EJH618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전자설비 제어   (Renewable Energy and Power Electronics Devices

Control)

전력계통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전력전자 설비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설비의 제어기 설계에 대해 학습을

한다. 전압형 컨버터와 전류형 컨버터에 대해 학습하고, PV, Wind Turbine, HVDC, ESS, MTDC, STATCO

◎ EJH623 스마트그리드 공학 특론  ( Smart Grid Engineering)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전기 사용자가 전기 공급자가 되고 이는 태양광 및 풍

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되어 실시간으로 전력 요금이 변화할 때 지능형 관리 방법에 의해 가정

/건물/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

◎ EJH632 에너지 정책과 시장  (Energy Policy and Market)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혹은 변화된 에너지 정책과 에너

지 시장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국내 혹은 국제의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과거의 시장 변화를

학습하여 앞으로의 에너지 시

◎ EJH633 전력계통안정도해석  (Power System Stability Analysis)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저주파 공진, 소신호 안정도, 과도 안정도,

전압 안정도 등의 동적 특성 및 정적 특성을 해석하고 학습한다.

◎ EJH634 전력품질해석  (Power Quality Analysis)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제어설비 등의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고조파 문제나 전압 문제 등 품질의 종류와 특

성에 대해 학습 한다.



▣ 교과목 개요

◎ EJH635 전기화학특론  (Advanced Electrochemistry)

연료전지는 변하지 않는 전극-전해질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전기화학반응 과정에 의한 연료와 공

기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끊임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전기화학 전지이다. 전기화학 및 연료전

지 교과목의 목적은 이와 같은

◎ EJH636 이동현상특론  (Advanced Transport Phenomena)

열 및 질량의 전달과정에 관련된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다룬다. 열 및 물질 전달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

하여 이에 관련된 장치의 설계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강의내용으로는 Generality of transport

phe

◎ EJH643 데이터프로세싱  (Data Processing)

데이터가 늘어날 수록 대용량 저장소와 빠른 처리를 위한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응용에서 빅데이터 처

리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연구 한다. 빅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로

강화된 스트림 컴퓨팅을 지원

◎ EJH435 약물전달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 )

첨단 약물전달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응용되고 있는 나노기술의 적용사례와 약물전달체계의 물질전달 현상에

대한 공학적 해석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EJH609 바이오재료합성  (biomaterials synthesis)

저분자 및 나노분자크기의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며 체내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메카

니즘을 연구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방법론도 공부한다.

◎ EJH613 조직공학나노소재  (tissue engineering nanomaterials)

조직공학은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줄기세포와 생분해성 지지체 및 성

장인자를 이용한 조직공학기법은 최근의 발전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공학 기

법의 기본적인 원리 및 응용

◎ EJH614 생물약제학  (Biopharmaceutics)

생물약제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생리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ADME)에 대해 설명한다. 약물의 흡수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

◎ EJH610 오픈소스의 이해  (Understanding of open source ecosystem)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

북,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 및 제공되는지 이해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주요 소프트웨어 기술

◎ EJH616 의료정보보호기술  (Understanding of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Technology)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최근 의료 환경의 고도화 및 IoT화, 그리고 스마트화(인

공지능)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의료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

는 개인정보 및 의료

◎ EJH625 의료IoT  (Understanding of Medical IoT Technology)

IoT (Internet of Thing)이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의료 환경에 접목되고, 다양한 헬스케

어 환경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의료 환경에서의 어떻게 IoT 기술 활용될지에 탐구

한다.

◎ EJH626 스마트ICT  (Understanding of Smar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화의 사례들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개별 산업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EJH642 차세대 통신  (Next Generation Network)

5G 이동통신이 단순한 이동통신 영역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미래 신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

위적으로 확대ㆍ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ㆍ유럽ㆍ일본ㆍ중국 등 세계 각국은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교과목 개요

◎ EJH603 의료 초음파 공학  (Medical ultrasound)

본 강의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의료 초음파를 이용한 임상 및 비임상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한

다. 초음파 영상 시스템, 신호처리 및 초음파 기반의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해서 다룬다.

◎ EJH604 의공 신호 및 시스템 특론  (Advanced biomedical signal and system)

본 강의에서는 의공전자에서 중요한 신호 및 시스템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다룬다. 실제 데이터를

Matlab을 이용하여 신호처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 사용되는 신호처리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 EJH605 생물분리공학  (Bioseparation Engineering)

본 과목은 생물분리공학의 주된 기술의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다양한 바이오물질의 분리를 위해 세포 용

해와 응집, 여과, 침강, 추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침전, 결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분

리 기술의 최근 토픽도

◎ EJH606 바이오센서  (Biosensor)

분자의학과 나노의학의 발달과 함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진단기술의 미래 질병관리 기술의 핵심 요소이다.

바이오센서의 원리와 기술의 발전사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