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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및 기능
가. 설립목적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한국
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고도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
술자의 양성, 재직자 평생능력개발 교육ㆍ훈련,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고용ㆍ노동교육과 고용ㆍ노동행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직업능력심사평가 등 인적자원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기능
❍ 창의적이고 우수한 실천 공학적 자질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 고용노동행정공무원 직무교육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교육
❍ 평생능력개발 향상 훈련 및 산업체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 평생능력개발 및 HRD 관련분야 연구개발(R&D), 국제교류 협력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훈련과정, 기관인증, 타 부처평가, 모니터링 등) 심사평가
다. 설립근거
❍ 기관분류: 정부 재출연기관
❍ 기관유형: 기타 공공기관
❍ 법인형태: 학교법인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근거법령
w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w 사립학교법 제3조
w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 2

2. 기구표
가. 조직
❍ 6처: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평생교육처, 행정처
❍ 3실: 감사실, 대외협력실, 경력개발‧IPP실
❍ 2본부: 안전본부, 평생교육본부
❍ 5부속시설: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
나. 학사편제
❍ 대 학: 7학부(18전공) *교양학부, HRD학과, 융합학과 제외
❍ 대학원: 3대학원(일반대학원 10개학과, 전문대학원 1개 학과, 산업대학원 13개 학과)
❍ 일학습병행대학: 6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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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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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처

기획예산팀, 전략평가팀, 인권센터

교

무

처

교무팀, 학사팀, 교육성과인증센터, 다담창의센터,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학

생

처

학생지원팀, 상담진로개발센터, 생활관, 대학언론사 주간,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생활협동조합

입 학 홍 보 처

입학홍보팀

행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회계팀, 예비군연대

정

처

평 생 교 육 처

평생교육본부(평생교육기획팀)

대 외 협 력 실

대외협력팀

경력개발‧ IPP실

취창업지원팀, IPP센터

능력개발교육원

연수사업본부(연수기획팀, HRD교육팀, 일학습교육팀), 고용서비스TF팀,
신기술교육개발센터

온라인평생교육원

교육운영본부(기획경영팀, 이러닝운영팀, 플랫폼운영팀), 스마트VR센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집체훈련심사센터, 원격훈련심사센터,
훈련성과평가센터, 부정훈련관리센터

학 술 정 보 원

전산정보팀, 학술정보팀

산 학 협 력 단

산학협력본부, 첨단기술교육센터, 글로벌기술교육센터, 듀얼공동훈련센터,
평생교육허브센터, 공용장비센터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HRD학과, 융합학과
일· 학습병행대 학
교

학

기전융합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
고숙련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고숙련 기계설비제어공학과, 고숙련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팀

일 반 대 학 원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창의융합협동과정,
뿌리산업협동과정, 산업경영학과

테크노인력개발
전 문 대 학 원

인력개발학과

전문대학원교학팀
IT융합과학경영
산 업 대 학 원
교

학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경영학과,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뿌리산업협동과정, HRD학과,
안전환경공학과

팀

LINC+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

혁신지원사업운영팀, ACE+운영팀

※ 기준일: 2021. 2.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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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도별 학제 및 입학정원
⊙ 대학원
2006학년도
계열

2007∼2009학년도
입학
계열
정원

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 -컴퓨터공학전공
정보미디어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인문 -인력경영전공
사회 -기술경영전공
-e-Biz 전공

디자인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학과

디자인공학과

박사
과정
20명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인문
사회

계열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디자인공학과

인문
사회

공학

박사
과정
35명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건축공학과

인문사회

註) 학연산협동과정은 석‧박사과정에 통합 운영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경영학전공

석사
과정
121명
박사
과정
30명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e-Biz 전공

2014∼2021학년도
입학
정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과정
121명

건축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경영학전공

석사
과정 공학
컴퓨터공학과
121명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박사
-신소재공학전공
과정
-응용화학공학전공
30명
-에너지공학전공
건축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e-Biz 전공

학과

입학
정원

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2013학년도
입학
정원

기계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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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 공학
131명
컴퓨터공학과

기술경영학과
인문
-기술경영전공
사회
-e-Biz 전공

컴퓨터공학과

인문사회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공학과

2012학년도
계열

2011학년도
입학
계열
정원

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석사
-정보통신공학전공
과정 공학 -컴퓨터공학전공
92명
정보미디어공학과
박사
과정
34명

신소재공학과

공학

2010학년도
입학
계열
정원

학과

석사
과정
106명
박사
과정
35명

계열

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전자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공학
디자인공학과
-디자인공학전공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2020)
창의융합공학
협동과정(2014~2020)
뿌리산업협동
과정(2015~2019)
산업경영학과 (2016)
-기술경영전공
인문사회 -경영학전공
-Global TVET
Managemaet(2018)

입학
정원

석사
과정
106명
박사
과정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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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계열

인문사회

2006∼2009학년도
학과
인력개발학과
-인력경영전공
-인력개발전공
-진로 및 직업상담전공
-고용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36명

2010∼2021학년도
학과
인력개발학과

계열

인문사회
박사과정
16명

-인력경영전공
-인력개발전공
-진로 및 직업상담전공
-고용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32명
박사과정
20명

⊙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캠퍼스구분

제1캠퍼스

석사학위과정
계열

공학

인문사회

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AI융합교육학과
IT융합과학경영학과(2015~2018)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경학과(2015~2018)

입학정원

50명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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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원 운영 학과 내역
대학원 구분

학위 구분

학사편제
계열

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공학
일반대학원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산업경영학과

인문사회

인력개발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공학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인문사회
공학
공학
공학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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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AI융합교육학과
경영학과
안전환경공학과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전공
기계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디자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건축ICT융합전공
기전융합형 부품/소재전공
지능형전자기기융합전공
ICT융합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기술경영전공
경영학전공
Global TVET
Management전공
고용전공
인력개발전공
인력경영전공
진로및직업상담전공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디자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AI융합교육전공
경영학전공
안전환경공학전공
기계설비제어공학전공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전공
스마트팩토리융합전공

비고

계약학과
계약학과
계약학과
계약학과

1. 대학원 개요

2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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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학칙 제17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

정: 1991. 11. 2.

제27차 개정: 2007. 1. 12.

제 1차 개정: 1992. 8. 3.

제28차 개정: 2007. 9. 1.

제 2차 개정: 1993. 6. 16.
제 3차 개정: 1994. 5. 23.

제29차 개정: 2008. 3. 1.
제30차 개정: 2008. 6. 10.

제 4차 개정: 1995. 9. 1.

제31차 개정: 2009. 2. 19.

제 5차 개정: 1997. 3. 1.

제32차 개정: 2009. 8. 24.

제 6차 개정: 1998. 9. 1.

제33차 개정: 2010. 1. 13.

제 7차 개정: 1999. 3. 1.

제34차 개정: 2010. 5. 24.

제 8차 개정: 1999. 9. 1.
제 9차 개정: 2000. 3. 1.

제35차 개정: 2010. 12. 30.
제36차 개정: 2011. 3. 1.

제10차 개정: 2000. 3. 1.

제37차 개정: 2012. 1. 16.

제11차 개정: 2000. 10. 27.
제12차 개정: 2001. 3. 1.

제38차 개정: 2012. 10. 23.
제39차 개정: 2013. 6. 1.

제13차 개정: 2002. 3. 1.

제40차 개정: 2014. 3. 1.

제14차 개정: 2003. 3. 1.

제41차 개정: 2015. 2. 9.

제15차 개정: 2003. 7. 31.

제42차 개정: 2015. 3. 1.

제16차 개정: 2003. 10. 31.

제43차 개정: 2015. 9. 16.

제17차 개정: 2003. 12. 15.
제18차 개정: 2004. 2. 26.

제44차 개정: 2016. 3. 1.
제45차 개정: 2016. 9. 27.

제19차 개정: 2004. 6. 24.

제46차 개정: 2017. 3. 1.

제20차 개정: 2004. 12. 14.

제47차 개정: 2017. 7. 1.

제21차 개정: 2005. 9. 7.

제48차 개정: 2018. 1. 1.

제22차 개정: 2005. 11. 17.

제49차 개정: 2018. 3. 1.

제23차 개정: 2006. 2. 7.
제24차 개정: 2006. 6. 23.

제50차 개정: 2018. 6. 1.
제51차 개정: 2019. 3. 1.

제25차 개정: 2006. 8. 11.

제52차 개정: 2020. 5. 1.

제26차 개정: 2006. 11. 20.

제53차 전부개정: 2021.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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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목표) ① 본 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다원적 기술·기능을 연마하는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실천기술을 겸비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본 교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
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실용적 연구와 전
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특수대학원) :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기술․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산업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과정 모두를 말한다.
③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과정
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④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⑤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
정을 말한다.
⑥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학제 및 정원) ① 학사과정의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기 이수 후 결정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일학습병행대학) 일학습병행제에 따른 일학습병행대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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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산업교육위탁과
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생선발 기준,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및 운영비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속기관) ① 본 교의 부속기관으로 생활관, 학생생활연구소,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
능력심사평가원,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 공학교육혁신센터, LINC+사업단, 실습공장(실습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생활관 및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처에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
담진로개발센터로 한다.
③ 제1항의 능력개발교육원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④ 제1항의 온라인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을 둔다.
⑤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⑥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설연구기관) 본 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본 교 교지에 설
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수회·위원회
제10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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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무위원회) ①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대학원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
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무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시간·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⑧ 교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
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⑩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
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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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각종위원회) 본 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사일반(대학·대학원)
제1절 수업연한·재학연한
제14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 각각 2년이상
2. 석박사통합과정 : 4년이상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제59조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 해당자 :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2. 석사과정 : 1년이내
3. 학석사연계과정 : 6개월이내
4. 석박사통합과정 : 1년이내
5.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석사과정⋅박사과정 : 각각 1개학기
④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수업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15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 재입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재학연한을 적용
하며, 편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
및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자는 1년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4년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2. 박사과정 : 6년
3. 석박사통합과정 : 8년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재학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2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16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대학원과정은 운영상 필요
할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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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년도는 2학기 이상으로 하며,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학년·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매 학기의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마다 학사일정표로 정하되, 매 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
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대학원과정의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 관공서의 공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휴업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으며, 과제물 등도 부과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절 입학·재입학·편입학
제19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입학 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
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
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21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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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
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과)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
2. 대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음. 다만,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학년입학정
원의 5퍼센트 이내로 하고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②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남은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
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4절 등록·수강신청
제23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내에 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생
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사과정 시간제등록) ①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 제35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
③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강신청)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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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휴학·복학·제적·자퇴
제26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 (재입
학생 포함)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 6학기. 다만, 질병치료⋅해외연수⋅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
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석사과정 : 3학기
3. 박사과정 : 4학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상 복무의무
2. 임신·출산·육아(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학사과정 : 창업(다만, 이 경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석사과정⋅박사과정 : 국비(교비)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
원에 유학하는 기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27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5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9조(자퇴) ①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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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등록금·장학금
제3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
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
④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실험실습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외에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
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④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33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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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장학금 지급중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사운영(대학)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제35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6조(입학전형)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
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1인과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대학입학전형의선행학습영향평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전부(과)
제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① 전부(과)는 2학년 또는 3학년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
(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 전출⋅전입인원은 해당 모
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전부(과) 제한)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1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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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
(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교과·수업·학점·졸업
제43조(교과목구분) 교과목은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전공,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
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수강과 이수) ① 각 학부(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이 "F" 또
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선택 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 당해과목
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48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외국어능력 인정) ① 재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어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과정이수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
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공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2. 경영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
3. 고용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4. 학석사연계 과정 : 140학점 이상 (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
② 제6조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
부를 반영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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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다. 학부(과)에
서는 주전공의 세부전공으로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
로써 주전공 외에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2. 2개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3.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4.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③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2개 이상일 경우 27학점, 세부전공인 트랙이 2개 이상일 경우 16학점
이상 서로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④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21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
야 학부(과) 내에서의 부전공은 1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HRD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6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27학점) 이상
으로 한다.
⑥ 스페셜트랙의 트랙당 이수 소요학점은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⑦ 융합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7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18학점) 이상
으로 한다.
⑧ 주전공의 인접학문분야 학부(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의 스페셜트랙 교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제3항 내지 제8항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제52조(학점취득특별시험) ① 본 교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
1. 기초학력증진과정 이수자 특별시험
2.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3. 공학부(과) 기초실습능력평가 특별시험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성적)은 정규학기 취득학점(성적)으로 산입하되,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
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사·석사과정 수강교류) ①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과
정 또는 학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54조(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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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기당 평균 20학점이상 이수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취득
3. 소속 학부(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주임교수의 추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확
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수학자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학석사연계과정 정원과 이수대상자의 선발 및 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5조(학점 인정)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군복무자의 교육훈련
2.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따른 교육
3.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제56조(학년구분) ① 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본 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과정별학년

공학사과정(150학점)

경영학사과정(140학점)

고용학사과정(150학점)

1학년

38학점

35학점

38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75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112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150학점

제57조(졸업연구) ① 졸업예정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
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실습작품을 말한다.
③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졸업)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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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인 자
2.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5. 제51조 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②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
한다.
④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
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제59조(조기졸업) ① 7학기 이내에 제58조 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4
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2.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3.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
로 되며,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① 제58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 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
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학사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자로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졸업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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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험·성적
제62조(시험)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 및 과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63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원점수
95
90
85
80
75

-100
- 94
- 89
- 84
- 79

등급

평점

Ａ+
Ao
B+
Bo
C+

4.5
4.0
3.5
3.0
2.5

원점수
70
65
60
0



74
69
64
59

등급

평점

Co
D+
Do
F

2.0
1.5
1.0
0.0

② 성적등급이 "A+" 내지 "Do"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S+”(탁월·95점) 혹은 "S”(우수·90점)", 낙제는 "U(0
점)”로 표시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성적변경 등)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
을 승인한다.
③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 또는 "U"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
적으로 "I(미완)"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한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한다.
제67조(출석의무)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
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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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포상·징계
제6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하거나 학기당 3과목 또는 6학점이상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 지도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제71조(위탁생) ① 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③ 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정원외 입학) ①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
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특별학생) ①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이하 “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3. 학부(과)장의 추천서
②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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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교류학생) 본 교와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장애학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학칙준용) 위탁생과 외국인 및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7절 공개강좌·학점은행제
제77조(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
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학점은행제) ①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
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이의 세
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
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절 학생활동
제79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0조(학생지도)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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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 개최시간·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
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2.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4.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
제82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3조(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
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학사운영(대학원)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제84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가. 4년제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만, 특수∙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
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함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
을 받은 자
②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
제85조(입학전형)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비동일계 지원)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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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
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7조(외국인 및 위탁생) 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정·수료
제88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수료학점)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
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②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
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③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
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
으로 한다.
④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학점취득) ①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② 석사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정하는 소정의 전
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
제91조(학점 이전 및 교류) ①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협약에 따르되,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2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
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제9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
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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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적
제94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
우에는 별표4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표기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②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95조(이수학점) ① 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제4절 전공의 변경
제96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
이 승인한다.
제97조(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주임교수의 승낙서

제5절 공개강좌·연구생
제98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
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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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연구생의 자격)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100조(연구생의 전형 등) ①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④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절 주임교수·지도교수
제101조(주임교수) ①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02조(지도교수) ① 각 학과에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③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
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절 학생활동·상벌
제103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업 및 예결산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제104조(상벌)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체평가
제105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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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학칙개정
제106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7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은 각각 폐지
한다.
② 개정 전 학칙과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조
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2021년 2월 28일 이전 학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
학칙에도 적용하되,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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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제4조 관련)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2017학제

2018-2020학제

2021학제

2022학제
비고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기계공학부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 지능형시스템전공

135 기계공학부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135 기계공학부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트랙
(45) - 시스템설계제조트랙
(45) - 스마트모빌리티트랙

135 기계공학부
- 친환경자동차․에너지트랙
- 시스템설계제조트랙
- 스마트모빌리티트랙

129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생산시스템전공
- 제어시스템전공
- 디지털시스템전공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129
(43)
(43)
(43)

전기·전자·통신공학부
- 전기공학전공
- 전자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전공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129
(43)
(43)
(43)

컴퓨터공학부
- 컴퓨터H/W전공
- 컴퓨터S/W전공
- 스마트 IT전공

135 컴퓨터공학부
(45) - 컴퓨터H/W전공
(45) - 컴퓨터S/W전공
(45) - 스마트 IT전공

135 컴퓨터공학부
(45) - 스마트IoT트랙
(45) - 소프트웨어트랙
(45) - AI트랙

135 컴퓨터공학부
- 스마트IoT트랙
- 소프트웨어트랙
- AI트랙

129

디자인 ․ 건축공학부
- 디자인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90 디자인 ․ 건축공학부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90 디자인 ․ 건축공학부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90 디자인 ․ 건축공학부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86
(43)
(43)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 응용화학공학전공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86
(43)
(43)

산업경영학부
- 산업경영전공
- 혁신경영전공

116 산업경영학부
(58) - 산업경영전공
(58) - 혁신경영전공

116 산업경영학부
(58) - 융합경영전공
(58) - 데이터경영전공

116 산업경영학부
(58) - 융합경영전공
(58) - 데이터경영전공

112
(56)
(56)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양학부

7학부( 18전공)

36

교양학부

- 교양학부

- 교양학부

-

HRD학과

- HRD학과

- HRD학과

-

융합학과

- 융합학과

- 융합학과

-

-

836

7학부( 18전공)

836

7학부( 18전공)

836 7학부( 18전공) 1학과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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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제4조 관련)

대학원별 학과와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열(과정)

학과

공학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인문사회

입학
정원

산업경영학과

공학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입학
정원

산업경영학과

자동차부품연구원

기계공학과
한국노동연구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학·연·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컴퓨터공학과
협동
디자인공학과
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축공학과
산업경영학과

106명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학·연·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컴퓨터공학과
협동
디자인공학과
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축공학과
산업경영학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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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인문사회

자동차부품연구원

학과간
협동
과정

계열

한국화학연구원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공학
뿌리산업협동과정

학과간
협동
과정

공학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35명

2.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캠퍼스구분

제2캠퍼스

박사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계열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인력개발학과

32명

인문사회

인력개발학과

20명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2개계열

12학과

50명

공학

인문사회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IT융합과학경영학과
AI융합교육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뿌리산업협동과정

50명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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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제58조 관련)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
학부(전공)

기계공학부

공 학 사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공 학 사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공 학 사

컴퓨터공학부

공 학 사

디자인건축공학부

36

학위수여종별

디자인공학전공

공 학 사

건축공학전공

공 학 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공 학 사

산업경영학부

경영학사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고용학사

2.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별표4 : 제94조 관련)

실점환산기준표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A+

4.5

100.0

Ao

4.0

94.0

B+

3.5

89.0

Bo

3.0

84.0

4.4
4.3
4.2
4.1

98.8
97.6
96.4
95.2

3.9
3.8
3.7
3.6

93.0
92.0
91.0
90.0

3.4
3.3
3.2
3.1

88.0
87.0
86.0
85.0

2.9
2.8
2.7
2.6

83.0
82.0
81.0
80.0

2.5

79.0

2.0

74.0

1.5

69.0

1.0

64.0

2.4
2.3
2.2
2.1

78.0
77.0
76.0
75.0

1.9
1.8
1.7
1.6

73.0
72.0
71.0
70.0

1.4
1.3
1.2
1.1

68.0
67.0
66.0
65.0

0.9
0.8
0.7
0.6

63.0
62.0
61.0
60.0

0.0

60미만

C+

Co

D+

F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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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 제92조 관련)

수(석) 또는 수(박)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 ○○학을 전공
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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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 제100조 관련)

연(석․박)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과정에서 ○○학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
호하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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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1997. 3. 1.

제1차 개정 : 1997. 6.25.
제2차 개정 : 1998. 4. 9.
제3차 개정 : 2000. 3. 1.
제4차 개정 : 2002. 7. 8.
제5차 개정 : 2003. 3. 1.
제6차 개정 : 2003. 6.13.
제7차 개정 : 2003.11.21.
제8차 개정 : 2004. 7. 9.
제9차 개정 : 2006. 2. 1.
제10차 개정 : 2006.11.20.
제11차 개정 : 2008. 2.14.
제12차 개정 : 2014. 2. 3.
제13차 개정 : 2015. 8.31.
제14차 개정 : 2016. 3. 1.
제15차 개정 : 2020. 3. 1.
제16차 개정 : 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입학 및 선발고사
제3조(지원자격) (삭제)
제4조(선발고사) ①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
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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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
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학부․석사학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5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가 추천하여 대학
원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은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되며, 필요시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 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입시위원회에서 합·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8조(입학등록) ①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양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학취소) ①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육과정, 교과이수 및 학점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여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사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도록 편성하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전공 공통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강과목) ①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임교수는 개강일 2개월 전까지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부 4학년 학생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
으며,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13조(기초과목 이수) ①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동일계 학과의 범위와 이수 해당 여부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기초과목 이수 해당자는 입학학기 초에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학부 개설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성적평가 결과를 “P”(이수필) 또는
“U”(이수미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

41

제14조 (삭제)
제15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업시간표) 주임교수는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
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① (삭제)
②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제18조(수강신청 제한) ① (삭제)
②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
우에 주임교수는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학점 인정) ① 수강신청자는 교과목별로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
(Co)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인정한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국내·외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
는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이전학점의 정리) ①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
을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
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과 국내․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제23조(이전학점 취득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점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대학
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전공의 설치 및 폐지) 학과별 전공의 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 확정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재입학
제25조(등록) ①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등록 중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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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4개 학기를 초과하는 등록을 말한다.
② 정규등록 학생은 등록과 수강신청을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제적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수료학점 미달 자는 학기초
과자에 대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등록 납입금) ① 연구등록 학생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구등록자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제27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질병, 군 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단서, 입영명령서, 기타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된 휴학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복학) ①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
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
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7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④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
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과정
제30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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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정 이수) ① 연구과정의 연구기간 1년(2개학기) 이내로 한다.
② 연구생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개 과목 이내로 한다.
③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매 학기 취득가능 기준학점(9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
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B등급 이
상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6장 외국인 및 위탁생
제32조(범위) ① 학칙 제8조의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학칙 제8조의 위탁생은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3조(선발) 외국인 및 위탁생의 선발절차 및 전형방법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허가) 외국인 및 위탁생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7장 학적관리
제35조(학적부관리) 본 대학원에 입학 또는 대학이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
등록 자료에 의거 학적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36조(학번구성) ① 학번은 입학연도 2자리, 대학원 구분 1자리, 학위구분 2자리, 학과 구분 2자리, 성명순
번 3자리 등 10자리로 구분한다.
② 대학원 구분 번호는 일반대학원 3, 전문대학원 4, 특수대학원 5로 각각 부여한다.
③ 학위별 구분 번호는 석사과정 10, 박사과정 20, 비학위과정 30으로 각각 부여한다.
④ 학과 구분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공학과 : 20
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40
3. 전기전자공학과 : 35
4. 정보미디어공학과 : 37
5. IT융합과학경영학과 : 38
6. 컴퓨터공학과 : 36
7. 전기․전자․통신공학과 : 61
8. 디자인공학과 : 51
9. 건축공학과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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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 74
11. 응용화학공학과 : 73
12. 신소재공학과 : 71
13. 인력개발학과 : 83
14. 산업경영학과 : 80
15. 산업기술공학과 : 85
16. 기술경영학과 : 86
17. 경영학과 : 87
1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공학과 : 88
19.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 89
20. HRD학과 : 93
21. 인력개발학과(글로벌기술인력개발전공) : 94
22.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 95
23. 기계설비제어공학과 : 21
24. IT융합소프트웨어 공학과 : 39
25. 안전환경공학과: : 75
26. 뿌리산업협동과정 : 76
27. AI융합교육학과 : 34
28.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 22

제8장 보칙
제37조(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원에는 학과 간 융합교육․산학협력연구 등 특성화 교육․연구를
위하여 클러스터 및 프로그램을 둘 수 있으며,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학문추구를 위한 공학분야의
통합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공학부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클러스터ㆍ프로그램ㆍ대학원공학부(이하 “클러스터 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
산하에 클러스터장ㆍ프로그램매니저ㆍ대학원공학부장(이하 “클러스터장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클러스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사항을 학위기에 등재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 등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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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28조 3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
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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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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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2003. 3. 1.

제1차 개정 : 2003. 6.13.
제2차 개정 : 2003.11.21.
제3차 개정 : 2004. 7. 9.
제4차 개정 : 2006.11.20.
제5차 개정 : 2008. 2.14.
제6차 개정 : 2013. 1.15.
제7차 개정 : 2016.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라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발고사) ①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
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②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
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학부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3.01.15.)
제4조(배점 및 합격기준)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입시위원회에서 합․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6조(입학등록) ①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서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7조(입학취소) ①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 없이

48

2.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통합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
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전공 공통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설강과목) ①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임교수는 개강일 2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2004. 7. 3. 삭제)
④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
수는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업시간표) 주임교수는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①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학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
도는 2학기부터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④ 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 설강한다.
제12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원의 해당 전공 분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타 전공과목 이수) (삭제)
제14조(이전학점의 정리) ① 국내․외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9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
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과 국내․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제15조(휴학) 학칙 제23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휴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복학) ① 학칙 제23조에 의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등록기간동안에 복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까지 제16조의 허가
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③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학) 학칙 제11조에 의한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입학
허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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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원에는 학과 간 융합교육․산학협력연구 등 특성화 교육․연구를
위하여 클러스터 및 프로그램을 둘 수 있으며,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학문추구를 위한 공학분야의
통합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공학부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클러스터ㆍ프로그램ㆍ대학원공학부(이하 “클러스터 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
산하에 클러스터장ㆍ프로그램매니저ㆍ대학원공학부장(이하 “클러스터장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클러스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사항을 학위기에 등재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 등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16조 2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
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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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61호>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07. 6.15.

제 1차 개정 : 2007. 7.27.
제 2차 개정 : 2007. 9.10.
제 3차 개정 : 2008. 2.14.
제 4차 개정 : 2014. 2. 3.
제 5차 개정 : 2015. 8.31.
제 6차 개정 : 2016. 2.19.
제 7차 개정 : 2016.11. 1.
제 8차 개정 : 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6조, 제7조 및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대학원통합학칙」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는 각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으로 둔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② 계약학과의 총 입학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산정하되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제2장 입 학
제4조(지원자격) 계약학과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입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경력점수 심사 포함)
2.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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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입학(편입학 포함)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
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기․수업
제6조(학기)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한다.
제6조의2(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8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수업연한
제9조(휴·복학) ① 계약학과 재학생의 휴학은 불허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강과목의 이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
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
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 다만,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및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석사과정 30학점이상 취득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제5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등
제13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 등의 협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관련 학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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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학사관리는 대학원장이 수행한다.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수업료등 납부)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
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
받은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특약사항)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장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및 학사운영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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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제3조 관련]

석사학위과정
대학원

IT융합
과학경영
산업
대학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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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협약기관

학위명

입학
정원

인문
사회

HRD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경영학
석사

20명

공학

안전환경공학과

㈜디에스켐, 대산케미칼 등

공학
석사

20명

공학

기계설비제어공학과

네브레이코리아, 티아이오토모티브 등

공학
석사

20명

공학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주)로젠솔루션, 피에스케이(주) 등

공학
석사

20명

공학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휴랩, DSME정보시스템 등

공학
석사

20명

5개 학과

-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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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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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원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 목 차 Ⅰ. 대학원 및 과정별 학점 이수기준
Ⅱ. 특성화교과 운영 및 이수기준
1. 교과별 수강대상자 및 학점
2. 교과별 세부운영 사항
Ⅲ 학과 및 과정별 교과 운영 트랙
1. 공학계열
가. 기계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나.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다. 전기･전자･통신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라. 컴퓨터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마. 디자인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바. 건축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2. 인문사회계열
가. 산업경영학과(일반대학원)
나. 경영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3. 융합 및 특성화 과정
가.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일반대학원)
나. AI융합교육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다. 안전환경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
라. 기계설비제어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 고숙련과정)
마.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 고숙련과정)
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 고숙련과정)
사. 미래융합공학전공(일반대학원)
à 해당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창의융합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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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원 및 과정별 학점 이수기준
대학원별
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구분

이수학접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60학점

석사과정(논문학위과정)

24학점

석사과정(논문대체학위과정)

30학점

II. 특성화교과 운영 및 이수기준
1. 교과별 수강대상자 및 학점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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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자

학점

⦁현장기술연구ⅠㆍⅡ

- 수강대상 : 현장기술연구ⅠㆍⅡ는 석사학위과정
- 12학점 이상 이수자
* 2011.2학기부터 적용

2학점

⦁현장기술연구ⅢㆍⅣ

- 수강대상 : 현장기술연구ⅢㆍⅣ는 박사학위과정
- 12학점 이상 이수자
* 2011.2학기부터 적용

2학점

⦁미래융합프로젝트ⅠㆍⅡ
(미래융합공학전공만 수강가능)

- 수강대상 : 미래융합프로젝트ⅠㆍⅡ는 석사학위과정
- 12학점 이상 이수자
* 2021.1학기부터 적용

2학점

⦁미래융합프로젝트ⅢㆍⅣ
(미래융합공학전공만 수강가능)

- 수강대상 :
미래융합프로젝트ⅢㆍⅣ 는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과정
- 12학점 이상 이수자
* 2021.1학기부터 적용

2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 12학점 이상 이수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 “현장기술연구Ⅰ 또는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이수자

⦁현장전문기술연구

- 제한없음

2학점

⦁산업체특강

- 제한없음

2학점

⦁기술지도연구

- 제한없음

2학점

⦁인턴십Ⅰ(단기)
⦁인턴십Ⅱ(단기)
⦁인턴십Ⅲ(학기)

- 석사 및 박사과정
- 취업연계형(취업자는 해당없음)

2학점

2학점
2학점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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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별 세부 운영 사항
가. 현장기술연구Ⅰ,Ⅱ,Ⅲ,Ⅳ
1) 졸업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응용․융합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졸업논문 주제선정부터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교내교수와 현장전문가
의 지도를 받아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교과임
2) 지도교수가 학생과 일대일 지도를 통해 논문을 지도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3) 학위과정별 이수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ㆍ적용한다.
❍ 현장기술연구 Ⅰ,Ⅱ : 석사학위과정
❍ 현장기술연구 Ⅲ,Ⅳ : 박사학위과정
※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되 박사학위과정이 이수한 기존의 현장기술연구Ⅰ,Ⅱ는 인정함.

4)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Ⅱ”를 이수할 경우에는 “현장기술연구Ⅰ,Ⅱ,Ⅲ,Ⅳ”를 이수할 수 없다.

나.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 및 미래융합프로젝트 Ⅲ,Ⅳ
1) 졸업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응용․융합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졸업논문 주제선정부터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교내교수와 현장전문가
의 지도를 받아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교과임
2) 지도교수가 학생과 일대일 지도를 통해 논문을 지도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3) 학위과정별 이수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ㆍ적용한다.
❍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 : 석사학위과정
❍ 미래융합프로젝트 Ⅲ,Ⅳ : 박사학위과정

4) “현장기술연구Ⅰ,Ⅱ,Ⅲ,Ⅳ” 및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Ⅱ”를 이수할 경우에는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 및 미래융합프로젝트 Ⅲ,Ⅳ를 이수할 수 없다.
※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 및 미래융합프로젝트 Ⅲ,Ⅳ는 미래융합공학전공생만 해당

다.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Ⅱ
1) 졸업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학생그룹과 교내교수․현장전문가가 함께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하며,
현장중심의 응용․융합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졸업논문 주제
선정부터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교과
2) 지도교수와 학생그룹(수강학생)이 세미나 형식으로 지도․연구를 수행한다.
3)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4)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Ⅱ”를 이수할 경우에는 “현장기술연구Ⅰ,Ⅱ,Ⅲ,Ⅳ”를 이수할 수 없다.

라. 현장전문기술연구
1) 국내외 첨단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향후 해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2) 강좌 수강 희망생은 부속시설 연수강좌를 신청하고 선발되어야 하며, 교과이수 평가를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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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위과정 중 총 3과목 6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며, 수강 학생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3) 현장전문기술연구 교과 담당교수에게는 1시수(학기)를 인정하며, 연구지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산업체특강
국내외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종합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형성하기 위
하여 주로 산업체 인사를 초빙,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산업현장의 문제가 졸업논문의 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술지도연구
1) 학부생의 공학설계 및 졸업설계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2)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관리능력 및 기술지도 능력을 키우며, 응용 및 상품화 연
구를 학부생들과 공유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사. 인턴십Ⅰ,Ⅱ(단기),Ⅲ(장기)
1)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고자 산업체 등 기관과 대학 간의 인턴십 계약에 따라 협약기관에 1학기 간 파견(인턴십)
근무하고 근무기간 동안 교내교수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2) 인턴십Ⅰ,Ⅱ는 3개월 이내의 파견(인턴십) 근무시 해당하며, 인턴십Ⅲ는 1개 학기(6개월) 이상의
파견(인턴십) 근무 시 해당한다.

아. Tutorial교과
1) 지도교수가 외국인 지도학생(2명 이내)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여 외국인 학생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강좌개설은 교수당, 학기당 최대 1강좌 이내로 하며 이
수교과목 수는 1, 2학기 학위과정 중 최대 2과목 이내로 한다.
2) Tutorial교과의 학-강-실은 3-1-0으로 하며 담당교수 시수는 1시수 인정한다.

자. 팀티칭 및 산학협력교과
1) 팀티칭교과 : 1개 개설교과에 여러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하여 융합교육을 극대화하는 교과를 말
하며, 이에 따른 시수는 환산시수에 참여한 교수 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환산시수 ÷ 참여한
교수 수) (학부기준 준용)
2) 산학협력교과
❍ 산업체 전문가와 팀티칭하여 학기중 4주간 수업을 진행하며, 강의담당교수는 일반강좌와 동일하
게 15주 강의시수를 인정한다.
❍ 신청은 산업체전문가의 강좌신청서와 강의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체 전문가에 대한 강사료는 학부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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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국인 입학생에 대하여 기초과목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Ⅰ,Ⅱ,Ⅲ” 강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011년 입학생부터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Ⅰ,Ⅱ,Ⅲ” 강
좌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초과목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에 따른 세
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과Ⅰ,Ⅱ,Ⅲ 운영기준】
1) 대학방침에 따라 한국어교과를 국제교육센터(GEC)에서 통합 운영
2) 대학원 한국어교과 학-강-실은 0-3-3, 교과성격은 기초과목 필수로 함.
3) 운영기준 : 외국인 대학원생 필수선택교과(3개 한국어교과 중 택1).
다만, 동 교과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수준이므로 대학원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대학원생은 동 교과를 면제함(필수로 수강 신청하되, 3급 이상 취득
자는 PASS처리)
4) 향후 국제교육센터(GEC)에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6급 과정 수준의 한국어 교과를 운영할 경
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하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 필수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 상기 운영기준 준용

Ⅲ. 학과 및 과정별 교과 운영 트랙(안)
1. 공학계열
가. 기계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1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5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1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7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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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2, 13, 15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4, 24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나.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15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27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2, 13, 14, 15, 24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22, 23, 25, 26, 27, 28, 29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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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전자･통신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18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6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9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24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3, 16, 24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2, 14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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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컴퓨터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16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4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8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1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7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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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

강

실

비 고

110008

현장기술연구Ⅰ

2

2

0

특성화교과

110009

현장기술연구Ⅱ

2

2

0

특성화교과

110013

현장기술연구Ⅲ

2

2

0

특성화교과

110014

현장기술연구Ⅳ

2

2

0

특성화교과

120012

디지털시스템설계특론

3

3

0

170019

고성능컴퓨터구조

3

3

0

170020

연구방법론

3

3

0

240030

인공지능특강

3

3

0

240033

고급운영체제

3

3

0

240034

암호기술특강

3

3

0

240054

모델링시뮬레이션방법론

3

3

0

240058

고급데이터베이스

3

3

0

240065

가상현실및햅틱인터랙션

3

3

0

240067

멀티미디어처리특강

3

3

0

240069

컴퓨터비전

3

3

0

240106

현대 임베디드프로세서 설계방법론

3

3

0

240112

애드혹네트워크보안

3

3

0

240121

이동인터넷

3

3

0

240122

네트워크프로토콜응용

3

3

0

240129

사회관계망분석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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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전공융합

교과코드

학

강

실

240130

지능형 영상시스템

교과목명

3

3

0

비 고

240134

무선네트워크특론

3

3

0

240140

고급가상현실

3

3

0

240141

무선인터넷공학론

3

3

0

240142

고급유비쿼터스컴퓨팅

3

3

0

240143

센서네트워크특론

3

3

0

240144

고급마이크로프로세스

3

3

0

240158

임베디드시스템특론

3

3

0

240177

네트워크보안

3

3

0

240178

데이터과학

3

3

0

240180

컴퓨터응용수학

3

3

0

240186

고급 모바일 시스템 및 응용

3

3

0

240187

고급 핀테크와 보안

3

3

0

240188

Cyber-Physical Systems 개론

3

3

0

240189

핀테크와정보보안

3

3

0

240192

Fundamental Image Analysis

3

3

0

240193

Advanced Virtual Reality

3

3

0

240196

신경망의 고성능 구현

3

3

0

240197

빅데이터 특론

3

3

0

240198

정보검색

3

3

0

240199

고급병렬컴퓨팅

3

3

0

240200

고급 사물인터넷 기술

3

3

0

240201

고급기계학습

3

3

0

240202

지능형 로봇 비전 처리 특론

3

3

0

240203

고급 근접질의 알고리즘

3

3

0

240210

웨어러블 컴퓨팅 특강

3

3

0

240211

IT프로젝트관리(230280 IT프로젝트관리: 동일교과)

3

3

0

21.1월개정

240212

고급자연어처리(230281 고급자연어처리: 동일교과)

3

3

0

21.1월개정

250056

패턴인식

3

3

0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2, 13, 14, 25, 26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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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자인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15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5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8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18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8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2) 이수구분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전공심화

교과코드

66

학

강

실

120063

영상디자인특론

3

3

0

120068

디자인재료특론

3

3

0

240145

디자인방법연구

3

3

0

240146

디지털디자인특론

3

3

0

240147

사용자및사용성연구

3

3

0

240154

디자인공학세미나Ⅰ

3

3

0

240155

디자인공학세미나Ⅱ

3

3

0

240204

디자인트랜드리서치

3

3

0

240206

디자인문화연구

3

3

0

204207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3

3

0

11

전공융합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앞 2자리 교과목

비 고

공통

120002

자동차 구조

3

3

0

기계,메카

120046

유한요소해석

3

3

0

기계,메카

120062

친환경적 디자인연구

3

3

0

디자인

130012

트리즈응용설계특론

3

3

0

메카

130021

공정장비 특론

3

3

0

디자인

130022

MEMS

3

3

0

기계

130023

기구설계학

3

3

0

기계

130035

디스플레이공정 특론

3

3

0

에신화

220001

경영학특론 (이공계출신)

3

3

0

산업경영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이수구분

교과코드

학

강

실

비 고

220056

녹색 경제학

교과목명

3

3

0

산업경영

240009

기술특허개론

3

3

0

컴퓨터

240065

가상현실및햅틱인터랙션

3

3

0

컴퓨터

240067

멀티미디어처리특강

3

3

0

컴퓨터

240115

3차원 비디오처리

3

3

0

전전통

240129

사회관계망분석

3

3

0

컴퓨터

240135

패턴인식

3

3

0

컴퓨터

240144

고급마이크로프로세스

3

3

0

컴퓨터

240167

가구디자인Ⅰ

3

3

0

건축

250011

응용로보트공학

3

3

0

기계

240191

디자인 빅데이터 분석

3

3

0

디자인

120062

친환경적디자인연구

3

3

0

디자인

120064

통합적프로토타이핑

3

3

0

디자인

120066

비교기술사

3

3

0

디자인

240148

사용자인터페이스연구

3

3

0

디자인

240205

디자인 현상과 조형

3

3

0

디자인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바. 건축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18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18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24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2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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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9, 24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2, 13, 26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일반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이수학점 기준
과정구분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1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학위)

전공심화

7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17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전공심화

7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3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전공심화

9학점 이상

전공심화 교과목 중

전공융합

27학점 이하

전공융합 교과목 중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2) 이수구분 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2, 13, 14, 20, 21, 24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22, 23, 25, 26, 27, 28, 29 교과목

※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함
※ 세부 개설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강좌개설 지침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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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2. 인문사회계열
가. 산업경영학과(일반대학원)
1) 경영학전공 및 기술경영전공
가) 표준이수형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중 경영학전공자)
전공심화(필수이수)
구

석사

분

합

계

1학기

3과목(9학점)

2학기

3과목(9학점)

3학기

3과목(8학점)

과정
4학기
계
구

분

공통필수
연구방법론(3학점)
현장기술연구Ⅰ(2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2과목(5학점)

현장기술연구Ⅱ(2학점)

/ 논문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11과목(31학점)
합

전공필수 &
전공필수

융합 교과 중 선택

-

2과목(6학점)

1과목(3학점)

2과목(6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

1과목(3학점) / 논문

5과목 (13학점)

계

공통필수

6과목(18학점)
전공필수

전공필수 &
융합 교과 중 선택

⁕연구방법론(3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연구방법론세미나(3학점)

2과목 (6학점)

7과목(20학점)

-

-

현장기술연구Ⅲ(2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석․박사
통합과정

60학점

현장기술연구Ⅳ(2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 ⁕연구방법론 : 본 대학원의 동일전공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입학 한자가 연구방법론을 기 이수한 경우
아래의 사항 중 택1하여 대체 인정 가능
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또는 양적연구방법론
2.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 이수
- (박사)과정 전공융합(선택) : 본 대학원의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전공별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는 전
공융합(선택)교과 취득학점으로 전공필수 대체가능
- 전공융합교과로 HRD전문대학원 중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수강 시 인정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3과목(9학점) 까지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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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이수형태 (학사 및 석사학위 모두 경영학 비전공자)
전공심화(필수이수)
구

석사
과정

분

계

1학기

3과목(9학점)

2학기

3과목(9학점)

3학기

3과목(8학점)

4학기
계
구

합

분

공통필수

현장기술연구Ⅰ(2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 논문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11과목(31학점)
계

공통필수

석․박사
통합과정

36학점

60학점

융합 교과 중 선택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2과목(6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

1과목(3학점) / 논문

6과목 (16학점)

⁕연구방법론(3학점)
박사과정

(3학점)

-

현장기술연구Ⅱ(2학점)

합

경영학특론

연구방법론(3학점)

2과목(5학점)

전공필수 &
전공필수

5과목(15학점)
전공필수

전공필수 &
융합 교과 중 선택

경영학특론

연구방법론세미나(3학점)

(3학점) 포함

현장기술연구Ⅲ(2학점)

3과목 (9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경영학특론

현장기술연구Ⅳ(2학점)

(3학점) 포함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5과목 (15학점)

6과목(17학점)

-

- (박사)과정 전공융합(선택) : 본 대학원의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전공별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는 전
공융합(선택)교과 취득학점으로 전공필수 대체가능
- 전공융합교과로 HRD전문대학원 중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시 인정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3과목(9학점) 까지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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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다) 교과이수트랙
m 경영학전공
구 분

비 고

230230 연구방법론(석‧박사 필수)
공통

230231 연구방법론 세미나(박사)

필수

현장기술연구Ⅰ,Ⅱ(석사) / 현장기술연구 세미나 I
현장기술연구Ⅲ,Ⅳ(박사) / 현장기술연구 세미나 II
230009 경영학 특론(경영학 비전공자 필수)
230157 경영전략 특론

230152 MIS 특론

230160 관리회계 특론

230171 재무관리 특론

230166 생산관리 특론

230202 마케팅 특론

230255 인사조직 특론

230256 국제재무관리 특론

220011 신상품경영론

230167 서비스경영론

220014 기술정책론

230172 재무제표분석론

220016 기술혁신경제론

230173 재무회계 특론

220017 기술예측론

230181 투자론

220023 기술사업화론

230188 e-biz 특론

220076 기술창업론

230201 회계학 특론

220069 하이테크마케팅

220021 프로젝트 관리론

교과

230017 경제학 특론

230220 공공기관 마케팅

(석･박사

220006 기술경영론

220036 CRM특론

230239 금융공학세미나

230248 서비스마케팅

230240 관리시스템 특론

240102 기업재무론

230241 데이터사이언스 특론

230249 품질경영 특론

230242 소비자행동론

220084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220085 데이터마이닝 특론

220086 스마트품질생산혁신 특론

230265 경영빅데이터분석 특론

230267 빅데이터를위한소셜네트워크분석

230266 4차산업혁명기술과 HRD

230271 국제기술경영 전략

230243 재무분석세미나Ⅰ

230250 서비스전략세미나Ⅰ

230244 재무분석세미나Ⅱ

230251 서비스전략세미나Ⅱ

230245 회계관리세미나Ⅰ

230252 인사조직세미나Ⅰ

230246 회계관리세미나Ⅱ

230253 인사조직세미나Ⅱ

203247 마케팅세미나Ⅰ

230254 마케팅세미나Ⅱ

전공
필수

전공 융합

공통)

전공
융합
교과
(박사)

*HRD전문대학원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중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전공융합교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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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술경영전공
구 분

비 고

230230 연구방법론(석‧박사 필수)
공통

230231 연구방법론 세미나 (박사)

필수

현장기술연구Ⅰ,Ⅱ(석사) / 현장기술연구 세미나 I
현장기술연구Ⅲ,Ⅳ(박사) / 현장기술연구 세미나 II
230009 경영학 특론(경영학 비전공자 필수)
220011 신상품경영론

220069 하이테크마케팅

전공

220014 기술정책론

220076 기술창업론

필수

220016 기술혁신경제론

220006 기술경영론

220017 기술예측론

220021 프로젝트 관리론

220023 기술사업화론

240102 기업재무론

220008 벤처경영론

220083 기술라이센싱및계약실무

220013 혁신경영론

230152 MIS 특론

220019 기술가치평가론

230157 경영전략 특론

220025 기술전략론

230160 관리회계 특론

전공 융합
교과
(석･박사
공통)

전공
융합
교과
(박사)

220051 연구개발관리 이론 및 실무 230166 생산관리 특론
220057 제조시스템혁신관리

230171 재무관리 특론

220058 특허경영론

230202 마케팅 특론

220082 기술경영논문연구

230256 국제재무관리 특론

230255 인사조직 특론

220084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220085 데이터마이닝 특론

220086 스마트품질생산혁신 특론

230265 경영빅데이터분석 특론

230267 빅데이터를위한소셜네트워크분석

230266 4차산업혁명기술과 HRD

230268 글로벌 혁신경영론

220007 기술경영세미나

220053 R&D경영 세미나

220028 혁신정책세미나

220054 신상품경영세미나

220029 혁신전략세미나

220055 지식재산경영세미나

220052 기술사업화전략세미나

230237 제조혁신세미나

230257 품질혁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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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전문대학원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중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전공융합교과로 대체
가능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2) Global TVET Management 전공
가) 표준이수형태
구분

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합계

석사과정

이수학점
12학점
6학점
12학점
6학점
36학점

비고
4과목
2과목
4과목
2과목
12과목

나) 교과목 내역
분야
HRD
HRD
HRD

이수구분
전공
전공
전공

교과코드
300001
300002
300003

경영

전공

300004

공학

전공

300005

경영

전공

300006

공학

전공

300007

공학

전공

300008

HRD

전공

300009

공학
공학

전공
전공

300010
300011

공학

전공

300012

HRD

전공

300013

공학

전공

300014

HRD

전공

300015

HRD

전공

300016

HRD

전공

300017

HRD

전공

300018

교과목명
TVET Policy Seminar(직업능력개발 정책세미나)
Principles of Management(경영학원론)
Employment Policies(고용정책개론)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인적자원개발특론)
Introduction of solar Energy Lab
(신재생에너지기초 및 실습)
Smart Management Information Seminar
(스마트경영정보세미나)
Seminar on Employment and TVET Policy
(고용과훈련 정책세미나)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략적 기술경영론)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Introduction to ICT(ICT개론)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차산업혁명특론)
Basic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
(공학설계기초및실습)
Case Study on Korean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한국의 고용과 노동정책 사례연구)
Introduction of engineering and energy echnology
(공학의 이해 및 에너지 기술)
Introduction of NCS and NQF
(NCS와 국가역량체계)
Strategy of Life Long Competency Development In
Digital Economy Era
(디지털경제시대 평생능력개발전략)
Entrepreneurship(기업가정신 특론)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조직행동관리)

학-강-실
3-3-0
3-3-0
3-3-0
3-3-0
3-2-2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G-TVET전공은 1년 과정으로 계절학기 수업진행(정규과목과 계절수업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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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경영학전공
가) 표준이수형태(논문학위자)
m 경영학 전공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중 경영학전공자
구

석사

분

합

계

1학기

3과목(9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3학기

과정
4학기
합

계

공통필수
연구방법론(3학점)

현장기술연구Ⅰ(2학점)
4과목(10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 논문

현장기술연구Ⅱ(2학점)

전공심화

전공심화 & 융합

(2개 선택 의무)

교과 중 선택

-

2과목(6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9과목(25학점)

3과목(7학점)

2과목(6학점)

4과목(12학점)

m 경영학 비전공자
학사 및 석사학위 모두 경영학 비전공자
구

석사

분

합

계

1학기

3과목(9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4과목(10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 논문

현장기술연구Ⅱ(2학점)

4학기
합

계

연구방법론(3학점)

현장기술연구Ⅰ(2학점)

3학기

과정

공통필수

전공심화

전공심화 & 융합

(3개 선택 의무)

교과 중 선택

경영학특론(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9과목(25학점)

3과목 (7학점)

3과목 (9학점)

3과목(9학점)

- 전공융합교과로 HRD전문대학원 중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시 인정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3과목(9학점) 까지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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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나) 표준이수형태(무논문학위자)
m 경영학 전공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중 경영학전공자
구

분

합

계

공통필수

전공심화

전공심화 & 융합

(2개 선택 의무)

교과 중 선택

1학기

2과목(6학점)

연구방법론(3학점)

-

1과목(3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석사

3학기

2과목(6학점)

-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과정

4학기

2과목(6학점)

-

-

2과목(6학점)

5학기

2과목(6학점)

-

2과목(6학점)

합

계

10과목(30학점)

3과목 (9학점)

7과목(21학점)

m 경영학 비전공자
학사 및 석사학위 모두 경영학비전공자
구

분

합

계

공통필수

전공심화 & 융합
교과 중 선택

경영학특론(3학점)

-

1학기

2과목(6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석사

3학기

2과목(6학점)

-

1과목(3학점)

1과목(3학점)

과정

4학기

2과목(6학점)

-

5학기

2과목(6학점)

합

계

10과목(30학점)

연구방법론(3학점)

전공심화
(3개 선택 의무)

2과목(6학점)
2과목(6학점)
4과목 (12학점)

6과목(18학점)

- 전공융합교과로 HRD전문대학원 중 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시 인정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3과목(9학점) 까지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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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이수트랙
구 분
공통
필수

230230 연구방법론
현장기술연구Ⅰ/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논문학위자)
현장기술연구Ⅱ/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논문학위자)
230009

경영학 특론(경영학 비전공자 필수)

230157

경영전략 특론

230160

관리회계 특론

230166

생산관리 특론

230152

MIS 특론

230171

재무관리 특론

230202

마케팅 특론

230256

국제재무관리 특론

230255

인사조직 특론

220006

기술경영론

230167

서비스 경영론

220011

신상품경영론

230172

재무제표분석론

220014

기술정책론

230173

재무회계 특론

220016

기술혁신경제론

230181

투자론

220017

기술예측론

230188

e-biz 특론

220023

기술사업화론

230201

회계학 특론

전공

220076

기술창업론

220021

프로젝트 관리론

융합

220069

하이테크마케팅

230220

공공기관 마케팅

230017

경제학 특론

240102

기업재무론

230239

금융공학세미나

220036

CRM 특론

230240

관리시스템 특론

230248

서비스마케팅

230241

데이터사이언스 특론

230249

품질경영 특론

230242

소비자행동론

220084

빅데이터기반머신러닝

220085

데이터마이닝 특론

220086

스마트품질생산혁신특론

전공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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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개 이상 선택 필수)

*HRD전문대학원(인력경영,
고용 전공) 개설교과목 중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전공융합교과로 대체 가능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2) 경영HRD전공
가) 표준이수형태
m 논문학위자
구

분
1학기(6학점)
2학기(6학점)

석사과정
(4학기)

합

전공심화

전공심화 및 융합
교과 중 선택

경영전공 1과목(3학점)
HRD전공 1과목(3학점)

경영전공 2과목(6학점)
HRD전공 1과목((3학점)

2과목(6학점)

3과목(9학점)

공통필수
연구방법론 또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택 1

3학기(8학점)

현장기술연구Ⅰ(2학점)
경영HRD특론(3학점)

4학기(5학점)

현장기술연구Ⅱ(2학점)
4과목(10학점)

계

9과목 (25학점)

※ 경영HRD특론 미개설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대체 교과목 수강
※ 전공융합 교과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타전공(경영&HRD 중) 1개 교과 대체 수강 가능
m 무논문학위자
구

분

전공심화

전공심화 및 융합
교과 중 선택

경영전공 3과목(9학점)
HRD전공 2과목(6학점)

경영전공 3과목(9학점)
HRD전공 1과목(3학점)

5과목(15학점)

4과목(12학점)

공통필수

1학기(6학점)
2학기(6학점)

석사과정
(5학기)

3학기(6학점)

경영HRD특론(3학점)

4학기(6학점)
5학기(6학점)
합

1과목(3학점)

계

10과목 (30학점)

※ 5학기 등록 후 2과목 필수
※ 경영HRD특론 미개설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대체 교과목 수강
※ 전공융합 교과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타전공(경영&HRD 중) 1개 교과 대체 수강 가능
나) 이수구분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11, 18, 23 교과목

전공융합

교과목코드 앞 두 자리 22, 24 교과목

※ 산업경영학과 및 인력개발학과 수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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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이수트랙
이수
구분
공통
필수

경영
전공
심화

경영
전공
융합

교과코드

교과목명

230230
110008
230269
230009

연구방법론
현장기술연구 Ⅰ
경영HRD특론
경영학 특론

230152

MIS 특론

230157

경영전략 특론

230160

관리회계 특론

230166

생산관리 특론

230171

재무관리 특론

230202

마케팅 특론

230255

인사조직 특론

230256

국제재무관리 특론

220006
220011
220014
220016
220017
220021
220023
220036
220069
220076
230017
230167
230172
230173
230181
230188
230201
230220
230239
230240
230241
230242
230248
230249
240102
220084
220085
220086
230266
230272
230273

기술경영론
신상품경영론
기술정책론
기술혁신경제론
기술예측론
프로젝트 관리론
기술사업화론
CRM 특론
하이테크마케팅
기술창업론
경제학특론
서비스경영론
재무제표분석론
재무회계 특론
투자론
e-biz 특론
회계학 특론
공공기관 마케팅
금융공학세미나
관리시스템 특론
데이터사이언스특론
소비자행동론
서비스마케팅
품질경영 특론
기업재무론
빅데이터기반머신러닝
데이터마이닝 특론
스마트품질생산혁신 특론
4차산업혁명 기술과 HRD
직업능력개발 조사방법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특론

※ 전공필수교과는 전공융합교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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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공통
필수

HRD
전공
심화

HRD
전공
융합

교과코드

교과목명

230001
110009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현장기술연구 Ⅱ

230226
230150
230198
230145
230117
230012
230199
230013
230093
230037
230017
230010
230015
230077
230012
230013
230014
230038

교수설계와 학습심리학
교육프로그램 개발특론
인력개발특론
성인교육특론
조직개발특론
상담이론
직업심리학
발달심리학
고용․직업정보특론
인적자원정책특론
경제학특론
노동시장특론
고용정책특론
고용보험특론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성격심리
수행공학특론

230046

리더십개발특론

230050
230054
230055
230056

코칭리더십특론
집단상담
이상심리
진로상담기법

230093

고용․직업정보특론

230094
230101
230102

고용서비스특론
산업안전보건정책특론
근로기준법특론

230147

진로상담인턴쉽

230158
230165
230184
230197
230199
230204
230206
230224

고용 및 HRD관련법특론
상담사례연구
프로그램평가특론
심리검사
직업심리학
대학생 진로상담
HRD전달체계특론
경력개발특론

230229

직업교육훈련특론

비 고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3. 융합 및 특성화 과정
가.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일반대학원)
1) 이수학점기준
대학원별

구분

이수학접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ㆍ박사 통합과정

60학점

일반대학원

2) 과정이수기준
가) 특성화교과
교과목명
⦁ICT융합프로젝트 IㆍII
⦁KOREATECH Field
Project IㆍII

수강대상자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자
- 수강대상 : ICT융합프로젝트ⅠㆍⅡ(석사학위)
- ICT융합프로젝트Ⅰ이수자

각2학점

- 수강대상
•KOREATECH Field ProjectⅠㆍⅡ(박사학위)

⦁현장기술연구세미나I

- 12학점 이상 이수자

⦁현장기술연구세미나II

- “ICT융합프로젝트Ⅰ 또는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이수자

⦁현장전문기술연구

- 제한없음

2학점

⦁산업체특강

- 제한없음

2학점

⦁기술지도연구

- 제한없음

2학점
2학점

⦁인턴십I(단기)
⦁인턴십II(단기)

각2학점

- 석ㆍ박사과정

⦁인턴십III(학기)

2학점
6학점

※ “현장기술연구”, “ICT융합프로젝트”와 “현장기술연구세미나”는 중복 수강할 수 없음
(예: 현장기술연구Ⅰ과 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 중복 수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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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이수형태
구분

합계

1년차
석사
과정

필수(전공심화)과목

1학기

4과목(12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1학기

3과목(8학점)

2학기

2과목(5학점)/논문

2년차

계
박사과정

11과목(31학점)
36학점

선택(전공융합)과목

ICT 융합 세미나I (3학점)

2과목(6학점)

협동과정 과목 중 택1 (3학점)
ICT 융합 세미나Ⅱ (3학점)

1과목(3학점)

ICT 융합 프로젝트Ⅰ(2학점)

1과목(3학점)

협동과정 과목 중 택1 (3학점)

1과목(3학점)

ICT 융합 프로젝트Ⅱ (2학점)

/논문

6과목(16학점)

5과목(15학점)

Koreatech Field Project I (2학점)
Koreatech Field Project II (2학점)

32학점

ICT 융합 세미나Ⅰ(3학점)
ICT 융합 세미나Ⅱ (3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60학점

ICT 융합 프로젝트Ⅰ(2학점)

-

ICT 융합 프로젝트Ⅱ (2학점)
협동과정 과목 중 택2 (6학점)

다)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
260013 ICT 융합 세미나Ⅰ
260014 ICT 융합 세미나Ⅱ

공통
필수

석사 · 박사 과정

260003 ICT 융합 프로젝트Ⅰ
260004 ICT 융합 프로젝트Ⅱ
260005 KoreaTech Field ProjectⅠ
260006 KoreaTech Field ProjectⅠ
건◯
기◯
지Ⓘ
◯

260020 감성융합디자인 오브제실습

건◯
기◯
지Ⓘ
◯

전공

120068 디자인재료특론

건
◯

필수

240078 IT융합건축

건
◯

240169 건축구조디자인

건
◯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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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9 기술특허개론

석사 · 박사 과정

260021 구조물 소성설계 기초

(2016.신설)

건
◯

필수

130002 반도체 센서 및 액츄에이터

기
◯

이수)

260012 플라즈마반응공학

기
◯

260017 전자재료물성

기
◯

130035 디스플레이공정 특론

기
◯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이수구분

교과목
260009 시각인지영상처리

지
◯

260010 광소자공학

지
◯

240054 모델링시뮬레이션방법론

Ⓘ

260011 상황인식 특론

Ⓘ

260020 전기활성고분자 기반 액츄에이터 및 센서

Ⓘ

240171 소셜미디어 관리

Ⓘ

240172 정보기술관리

Ⓘ

240173 경영정보시스템

Ⓘ

240174 게임이론

Ⓘ

260007 Chutzpah Program

건◯
기◯
지Ⓘ
◯

260019 ICT융합 기술 산업체특강

건◯
기◯
지Ⓘ
◯

260018 ICT기반 건축물 유지관리공학

건
◯

240042 전산응용 구조해석 특론

건
◯

240170 건축물내진설계

건
◯

120064 통합적프로토타이핑

기
◯

120069 분말성형특론

기
◯

120070 재료접합공학

기
◯

130005 반도체소자구조

기
◯

130007 전자재료

기
◯

130013 광메카트로닉스

기
◯

130014 박막태양전지특론

기
◯

130017 전자세라믹

기
◯

전공

130021 공정장비 특론

기
◯

선택

130022 MEMS

기
◯

130026 차세대전지특론

기
◯

130031 반도체공정전산모사

기
◯

130046 반도체공학특론

기
◯

130050 박막공학특론

기
◯

130051 센서기술특론

기
◯

240096 계면화학특론

기
◯

130029 광반도체공학

기◯
지
◯

건축ICT융합전공

기전융합형 부품/소재전공

지능형전자기기융합전공

ICT융합전공

130042 유기소자
130004 디스플레이공학세미나

기◯
지
◯
기◯
지Ⓘ
◯

130030 레이져공학

기Ⓘ
◯

130032 고분자재료 및 응용

기Ⓘ
◯

130043 고분자공학특론

기Ⓘ
◯

240143 센서네트워크특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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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교과목
130016 유기반도체공학

지
◯

240115 3차원비디오처리

지
◯

240127 멀티스케일신호처리

지
◯

240130 지능형 영상시스템

지
◯

240069 컴퓨터비전
240135 패턴인식
240018 고급신호처리

지Ⓘ
◯

240001 지능융합소프트웨어

Ⓘ

240020 디지털통신시스템설계

Ⓘ

240029 컴퓨터그래픽스특론

Ⓘ

240030 인공지능특강

Ⓘ

240033 고급운영체제

Ⓘ

240034 암호기술특강

Ⓘ

240065 가상현실및햅틱인터랙션

Ⓘ

240067 멀티미디어처리특강

Ⓘ

240085 선형시스템

Ⓘ

240099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응용

Ⓘ

240112 애드혹네트워크보안

Ⓘ

240133 음성신호처리

Ⓘ

240134 무선네트워크특론

Ⓘ

240137 고급네트워크관리

Ⓘ

240138 고속멀티미디어무선통신

Ⓘ

240140 고급가상현실

Ⓘ

240142 고급유비쿼터스컴퓨팅

Ⓘ

240144 고급마이크로프로세서

Ⓘ

240158 임베디드시스템특론

Ⓘ

120012 디지털시스템설계특론

Ⓘ

260022 로보틱스

기◯
지Ⓘ
◯

130056 마이크로시스템 설계

기
◯

130059 광공학

기
◯

* 원문자는 전공추천 과목임.
건 건축ICT융합전공, ◯
기 기전융합형 부품/소재전공, ◯
지 지능형전자기기융합전공, Ⓘ ICT융합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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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지Ⓘ
◯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나. AI융합교육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1) 표준이수체계
【논문학위 과정: 4학기제 / 24학점】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전공
(8학점)

AI개론
(2학점)

컴퓨팅사고와
AI교육(3학점)

머신러닝
(3학점)

전공

AI프로그래밍

빅데이터이론

딥러닝활용

(7학점)

(3학점)

(2학점)

(2학점)

교육
(10학점)

AI융합교육과정연구
(3학점)

AI융합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3학점)

논문연구Ⅰ
(2학점)

논문연구Ⅱ
(2학점)

10과목
(25학점)

3과목(8학점)

3과목(8학점)

3과목(7학점)

1과목(2학점)

학점

4학기

-

【무논문학위 과정: 4학기제 / 30학점】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전공

AI개론

컴퓨팅사고와

머신러닝

(8학점)

(2학점)

AI교육(3학점)

(3학점)

학점

전공

AI프로그래밍

빅데이터이론

딥러닝활용

(7학점)

(3학점)

(2학점)

(2학점)

4학기
AI융합제조교육론
3
학
점
(2
강

교육

AI융합교육과정

(9학점)

연구(3학점)

AI융합교육
교재연구 및
지도법(3학점)

좌
AI융합교육평가

선

(3학점)

택)

AI융합건설교육론
AI융합생명교육론
AI융합수송교육론
AI융합통신교육론
AI융합교육과
진로지도
AI융합교육프로젝트

24학점+
6학점선택
11과목

3과목(8학점)

3과목(8학점)

3과목(8학점)

2과목(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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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내역】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 고

400001

AI개론

2

2

0

2020.겨울학기 최초운영

400002

AI프로그래밍

3

3

0

2020.겨울학기 최초운영

400003

AI융합교육과정연구

3

3

0

2020.겨울학기 최초운영

컴퓨팅사고와 AI교육

3

3

0

빅데이터분석

2

2

0

AI융합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0

머신러닝

2

2

0

AI와로봇교육

3

3

0

기술혁신학

3

3

0

AI산업론

2

2

0

AI융합교육평가

3

3

0

논문 및 세미나 I

2

2

0

논문학위과정

논문 및 세미나 II

2

2

0

논문학위과정

※ 위 교과목명 및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환경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
1) 영역별 교과목 이수기준
영역
이수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84

법률및제도·정책

전 공

산업안전보건법Ⅰ

석사논문연구I, 석사논문연구II

산업안전보건법Ⅱ

안전공학특론

재난안전및위험관리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보건학

산업안전보건정책론

안전관리론

산업심리학특론

위험성평가

화학물질관리법

신뢰성공학

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사법

인간공학특론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영역
이수구분

법률및제도·정책

전 공
산업체특강
방재학특론
기계안전시스템특론
화학공정안전특론
공정안전관리론(PSM)
화학및가스설비안전특론
유해위험물질특론
독성학특론
방화방폭특론
안전기술기준해석특론
산업위생특론
소방설비특론
건설안전공학특론
건설안전공정특론
건설안전설계특론
건설공사위험분석
건설재해론
전기설비안전학
정전기공학특론
감전사고방지공학
전기방폭특론
전기통신설비특론
신재생에너지설비안전론
건설장비안전학
전기안전공학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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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별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86

교과코드
270005
270033
270034
110003
270004
270006
270007
270008
270009
270010
270011
270012
270013
270014
270015
270016
270017
270018
270019
270021
270022
270023
270024
270025
270026
270027
270028
270029
270030
270031
270032
270035
270036
270037
270038
270039
270040
270041
270042

교과목명
산업안전보건법Ⅰ
석사논문연구Ⅰ
석사논문연구II
산업체특강
유해위험물질특론
전기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장비안전학
신뢰성공학
안전공학특론
산업안전보건법Ⅱ
독성학특론
건설재해론
전기설비안전학
산업위생특론
재난안전및위험관리론
정전기공학특론
건설안전공학특론
방화방폭특론
건설공사위험분석
전기안전공학특론
위험성평가
화학공정안전특론
공정안전관리론(PSM)
기계안전시스템특론
방재학특론
산업안전보건정책론
소방설비특론
안전기술기준해석특론
인간공학특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심리학특론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화학및가스설비안전특론
건설안전공정특론
감전사고방지공학
전기방폭특론

학점
3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강의
3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실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고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3) 표준이수체계
구분

교육부

1년차

계약
학과

2년차

석사
과정

합계

필수과목

선택과목

1학기

2과목(6학점)

산업안전보건법 I(3학점)

전공선택1과목(3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

공통선택2과목(6학점)

1학기

3과목(8학점)

석사논문연구 I(2학점)

전공선택2과목(6학점)

2학기

2과목(5학점)

석사논문연구 II(2학점)

전공선택1과목(3학점)

3과목(7학점)

6과목(18학점)

합계

필수과목

선택과목

1학기

2과목(6학점)

산업안전보건법 I(3학점)

전공선택1과목(3학점)

2학기

2과목(6학점)

-

전공선택2과목(6학점)

1학기

2과목(6학점)

-

전공선택2과목(6학점)

2학기

2과목(5학점)

석사논문연구Ⅰ(2학점)

전공선택1과목(3학점)

1학기

1과목(2학점)

석사논문연구 II(2학점)

-

3과목(7학점)

6과목(18학점)

4학기/9과목

계

(25학점이상)

구분

산업

1년차

안전
보건

2년차

공단
석사

3년차

과정

5학기/9과목

계

(25학점이상)

라. 기계설비제어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고숙련과정)
1) 표준이수형태
구 분

1년차

석사
과정

2년차

합

이수학점(무논문)

비고

1학기

3과목(8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온라인1과목(2학점)

2학기

4과목(9학점)

3학기

2과목(6학점)

4학기

3과목(7학점)

계

12과목(30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온라인1과목(2학점),
현장훈련(OJT)1과목(1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현장훈련(OJT)1과목(1학점)
집체4과목(12학점), 플립4과목(12학점),
온라인2과목(4학점), 현장훈련(OJT)2과목(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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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별 교과목 내역
전공

기계설비
제어공학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고

290001
290002

통합감시제어시스템

3

3

0

집체 수업

모터제어시스템설계

3

3

0

집체 수업

290003

설비제어CAE

3

3

0

집체 수업

290004

기계설비신뢰성공학

3

3

0

집체 수업

290005

기계설비제어설계Ⅰ

1

0

2

현장훈련(OJT)

290006

기계설비제어설계Ⅱ

1

0

2

현장훈련(OJT)

290007

제어기술특론

2

2

0

On-Line 수업

290008

센서기술특론

2

2

0

On-Line 수업

290009

기계시스템제어방식설계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10

장비네트워크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11

모터제어시스템구현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12

안전공학특론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13

제어프로그램구조설계

3

3

0

집체 수업

290014

신재생에너지

3

3

0

집체 수업

290015

통합감시제어시스템

2

2

0

On-Line 수업

290016

센서기술특론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17

제어로직설계

3

3

0

집체수업

290018

메커니즘구성

3

3

0

집체수업

290019

제어시뮬레이션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0020

설비제어응용

3

3

0

집체 수업

290021

기계설비제어Ⅰ

1

0

2

현장훈련(OJT)

290022

기계설비제어Ⅱ

1

0

2

현장훈련(OJT)

마.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고숙련과정)
1) 표준이수형태
구 분
1년차
석사
과정

2년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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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무논문)

교과목

1학기

3과목(7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현장훈련(OJT)
1과목(1학점)

2학기

3과목(8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2과목(5학점)

3학기

4과목(9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2과목(5학점)
현장훈련(OJT) 1과목(1학점)

4학기

2과목(6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12과목(30학점)

집체4과목(12학점),플립6과목(16학점),
현장훈련(OJT) 2과목(2학점)

계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2) 전공별 교과목 내역
전공

IT융합
소프트
웨어공학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고

291008

데이터베이스특론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1010

소프트웨어공학특론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1013

IT프로젝트 원가 및 인적자원관리

3

3

0

집체수업

291014

IT프로젝트 통합 및 조달관리

3

3

0

집체수업

291015

IT프로젝트 위험 및 변경관리

3

3

0

집체수업

291020

IT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관리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1021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3

3

0

집체수업

291022

IT프로젝트 기획 및 의사소통관리

2

2

0

On,OFF-Line(플립)수업

2

2

0

On,OFF-Line(플립)수업

291023

IT프로젝트 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291024

IT프로젝트 품질 및 성과관리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1025

IT융합SW공학Ⅰ

1

0

2

현장훈련(OJT)

291026

IT융합SW공학Ⅱ

1

0

2

현장훈련(OJT)

291027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

2

2

0

291028

IT프로젝트 원가관리

3

3

0

291029

IT프로젝트 기획관리

2

2

0

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계약학과/고숙련과정)
1) 표준이수체계
구 분
1년차
석사
과정

2년차

합

이수학점

비 고

1학기

3과목(7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현장훈련1과목(1학점)

2학기

3과목(8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2과목(2,3학점)

3학기

3과목(8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2과목(2,3학점)

4학기

3과목(7학점)

집체1과목(3학점), 플립1과목(3학점), 현장훈련1과목(1학점)

계

4학기/12과목
(30학점)

집체4과목(12학점), 플립6과목(16학점), 현장훈련2과목(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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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별 교과목 내역
전 공

스마트
팩토리융합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 고

292001

공정관리특론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2

사이버물리시스템

3

3

0

집체 수업

292003

스마트팩토리기획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4

스마트센서응용

2

2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5

스마트설비최적설계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6

스마트설비안전설계

2

2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7

머신비전과 광학

3

3

0

On,OFF-Line(플립)수업

292008

로봇시스템응용

3

3

0

집체 수업

292009

데이터공학

3

3

0

집체 수업

292010

IoT네트워크응용

3

3

0

집체 수업

292011

스마트팩토리실무Ⅰ

1

0

2

현장훈련(OJT)

292012

스마트팩토리실무Ⅱ

1

0

2

현장훈련(OJT)

3) 학기별 개설교과
구 분

1학기
1년차
2학기

3학기
2년차
4학기

90

개설과목(학점)
플립

스마트팩토리기획 (3학점)

집체

로봇시스템응용 (3학점)

OJT

스마트팩토리실무I (1학점)

플립

스마트센서응용 (2학점)

플립

공정관리특론 (3학점)

집체

사이버물리시스템 (3학점)

플립

스마트설비안전설계 (2학점)

플립

머신비전과 광학 (3학점)

집체

IoT네트워크응용 (3학점)

플립

스마트설비최적설계 (3학점)

집체

데이터공학 (3학점)

OJT

스마트팩토리실무II (1학점)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사. 미래융합공학전공(일반대학원)
(7개학과의 융합전공변경자 해당:기계,메카,전전통,에신화,컴퓨터,건축,창의협동)
1) 이수학점 기준
대학원구분
일반대학원

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창의융합협동과정

학위과정

이수학점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전공

학위과정

이수구분

학점

석사과정

전공심화
전공융합

18학점이상
12학점이하

박사과정

전공심화
전공융합

18학점이상
18학점이하

석‧박사통합과정

전공심화
전공융합

24학점이상
36학점이하

미래융합공학

※ 전공융합 학점은 원소속 학과심화 및 전공융합 교과목

2) 특성화교과 운영
가) 미래융합공학전공 특성화교과
교과목명

수강대상자 및 요건

학점

⦁미래융합프로젝트 Ⅰ·Ⅱ

석사과정
(12학점이상 이수자)

2학점

⦁미래융합프로젝트 Ⅲ·Ⅳ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이상 이수자)

2학점

제한없음

2학점

⦁미래융합세미나

나) 대학원 특성화교과
수강대상자

학점

⦁현장전문기술연구

교과목명

제한없음

2학점

⦁산업체특강

제한없음

2학점

⦁기술지도연구

제한없음

2학점

⦁인턴십Ⅰ (단기)
⦁인턴십Ⅱ (단기)
⦁인턴십Ⅲ (학기)

2학점
석사 및 박사과정

2학점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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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이수형태 및 영역별 이수기준
가) 전공심화 이수기준
전공

미래
융합
공학
전공

과정

이수구분(학점)

석사

전공심화 18학점이상
전공융합 12학점이하

박사

전공심화 18학점이상
전공융합 18학점이하

석‧박사
통합

전공심화 24학점이상
전공융합 36학점이하

교과 영역별 이수교과(전공심화)
공통
트랙
서브트
특성화교과
교과
교과
랙교과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 I
1개
2개
1개
미래융합프로젝트 II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 Ⅲ
1개
2개
1개
미래융합프로젝트 Ⅳ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 Ⅲ
2개
2개
2개
미래융합프로젝트 Ⅳ

합계
18학점

18학점

24학점

나) 표준이수형태
학과

전공

과정

기계
공학과
메카
트로닉스
공학과

건축
공학과
에너지
신소재
화학
공학과
창의융합
공학협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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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2학점
3학점
3학점

2년차

6과목(16학점)
/ 논문

미래융합프로젝트Ⅰ
미래융합프로젝트Ⅱ
트랙교과(1과목)
서브트랙교과(1과목)

2학점
2학점
3학점
3학점

2과목(6학점)

계

11과목(30학점)

7과목

18학점

4과목(12학점)

1년차

7과목(20학점)

미래융합세미나
공통교과(1과목)
트랙교과(1과목)
서브트랙교과(1과목)

2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과목(9학점)

2년차

6과목(16학점)
/ 논문

미래융합프로젝트Ⅲ
미래융합프로젝트Ⅳ
트랙교과(1과목)

2학점
2학점
3학점

3과목(9학점)

계

13과목(36학점)

7과목

18학점

6과목(18학점)

21과목(60학점)
/ 논문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Ⅲ
미래융합프로젝트Ⅳ
미래융합공학전공 과목 중
Ÿ 공통교과(2과목)
Ÿ 트랙교과(2과목)
Ÿ 서브트랙교과(2과목)

2학점
2학점
2학점

21과목(60학점)

9과목

24학점

합계

1년차

5과목(14학점)

석사

전기‧
전자‧
통신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전공심화
교과목
미래융합세미나
공통교과(1과목)
트랙교과(1과목)

구분

미래
융합
공학
전공

박사

석‧박사 3년과정
통합

계

전공융합
2과목(6학점)

12과목(3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12과목(36학점)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다) 교과목 내역

트랙
교과

영역별 이수기준

교과코드

교과목

학점

필수교과

260024
260025
260026
260027
260028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
미래융합프로젝트
미래융합프로젝트
미래융합프로젝트

공통교과

240197
240030
260029

빅데이터 특론
인공지능특강
스마트시티특론

3
3
3

자율형 모빌리티 / 정보통신 트랙

130071
120030
292002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터비전
선형시스템 모빌리티 제어
사이버물리시스템

3
3
3

인간친화형 에너지 / 환경 트랙

130072
240107

신재생에너지특론
스마트그리드공학

3
3

스마트 공간 / 안전 / 방재 트랙

240069

컴퓨터비전

3

Ⅰ
Ⅱ
Ⅲ
Ⅳ

서브트랙교과

트랙교과 중 본인 전공트랙 외의 타 트랙 교과목

전공융합

원소속학과 전공심화 및 전공융합 교과목

2
2
2
2
2

【전공변경한 경우】
- 현장기술연구Ⅰ,Ⅱ,Ⅲ,Ⅳ는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Ⅲ,Ⅳ로 대체 가능
- ICT융합세미나I,Ⅱ는 미래융합세미나 또는 선택과목으로 대체 가능
- ICT융합프로젝트I,Ⅱ는 미래융합프로젝트I,Ⅱ로 대체 가능
- KOREATECH Field Project I,Ⅱ는 미래융합프로젝트Ⅲ,Ⅳ로 대체 가능
- 모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공통교과, 트랙교과, 서브트랙교과로 대체 가능

【특성화교과(미래융합프로젝트 I, II, III, IV) 세부운영 사항】
- 졸업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현안 및 현장중심의 응용․융합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지역현안
개선 및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졸업논문 주제 선정부터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
에 교내교수와 현장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현장중심의 개방형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교과이다.
- 지도교수가 학생과 일대일 지도를 통해 논문을 지도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 현장기술연구Ⅰ,Ⅱ 및 ICT융합프로젝트Ⅰ‧Ⅱ를 이수한 경우에는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를 이수 할 수 없다.
- 현장기술연구Ⅲ,Ⅳ 및 KOREATECH Field ProjectⅠ,Ⅱ를 이수한 경우에는 미래융합프로젝트Ⅲ, Ⅳ
를 이수 할 수 없다.
- 미래융합세미나 수업운영은 연1회 실시한다.
※ 미래융합세미나, 미래융합프로젝트Ⅰ‧Ⅱ‧Ⅲ‧Ⅳ는 미래융합공학전공 학생만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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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과목 통합POOL
교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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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고

110003

산업체특강

2

2

0

110004

인턴십 1

2

2

0

110005

인턴십 2

2

2

0

110006

인턴십 3

6

6

0

110007

기술지도연구

2

2

0

110008

현장기술연구Ⅰ

2

2

0

110009

현장기술연구Ⅱ

2

2

0

110010

현장기술연구 세미나Ⅰ

2

2

0

110011

현장기술연구 세미나Ⅱ

2

2

0

110012

현장전문기술연구

2

1

0

110013

현장기술연구Ⅲ

2

2

0

110014

현장기술연구Ⅳ

2

2

0

11001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Ⅰ

0

3

3

110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Ⅱ

0

3

3

1100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Ⅲ

0

3

3

110020

기술문서작성

2

2

0

110021

응용열전달

3

3

0

110022

연구지도 Ⅰ

2

2

0

전문

110023

연구지도 Ⅱ

2

2

0

전문

110024

연구지도 Ⅲ

2

2

0

전문

110025

연구지도 Ⅳ

2

2

0

전문

110026

연구지도세미나 Ⅰ

2

2

0

전문

110027

연구지도세미나 Ⅱ

2

2

0

전문

120001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

3

3

0

120002

자동차 구조

3

3

0

120003

자동차 전자제어 및 통신

3

3

0

120004

자동차 재료학

3

3

0

120005

자동차공학 실험 및 모델링

3

3

0

120006

기술경영특론

3

3

0

120007

품질관리

3

3

0

120008

신뢰성공학특론

3

3

0

120010

소성역학특론

3

3

0

120016

그래피칼프로그래밍 특론

3

3

0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120021

햅틱 및 원격조종로봇 시스템

3

3

0

120023

모델링 및 제어

3

3

0

120027

로봇 동역학 및 제어

3

3

0

120029

에어로졸 입자 공학

3

3

0

120030

선형시스템 및 모빌리티제어(=선형시스템 이론 및 설계)

3

3

0

120032

경계층 및 박리유동

3

3

0

120034

터보기계특론

3

3

0

120038

그린카 배기제어기술 특론

3

3

0

120039

전기화학특론

3

3

0

120040

열전달 특론

3

3

0

120042

내연기관 특론

3

3

0

120044

탄성론

3

3

0

120046

유한요소해석

3

3

0

120048

전산소성해석론

3

3

0

120049

실험적모드해석

3

3

0

120050

파괴역학

3

3

0

120051

용접구조설계특론

3

3

0

120052

동적재료거동

3

3

0

120053

항법 및 Telematics

3

3

0

120055

응용 로보트 공학

3

3

0

120056

유체공학특론

3

3

0

120058

유압제어특론Ⅰ

3

3

0

120060

비선형제어시스템

3

3

0

120062

친환경적디자인연구

3

3

0

120063

영상디자인특론

3

3

0

120064

통합적프로토타이핑

3

3

0

120066

비교기술사

3

3

0

120068

디자인재료특론

3

3

0

120069

분말성형특론

3

3

0

120070

재료접합공학

3

3

0

120072

레이져재료가공

3

3

0

120073

원자력재료 특론

3

3

0

120074

공학설계를위한재료선택특론

3

3

0

120077

전동기제어특론

3

3

0

120078

리튬이차전지특론

3

3

0

120080

차량충돌역학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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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120081

응용유한요소해석

3

3

0

120082

재료비파괴평가특론

3

3

0

120083

재료거동학특론

3

3

0

120084

미세유체공학

3

3

0

120085

자율주행자동차 특론

3

3

0

120086

뉴럴네트워크와 딥러닝

3

3

0

120087

지능형 자동차 제어 시스템

3

3

0

120088

산업인터넷 개론

3

3

0

120089

재료과학 및 공학특론

3

3

0

120090

비선형시스템

3

3

0

120091

비선형제어

3

3

0

120092

음향 트랜스듀서

3

3

0

120093

항법시스템

3

3

0

120094

머신러닝 기반 반도체 첨단 장비․공정 제어

3

3

0

120095

의용계측

3

3

0

130002

반도체 센서 및 액츄에이터

3

3

0

130004

디스플레이공학세미나

3

3

0

130005

반도체 소자 구조

3

3

0

130006

인간공학

3

3

0

130007

전자재료

3

3

0

130009

산업안전경영특론

3

3

0

130012

트리즈응용설계특론

3

3

0

130013

광메카트로닉스

3

3

0

130014

박막태양전지특론

3

3

0

130016

유기반도체공학

3

3

0

130017

전자 세라믹

3

3

0

130018

전산 열유체역학

3

3

0

130020

설계(공정)최적화특론

3

3

0

130021

공정장비특론

3

3

0

130022

MEMS

3

3

0

130023

기구 설계학

3

3

0

130024

CAD특론

3

3

0

130025

창의적 설계특론

3

3

0

130026

차세대전지특론

3

3

0

130027

재료공학특론

3

3

0

130028

반도체재료특론

3

3

0

130029

광반도체공학

3

3

0

비고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130030

레이져공학

3

3

0

130032

고분자재료 및 응용

3

3

0

130033

유기고분자소재특론

3

3

0

130034

유기재료분석특론

3

3

0

130035

디스플레이공정특론

3

3

0

130037

화공열역학

3

3

0

130038

상평형특론

3

3

0

130039

통계열역학

3

3

0

130040

유기화학특론

3

3

0

130041

고분자합성특론

3

3

0

130043

고분자공학특론

3

3

0

130044

에너지변환소재

3

3

0

130045

환경독성학

3

3

0

130046

반도체공학특론

3

3

0

130047

금형소재 및 설계

3

3

0

130050

박막공학특론

3

3

0

130052

창의적 문제해결과 공학설계

3

3

0

130054

랜덤데이터 처리 및 해석

3

3

0

130056

마이크로시스템설계

3

3

0

130057

시스템식별

3

3

0

130058

결정구조학

3

3

0

130059

광공학

3

3

0

130060

에너지 재료 공학

3

3

0

130061

화학공정요론

3

3

0

130062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3

3

0

130063

리튬설퍼전지

3

3

0

130064

생물공학특론

3

3

0

130067

반도체장비 및 요소기술

3

3

0

130068

수소에너지의 이해

3

3

0

130069

유기고분자소재특론

3

3

0

130070

충전지 재료과학

3

3

0

130071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터 비전

3

3

0

130072

신재생에너지특론

3

3

0

130073

유기고분자 전자재료특론

3

3

0

130074

유기고분자 에너지재료특론

3

3

0

130075

분리공정특론

3

3

0

140001

Adaptive ControL Theory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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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140002

Advanced MICROELectronic Circuits

3

3

0

140003

Advanced Practicum in HRD Ⅰ

3

3

0

140004

Advanced Practicum in HRD Ⅱ

3

3

0

140005

Advanced Robotics

3

3

0

140006

CAD/CAM/CAE

3

3

0

140007

CDMA SYSTEM ENGINEERING

3

3

0

140008

Computer Aided Analysis

3

3

0

140009

DESIGN OF POWER CONVERTER

3

3

0

140010

InteLLigent ControL Engineering

3

3

0

140011

INTRODUCT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NANOMEDICAL IMAGING

3

3

0

140012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3

3

0

140013

PATTERN CLASSIFICATION

3

3

0

140014

Practicum in HRD Ⅰ

3

3

0

140015

Practicum in HRD Ⅱ

3

3

0

140016

Seminar

3

3

0

140017

SPECIAL TOPICS IN POWER ELECTRONICS

3

3

0

140018

Theory and AppLications of Fuzzy Systems

3

3

0

140019

Transport Phenomena in Biological System

3

3

0

140020

Virtual Bioinstrumentation

3

3

0

140021

생물공정공학

3

3

0

140022

환경생명공학

3

3

0

140023

생명공학

3

3

0

140024

Advanced Polymer Property

3

3

0

140025

Heat treatment of metal

3

3

0

150006

열유체계측특론

3

3

0

150007

대류열전달

3

3

0

150008

점성유체역학특론

3

3

0

150009

열유체시스템특론

3

3

0

150010

대체에너지공학특론

3

3

0

150012

이상유동열전달

3

3

0

150013

전도열전달

3

3

0

150014

난류이론

3

3

0

150015

연소현상론

3

3

0

150019

동역학특론

3

3

0

150020

차량동역학특론

3

3

0

150022

전산구조해석특론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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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150023

기계진동학특론

3

3

0

150087

고급수치해석

3

3

0

150088

현대트리즈 및 응용

3

3

0

150089

비선형유한요소법

3

3

0

150090

다물체동역학

3

3

0

150091

마이크로가공

3

3

0

150092

선형대수학과 응용

3

3

0

150095

전기유압비례 및 서보제어

3

3

0

150096

프로젝트기반 트리즈문제해결

3

3

0

160017

디지털영상처리

3

3

0

160018

소셜웹마이닝

3

3

0

160019

확률모델링

3

3

0

160020

고급네트워킹

3

3

0

160021

사이버-피지컬 시스템

3

3

0

160022

고급 공학수학

3

3

0

160023

최적제어설계

3

3

0

160025

행렬이론과 응용

3

3

0

160026

확률 그래프 모델

3

3

0

160027

시계열 분석을 위한 선형모델

3

3

0

160028

모델 예측 제어

3

3

0

160030

Principles of Intelligent Control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3

3

0

160031

Complex analysis

3

3

0

160032

상미분 방정식

3

3

0

160033

비선형 및 편미분 방정식

3

3

0

160034

실해석학

3

3

0

160035

확률론적 머신러닝

3

3

0

160036

신재생에너지원 최적용량 설계

3

3

0

160037

RF 및 초고주파 시스템

3

3

0

160038

전기기기 설계를 위한 열해석 및 모델링

3

3

0

160039

안전필수 시스템 제어

3

3

0

170019

고성능컴퓨터구조

3

3

0

170020

연구방법론

3

3

0

170021

빅 데이터 처리

3

3

0

190012

도시재생방법론

3

3

0

200027

응고공정

3

3

0

210020

무기화학특론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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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20001

경영학특론

3

3

0

220002

신기술동향

3

3

0

220006

기술경영론

3

3

0

220007

기술경영세미나

2

2

0

220008

벤쳐경영론

3

3

0

220011

신상품경영론

3

3

0

220013

혁신경영론

3

3

0

220014

기술정책론

3

3

0

220016

기술혁신경제론

3

3

0

220017

기술예측론

3

3

0

220019

기술가치평가론

3

3

0

220021

프로젝트관리론

3

3

0

220023

기술사업화론

3

3

0

220025

기술전략론

3

3

0

220028

혁신정책세미나

3

3

0

220029

혁신전략 세미나

3

3

0

220030

기술혁신경제세미나

3

3

0

220031

글로벌 인턴십

2

2

0

220036

CRM특론

3

3

0

220044

기술경영회계

3

3

0

220045

기술경영연구방법론Ⅱ

2

2

0

220046

기술경영연구방법론세미나Ⅱ

2

2

0

220048

기술경영연구방법론Ⅰ

3

3

0

220052

기술사업화전략세미나

3

3

0

220053

R&D경영세미나

3

3

0

220054

신상품경영세미나

3

3

0

220055

지식재산경영세미나

3

3

0

220057

제조시스템혁신관리

3

3

0

220058

특허경영론

3

3

0

220064

과학기술정책론

3

3

0

220069

하이테크마케팅

3

3

0

220070

기술경영연구조사방법론

3

3

0

220076

기술창업론

3

3

0

220082

기술경영논문연구

2

2

0

220083

기술 라이센싱 및 계약실무

3

3

0

220084

빅데이터기반 머신러닝

3

3

0

220085

데이터마이닝 특론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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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20086

스마트품질생산혁신 특론

3

3

0

23000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3

3

0

230002

사회과학연구방법특론

3

3

0

230003

사회과학연구방법세미나

3

3

0

230004

인력개발론

3

3

0

230007

인적자원관리특론

3

3

0

230008

거시조직특론

3

3

0

230009

경영학특론

3

3

0

230011

조직행동 특론

3

3

0

230012

상담이론

3

3

0

230013

발달심리학

3

3

0

230014

성격심리

3

3

0

230015

고용정책특론

3

3

0

230017

경제학 특론

3

3

0

230032

HRD평가

3

3

0

230038

수행공학특론

3

3

0

230046

리더쉽개발특론

3

3

0

230050

코칭리더십 특론

3

3

0

230054

집단상담

3

3

0

230055

이상심리

3

3

0

230056

진로상담기법

3

3

0

230066

진로상담 슈퍼비전

3

3

0

230074

고용정책세미나

3

3

0

230077

고용보험특론

3

3

0

230079

고용보험세미나

3

3

0

230093

고용.직업정보특론

3

3

0

230094

고용서비스특론

3

3

0

230095

고용서비스세미나

3

3

0

230101

산업안전보건정책특론

3

3

0

230109

노동시장세미나

3

3

0

230113

임금관리특론

3

3

0

230115

리더십특론

3

3

0

230117

조직개발특론

3

3

0

230118

노사관계특론

3

3

0

230125

기업문화세미나

3

3

0

230128

노사관계세미나

3

3

0

230129

조직혁신세미나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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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30137

인적자원정책특론

3

3

0

230139

HRD세미나

3

3

0

230140

여성진로상담세미나(박사)

3

3

0

230142

협상과 조정특론

3

3

0

230143

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세미나

3

3

0

230145

성인교육특론

3

3

0

230147

진로상담인턴쉽

3

3

0

230148

HRD컨설팅특론

3

3

0

230150

교육프로그램개발특론

3

3

0

230152

MIS특론

3

3

0

230153

스태핑특론

3

3

0

230154

인적자원컨설팅특론

3

3

0

230155

전략적인적자원관리세미나

3

3

0

230156

지식경영특론

3

3

0

230157

경영전략특론

3

3

0

230158

고용 및 HRD관련법특론

3

3

0

230159

고용프로젝트세미나

3

3

0

230160

관리회계특론

3

3

0

230161

기술경영 특론

3

3

0

230163

다문화진로상담세미나

3

3

0

230164

사이버진로상담세미나

3

3

0

230165

상담사례연구

3

3

0

230166

생산관리특론

3

3

0

230167

서비스 경영론

3

3

0

230169

심리검사세미나

3

3

0

230170

인력경영프로젝트세미나

3

3

0

230171

재무관리 특론

3

3

0

230172

재무제표분석론

3

3

0

230175

직업심리세미나

3

3

0

230176

직업전환상담세미나

3

3

0

230177

진로상담연구세미나

3

3

0

230178

진로상담제도와 윤리세미나

3

3

0

230179

진로상담프로젝트 세미나

3

3

0

230180

질적연구방법특론

3

3

0

230181

투자론

3

3

0

230183

프로그램평가세미나

3

3

0

230188

e-biz특론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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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30189

HRD 동향 및 쟁점

3

3

0

230192

성인교육세미나

3

3

0

230193

Readings in HRD

2

2

0

230196

청소년진로상담세미나

3

3

0

230197

심리검사

3

3

0

230198

인력개발특론

3

3

0

230199

직업심리학

3

3

0

230200

진로상담문제세미나

3

3

0

230201

회계학특론

3

3

0

230202

마케팅특론

3

3

0

230203

프로젝트관리특론

3

3

0

230204

대학생 진로상담

3

3

0

230205

HRD 커뮤니케이션 특론

3

3

0

230206

HRD전달체계특론

3

3

0

230207

인적자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3

0

230209

서비스마케팅특론

3

3

0

230211

질적연구방법세미나

3

3

0

230212

고객관계경영특론

3

3

0

230213

서비스경영특론

3

3

0

230214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론

3

3

0

230216

기술기반기업경영특론

3

3

0

230217

경영의사결정특론

3

3

0

230219

문화경영특론

3

3

0

230220

공공기관마케팅

3

3

0

230223

양적연구방법세미나

3

3

0

230224

경력개발특론

3

3

0

230225

HRD클러스터세미나

3

3

0

230226

교수설계와학습심리학

3

3

0

230227

직업교육훈련특론

3

3

0

230228

TD(Talent Deveelopmenet)세미나

3

3

0

230229

직업교육훈련 특론 세미나

3

3

0

230238

Principles of Economics

3

3

0

230239

금융공학세미나

3

3

0

230240

관리시스템특론

3

3

0

230241

데이터사이언스특론

3

3

0

230242

소비자행동론

3

3

0

230243

재무분석세미나Ⅰ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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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30244

재무분석세미나Ⅱ

3

3

0

230245

회계관리세미나Ⅰ

3

3

0

230246

회계관리세미나Ⅱ

3

3

0

230247

마케팅세미나Ⅰ

3

3

0

220036

CRM특론

3

3

0

230248

서비스마케팅

3

3

0

230249

품질경영특론

3

3

0

230250

서비스전략세미나Ⅰ

3

3

0

230251

서비스전략세미나Ⅱ

3

3

0

230252

인사조직세미나Ⅰ

3

3

0

230253

인사조직세미나Ⅱ

3

3

0

230254

마케팅세미나Ⅱ

3

3

0

230255

인사조직특론

3

3

0

230256

국제재무관리특론

3

3

0

230257

품질혁신세미나

3

3

0

230258

통계 및 빅데이터 특론

3

3

0

230262

양적연구방법특론

3

3

0

230263

노동경제학 특론

3

3

0

230264

고용보호법 및 고용관계특론

3

3

0

230265

경영빅데이터분석 특론

3

3

0

230266

4차산업혁명 기술과 HRD

3

3

0

230267

빅데이터를 위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3

3

0

230268

글로벌 혁신경영론

3

3

0

230269

경영HRD특론

3

3

0

230270

직업능력정책특론

3

3

0

230271

국제기술경영 전략

3

3

0

230272

직업능력개발 조사방법론

3

3

0

230273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특론

3

3

0

230274

국제기술경영 전략

3

3

0

230282

계량분석세미나

3

3

0

230283

노동경제학특론 I

3

3

0

230284

노동경제학세미나

3

3

0

230285

인력개발연구세미나

3

3

0

230286

상담윤리

3

3

0

240001

지능융합소프트웨어Ⅰ

3

3

0

240005

신에너지공학특론

3

3

0

240006

디지털신호처리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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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40009

기술특허개론

3

3

0

240011

지능제어시스템원리및응용

3

3

0

240018

고급신호처리

3

3

0

240021

고급 인터네트워킹

3

3

0

240022

무선통신특론

3

3

0

240023

정보통신특론

3

3

0

240030

인공지능특강

3

3

0

240033

고급운영체제

3

3

0

240034

암호기술특강

3

3

0

240042

전산응용 구조해석 특론

3

3

0

240050

고급네트워크설계

3

3

0

240052

통신시스템설계

3

3

0

240054

모델링시뮬레이션방법론

3

3

0

240058

고급데이터베이스

3

3

0

240059

고급멀티미디어통신

3

3

0

240065

가상현실및햅틱인터랙션

3

3

0

240067

멀티미디어처리특강

3

3

0

240068

고급컴퓨터네트워킹및응용

3

3

0

240069

컴퓨터비전

3

3

0

240078

IT융합건축

3

3

0

240079

친환경건설기술

3

3

0

240081

IP개발및시스템집적

3

3

0

240085

선형시스템

3

3

0

240086

로봇제어공학

3

3

0

240087

에너지변환장치설계

3

3

0

240088

배전설비공학

3

3

0

240089

방통융합기술

3

3

0

240094

건축계획특론

3

3

0

240095

친환경건축디자인특론

3

3

0

240096

계면화학특론

3

3

0

240098

건설재료특론

3

3

0

240101

고급환경공학

3

3

0

240102

기업재무론

3

3

0

240106

현대 임베디드프로세서 설계방법론

3

3

0

240107

스마트그리드공학

3

3

0

240108

트리즈를 이용한 발명적 문제해결

3

3

0

240109

건설경영과 파이낸스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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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40112

애드혹네트워크보안

3

3

0

240114

인터넷컴퓨팅

3

3

0

240115

3차원 비디오처리

3

3

0

240118

3D응용건축실측

3

3

0

240119

고주파회로 설계

3

3

0

240120

인터넷서비스제어

3

3

0

240121

이동인터넷

3

3

0

240122

네트워크프로톨콜응용

3

3

0

240123

고급통신시스템디자인 및 구현

3

3

0

240124

건설프로그램관리

3

3

0

240125

M2M 네트워크 서비스

3

3

0

240126

전력망 고장점 해석

3

3

0

240127

멀티스케일신호처리

3

3

0

240129

사회관계망분석

3

3

0

240130

지능형 영상시스템

3

3

0

240131

전력품질공학 및 응용

3

3

0

240132

전력계통해석

3

3

0

240133

음성신호처리

3

3

0

240134

무선네트워크특론

3

3

0

240136

신에너지공학및응용

3

2

2

240137

고급네트워크관리

3

3

0

240138

고속멀티미디어무선통신

3

3

0

240139

오류정정부호이론

3

3

0

240140

고급가상현실

3

3

0

240141

무선인터넷공학론

3

3

0

240142

고급유비쿼터스컴퓨팅

3

3

0

240143

센서네트워크특론

3

3

0

240144

고급마이크로프로세스

3

3

0

240145

디자인방법연구

3

3

0

240146

디지털디자인특론

3

3

0

240147

사용자 및 사용성연구

3

3

0

240148

사용자인터페이스연구

3

3

0

240150

비파괴검사방법론

3

3

0

240151

강구조특론

3

3

0

240152

건축구조시스템

3

3

0

240153

현대건축특론

3

3

0

240154

디자인공학세미나Ⅰ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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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40155

디자인공학세미나Ⅱ

3

3

0

240157

전자파특론

3

3

0

240158

임베디드시스템특론

3

3

0

240159

전기자동차와하이브리드자동차설계

3

3

0

240160

고급컴퓨터네트워크

3

3

0

240161

건축물의보존과기록화

3

3

0

240162

3차원비디오관리

3

3

0

240163

해외 플랜트 건설계약 및 클레임

3

3

0

240164

구조물안전진단특론

3

3

0

240165

UX서비스디자인연구

3

3

0

240166

신에너지공학및응용

3

3

0

240167

가구디자인Ⅰ

3

3

0

240168

가구디자인Ⅱ

3

3

0

240169

건축구조디자인

3

3

0

240170

건축물내진설계

3

3

0

240171

소셜미디어관리

3

3

0

240172

정보기술관리

3

3

0

240173

경영정보시스템

3

3

0

240174

게임이론

3

3

0

240175

트리즈를 이용한 IT문제해결

3

3

0

240176

사회망분석

3

3

0

240177

네트워크보안

3

3

0

240178

데이터과학

3

3

0

240179

순응형로봇 설계 및 제어특론

3

3

0

240180

디자인문화특론

3

3

0

240181

고분자물성특론

3

3

0

240182

고분자분석특론

3

3

0

240183

비정질재료학

3

3

0

240184

주거학특론

3

3

0

240185

건설산업 연구방법론 및 세미나

3

3

0

240186

고급 모바일 시스템 및 응용

3

3

0

240187

고급 핀테크와 보안

3

3

0

240188

Cyber-Physical Systems 개론

3

3

0

240189

핀테크와 정보보안

3

3

0

240191

디자인 빅데이터 분석

3

3

0

240192

Fundmental Image Analysis

3

3

0

240193

Advanced Virtual Seminar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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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강의

실습

240194

트리즈와 특허특론

3

3

0

240195

한국주거사특론

3

3

0

240196

신경망의 고성능 구현

3

3

0

240197

빅데이터 특론

3

3

0

240198

정보검색

3

3

0

240199

고급병렬컴퓨팅

3

3

0

240200

고급 사물인터넷 기술

3

3

0

240201

고급기계학습

3

3

0

240202

지능형 로봇 비전 처리특론

3

3

0

240203

고급 근접질의 알고리즘

3

3

0

240204

디자인트렌드리서치

3

3

0

240205

디자인현상과 조형

3

3

0

240206

디자인문화연구

3

3

0

240207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3

3

0

240209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특론

3

3

0

240210

웨어러블 컴퓨팅 특강

3

3

0

250003

고체물리학

3

3

0

250004

연속체역학

3

3

0

250005

CAD/CAM

3

3

0

250006

전산열유체해석

3

3

0

250007

선형시스템제어특론

3

3

0

250008

인지공학

3

3

0

250009

IT자동차공학

3

3

0

250010

IT에너지시스템공학

3

3

0

250011

응용로보트공학

3

3

0

250012

바이오환경공학

3

3

0

250013

데이터마이닝

3

3

0

250014

물리기반시뮬레이션

3

3

0

250015

반도체장비공학

3

3

0

250016

디스플레이검사기술

3

3

0

250017

반도체디스플레이공정특론

3

3

0

250018

장비제어설계 및 시뮬레이션

3

3

0

250019

마이크로전자회로

3

3

0

250020

평면 디스플레이 공학

3

3

0

250021

시스템진동

3

3

0

250023

신뢰성공학

3

3

0

250024

물질열전달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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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50025

정보전자소재분석

3

3

0

250026

과학기술경영론

3

3

0

250028

재무회계

3

3

0

250029

기술인사조직

3

3

0

250030

프로젝트관리론

3

3

0

250031

과학기술혁신경제

3

3

0

250033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예측

3

3

0

250034

벤처경영론

3

3

0

250035

과학기술정책

3

3

0

250040

시계열분석

3

3

0

250041

재료과학특론

3

3

0

250042

융합소프트웨어특론

3

3

0

250043

IT-BT융합

3

3

0

250044

무선이동통신공학

3

3

0

250045

과학기술국제경영

3

3

0

250047

수치해석특론

3

3

0

250048

산업용 사물인터넷

3

3

0

250049

에너지저장시스템

3

3

0

250051

기술기획프로젝트

3

3

0

250052

캡스톤Ⅰ

3

1

4

250053

IT산업 경쟁전략과정책

3

3

0

250054

자율주행자동차제어특론

3

3

0

250055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3

3

0

250056

패턴인식

3

3

0

260009

시각인지영상처리

3

3

0

260010

광소자공학

3

3

0

260011

상황인식특론

3

3

0

260012

플라즈마반응공학

3

3

0

260015

Chutzpah Program

3

2

2

260016

전기활성고분자 기반 액츄에이터 및 센서

3

3

0

260017

전자재료물성

3

3

0

260018

ICT기반 건축물 유지관리공학

3

3

0

260019

ICT융합 기술 산업체특강

2

2

0

260020

감성융합디자인 오브제실습

3

3

0

260021

구조물 소성설계 기초

3

3

0

260022

로보틱스

3

3

0

260023

3D Computer Vision

3

3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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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강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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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24

미래융합세미나

2

2

0

260025

미래융합프로젝트 I

2

2

0

특성화

260026

미래융합프로젝트 II

2

2

0

특성화

260027

미래융합프로젝트 Ⅲ

2

2

0

특성화

260028

미래융합프로젝트 Ⅳ

2

2

0

특성화

260029

스마트시티 특론

3

3

0

270004

유해위험물질특론

3

3

0

270005

산업안전보건법Ⅰ

3

3

0

270006

전기공사법

3

3

0

270007

건설기술관리법

3

3

0

270008

건설장비안전학

3

3

0

270009

신뢰성공학

3

3

0

270010

안전공학특론

3

3

0

270011

산업안전보건법Ⅱ

3

3

0

270012

독성학특론

3

3

0

270013

건설재해론

3

3

0

270014

전기설비안전학

3

3

0

270015

산업위생특론

3

3

0

270016

재난안전및위험관리론

3

3

0

270017

정전기공학특론

3

3

0

270018

건설안전공학특론

3

3

0

270019

방화방폭특론

3

3

0

270021

건설공사위험분석

3

3

0

270022

전기안전공학특론

3

3

0

270023

위험성평가

3

3

0

270024

화학공정안전특론

3

3

0

270025

공정안전관리론

3

3

0

270026

기계안전시스템특론

3

3

0

270027

방재학특론

3

3

0

270028

산업안전보건정책론

3

3

0

270029

소방설비특론

3

3

0

270030

안전기술기준해석특론

3

3

0

270031

인간공학특론

3

3

0

270032

화학물질관리법

3

3

0

270033

석사논문연구Ⅰ

2

2

0

270034

석사논문연구Ⅱ

2

2

0

270035

산업재해보상보험범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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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270036

산업심리학특론

3

3

0

270037

산업보건학

3

3

0

270038

안전관리론

3

3

0

270039

화학및가스설비안전특론

3

3

0

270040

건설안전공정특론

3

3

0

270041

감전사고방지공학

3

3

0

270042

전기방폭특론

3

3

0

280001

재료공학

3

3

0

280002

재료전산모사

3

3

0

280003

재료강도학

3

3

0

280004

국제협력뿌리기술세미나

3

3

0

280005

참여기업인턴현장실습

2

2

0

280006

금속상변태

3

3

0

280008

소성가공학

3

3

0

280009

프레스금형설계

3

3

0

280010

표면처리

3

3

0

280011

주조공학

3

3

0

280013

기업특화 교육프로그램

3

3

0

280014

철·비철주조특론

3

3

0

280015

금속조직특론

3

3

0

280016

재료과학

3

3

0

280017

사출성형특론

3

3

0

280018

나노입자공학

3

3

0

290001

통합감시제어시스템

3

3

0

290002

모터제어시스템설계

3

3

0

290003

설비제어CAE

3

3

0

290004

기계설비신뢰성공학

3

3

0

290005

기계설비제어설계I

1

0

2

290006

기계설비제어설계II

1

0

2

290007

제어기술특론

2

2

0

290008

센서기술특론

2

2

0

290009

기계시스템제어방식설계

3

3

0

290010

장비네트워크

3

3

0

290011

모터제어시스템구현

3

3

0

290012

안전공학특론

3

3

0

290013

제어프로그램구조설계

3

3

0

290014

신재생에너지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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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강의

실습

290015

통합감시제어시스템

2

2

0

290016

센서기술특론

3

3

0

290017

제어로직설계

3

3

0

290018

매케니즘구성

3

3

0

290019

제어시뮬레이션

3

3

0

290020

설비제어응용

3

3

0

290021

기계설비제어 I

1

0

2

290022

기계설비제어 II

1

0

2

291008

데이터베이스특론

3

3

0

291010

소프트웨어공학특론

3

3

0

291013

IT프로젝트원가및인적자원관리

3

3

0

291014

IT프로젝트통합및조달관리

3

3

0

291015

IT프로젝트위험및변경관리

3

3

0

291020

IT프로젝트범위및일정관리

3

3

0

291021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3

3

0

291022

IT프로젝트 기획 및 의사소통관리

2

2

0

291023

IT프로젝트 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2

2

0

291024

IT프로젝트 품질 및 성과관리

3

3

0

291025

IT융합SW공학 I

1

0

2

291026

IT융합SW공학 II

1

0

2

291027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

2

2

0

291028

IT프로젝트 원가관리

3

3

0

291029

IT프로젝트 기획관리

2

2

0

292001

공정관리특론

3

3

0

292002

사이버물리시스템

3

3

0

292003

스마트팩토리기획

3

3

0

292004

스마트센서응용

2

2

0

292005

스마트설비최적설계

3

3

0

292006

스마트설비안전설계

2

2

0

292007

머신비전과 광학

3

3

0

292008

로봇시스템응용

3

3

0

292009

데이터공학

3

3

0

292010

loT네트워크응용

3

3

0

292011

스마트팩토리실무 I

1

0

2

292012

스마트팩토리실무 II

1

0

2

300001

TVET Policy Seminar

3

3

0

300002

Principles of Managemen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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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300003

Employment Policies

3

3

0

3000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3

3

0

300005

Introduction of Solar Energy and Lab

3

2

2

300006

Smart Management Information Seminar

3

3

0

300007

Seminar on Employment and TVET Policy

3

3

0

300008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3

3

0

300009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s

3

3

0

300010

Introduction to ICT

3

3

0

30001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3

3

0

300012

Basic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

3

3

0

300013

Case study on employment and labor policy

3

3

0

300014

Introduction of engineering and energy technology

3

3

0

300015

Introduction of NCS and NQF

3

3

0

300016

Strategy of Life Long Competency Deve lopment In
Digital Economy Era

3

3

0

300017

Entrepreneurship

3

3

0

300018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3

3

0

400001

AI개론

3

3

0

400002

AI프로그래밍

3

3

0

400003

AI융합교육과정연구

3

3

0

999999

Tutorial교과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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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자료
110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1(korean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Ⅰ」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 하는 외국인 학생
들을 위해 개설된 기초 한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1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 본 과정은 한국어의 자모음 체계와 함께 언어의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기초 능력을 쌓도록 한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학생들은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
여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를 통해 초급 수준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Korean Ⅰ for foreigners」 is open to students who have no or little background of learning Korean,
and who are preparing for the 1st level of language skill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can take this course. This beginning course help students build basic language skills in speaking,
hearing, reading, and writing with Korean alphabet system. Students will learn how to communicate
simple ideas in Korean language occurring in everyday situation.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carry out basic level of communication skills using vocabulary and
grammar covered during the course and to accomplish basic literacy skills reading materials on
various topics.

110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2(korean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Ⅱ」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Ⅰ」을 수강했거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1급에 해
당되는 한국어 숙달도를 갖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에서 고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급 수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성취하도록 한다. 본 과
정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문단 차원의 담화를 이해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문장이나 약간 복잡한 복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학
생들은 학교와 학업과 같이 자신에게 친숙한 일상적 경험에 관한 짧은 서사체의 글을 비교적 능숙하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Ⅱ for foreigners」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have previously taken 「Korean Ⅰ for
foreigners」 or obtained equivalent knowledge to the 1st level of language skill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build balanced four language skills in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nd obtain elementary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of
Korean.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their ideas verbally, understand relatively short paragraphs,
and write rather compound sentenc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b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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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mand a short narrative discourse relating to their life experience such as school life, family,
friends, vacation plans, places, etc.

110003 산업체특강(Seminar)
국내외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종합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로
산업체 인사를 초빙,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산업현장의 문제가 졸업논문의 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capability of insights such as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dustrial problems through seminar by inviting professional person who is working in industry.

110004 인턴십 1(Internship1)
해당분야 현장실무 응용 및 적용/결과를 연구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he field site and applied practical applications / results for research and analysis purposes.

110005 인턴십 2(Internship2)
해당분야 현장실무 응용 및 적용/결과를 연구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he field site and applied practical applications / results for research and analysis purposes.

110006 인턴십 3(Internship3)
해당분야 현장실무 응용 및 적용/결과를 연구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he field site and applied practical applications / results for research and analysis purposes.

110007 기술지도연구(Technique Guidance Research)
학부생의 공학설계 및 졸업설계를 공동 연구 수행/팀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The engineering design and graduation design of undergraduates joint research carried out /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team.

110008 현장기술연구Ⅰ(Practicum Ⅰ)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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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9 현장기술연구Ⅱ(Practicum Ⅱ)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10 현장기술연구 세미나Ⅰ(Practicum Ⅰ)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11 현장기술연구 세미나 Ⅱ(Practicum Ⅱ)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12 현장전문기술연구(Research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
산업현장의 동향 및 전문기술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내외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흐름을 파악하
고, 전문 기술을 실습 및 연구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subject is on research of trend and advanced technology of industrial field. It aims at fostering
application skills by getting out the trend of advanced technology applied in domestic and foreign
industry as well as acquiring the high technology by practice and research.

110013 현장기술연구Ⅲ(PracticumⅢ)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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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4 현장기술연구Ⅳ(PracticumⅣ)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1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Ⅰ (Korean for ForeignersⅠ) ------------ 2011.1학기 신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Ⅰ」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 하는 외국인 학생
들을 위해 개설된 기초 한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1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 본 과정은 한국어의 자모음 체계와 함께 언어의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기초 능력을 쌓도록 한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학생들은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
여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를 통해 초급 수준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Korean for Foreigners Ⅰ」 is open to students who have no or little background of learning Korean,
and who are preparing for the 1st level of language skill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can take this course. This beginning course help students build basic language skills in speaking,
hearing, reading, and writing with Korean alphabet system. Students will learn how to communicate
simple ideas in Korean language occurring in everyday situation.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carry out basic level of communication skills using vocabulary and
grammar covered during the course and to accomplish basic literacy skills reading materials on
various topics.

110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Ⅱ (Korean for ForeignersⅡ) ------------- 2011.1학기 신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Ⅱ」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Ⅰ」을 수강했거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1급에 해
당되는 한국어 숙달도를 갖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에서 고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급 수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성취하도록 한다. 본 과
정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문단 차원의 담화를 이해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문장이나 약간 복잡한 복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학
생들은 학교와 학업과 같이 자신에게 친숙한 일상적 경험에 관한 짧은 서사체의 글을 비교적 능숙하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for Foreigners Ⅱ」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have previously taken 「Korean for Foreigners
Ⅰ」 or obtained equivalent knowledge to the 1st level of language skill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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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TOPIK).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build balanced four language skills in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nd obtain elementary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of Korean.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their ideas verbally, understand relatively short paragraphs, and write rather
compound sentenc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command a
short narrative discourse relating to their life experience such as school life, family, friends, vacation
plans, places, etc.

1100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Ⅲ (Korean for ForeignersⅢ) ------------- 2011.1학기 신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Ⅲ」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Ⅱ」를 수강했거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2급에 해
당되는 숙달도를 갖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본 과정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학문을 수행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학생들은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따른 복잡한 문장을 배우며, 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 하는 방
법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영화나 신문 기사 등과 같은 실제 수업 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주제의 읽기를 통해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Korean for Foreigners Ⅲ」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have previously taken 「Korean for Foreigners
Ⅱ」or obtained equivalent knowledge to the 2nd level of language skill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achieve their academic success and to
raise their understandings of Korean culture, helping the students' learning Korean. Students will
understand rather complex sentences according to the Korean irregular rules and learn how to
articulate their ideas or thoughts, connecting vocabulary and grammar appropriately in context.
Moreover, a variety of authentic materials such as newspaper articles, movie, or drama clips will be
introduc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ings to Korean culture, and all four language functions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will be developed through various reading texts.

110020 기술문서작성(Technical Writing)
이 과목은 영문으로 공학 기술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 및 작성기술을 다룬다. 학생들은 구체
적인 작성 기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페이퍼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and skills of writing engineering technical papers and reports in
English. Students will learn specific writing skills and will practice to write a few papers of their own
research works

110021 응용열전달(Applied Heat Transfer)
이 과정은 이상유동 및 복사 열전달에 대해 주로 다룬다. 이상 유동 열전달은 상변화시 발생되는 잠열에 의
해 큰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열전달 방식이다. 지금 까지 이상 유동 열전달은 냉각 및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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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시스템에서 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마이크로 열전달 기구의 주요한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직접화와 소형화에 따라 시스템 내부의 고발열체에 의한 복사 열전달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
며, 본 과정에서는 고발열체에 의한 복사 열전달 현상을 이해, 온도분포 예측, 해결과정등을 다룬다.
This course mainly deals with two phase flow and radiation heat transfer. Two phase flow heat
transfer is a heat transfer method that can absorb or release large heat energy due to latent heat
generated during phase change. Up to now, two phase flow heat transfer has been mainly covered
in cooling and air-conditioning systems, but has recently been used as a major heat transfer
mechanism for micro heat transfer devices. In addition, radiation heat transfer by high-temperature
heat source inside the system is becoming a big issue as the system integrated and miniaturizes,
and this course deals with the phenomenon of radiation heat transfer by high-temperature heat
source, temperature distribution prediction, plan to solution process.

110022 연구지도Ⅰ(HR Practicum Ⅰ)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23 연구지도Ⅱ(HR Practicum Ⅱ)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24 연구지도Ⅲ(HR Practicum Ⅲ)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25 연구지도Ⅳ(HR Practicum Ⅳ)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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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26 연구지도세미나Ⅰ(HR Practicum Seminar Ⅰ)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10027 연구지도세미나Ⅱ(HR Practicum Seminar Ⅱ)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120001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Automotive Energy and Environment)
자동차 동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존의 내연기관을 포함한 그 변환 장치의 특성, 이의 사
용에 따르는 유해물질의 배출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아울러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설계에 수반되는 열,
유체, 열전달의 문제를 압축하여 학습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starts with the brief review of thermo-fluids, heat transfer, and automotive power
generating systems includ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for the students not having a background
knowledge in automotive engineering. This also provides the current issues in alternative energy,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rmodynamic and fluid dynamics in automotive engineering area.

120002 자동차 구조(Automotive Structures)
승차감과 조종안정성, 동력성능, 안전성능, 소음 진동 성능 등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에 대
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학습한 지식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여 차량동역학, 충돌 및 안전, 소음진동과 관련된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necessary knowledge of automotive structures which are related to various
vehicle performance. This includes ride and handling, power performance, safety, noise and vibration
and so on. This also provides the current issues in vehicle dynamics, safety and N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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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3 자동차 전자제어 및 통신(Electronics/Control & Communication of Cars)
자동차 전장부문에 필요한 전자, 제어 및 통신공학의 기초를 공부한다. 기본이 되는 전자회로를 우선 배운
후 이를 ECU회로에 응용하는 내용을 배우며 또한 자동차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CAN bus를 이론과 실
습을 통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운다.
First, Some basic analog/digital electronic circuits will be taught. Then ECU(Engine Control Unit)
circuits are treated in a manner of lab/practice. Finally the CAN, the most wide-spread data
communication bus will be taught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120004 자동차 재료학(Automotive Materials)
자동차를 구성하는 보디, 엔진, 샤시, 구동계, 전장품의 재료로써 철강, 주철, 알루미늄 등의 비철재료, 수지
재료, 세라믹재료에 대해서 공부한다. 각 부품의 기능 및 성능을 알아보고,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 성형, 가공, 표면처리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Body, engine, chassis, transmission and electronic parts which compose automobile will be studied.
Discuss about function and required performance of each parts. Properties of steel, casting iron,
aluminum, plastic, ceramic materials for each automotive parts, and material selection, manufacturing
process and surface finishing technologies will be learned.

120005 자동차공학 실험 및 모델링(Automotive Engineering Experiment and Modelling)
자동차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실험의 설계, 실험기법, 자료의 획득 및 처리, 실험 자료의 정리 및 보
고 등을 핵심적인 실험을 수행하며 학습한다. 컴퓨터를 응용하여 자동차 관련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모델링 기법을 학습하고 각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한다.
This course provides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to perform automotive related research through
the lectures along with the essential experiments. This includes design of experiment, experimental
techniques, data acquisition, data processing, and reporting. Mathematical modeling is also provided.
At the end of the course, individual project of handling real automotive problem utilizing commercial
software is requested.

120006 기술경영특론(Special Topics in Management and Technology)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기술경영 분야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연구/개발로 부터 제조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활동의 모든 과정을 다룬다.
혁신의 초기단계에서 성공적인 기술경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들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기술경영의 성공을 보
장하기위한 방안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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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overview on special topics on management and technology. It
covers the whole process of all kinds of activities rang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to
manufacturing and finally marketing. All essential elements to the success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at the early stage will be investigated. It also deals with all the methodology to the
success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120007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생산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
다. 제조 전략, 제품 및 공정설계, 설비의 레이아웃, 재고관리, 생산계획, 자재소요계획, 적시생산시스템, 품
질관리 및 자동화 등의 주제를 소개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그 목
표를 둔다.
This course covers decision making problems about design and management of production system.
The related topics are manufacturing strategy, product and process design, plant layout, inventory
control, process planning, just in time, quality control and automation. Case studies for industry
which is related to production system are also covered.

120008 신뢰성공학특론(Advanced Reliability Engineering)
부품이나 시스템의 평균수명예측을 통해 신뢰도 예측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신뢰성의 정의, 신뢰성의 척
도. 고장률 분석, 신뢰성 시험 및 신뢰성 추정, 신뢰성 설계, 고장 해석, 신뢰성 관리, 가속수명시험 등에 대
해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reliability prediction of the system. This includes general theories about
reliability definition, failure analysis, reliability test, reliability prediction, accelerated test, etc.

120010 소성역학특론(Advanced Plasticity)
소성학의 개요와 그 응용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소성변형의 기구, 소성 법칙과 그 실험에 관한 문제, 구
성방정식, 일반정리 및 극한정리, 봉의 인장, 비틂, 굽힘 및 이들의 복합적 부하 문제, 두꺼운 원통의 응력
및 변형률 해석, 유한요소법의 기초와 탄소성해석에 대한 응용 등이다.
Fundamental and applications of engineering plasticity are described. The main topics are I) the
mechanism of plastic deformation, ii) the problems of plastic laws and their experiment, iii) various
constitutive equations, iv) general and expremun principles, v) tension, torsion, bending and their
combined loading problems, vi) stress and strain analysis of thick walled cylinder, vii) basics of finite
element method and its applications to elastic-plastic analysi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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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6 그래피칼프로그래밍 특론(Advanced Graphical Programing)
그래피칼 프로그래밍 환경인 LabVIEW의 기초를 학습하고, virtual instrument를 구축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방법을 숙달시킨다. 자동화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습을 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
을 함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fundamentals of LabVIEW programming which is the strong
programming environment. In addition, students cultivate their capability for data acquisition and data
processing technic. Practice is conducted on constructing automated measurement system, instrument
control and image processing.

120021 햅틱 및 원격조종로봇 시스템(Haptics and Telerobotic Systems)
본 강좌에서는 햅틱 과 원격조종로봇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특히, 햅틱과 원격조종로봇 시스템의
동역학 및 다양한 제어방법들이 소개된다.
In this class, basic concept of haptics and telerobotic systems will be studied. Especially, dynamics
and diverse control methods for haptics and telerobotic systems will be introduced.

120023 모델링 및 제어(Modeling and Control)
자동차의 부품 및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자동차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향상된 모델링 환경
(AMESim)에서 관련 기계요소와 유공압요소, 전기-기계요소, 제어요소 등을 그래피컬 모델링하고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In order to design parts or system of automobile, It would be studied the graphical modeling method
of automobile parts and system such as the mechanical, hydraulic, pneumatic, electro-mechanical and
control in AMESim(Advanced Modeling Environment for performing Simulations of engineering
systems). And some of the simulation results would be verified by experiments.

120027 로봇 동역학 및 제어(Robot Dynamics and Control)
본 강좌에서는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동역학과 선형 비선형 제어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로봇 매니퓰레이터
의 동역학 방정식을 얻어내는 과정이 소개되며, 독립관절 제어부터 힘 제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In this course, dynamics of robot manipulators and linear and nonlinear control methodologies of
robot manipulators will be introduced. A method to drive dynamic equations of robot manipulators
will be studied with many examples. From independent joint control to force control, many different
kinds of control methodologies for robot manipulators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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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9 에어로졸 입자 공학(Aerosol and Particle Technology)
본 강좌에서는 미세 입자들의 측정, 분석 및 제어에 관련된 에어로졸 입자 공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클린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신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공기중에서의 거동을 배운다. 실제로 적용되는 에어로졸 기술에 대하여, 에어로졸의 거동
과 에어로졸 측정의 기반이 되는 물리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offers the introduction of aerosol and particle technology related to the measurement,
analysis and control of fine aerosol particles. Aerosol and particle technology covers various subjects
such as the clean room technology and bioaerosols. Practical application of aerosol science includes
an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behavior of aerosols and
the instruments used to measure them.

120030 선형시스템 및 모빌리티제어(Linear Systems and Mobility Control)
본 교과목은 기계/전자전기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형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제어기법을 학습하기 보다
는 기초 이론 및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주파수 영역 기반 해석법과는 달
리, 선형 시불변 제어시스템에 대한 시간 영역 기반 해석법을 학습한다. 시간 영역 기반 해석법이란 상태공
간 및 상태방정식에 기반한 해석법으로, 본 교과목을 통하여 상태방정식의 해, 안정성, 가제어성 및 가관측
성, 전달함수의 상태방정식 구현, 관측기 기반 출력 궤환 제어기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제어에 관한 일부 사례를 강의 후반부에서 설명한다. 선형대수학이 상태공간 해석법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학부 수준의 제어공학 또한 본 교과목의 수강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M.S. students majoring mechanical or electrical engineering (or both), and
aims at training the students to understand fundamentals of linear system theory (rather than to learn
about

various

control

algorithms).

In

contrast

to

the

undergraduate

courses

dealing

with

frequency-domain methods, this course focuses on time-domain methods for LTI control systems, i.e.,
state-space and state equations will be studied in depth. Solution of state equations, stability,
controllability & observability, realization, and observer-based output feedback controller design will be
addressed. As a case study, some topics from mobility control will be also given at the end of the
lecture. A main tool for the analysis is ‘Linear Algebra’ and it will be extensively used throughout the
course. This implies the students, each has to have a strong background on the Linear Algebra as
well as Control Engineering in undergraduate level.

120032 경계층 및 박리 유동(Boundary Layers and Separated Flows)
비압축성 난류 경계층, 압축성유체의 난류경계층, 3차원 난류경계층, wall jet, wake 등의 유체역학적 경계층
과 thermal 난류경계층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함께 경계층의 안정성, 저항감소기술, cascade 성능분석 등의
응용분야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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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various boundary layer flows, flow separation from the surface of a solid body, and the
determination of global changes in the flow field that develop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It is well
known that most liquid and gas flows observed in nature and encountered in engineering applications
involve separation. This is because air and water have extremely small viscosity and, therefore, most
practical flows are characterized by very large values of the Reynolds number; both theory and
experiment show that increasing Reynolds number almost invariably results in separation

120034 터보기계특론(Turbomachinery)
본과목에서는 다양한 내부유동을 다룬다. 디퓨저, 노즐, 이젝터, 압축기 터빈등의 기초 역학과 정상유동 회전
유동 등을 공부한다. 와류, 스월, 압축성 유동 등이 실제 터보 기계에 응용되는 사례를 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various internal flows, including those which occur in diffusers,
nozzles, ejectors, compressors and turbines. Fundamentals of vorticity dynamics, unsteady flows, and
rotating flows will be initially discussed. Afterwards, issues specific to turbomachine such as the
effects of swirl, viscosity, and compressibility in turbomachines will be discussed. After this course,
students will become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literature in this area.

120038 그린카 배기제어기술 특론(Advanced emission control technology)
디젤 차량은 연료소비율이 적어 온실가스물질인 CO2 배출량 작은 반면에 인체에 극히 해로운 PM과 NOx
의 배출이 다른 연료 차량보다 많아 디젤 차량의 수요확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기술이나 차량에 사용 가능한 대체연료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강의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후처리시스템과 대체연료 관련 신기술
동향에 관한 이해를 추진한다.
Since a diesel vehicle it emits PM and NOx, which are extremely harmful to the human body, more
than the vehicles using other types of fuels.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creasing demand for
vehicles will deteriorat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the future. Consequently, it is being proposed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develop after-treatment technologies that reduces such hazardous exhaust
gases effectively as well as an alternative fuel engines. In this class, it is will be handled on like as
after-treatment system for atmospheric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rend of new alternative fuel
technologies.

120039 전기화학특론(Advanced Electrochemistry)
이 강의에서는 전기화학 기초이론, 전기화학 분석법 및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전기화학 반응을 배우게 된다.
특히,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의 전기화학을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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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cture focuses on the fundamental theory of electrochemistry, electrochemical techniques and
reactions required to understand electrochemical processes with relevance to energy conversion.
Particular emphasis is put on the electrochemistry of batteries and fuel cells as well as
electrochemical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study such devices.

120040 열전달 특론(Advanced Heat Transfer)
2차원 및 3차원의 열전도 및 물질 확산에 대한 수치 해석적 방법, 외부와 내부유동 대류 전달에 대한 차원
해석법, 미분 방정식 및 적분법에 의한 해법, 열 및 운동량 전달간의 유사성, 고체 표면 및 기체에 대한 복
사 열전달, 응축 및 비등열전달, 기타 열전달 응용문제를 다룬다.
In this course, analytical method on heat transfer and mass diffusion in 2-D, 3-D flow, dimensional
analysis on convective heat transfer in internal and external flow, solution of differential equations and
integral relations, similarity of heat and momentum flux, radiative heat transfer, condensing and boiling
are discussed.

120042 내연기관 특론(Advanc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의 성능요소, 내연기관의 연소, 배출물의 생성기구와 제어, 성층급기, 연료의 경제성, 성능의 예측,
내연기관의 계측, 대체연료 기관의 성능 등에 관한 토픽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first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knowledg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fterward, special emphases are placed on the performance-predictive tools, formation and control of
exhaust emissions, stratified charging, fuel economy, eng.

120044 탄성론(Elasticity)
일반 기계 설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기초 교과목으로서 탄성체의 응력과 변형률을 정의하고 이
의 변환법 및 일반 구성 법칙을 유도한다. 응력함수 및 에너지법에 의한 해법을 강의하고 이를 기계요소에
적용하여 실제 문제의 응력 및 변형 해석을 다룬다.
The Stresses and strains and their relations will be studied. The transformation and compatibility
equations will be also included. Stress functions and energy methods will be introduced in the
analysis of elastic structures. The approximate methods based on calculus of variation will be studied.

120046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본 교과에서는 유한요소해석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응용의 범위까지 포함되는 강좌이다. 특
히 고체, 구조, 열전달 및 유체유동의 분야까지 확장하여 공학적인 문제를 다양한 예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
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
제 엔지니어가 접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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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present basic and application aspec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Thus,
it will provide a basic for understanding of complete solution process when applied to problem in
solid and structures,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120048 전산소성해석론(Computational Plasticity)
전산 소성역학에서는 수치적 방법에 소성역학의 문제를 다룬다. 전산 소성역학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문제의 해를 구한 후에 계산된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을 다룬다. 소성역학의 이론을 설명하고, 수치적 해
석에 의한 해의 특성에 대해 토의한다.
This course treats the solving methods of various plasticity problems. In this course, the
investigations of the simulated numerical solutions from the commercial computational plasticity
programs for are considered. The theories of the plasticity are explained and the characteristics for
the numerical solutions are introduced, as well.

120049 실험적모드해석(Experimental Modal Analysis)
이 과목에서는 진동의 기본 개념, 신호처리 방법, 주파수분석 방법, 유한 요소해석과 실험적 모드해석 결과
를 이용한 구조물의 특성 규명 등을 다룬다. 복잡하지 않은 구조물의 실험적 모드해석을 실제로 수행하여
구조물의 동특성을 구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습득하고, 그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병행하여 실험적 모드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concept of vibration, signal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and system
dynamics identification using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modal analysis. Experimental model
analysis of simple structures i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analytic results.

120050 파괴역학(Fracture Mechanics)
최근 재료과학과 파괴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 등의 기계적 거동을 미시적, 거시적
으로 다룬다. 본 과목에서는 결정물리학의 접근법, 기계적 성질을 제어하는 전위의 역할, 고전적인 야금법과
재료의 인성, 응력 및 허용결함크기의 관계를 파괴 기구학적인 측면에서 숙지토록 한다.
It discusses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spects of the mechanical behavior of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and emphasizes recent developments in materials science and fracture mechanics. My
objective is to make the reader aware of several viewpoints held by engineers; the crystal physics
approach and the role of dislocations in controlling mechanical properties; the classical metallurgical
approach, and the fracture mechanics approach which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toughness, design stress, and allowable flaw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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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1 용접구조설계특론(Advanced Welding Design)
용접은 공업용 구조물 즉 각종기계, 차량, 항공기, 선박, 건축, 교량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결함,
파괴방지를 위한 안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용접설계기준, 용접부의 이음강도평가, 용접변형
및 결함대책, 용접시공일반, 구조물의 열응력과 진동 등을 다룬다.
Welding is applied to the industrial structure such as various machineries, vehicles, aircraft, shipping,
bridge, and so on with the applications, safety design for Prevention of defects and fractures is
required.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andard for welding design, evaluation of joint straight in weld
zone, welding distortion and defect, welding procedure, and thermal stress and vibration etc.

120052 동적재료거동(Dynamic Behavior of Materials)
응력파의 전파와 재료의 거동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 즉 연속체에서의 탄성파, 소성파, Method
of Characteristics, Dynamic Plasticity와 Dynamic 파괴 등에 대해 공부한다.
Selected topics in stress wave propagation and materials behavior will be treated in depth. Elastic
waves in continuum; plastic waves; Method of characteristics; Dynamics plasticity and Dynamic fracture.

120053 항법 및 Telematics(Navigation & telematics)
자동차, mobile phone 등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시스템은 그 역할이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본 과목은 좌표계, 항법 센서, 위치계산 알고리즘, 칼만필터 등을 다루어 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
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항법시스템 좌표계, 가속도계, 자이로, 속도센서 등
항법 센서, 항체의 자세, 속도, 위치 계산 알고리즘, 칼만필터 등을 배운다. 또한 항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차량용 Telematics에 대해 그 구조와 응용에 대해 배운다.
The navigation system which determine the position of a vehicle become popular in wide area such
as mobile phone, telematics and etc. This course aim at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about the
navigation system and covers axis system, navigation sensors, navigation algorithms, and Kalman
filter. More detail, this course covers navigation axis system, the algorithm determining the attitude,
the velocity, and the position of vehicle, and Kalman filter. Also, navigation-based telematics systems
for vehicles are treated.

120055 응용 로보트 공학(Robotics)
로봇의 기구학적 동역학적 해석 및 로봇의 위치/힘 제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제어 알고리즘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screw theory를 이용한 새로운 로봇의 운동 해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병렬형 구
조의 로봇형태에 대하여서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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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we study the hydraulic servo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pump, valve
and actuator, analyze,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onents and the whole
system and enhance the designing ability of hydraulic system.

120056 유체공학특론(Advanced Fluid Dynamics)
뉴우튼 유체의 점성유동 방정식의 해, 층류경계층, 층류의 안정성, 비압축성 난류 평균유동, 압축성 경계층유
동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meant to provide students having a basic of viscous and compressible flow equation,
solution of Newton's flow equation, laminar flow boundary layer, stability of laminar flow,
incompressible turbulent flow, compressible flow boundary layer.

120058 유압제어특론I(Advanced Fluid Power Control I)
유압작동유의 특성과 흐름, 유압펌프와 모터의 특성곡선, 유압제어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유압밸브의 파라
미터 산출, 밸브와 연결된 모터와 실린더의 제어등에 관하여 배운다.

120060 비선형제어시스템(Nonlinear System Control)
Nonlinear 컨트롤의 기본적 이론들을 연구한다.

120063 영상디자인특론(Digital Image Design)
정보화 사회에서 산업디자이너로서의 디자인 역량 향상 및 관련 정보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컴퓨터
교육과 최신 IT 기술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systematic computer education and the latest IT technology to evaluate
design ability and to learn the 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as a designer i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120064 통합적프로토타이핑(Integrated Prototyping)
자동차 제조, 반도체 공정장비,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개별 과제 연구를 통하여 공학설계방법을 체득
한다. 문제의 인식부터 다양한 해결 방안의 제안 및 결정,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검증을 수행한다.
Engineering design methodology would be experienced through individual case study on automotive
manufactu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industrial design, and etc. From the
recognition of issues, generation of various alternative solutions, and decision and verification through
prototyping would be perform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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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6 비교기술사(Comparative History of Technology)
본 과목은 근대 이후 공학 또는 공학이 만든 인공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과목의 주요 목적은 기술과
엔지니어, 문화, 제도 등의 관련성을 비교적, 역사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러한 관계를 성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course centers around the engineering or artifacts invented by engineering since modern age. Its
primary goal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technology/engineer, engineers, culture,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d historical viewpoint. Thus, we will reflectively investigate this
connections.

120068 디자인재료특론(design materials engineering)
재료 특성의 소개 및 응용에 관한 수업이다. 여러 가지 재료의 기계적, 열적,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화학
적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lass deals with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materials properties. Mechanical, thermal,
electrical, magnetic, opt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or the variety of materials would be studied.

120069 분말성형특론(Powder forming processing)
분체가공은 여러 가지 분말을 사용하여 고품질이며 형상이 복잡한 제품을 다량으로 직접 생산할수 있는 장
점 때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분체가공 공정은 크게 분말합성, 분말성형, 소결, 최종표면처리, 특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과목에서는 철계 합금으로부터 초합금 및 복합재료 합성에 이르기까지의 분체가
공의 기본적인 이론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고자 한다. 강의는 크게 분말의 특성, 합성, 미세
조직 제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다음으로 분말의 혼합, 압축, 성형 및 소결에 관한 이론 및 방법 그리
고 끝으로 최종처리 공정, 특성평가, 응용사례 및 최근 동향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강의 방법은 크게 이론
에 대한 기본강의, 세미나 및 연구 발표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Application of the powder processing is increasing due to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productivity, lower cost, easy chemical control and easy net shape production. The lecture will
include basic theory and powder processing of the ferrous alloys, super alloys and composit alloys.
Main contents will be powder properties, mixing, microstructure control, powder mixing and
consolidation, sintering and final finishing. Powder evaluation, main application and current technical
trend will also be studied. The class will consist of basic lecture, seminar and presentation.

120070 재료접합공학(Joining metallurgy)
재료를 접합 및 용접하는 원리와 실제로 사용되는 용접재료,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접 및 접합법을
다룬다. 이에는 아크열을 사용하여 재료를 접합하는 아크용접과 고상상태에서 재료를 접합하는 브레이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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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접 등 고상용접과 고에너지 밀도를 이용하여 용입이 아주 깊은 용접을 하는 레이저 빔 용접, 전자빔 용
접 등을 다루고 이들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원리 및 장치, 적용등을 익히도록
한다. 또 철강재료를 포함한 용접가능한 각종재료의 용접접합성을 용융응고과정, 상변태에 따른 미세조직으
로 살펴보고 용접접합부의 응력과 변형, 용접접합부의 강도와 시공방법과 파괴 및 비파괴적 평가방법을 다룬
다. 본 과목에서는 실제 현장사례와 실제적인 기술 또는 연구결과를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현
장업무수행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The primary aim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basics and principles related to the welding and
joining processes for materials processings in the industry. Heat sources for the materials processing
are arc, frame and high density beam which affect the microstructures and properties of base metals.
The localized melting and heat affected area in the metals will be phase transformed and solidified
in the rapid heating and cooling cycle. The charactersistcs of weld metals and heat affected zone
will be evaluated by destructive and nondestructive means. Case studies in the welding industry will
be discussed to forster te evaluation capability for materials processed by welding.

120072 레이져재료가공(Laser Materials Processing)
레이저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재료절단, 용접, 열처리, 표면개질, 급속응고, 반도체 재료가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발생원리, 종류, 장치 및 레이저를 이용한 각종 재료가공 공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Laser applications in the materials processings such as cutting, welding, heat treatment, surface
hardening, rapid solidification and semiconductors processing are covered.

120073 원자력재료 특론(Advanced nuclear materials)
국내 전기 생산의 40% 이상을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원전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이 안전성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원자로의 종류에 따른 핵연료, 압력용기, 배관
등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에 달려있다. 원자력 구조재료는 고온, 고압, 산화 및 중성자 조사 분위기에서 장기
간 건전성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각종 원자로에 따른 핵연료 뿐 아니라 압력용기, 배관 및
고온용 재료들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화 거동, 고온에서의 크리프, 산화 특성 등을 다룬다.
Nuclear energy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a total of national electricity power gener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nuclear energy generation is the integrity of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fuels, pressure vessels, pipes and cladding materials during operating because they should be
used in the severe atmospheres such as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and oxidizing as well as
neutron irradiation. In this course, materials related to the structures and fuels for the nuclear reactors
are covered in the consideration of servi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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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4 공학설계를 위한 재료선택특론(Advanced Materials Selection for Engineering Design)
새로운 공업제품의 개발이나 기존의 제품의 변경시 설계, 경제적 결정, 재료선정 및 제품의 제조공정은 중요하
다. 이러한 활동은 현장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20077 전동기 제어 특론(Topics on Control of Electric Motors)
자동차와 자동화 시스템의 동적시스템을 제어하는 액튜에이터로서 전동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 전동기들를 구동하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다룬다. 전동기 중, 주요 관심 대상은
AC기계(동기기(BLDC, PMSM) 및 유도기)이며 중심이론은 벡터제어(Vector Control) 이론이다. 동시에 이 이
론을 구현하는데 있어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분야의 추세와 핵심 H/W
architecture의 구현에 관한 이론과 실무도 다룬다.
This course treats control theories of electric motors which become more and more widely used for
controlling and driving dynamic systems in automotive or automation applications. The main target
machines are AC synchronous motors (BLDC, PMSM) and 3 phase induction motors, and the key
control theory is " vector control" approach. In addition, some trends of Power Electronics will be
explained, which can make possible the theories via its DSP based H/W architecture and high
performance power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IGBTs.

120078 리튬이차전지 특론(Advanced Lithium Secondary Battery)
최신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 및 전극재료 등을 학습한다. 다양한 리튬이차전지의 구동 원리나
전기화학적 특성 및 적용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This lecture covers the most current technology and recent electrode materials on advanced lithium
secondary

batteries.

In

addition,

promising

application

areas

as

well

as

mechanism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lithium batteries are addressed.

120080 차량충돌역학((Vehicle Crash Mechanics)
차량동력학과 탄성론을 기초로 자동차 충돌에 따른 차체의 가속도 파형에 따른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
체 부품간의 충돌시 파형과 거동을 동력학적인 기반으로 분석한다. 또한 신차 개발시 충돌의 모드에 대한
분석과 가속도계 응답 형상에 따른 특성을 이해한다.
In the study of crashworthiness, three main elements can be defined; vehicle, occupant and
restraints. In the class, the dynamic interaction among these three elements will be illustrated. First,
overview of the crash pulse and kinematic principles used in VOR analysis and digital filtering
techniques which satisfy the frequency responses requirement of SAE J211. The analysis of crash
sensor and airbag performance for an accident using on-board recorder data will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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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1 응용유한요소해석(Advanced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법에 기초하여 응용유한요소법으로 비선형재료의 거동, 구조동력학, 접촉문제, 대변형문제를 수학적
공식화과정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접하는 설계 및 해석적 접근법을 다룬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dvanced methods in finite element analysis of solids.
Focus will be given to the use of general relationships in the solution of mechanics problems. The
student will attain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analyze and design mechanical systems. Solution
to practical problems will be empahsized. Each student will attain knowledge on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dvanced finite element analysis.

120082 재료비파괴평가특론(Advanced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Materials)
공업재료, 제품, 구조물, 시스템에서 가공공정 도중 또는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들 결함을 비파괴적으로 탐지하는 기술(VT, UT, MT, PT, RT, ECT, AE, LT, strain gage
등)의 원리, 응용과 최신 기술개발현황에 대하여 다룬다. 결함이 재료, 제품과 구조물 등에 존재 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국내외 관련 공업규격에 따라 평가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파괴역학적으로
평가하여 수명예측도 한다.
The occurrence of discontinuities and flaws is inevitabl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products, structures as well as syste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
applications and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Evaluation techniques
such as VT, UT, MT, PT, RT, ECT, AE, LT, strain gage, thermography, X-ray CT, etc. The
acceptance and reject criteria are discussed for the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of engineering
product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abroad engineering codes and specifications. In addition,
the life expectancy of defected products will be evaluated by the fracture mechanics.

120083 재료거동학특론(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본 교과목에서는 공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재료에 대한 거동을 학습한다. 재료의 거동 특성,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모델링, 재료의 물성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방법, 경사면에서의 응력의 변환,
여러 가지 파손 이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다. 학부 재료역학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
In this cours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will be covered. Topics will include stress-strain
relationships and behavior, models for deformation behavior, mechanical tests, transformation of
stresses and strains on inclined planes and failure criteria. Mechanics of materials is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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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4 미세유체공학(Microfluidics)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유로 내 유체운동과 열 및 전기장에 의한 제어에 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멤스기반
장비에서의 활용 및 소형 분석기기 통합에 관한 학문 융합형 연구에 관해 소개한다.
The course objective includes fluid motion analysis in a micro-meter scale geometry, and flow control
methods based on thermal and electrokinetic motions.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interdisciplinary
fields such as MEMS based devices and integrated analytical devices will be discussed.

120085 자율주행자동차 특론(Advanced Autonomous Vehicle Systems)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차간거리제어, 선유지지원시스템, 자동
주차 등)에 대한 전체적 이론 소개 및 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어기 설계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각 시스템을 살펴본다. 또한 구체적 응용 예로서 차선유지지원시스템에 대해 구체적 이론(비선형제어이
론 및 칼만필터) 및 적용 예를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차선유지지원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본다. 그 외 관련
연구로 국내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various autonomous vehicle systems such like 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
lane keeping assist system, automatic parking system and so on with focusing on the control
methodologies adopted in those systems. Especially, by looking into the control method and Kalman
filter theory applied into lane keeping assist system as a special example in detail, the student can
design the lateral control system which makes the vehicle be in the lane. The on-going technologies
in autonomous vehicle system might be also studied.

120087 지능형자동차제어시스템 (Intelligent Automotive Control Systems)
자동차 제어 SW개발에 필요한 실용적인 차량동역학 이론, 지능 제어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실제 제어
SW를 개발할 수 있는 제어개발프로세스 습득, 기본적인 이산시간 수학 지식, 시스템 모델링 기법, 다양한
신호처리 기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practical vehicle dynamics theory and intelligent control theory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automotive control software. Through the lecture, students can learn
control development process, system modeling and useful signal process techniques from
automotive-industry-oriented various case studies.

120088 산업인터넷 개론(Introduction to Industrial Internet)
산업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기술을 통합하고 융합하여 실제
산업시스템에 적용하여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응용기술 교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들의 전문적 기반
기술을 이해하고 이 기술들을 전체 산업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한 휴먼 인터페이스, 데이터 보안 및 제어, 사
이버-물리 시스템 기술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증 사례와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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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knowledge about core technologie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I and Cloud system by presenting its applications and
the integration of IoT technologies in industry and smart factory through Human Interface, Data
Management and Security and Ciber-Physical System.

120089 재료과학 및 공학특론(Advanced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의 기본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의 구조와 결함, 미세 조직 및 속도론을 기초하여 각종 재료의 성
질, 조직, 변태에 대해 학습한다. 재료의 특성이 반도체 공정 및 장비의 목표 기능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지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To understand the basic properties of materials, students learn about the properties,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s of various materials based on their structure and defects, microstructure and kinetics.
In-depth discussions on how material properties correlate with the target functions of semiconductor
processes and equipment to find ways to apply them to designs.

120090 비선형시스템(Nonlinear System)
본 교과목에서는 비선형제어의 기초가 되는 비선형시스템 해석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선형시스템의 경우 복
소해석이나 행렬의 고윳값과 선형대수학으로부터 보통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선형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의 존재성, 리밋 사이클, 바이퍼케이션 등과 같은 선형시스템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비선형시스템을 위한 새로운-근원적인 해석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리아프노프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런 후, 선형시스템과의 연관성, 입력-상태변수 안정성, 입출력
안정성, 수동성 등에 대해서도 학습하며, 이들과 리아프노프 안정성과의 관계 또한 다룬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behavior of nonlinear systems and how to analyze it, which will become a
basis for nonlinear control. In the case of linear systems, the analysis is almost always carried out
through complex analysis or eigenvalues of matrices and linear algebra.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most nonlinear systems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linear and
nonlinear systems, e.g., multiple isolated equilibria, the existence of solutions, limit cycles, and
bifurcation. Therefore, a very general analysis tool suited for nonlinear systems is required and this is
what is known as Lyapunov stability theorems. After studying the Lyapunov stability in great detail,
other topics are also studied such as a connection between linear and nonlinear systems,
input-to-state stability, input-output stability, passivity and their relations to the Lyapunov stability.

120091 비선형제어(Nonlinear Control)
본 교과목은 제어공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선형 ‘제어기법’의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비선
형시스템 ‘해석기법’을 이미 학습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한다. 즉, 비선형 해석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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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선형 제어기법에 대하여 강의 및 토론을 한다. Sontag의 공식과 제어 Lyapunov 함수, 슬라이딩
모드 제어, 적응 및 불확실성-등가 제어기법, 궁극적 유계 보장 제어기법, 역진제어, 리아프노프 재설계, 수
동성 기반 제어, 궤환 선형화 & 영 동역학 및 표준형식, 출력제어, 다개체 제어시스템, 데이터 구동 제어 등
의 다양한 주제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This course aims at studying nonlinear control technique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students have
learned about the analysis techniques (e.g., Lyapunov stability) of nonlinear system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nonlinear systems theory, a variety of control methods is addressed and discussed. In
particular, some topics ar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list: Sontag’s universal formula and control
Lyapunov function, sliding mode control, adaptive and certainty-equivalence control with unmodelled
dynamics, feedback control guaranteeing ultimate boundedness, backstepping, Lyapunov redesign,
passivity-based control, feedback linearization, zero dynamics, and normal form, output regulation,
multi-agent control systems, data-driven control, etc.

120092 음향 트랜스듀서(Acoustic Transducers)
음향학에 대한 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그 후 음향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또는 그역으로 바꾸는 음향
트랜스듀서에 대한 원리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지향성 마이크로폰의 설계 사례를 소개한다.
This lecture presents introductory level of acoustics first. Acoustic transducers which convert sound
energy to electrical energy, or vise versa, are explained in focus on their working principle and
analysis. At last, directional microphones are introduced for case study.

120093 항법 시스템(Navigation System)
이동로봇, 자동차 등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 속도 및 자세를 파악하는 항법시스템은 그 역할이 최근 급격하
게 커지고 있다. 본 과목은 좌표계, 항법 센서, 위치, 속도, 자세 계산 알고리즘, 칼만필터 등을 다루어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강의는 크게 가속도계, 자이로를 사용한 관
성항법과 GPS, 카메라 등의 보조센서가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칼만필터로 항법오차를 보정하는 보조항법으
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The navigation system which determine the position, velocity and attitude of a vehicle become
popular in wide area such as mobile robot, automobile and etc. This course aims at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about axis system, navigation sensors, navigation algorithms, and Kalman filter. The
lecture can be categorized into two parts. Inertial navigation part covers position, velocity and attitude
calculation algorithm in case accelerometer and gyroscope are used. Aided navigation part covers
Kalman filter which calibrate the navigation error in case aided sensors such as GPS and camera are
additional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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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4 머신러닝 기반 반도체 첨단 장비·공정 제어(Machine Learning based Semiconductor
Advanced Equipment·Process Control)
본 교과목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이론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반도체 장비 개발 및 공정 제어 업무
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의 유형과 특징, 지도학습 및 비지
도학습 알고리즘, 반도체 장비 및 공정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 적용 사례 및 방법론에 대해 토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basic theory and algorithms of machine learning, and
learn how to use them for semiconductor equipment development and process control. To this end,
we discuss the types and feature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and examples and methodologies of algorithm applications for semiconductor
equipment and process control.

120095 의용계측(Biomedical Instrumentation)
의용계측 과목은 기계, 전자, 및 의학의 다학제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생체기초, 센서, 신호처리장치 등에 대
해 학습한다.
The medical measurement course includes multidisciplinary contents of mechanics, electronics, and
medicine, and students learn about biological basics, sensors, and signal processing devices.

130002 반도체 센서 및 액츄에이터(Semiconductor sensors and actuators)
본 과목에서는 반도체 트랜스듀스 개발에 관한 공학적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지 및 구동장치의 원리와 소형화에 따른 기술적 이슈 그리고 기계, 전자, 반도체 공정 및
시스템 통합을 포함한 다 학제간 이슈를 논의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며,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주제 발표를 시행한다.
This course discusses engineering problems for the semiconductor transducers development. Topics
included are transduction principles, scaling laws, basics of electronics and mechanics, technology
integration and other multi-disciplinary issues involved in the semiconductor transducer. Experts in this
field may be invited to cover the field problem. Term projects and presentation are required.

130004 디스플레이공학세미나(Display engineering Seminar)
디스플레이의 종류 및 원리, 공정, 제조기술, 열전달, 모듈구동회로, 장비제어등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전반적
인 내용을 익힌다.
The type of display and principle, process and production technology, the heat transfer, to the driving
circuit module, learn the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trol of equipment such as a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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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5 반도체 소자 구조(Advanced semiconductor devices theory)
에너지 밴드 모델, 캐리어 개념, pn 접합, MOS 구조의 특성 등의 반도체 기본 물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산화, 확산, 이온 주입, 사진 식각기술, 증착, 에칭, 에피 성장 등의 반도체 단위 제조공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단위 제조공정을 통합하여 집적회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집적회로 제조 기술을 다룬다.
After surveying basic properties of semiconductors, such as energy band model, carrier concept, pn
junction, and MOS structure, this course will cover semiconductor unit fabrication processes, such as
oxidation, diffusion, ion implantation, photolithography, deposition, etching, and epitaxial growth. A
typical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technology will be also covered by integrating the unit fabrication
processes.

130006 인간공학(Ergonomics Human Factors Engineering)
인간공학이란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데 인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응용함으로써, 편리
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문을 인간공학이라 한다. ergonomics라는 용어는 유럽을 중심으
로 산업체에서의 작업자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실험심리학과 시스
템공학을 배경으로 국방문제에 초점을 맞춘 human factors, human factors engineering 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어 왔다.
학습할 내용은 작업생리학, 산업심리학, 작업관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세부적으로는 인간 기계 시스템,
인지특성을 위한 설계 원리, 인체구성요소, 생체역학, 휴먼에러, 집단, 조직 및 리더십, 작업연구, 동작분석,
유해요인 평가 등으로 분리된다.
Ergonomics erases convenience, safety and efficiency for human after applying some informations on
human properties to design the environments and products for human. Terminology of ergonomics
has been used in researches focussing workers and productivity in industries from Europe. However,
'Human factors' or 'Human factors engineering' have been called in National Defense with
background of system engineering and experimental psychology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Contents to study on ergonomics are largely classified with three parts of work physiology, industry
psychology and work management. They are composed of in details Man-machine system, Design
principles for human knowledge property, Human body components, Organism epidemiology, Human error,
Group, Organization and Leadership, Work research, Operation analysis, Harm factors evaluation etc.

130007 전자재료(Electronic Materials)
고체 재료의 화학결합, 에너지 밴드, 결함화학, 상변태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복습하고, 전자 재료의 구조-조
성-성질의 상관관계와 제조 공정의 진단과 제어에 대하여 고찰한다.
Chemical bonding, energy band structure, defect chemistry, and phase transition of soli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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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studied and correlation between material structure, composition, and electronic characteristics
will be intensively investigated.

130009 산업안전경영특론(Advanced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분야의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법과 안전경영 능력 등을 증진하도록 학
습하고, 기계, 건축, 전기 등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유발하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의 기술,
관리자들이 실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외국의 안전보건제도, 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동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The managers who worked in industrial safety area studied to upgrade their capability of safety
managements and knowledge required to prosecute their safety affairs. Description of Technical
methods to solve accidents and disasters which happened from unstable situations and activities on
machinery, construction and electricity is studied. Knowledges on working capability for the managers
are learned to improve. Also activities and regulations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are learned
especially foreign safety health system, certification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130012 트리즈응용설계특론(Special Topics on TRIZ-Applied Engineering Design)
최근에 각광을 받고있는 시스템 혁신과 창의적설계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트리즈를 활용한 설계에 대하여
강의한다. 트리즈는 러시아어의 약어로서 발명을 위한 문제해결 이론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트리즈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설명하고 과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문제해결과 창의적 설계 수행을 습득한다. 또한 국
내외 트리즈 응용 설계 사례를 검토한다.
This lecture focuses on powerful methodology for systematic technological innovation called TRIZ
which is popular in Industry these days. TRIZ is the Russian acronym for the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This lecture deals with the fundamental priciples and case studies on TRIZ.
Students will execute each term project using TRIZ. They will investigate several case studies.

130013 광메카트로닉스(Optomechatronics)
- 최근 다양하게 발전해가는 광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기초를 소개한다.
- 다양한 최근의 동향을 습득한다.
- 여러 가지 광메카트로닉스의 기본 요소(광 센서, 신호처리, 액튜에이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어)들을 발전
된 고효율 시스템으로 함께 융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예를 소개한다.
- Introduces the fundamentals of the burgeoning field of opto-mechatronics
- Includes comprehensive coverage of rec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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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hasizes the integration of many different elements(such as sensors, signal processing, (micro)actuators,
sinal display, dynamic systems and control) into advanced, robust, high-performance systems
- Supplied abundant practical system examples to illustrate the concepts

130014 박막태양전지특론(thin-film solar cells)
박막태양전지는 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벌크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원재료 사용량이 적어 제조단가
가 낮은 장점이 있다.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CdTe과 비정질 실리콘, 그리고 최근 시장 진입이 진행
되고 있는 CIGS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동작기구와 제조공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또한, 최근 발
표된 논문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한다.
Because thin-film solar cells consume less amount of materials, they are cheaper than the bulk
silicon solar cells that occupy 80% of the present market. This course will deal with CdTe and
amorphous silicon that are already available in the market, and CIGS and DSSC that are ready to
come out in the market. In addition, we will understand the state-of-the-art of the thin-film solar cells
through recently published papers.

130016 유기반도체공학(Engineering of Organic Semiconductors)
초기의 반도체는 실리콘이라는 무기물질을 기반으로 발전해오다 최근 제조원가가 적게 들며 기계적으로 유
연하고 공정이 쉬운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유기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유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등 유기반도체 소자의 구조 및 동작원리를 학습한다. 특히 유기발광소자인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소자구조, 동작원리, 핵심요소기술, 연구동향, 응용분야에 대해 학
습하며 실제 실습장비를 이용하여 소자를 제작하고 특성 평가하는 기법을 배운다.
Organic semiconductors have drawn attention due to low fabrication costs, flexibility, and easy
process. This subject will cover the topics on organic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s (OFE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OTFT), etc. Especially, we will deal with the
structure, operational principle, key technologies, research trend, application areas of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devices. Furthermore, we will fabricate OLED devices with organic
evaporator and measure their characteristics.

130017 전자세라믹
전자세라믹스의 종류, 성질 및 응용의 개론으로서 유전체, 압전재료, 감지센서 등을 다루며, 조성, 제조 공정
및 미세 구조가 재료의 성질 및 device의 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Ferroelectric, paraelectric, pyroelectric, and piezoelectric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eramic materials
will be studied. And the effect of composition, processing, and microstructure on the electronic
properties and application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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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8 전산 열유체역학(Computational Thermo-Fluid Mechanics)
열유동 해석을 위한 수치해법의 종류와 특징, 직교좌표 및 비 직교좌표계 유동 지배 방정식, 차분법의 종류
와 정확도, 비압축성 유동 해석 알고리즘, 압축성 유동해석 알고리즘, 천음속 유동영역의 유동 해석법, 비정
형 격자 유동 해석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meant to give the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basic computational coordinates, some
basic finite difference forms, computational methods for compressible flow, compressible flow
equations in rectangular coordinates, computational methods for transonic flow, mesh system,
coordinate system and equation system.

130020 설계(공정)최적화특론
이 과정은 설계(공정) 제어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본 강의에서는 정적, 동적 거동의 모델링, 화학공정의
동적 거동의 분석, 되먹임 제어계의 분석 및 설계 그리고 기타 진보된 제어 방식에 대해서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emical process control. It is intended to cover
modeling the dynamic and static behavior of chemical processes, analysis of the dynamic behavior of
chemical processes, analysis and design of feedback control systems, analysis and design of
advanced control systems.

130021 공정장비특론(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echnology)
반도체제조공정장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트랙 장비와 클러스터 장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생산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공부한다. 진공과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 및 주요 공정에 따른 장비, 부품,
소재 특성을 파악한다.
Understanding of the equipment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s promoted. The
concept of the track type and the cluster type equipment is to be understood, and, productivity and
process quality acquirement technology is introduced. The attributes of the vacuum and plasma, and
of the equipment/component/materials for major processes were comprehended.

130022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마이크
로/나노 스케일의 기능성 장치를 의미한다. 본 교과에서는 MEMS의 활용과 관련 이론, 그리고 MEMS 장치
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MEMS 장치에서 사용되는 미세유동 시스템 응용
에 대해 살펴본다.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refers to micro / nano scale functional devices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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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In this lecture, we will learn about the application/theories of MEMS, the semiconductor process
required to fabricate MEMS devices and the applications of micro fluidic systems used in MEMS
devices.

130023 기구 설계학
강체의 운동에 대해 다루며 운동의 기하학에 대해 학습한다. 기구해석을 통해 기구의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를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구인 4절 기구, 슬라이더-크랭크 기구, 캠, 기어 등의 기구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way things move and the geometry of motion. Kinematic analysis involves
determination of position, displacement, rotation, speed,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a mechanism. In
this lecture, students learn the kinematic analysis of various mechanisms such as four bar linkage,
slider-crank mechanism, cam, gear and so forth.

130024 CAD특론(Advanced CAD)
CAD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첨단 분야이다. 본 과정의 목적은
CAD의 기본을 이해하고, 특정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 이론과 알고리즘, 그리고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려
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본개념, 관련기술, 데이터 구조 등을 이해하고 특정 환경과 특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유능한 CAD전문가를 교육하려는 것이다. 본 과정의 과제로서 실제적인 설계 문제가
제시되며 이러한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실무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Computer-aided design has been evolving rapidly as a field, with changes in hardware and software
tools available.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esent the fundamentals of CAD, showing its
analytical rigor and algorithmic nature independent of specific software implementation. The objective
is to produce knowledgeable CAD users Who can quickly learn a specific program within a specific
environment and who,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limitations of techniques and data
structures, can utilized that program. One sub-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et of realistic
interconnected design problems as a term project.

130025 창의적 설계특론(Special Topics on Creative Design)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설계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
결한다.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보 및 특허검색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problem solving capability through structured thinking of industrial
problems. It includes problem definition, idea geneation, idea evaluation, idea judg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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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Prac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can be developed through case study, patent search
and problem solving practices.

130026 차세대전지특론(Next generation energy technology)
오일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전지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특히 현재 미래 에너지소재로 활발히 연
구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와 태양전지의 기본이론, 소재 및 합성공정 기술, 특성, 응용기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In this course, broad contents about the technology and material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energy will be lectured. Specially, the materials for the fuel cell and solar cell which are developed
very fast as a future energy sources will be covered in general. The lecture will consist of basic
theory, synthesizing processing, and application technology for these materials.

130027 재료공학특론(Special Theory of Material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재료의 구조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기계적, 열적, 전기적, 광학적 물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원자구조 및 결합, 원자 배열, 결정구조 및 대칭성, 결함, 엑스선 회절, 상평형, 미세구조 개발에 대하
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materials and the resulting mechanical,
therm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will be studied. Also, atomic structure, bonding, atomic
arrangement, crystal structure, crystal symmetry, defects, and the use of X-ray diffraction, phase
equilibria and microstructural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130028 반도체재료특론(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반도체 재료를 이해하기 위한 원자구조, 결정구조, 밴드이론 등의 기본적인 지식을 복습하고, 실리콘 반도체
에서의 p-n 접합,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자세히 고찰한 후 DRAM 경우를 예로 들어 실제 소자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재료관련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Review a basic understanding of atomic structure, crystal structure, the band theory of understanding
of the semiconductor material, silicon in a semiconductor pn junction diode, a study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stor and a case DRAM examples prepared for making the actual deviceIt
examines the materials relevant to recent problems that are an issue by looking for the process.

130029 광반도체공학(Optical semiconductor engineering)
광반도체 기반의 광전자 소자 및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광반도체(LED, OLED,
태양전지), 광수동소자(도파관, splitter, pin photodiodes 등), 광능동소자(레이저, 광증폭기 등), 광섬유등 광
통신관련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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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students cultivate their abilities to design and foster the optical semiconductor -base
optoelectronic devices and components. For that,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knowledge
opto-communication related optical semiconductor (LED, OLED, and solar cells), passive optical
devices (waveguide, splitter, pin photodiodes, etc.), optical active devices (lasers, optical amplifiers
etc.), and optical fiber.

130030 레이져공학(Laser Engineering)
전자기 파동역학, 흑체 복사이론, 유도 방출선 이론을 통한 간섭성 파동인 레이져의 발생원리를 배운다. 다
양한 레이져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단일모우드와 다체 모우드 발진에 대해 배운다.
It contains Studies on how to operate lasers, or, interference waves, based on the Electromagnetic
Wave Mechanics, Radiation Theory of Black Body, and Theory of Induced Emission. And various types
of lasers, as well as how to operate monochromatic modes and multi-modes will be introduced.

130032 고분자재료 및 응용(Polymeric materials and applications)
본 강좌는 고분자 재료에 광범위한 이해와 최근의 기술동향 및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응용분야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위주로 학습하며 끊임없이 개선되는 고분자재료의 특허 및 신제품에 대한 Global 수준의 검색 및 이
해 그리고 응용에 대한 제반 기술을 익히는 과목임.
This course starts to study a basic knowledge of polymer and then is persuing to improve the
practical capability such as recent technology trend, actual application of polymeric materials. Also,
our study focuses on searching,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technique of advanced polymers in
global network.

130033 유기고분자소재특론(Advanced Organic Polymer Material)
Solar Cell, OLEDs, LCDs 등과 같은 유기소자는 시중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어 왔고, 많은 업체가 이러한 소
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기소자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졸업 후 취직 시 더 나은 기회
를 찾을 수 있다. 본 과목은 유기소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다양한 종류의 유기소자에 적합한 폴리머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Organic Devices such as solar cells, OLEDs, LCDs, etc,. are successfully applied in commercial
markets. Many industries are focus on that kind of products. Therefore, to learn organic devices is a
key point for the graduate student to get a better job after graduation. This subject will help them to
know the basic concept of organic devices and which kind of polymers is suitable for various kinds
of organic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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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4 유기재료분석특론(Special Topics in Organic Materials Analysis)
각종 유기재료를 특정목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과정에서는 유기재료의 분류와 그에따른 유기재료의 물리적 성질 및 그 용도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selecting organic materials for a specific purpose, informations about the materias such as
mechanical properties are required. In this course, we study solid mechanical properties of organic
materials and their theoratical backgrounds.

130035 디스플레이공정특론(Special topics on dispaly engineerin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소자, TFT-LCD, OLED, PDP 등 디스
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이론과 현장기술을 공부한다.
Basic theories of semiconductor devices and displays are introduced. Practical technology and
theories of fabrication process for semiconductor devices and displays such as memories, TFT-LCD,
OLED, PDP are discussed.

130037 화공열역학
본 과정은 고전 열역학적 관점에서 열역학적 특성치들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다. 주요 강의 내용은 열역학
제2법칙과 응용, 순수물질의 열역학적 특성치, 유체 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치의 이해 그리고 평형이나 혼합
과정에서의 이들 특성치의 이용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esent broad relationships between thermodynamic properties from
the viewpoint of classical thermodynamics. The major concerns are the second law and its
applications, a treatment of thermodynamic properties of pure fluid and a comprehensive exposition
of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fluid mixtures and their uses in vapor-liquid equilibrium and in
mixing process.

130038 상평형특론(Thermodynamics of Fluid-Phase Equilibria)
화학 공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분리기술의 이론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상평형의 이론적 고찰과 기-액, 기고 액-액 등과 다상 평형 평형에 대한 계산 방법들을 익히고, 실제 적용 예(고압계, 전해질계, 고분자계 등)
를 심층 분석하여 실제 공정의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Theoretical and groups of phase equilibrium to help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Separation of Chemical Industry - liquid, gas-and liquid-liquid as lear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multi-phase equilibrium equilibrium real application examples (goapgye,
electrolyte system, polymer-based, etc.) and to foster an in-depth analysis of the basic knowledge
required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the actual process.

145

130039 통계열역학(Statistical Thermodynamics)
미시 분자계의 성질을 지배하는 양자화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거시 분자계의 성질을 지배하는 원리인통계
열역학에 대해 배우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분자모사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프로그
래밍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을 중심으로 분자수준의 물성계산과 분자 모
델링에 대해 배운다.
Learn

about

the

principles

of

statistical

thermodynamics

that

govern

the

nature

of

the

macro-molecular systems based on the knowledge of quantum chemistry that govern the nature of
the micro-molecular type, recent basic knowledge and programming skills for the molecular simulation
method has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Focusing on the molecular level to learn about the
properties and molecular modeling calculations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to culture.

130040 유기화학특론(Special Theory of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공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삼천만개 이상의 화합물 가운데 99%이상이 탄소
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이다. 탄소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탄소만이 유일하게 간단한 것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것까지의 무수한 많은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탄소 한 개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에서부터 수백억
개 이상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DNA까지 다양한 탄소화합물에 대하여 학습한다.
Organic chemistry is the study of carbon compounds. 99% of the more than 30million presently
known chemical compounds contain carbon. Carbon, alone of all elements, is able to form an
immense diversity of compounds, from the simple to the staggeringy complex-from methane with one
carbon atom to DNA which can have more than 100hundred million carbons.

130041 고분자합성특론(Advanced Polymer Synthesis)
이 과목은 고분자가 합성되는 반응의 물리화학 및 유기화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학생들은 세 가지 형태의
중합반응 - 단계 중합, 사슬 중합 및 개환 중합에 대하여 배우고, 중합반응의 동역하적 특징, 열역학적 특징,
합성할 수 있는 고분자 구조의 형태와 범위, 그리고 중합반응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따
라 중합반응을 구분하여 학습한다. 본 과목은 중합반응 속도, 분자량, 가지치기와 가교와 같은 구조적인 특
징을 조절함에 있어서 중요한 반응 변수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This subject is to learn the physical and organic chemistry of the reactions by which polymer
molecules are synthesized. Students study the three types of polymerization reactions - step, chain,
and ring-openning polymerization. They also learn that polymerization reactions ar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ir kinetic and thermodynamic features, their scope and utility for the synthesis of
different types of polymer structures, and the process conditions that can be used to carry them out.
The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reaction parameters that are important in controlling polymerization
rate, polymer molecule weight, and structural features such as branching and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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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43 고분자공학특론(Advanced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 화학 과정을 보다 더 깊고 넓게 소개하기 위한 과목이다. 고분자공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
을 갖추고 현장에서 직접 고분자를 접하는 공업 화학자 혹은 실제로 고분자를 다루는 고분자 화학자를 위한
과정으로 선택될 수 있다. 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고분자 합성, 분석, 불성에 대한 보다 심오한 지식
을 배울 수 있다.

130044 에너지변환소재(Energy Conversion Materials)
본 강의는 에너지변환 디바이스에 응용되는 소재들의 에너지변환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와 그 메커니즘을 이
해하기 위한 소재이론들에 대한 기초강의로 이루어져 있음. 신ㆍ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로 소재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study about 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devices including energy
conversion mechanisms and basic theories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Materials for renewable
energy will be mainly studied.

130045 환경독성학(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독성학은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에 약이나, 케미칼, 화학 혼합물의 해로운 효과로 정의된다. 본 과
목은 산업 과정으로부터 기인하거나 적용되는 독이 건강과 환경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학문이다.
Environmental Toxicology is traditionally defined as the harmful effects of drug, chemicals, and
chemical mixtures on living organisms. The subject is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toxins, whether
purposely applied of derived from industrial processes 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130046 반도체공학특론
130047 금형소재및설계(Materials and design for advanced die and mold engineering)
금형공학은 정밀공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업기반기술이다. 금형을 구성하는 소재에 대한 종류와 특성 및
응용 예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프레스가공에서는 박판성형, 공정, 금형, 프레스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
한 사출 성형에서는 성형조건, 사출공정, CAE, 사출성형기, 금형설계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practical theory and applications for product and mold
design of injection molding, technical trends of injection molding industry, and technical troubles.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heat treatment and selection of mold materials to be able to improve
materials properties and mold life. This course will be proceeded by lecture, discussion and
presentation for produ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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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0 박막공학특론(Advanced Thin Film Technologies)
재료의 표면에 증착된 내구성 박막은 공구 금형등의 기계부품의 성능 및 수명을 향상시키고, 전도성 유전성
박막은 전기소자에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본 과정에서는 박막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용공
정인 습식과 건식공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형성된 박막의 두께, 성분, 성장방위등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이에 따른 기능별 성능 연관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Hard coating improves mechanical lifetime of tool and die. Functional coating such as conductive film
gives especial role for electronic devices. Students will study wet and dry coating processes, coating
analysis methods and interpretation skills of the analysis results.

130052 창의적 문제해결과 공학설계(Creative Problem Solving and Engineering Design)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설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
결한다.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보 및 특허검색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problem solving capability through structured thinking of industrial
problems. It includes problem definition, idea geneation, idea evaluation, idea judgement and
implementation. Prac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can be developed through case study, patent search
and problem solving practices.

130054 랜덤데이터 처리 및 해석(Random Data Analysis and Processing)
대부분의 공학 실험데이터는 규칙적 데이터가 아니고 랜덤 데이타이므로, 실험상에서 신호의 정보를 정확하
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에 근거해서 랜덤 데이터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확률 등
의 통계적 기본 이론을 비롯해서 데이터 습득, 디지털 필터, 상관함수, 전달함수, 스펙트럼 밀도함수 등을 소
개하고 시스템 규명의 응용기술도 다룬다.
Analysis and processing of random data are required to extract the system characteristics from
experiment data, with random probability - distribution.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of
probability, data acquisition, digital filter, corelation function, transfer function, spectral density
function, and fast courier transform. Also the application techniques involve identification of system.

130056 마이크로시스템 설계(Microsystem Design)
본 과목은 마이크로시스템 또는 멤스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동작원리와 이를 이용한 모델
링을 배우고 케이스 스터디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수업은 강의, 컴퓨터 실습 및 텀 프로젝
트로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실제 동작하는 디바이스를 관찰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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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will cover design aspects of Microsystems (MEMS). Topics covered include working
principles of various microsystems, analytical and numerical modelling, and case studies. The course
incorporates lectures, computer laboratories and term project presentations. The course may offer
chances to observe how some MEMS devices work in lab environment.

130057 시스템식별(System Identification)
기계, 전기전자, 화공 등의 시스템은 신호처리 및 제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식이 필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방법으로서 시스템의 차수결정 및 계수
추정 이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영역 식별법, 최소자승법, 시계열 모델의 계수 추정법 등을 다룬다.
To process signal and control mechan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s, and chemical process systems,
we need the mathematical model equation of them. This lecture, as theoretical method to acquire
mathematical model of the systems, provides system order determination and parameter estimation
theory. More specifically, this lecture includes frequency domain identification, least squares method,
and parameter estimation for time series model.

130058 결정구조학(Crystallo graphy)
고체 물질에서 x-ray 및 전자빔의 회절 현상 이해를 위하여 기본 적인 회절 현상의 고찰과 결정구조에 따른
회절현상 차이를 이해하고 회절 결과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provides students background knowledge of diffraction phenomenon in solid materials
with x-ray or electron beam.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nalyze the diffraction patterns of x-ray
from XRD an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from TEM.

130059 광공학(Optical Engineering)
광학에 대한 개요 및 이론을 강의한 후 광관련 공학 분야(예를 들면, 반도체 패턴 검사)의 적용 사례를 학습
하고자 한다.
This lecture will cover fundamentals of optics and its application to optical engineering field. The
application, for example, includes semiconductor or micro pattern inspection and general dimensional
measurement using optics. The course may require knowledge in physics and mathematics in college level.

130060 에너지 재료 공학(Electronic materials of energy system)
재료의 반도성, 초전도성 등 전기적성질, 강자성, 반강자성, B-H곡선 등 자기적성질, 투광성, 편광성, 형광성
등 광학적성질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자성재료, 전체재료를 비롯한 전자기용재료와 초전도재료 등
기타 기능재료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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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ory course providing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behavior of materials and
devices based upon these properties; electronic band structure, electronic and ionic conduction,
electronic

processes

in

semiconductors,

dielectric,

optical,

and

magnetic

properties,

and

superconductivity; emphasis i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perties and the structural aspects of
materials, and on processing methods required to fabricate useful devices.

130061 화학공정요론(Essential Topics in Chemical Processes)
본 과목을 통하여 반도체 및 반도체 원료의 제조공정설계 과정과 함께, 반도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
염물질의 제거, 회수를 위한 화학공정의 이론과 설계를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증류, 추출 기체흡수공정 등
의 분리공정과 화학반응공정에서 적용되는 열역학 적인 특성과 전달현상적인 특성에 대한 학문적인 기본을
확인하고, 공정설계과정에 대한 공정모사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공장의 건설을 위한 총괄적
인 상세설계까지의 고려사항을 이론 강의와 과제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Through this subject, theoretical backgrounds of chemical processes for the generations of
semiconductors and the raw materials, and for the removals of contaminants from semiconductor
plants are to be taught. For that purpose, thermodynamic and transport properties those ar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separation processes such as distillation, extraction gas absorption
process and chemical reation process are to be confirmed. Through a simulation program, basic
design would be performed for basic designs, and overall particular items would be taught.

130062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Energy Trends)
현재의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핵연료의 사용 현황 및 환경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에 대해 배운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nergy sources such as oil, gas, and
coal and nuclear energy and their problematic effect on environment. Also, we lear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hydro, wind, geothermal, and bio to solve the problems of fossil fuels.

130063 리튬설퍼전지(Lithium Sulfur Batteries)
차세대전지 중 하나인 리튬-설퍼전지의 기초원리, 핵심 물질, 전극 및 전지 제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더 나
아가 리튬-설퍼전지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전기화학적 평가 방법과 데이터 해석에서 대해서 공부한다.
This lecture presents the basic principle, key materials, preparation of electrodes and batteries of
lithium sulfur (LiS) batteries, one of the most promising next generation battery chemistries, with the
electrochemical analysis method and data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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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64 생물공학특론(Advanced Biotechnology)
4차산업혁명의 주요분야 중 하나이며 향후 도래할 5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생물공학을 유전자공학부터 면
역학에 걸쳐 전반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수강생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생물공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The subject of this lecture is advanced bio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major field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lso the major area of the upcoming 5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lecture
will cover broad and detailed contents of modern biotechnology spanning from genetic engineering to
immunology so that the students will be equipped with knowledge in professional biotechnology.

130067 반도체장비 및 요소기술 (Semiconductor equipment and element technique)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패키징 공정)에 대해 소개하여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하고, 각 장비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현재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을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공정
장비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소개 한다. 추가적으로, 각 공정 장비 별로 장비 특성
파악을 위한 시뮬레이션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the pre-semiconductor process and post-process (packaging
proces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emiconductor fabrication and the functions performed by
each device. And, introduces the processes that are used in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field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functions that each process equipment should have. In addition, we will
study simulation cases for identifying equipment characteristics for each process.

130068 수소에너지의 이해(Understanding of Hydrogen Energy)
20세기 산업의 대량생산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세계의 주 에너지 원은 석탄에서 석유 및 가스로 바뀌었고,
탄소에너지의 대량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대량 배출로 지구온난화의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우려가 남극과 북극 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석유,
석탄 등의 탄소자원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 요
구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그 무한 사용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개
발, 실용화되고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인만큼 그 변동성이 크고, 또한 저장이 어렵다는 점이 부
각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수소이다.
수소는 기존의 탄소에너지원 및 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금의 ‘탄소경제사회’에서 향후
에는 ‘수소경제사회’로 가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운송 및 저장,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신기술의 개
발에 대하여 다룸으로써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With the opening of the era of mass production of industry in the 20th century, the world's main
energy source was changed from coal to oil and gas, and the concern of global warming beg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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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due to the mass emission of carbon dioxide and other things. These concerns are emerging as
glaciers in Antarctica and the Arctic are disappearing at a rapid pace, while the prospect of carbon
resources such as oil and coal being depleted soon calls for clean energy sources without emissions
of global warming gases. In the 21st century,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has been
actively developed and used for its infinite use. However it is highly variable and difficult to store as
much as it comes from nature. Hydrogen has emerged as a new source of energy that can be
saved and transported.
Hydrogen is a clean energy that can be obtained from existing carbon source energy and water,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 major player in the future from the current carbon economy society to
the hydrogen economy society.
In this subject, we want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hydrogen as an energy source by
address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ranging from the production of
hydrogen to transport, storage and utilization of hydrogen.

130069 유기고분자소재특론(Advanced Organic & Polymer Materials)
고분자재료의 구조와 그 특성을 고찰하고, 고분자 재료 중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특성, 용도를 중점적으로
논하며, 고무, 섬유, 접착제 등의 특성, 제조, 공업적 이용을 강의한다.
This

course

show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olymer

materials,

discusses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properties and uses of plastics in polymer materials,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use of rubber, fiber and adhesives

130071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for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을 위한 주변 탐색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컴퓨터비전 기술을 학습하며 3차원 기하학 및 강체 변환,
특징점 추출을 이용한 대응점 연결, 위치 추정 및 루프 폐쇄 검출, 최적화 기법을 포괄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computer vision technology for autonomous driving that includes
localization and mapping, 3D geometry, rigid-body transformation, correspondence matching, loop
closure, optimization.

130072 신재생에너지특론(Advanced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신재생에너지 소재와 에너지의 생산 원리, 연료전지 및 소재, 태양전지 및 소재 등에 관한 재료와 그 발전과
정을 학습한다. 현장 중심의 토의식 강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This course will study smart materials for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principles,
fuel cells and materials, solar cells and materials, and their development proces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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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oriented lecture and discussion-based lecture, they can increase understanding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130073 유기고분자 전자재료특론(Advanced Organic Polymer Electronic Materials)
유기 및 고분자 물질의 제작, 구조 해석 및 전기적 특성과 이들의 전자재료로의 응용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최신 유기전자재료 특성과 연구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Fabric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organic polymer materials are studied to
apply into the electronic materials. Through this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modern research direction on the organic polymer electronic materi als.

130074 유기고분자 에너지재료특론(Advanced Organic Polymer Energy Materials)
유기 및 고분자 물질의 제작, 구조 해석 및 에너지 전환 특성과 이들의 에너지 재료로의 응용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최신 유기에너지재료 특성과 연구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Fabric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energy-conversion properties of organic polymer materials are
studied to apply into the energy materials. Through this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modern research direction on the organic polymer energy materials.

130075 분리공정특론(Separation Process)
화학 공업의 핵심 분야인 분리 및 정제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기본을 익히며, 이를 위해 상평형 및 물질전
달의 원리를 익힌다. 이러한 상평형의 원리를 분리공정에 적용하고 이러한 분리공정의 설계 및 운전에 응용
하는 방안을 익힌다.
Through this course, Separation and refinery processes which are essential topics in chemical
engineering techniques are taught. The basics such as phase equilibria and mass transfer phenomena
treated. Finally, these topics are applied for the designs and operations of separation processes.

140001 Adaptive ControL Theory
Adaptive Control Theory. This course will not only advance the field of adaptive control as an area of
study, but will also show how the potential of this technologycan be realised and offer significant benefits.

140002 Advanced MICROELectronic Circuits
Advanced Microelectronic Circuits. The primary goal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asic techniques of modern electronic circuit design: analog and digital, discrete
and integrated.

153

140003 Advanced Practicum in HRD Ⅰ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of doctor degree.

140004 Advanced Practicum in HRD Ⅱ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application ability in the industry by the research which is
studied in graduate curriculum of doctor degree.

140005 Advanced Robotics
In this course, dynamics and control methodologies of robot manipulators will be introduced. From
independent joint control to impedance control, many different kinds of control methodologies for
robots will be reviewed. After introducing general control method of robots, telerobotics and haptics
will be introduced.

140006 CAD/CAM/CAE
CAD/CAM/CAE. Credit 3. Design Methodology, Solid Modeling, Optimization, CAD/CAM Integration,
Rapid Prototyping, Virtual Engineering.

140007 CDMA SYSTEM ENGINEERING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which is essential
to design and analyze the CDMA system. The major contents a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spread spectrumand CDMA, IS-95 channel structure, power control, hand-off, call processing, system
design and noise managements etc.

140008 Computer Aided Analysis
Finite element method for solid mechanics, structural mechanics,and dynamics. Modeling techniques,
software implementation, and To teach finite element method as a design tool. To offer insight in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o cover some practical aspects of
modelingsolution of problems.

140009 DESIGN OF POWER CONVERTER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power converter topology including resonant converter.

140010 InteLLigent ControL Engineering
Intelligent Control Engineering. The course will focus on neural networks, fuzzy-theory, gene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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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ontrol application. Topics include electronics and mathematics based on plants control and
robotics. its application such as controltheory and modern-control

140011 INTRODUCT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NANOMEDICAL
IMAGING
Introduct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and nanomedical imaging Credit 3. Brief physics of
MRI, functional MRI, nanomaterial for medical application, molecular and cellular MRI.

140012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The course will focus on microstructure design, fabrication and their
application. Topics include micro-fabrication technology based on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such as sensors, actuators, biosystems, micro TAS.

140013 PATTERN CLASSIFICATION
Pattern Classification. Credit 3. Following a rigorous description of the statistical foundations of
pattern classification, this course will survey a variety of statistical paradigms and popular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s.

140014 Practicum in HRD Ⅰ
The main aim of this course is to apply the knowledge learned through the courses to the real field
such as industry, and thus learn the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field.

140015 Practicum in HRD Ⅱ
The main aim of this course is to apply the knowledge learned through the courses to the real field
such as industry, and thus learn the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field.

140016 Seminar
The seminar will be held on a regular basis by various lecturers invited from many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help student to choose the industry oriented subject as the thes is
topic. Also the seminar will provide the tre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industry and also
how to analyse and put things together in the lab.

140017 SPECIAL TOPICS IN POWER ELECTRONICS
This course deals with application of vector control theory for the AC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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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8 Theory and AppLications of Fuzzy Systems
Theory and Applications of Fuzzy Systems. The course will focus on study of Fuzzy Contro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After study, We make the application project about Fuzzy controller or Fuzzy
control system. And discuss to made Fuzzy controller or Fuzzy control system with professor.

140019 Transport Phenomena in Biological System
This course will integrate thedevelopment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transport processes, the
mathematical expression of these principles and the solution of transport equations, along with
characterization of composition,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living systems to which they are applied.

140020 Virtual Bioinstrumentation
The course will focus on the graphical programming language LabVIEW to construct virtual
bioinstrumentation and various biosensor technology.

140021 생물공정공학(Biological Process Engineering)
본 과목은 생물공정공학의 제반 원리와 응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생물공정 공학에서는 공학적
관점에서의 생물학 기초와 생물공정에서의 공학적 원리를 다루고, 끝으로 여러 가지 전통적 생물 산업공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cludes coursework material in bioprocess engineering principles. Bioprocess engineering
principles covered include the basics of biology, engineering principles for bioprocesses, and
applications to conventional biological systems.

140022 환경생명공학(Environmental Biotechnology)
환경생명공학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복잡한 물질들을 분해하는 방법과 내용을 학습한다. 응용
적으로 볼 때 주로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을 이용하여 유기물 또는 독성 폐기물들을 분해시킨다. 본 과목에서
는 환경공학분야에서 중요한 미생물, 수질의 측정, 폐수처리,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생물학적 복원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제반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생물공정의 실천적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Environmemtal biotechnology examines the way microbes decompose chemically complex materials.
Applications include the use of bacteria and fungi to metabolize organic compounds and/or to
detoxify

wastes.

Lectures

cover

some

organisms

of

interest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measurement of water quality, wastewater treatment, solid waste disposal, and bioremediation. Also
this subject discusses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bioprocesses to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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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23 생명공학(Biotechnology)
생명공학이란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전반을 의미한다.
본 강좌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 발효공정, 생물공정 등을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제반 원리에 대하여 살
펴보고, 나아가서 생명공학기술이 전반적으로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는 생명공학과 의약, 생명공학과 농·식품, 생명공학과 환경, 생명공학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생명공학의 미
래전망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This subject provides a basic overview of biotechnology and its many applications. Biotechnology is
the use of living systems and organisms to make useful products or provide services for specific
uses. This subject introduces important principles of biotechnology including recombinant DNA
technology, microbial fermentation and bioprocess engineering. It covers many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medical biotechnology, agricultural and food biotechnology, environmental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fuel generation. Finally, the course concludes by looking at the future of biotechnology.

140024 Advanced Polymer Property
본 과정은 고분자들이 다른 비고분자재료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제조되고 또한 이러한 재료들이
특정한 범위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개질되는지에 대한, 즉 고분자물질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플라스틱, 탄성체, 도료, 접착제, 고무, 단백질, 셀룰로오스 등은 현재 흔히
사용되는 일반용어로서 이 모두는 고분자물질이 갖는 무한한 분야의 한 분야이다. 이들의 물성과 용도에 따
른 분야에 대하여 학습하고 교육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chemistry of polymeric materials how
these materials differ from nonpolymers, how they are synthesized, and how they may be modified to
assume a range of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Plastics, fibers, elastomers, coatings, adhesives,
rubber, proteins, cellulose, these are all common terms in our modern vocabulary, and all a part of
the fascinating world of polymer materials. Students study properties and usage of these polymeric
material through the course.

150006 열유체계측특론(Advanced Thermo-fluids Measurements)
기계공학분야의 연구에 소요되는 각종 계측기 및 분석, 해석 장치를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레이저
를 이용하는 각종 계측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현상의 가시화, 진동 및 유동속도의 측정, Rayleigh산란, Mie
산란, 레이저 유도 형광법, Holography법 등에 대하여 배운다.
Principle of various measuring equipments and analysis systems are studied and operated for
thermo-fluids engineering study. Laser diagnostic applications are dealt with. Flow visualization,
vibration and velocity measurement, elastic and non-elastic scattering, laser induced fluorescence, and
holographic methods a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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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7 대류열전달(Convective Heat Transfer)
열역학, 유체역학과 열전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대류현상이 있는 기본적인 계에 있어서의 해석적 해법
과 실험적 방법을 학습한다. 먼저 보존원리, 유동법칙을 학습하고 경계층에 대한 미분방정식과 적분방정식을
취급한다. 다음 층류 및 난류유동의 운동량 전달과 열전달 및 평판과 원관 내 유동을 다룬다. 추후 유체 물
성치의 온도 의존성과 고속에서의 열전도, 자연대류 등을 학습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rmodynamics, fluid mechanics, and heat transfer, analyt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are applied to fundamental systems with convection phenomena. Studies on
conservation principle and fluids are followed by differential and integral equation for the boundary
layer. And momentum and heat transfer of laminar and turbulent flow over plate and inside tube are
also studied.

150008 점성유체역학특론(Advanced Viscous Fluid Mechanics)
고급유체역학 또는 특정 분야별 유체역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 공통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유체의 운동
학, 동역학 및 열역학적 성질들을 포함하여 유체운동을 지배하는 수학적 및 물리적 원리들을 학습한다.
Fundamentally common areas needed for advanced fluid mechanics and various fluid mechanics
study are systematically dealt with. Kinematics and dynamics of fluid including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mathematical and physical principles governing fluid phenomena are studied.

150009 열유체시스템특론(Advanced Fluid Thermal System)
열유체 시스템의 성능해석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증기보일러, 증기 터빈, 터보 휀 등의 열
유체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응용을 공부한다. 동력 발생 이론, 동력 발생장치 내 물질전달 및 열유동
해석 등의 수치 모델링 등을 다룬다. 또한 열유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에 대해 열전달 및 물질전
달과 유체 유동역학을 응용한 설계기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Analysis of fluid thermal system, design of steam boiler and steam turbine, theory of turbo-machinery
and power generation, mass transfer in plant system, analytical modeling of thermal and fluid flow of
fluid thermal systems will be studied. And,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several topics of new
area about design of heat exchanger.

150010 대체에너지공학특론(Advanced New and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화석연료, 핵연료 등의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일 에너지 및 전기에너지로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을 파악하
고 열기관, 발전소,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변환시스템을 해석한다. 환경의 보전을 위해 주목을 받고 있는 무
공해의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생체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과 이들의 변환시스
템을 해석하고 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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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converting chemical energy contained in the fossil fuels and nuclear fuels to thermal
energy, mechanical energy and electric energy is analyzed. And the energy conversion system and
their efficiency and economy are analyz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wind, geo-thermal, and bio energy.

150012 이상유동열전달(Two-phase Flow Heat Transfer)
2상류의 개요와 유동 양식, 유동 기초식, 압력 손실, 보이드율, 기액 계면 파동과 유동 양식, 기포류, 스라그
류, 환상류, 분무류, 액막류, 액막의 가열과 파단, 강제 유동 비등, 액적분열, Sub-cool 비등, 한계 열 유속
등을 다룬다.
Two-phase flow pattern and equation, pressure loss, void fraction, gas liquid boundary face wave,
bubble flow, slug flow, annular flow, mist flow, pool boiling, droplet break up, sub-cool boiling, limit
heat flux will be studied.

150013 전도열전달(Conduction Heat Transfer)
열전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여러 좌표계에서의 열전도 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언급하고 해법을 개관한다. 듀하
멜의 원리, Green함수 및 Laplace 변환을 이용한 해법을 배운다. 1차원 복합체에서의 열전도 문제와 적분
법, 변분법, 부분적분법을 배운다. 수치해석으로서 유한차분법과 유한요소법을 학습한다. 나아가 상변화문제,
비 선형문제, 적분변환기법도 아울러 취급한다.
Fundamental concepts of heat conduction, heat conduction equation in various coordinate systems
and boundary conditions are studied. Solutions are obtained by applying Duhamel's theorem, Green's
function, and Laplace transform. One-dimensional heat conduction problem in composite medium,
integral method, variational principles, and partial integration methods are studied Finite Difference
and Finite Element Methods are also studied.

150014 난류이론(Theory of Turbulence)
난류의 물리적 현상 및 관계되는 이론을 강의한다. 개념적인 이론에 중심을 두어 난류의 운동학적 특성, 운동
량 및 열전달, 난류의 동력학적 특성, 난류 전단유동, 난류의 통계학적 기술, 난류의 이동이론 등을 학습한다.
Theories related with turbulence phenomena are studied. Focused on the conceptual theory of
turbulence, kinetic characteristics, momentum and heat transfer, dynamic characteristics, turbulent
shear flow, statistical description of turbulence, and turbulen.

150015 연소현상론 (Combustion Phenomena)
연소현상론연소에 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확산화염, 예 혼합화염, 점화 및 소화, 폭발 등을 현상적 및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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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점근전개 방법으로 해석하며 화염의 안정성, 화염에 미치는 유동장의 영향, 난류화염의 모델링, 데토네이
션파, 경계층 연소를 취급한다.
In this course, diffusion and premixed flames, ignition and extinction, explosions, etc are examined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the matched asymptotic method is used for the analyses.
Also topics such as flam stability, effects of flow field on flames, turbulent flame modeling,
detonation waves, boundary layer combustion, etc are discussed.

150019 동역학특론(Dynamics)
3차원 강체의 운동해석을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강체의 운동해석을 벡터 및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개해
간다. 강체 운동방정식의 형성과 다물체 시스템에 대한 구속방정식 및 해석기법을 다룬다. 이외 안정성 해석
및 민감도 해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거동을 살펴보고 그 응용 예를 통하여 다양한 동역학적 모델링 기법 및
수치적 계산 방법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Analytical method for dynamic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body is treated with constraints. Stability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analysis and synthesis is introduced. Additionally, numerical analysis and
modeling method for system is investigated.

150020 차량동역학특론(Advanced Vehicle Dynamics)
주행 중인 차량의 가속, 제동, 선회시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모멘트를 발생요인 별로 분석한다. 또한,
이 힘들을 제어하는 ABS, TCS, ECS, 4WS, EPS 등을 다룬다.
In this course, dynamics of vehicles during acceleration, braking and turing will be analyzed.
Electronic systems to control the vehicles such as ABS, TCS, ECS, 4WS, EPS will be covered.

150022 전산구조해석특론(Computational Structural Mechanics)
전산구조역학은 수치적인 근사법을 적용하여 고체 및 구조역학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
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유한요소와 경계요소의 특성을 강조하고,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해
를 구한 후에 계산된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적절한 양의 이론을 설명하고, 유한요
소/경계요소를 적용한 해의 특성에 대해 토의하며,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전산문제들을 제시하며, 계산된
결과를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Computational Structural Mechanics can be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numerical approximation
methods to the solution of problems of solid and structural mechanics. This course emphasizes the
behavior of Finite Element(FE) and Boundary Element(BE) and includes computational work in which
problems are solved by means of commercial software and the computed results are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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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The course presents a modest amount of theory, discusses the nature of FE/BE solutions,
offers modeling advice, suggests computational problem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checking the
computed results.

150023 기계진동학특론(Advanced Mechanical Vibration)
실제 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산계와 연속계 모델에서 운동방정식 수립과 해
를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진동측 정시 필요한 계측기술과 실제 진동사례를 통하여 실험기술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formulation of motion equation and derivation of solution in discrete and
continuous models respectively, after reviewing fundamental vibration theory. It enables one to gain
deeper insight into practical vibration problems.

150087 고급수치해석(Advanced Numerical Analysis)
이 강의의 목적은 공학, 응용수학, 전자계산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초년생들에게 진보된 수치기법을 흥
미롭고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것이다. 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의 초보단계를 취급하는 미적분학 정도의
수학적 배경이 있으면 취급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Fourier 근사와 FFT, 편미분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적 개념을 필요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present the advanced numerical techniques used in engineering,
applied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in a manner that is both interesting and understandable
to beginning graduate students in those fields. For much of the material, a calculus sequence that
includes an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and linear algebra povides adequate background. The
coverage of Fourier approximation and FFT,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ssumes that the
students have somewhat more mathematical background than other topics.

150088 현대트리즈 및 응용(Modern TRIZ and Applications)
시스템 혁신, 창의적 문제해결 및 설계와 신제품개발의 강력한 도구인 현대트리즈를 활용한 설계에 대하여
강의한다. 현대트리즈는 기존 트리즈를 심화 발전시켜 현장 문제해결에 보다 적합하도록 고도화된 이론이다.
현대트리즈에 대한 제반이론과 사례를 설명하고 과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문제해결과 창의적 설계 수행을
습득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관련 트리즈 응용 설계 사례를 검토한다.
This lecture focuses on powerful methodology for systematic technological innovation called Modern
TRIZ which is popular in industry these days. Modern TRIZ is more advanced traditional TRIZ. This
lecture deal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ase studies on Modern TRIZ. Students will
execute each term project using Modern TRIZ. They will investigate sever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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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9 비선형유한요소법(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본 교과의 비선형 유한요소법은 영어로 강의되며 실제의 구조역학의 일부분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공
학설계시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비선형에 대한 수학적 이론식에 근거하여 유한요소법적인 접근으로
최소에너지법, 가중잔여법을 이용하여 공식을 유도하여 재료의 비선형성 문제, 제품의 기하학적 비선형성,
접촉문제, 동적비선형성을 수치해석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is and essential component of computer-aided design. Testing of
prototypes is increasingly being replaced by simulation with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s because
this provides a more rapid and less expensive way to evaluate design concepts and design detail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scribe the methods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for
structural mechanics. It is intended to provide an integrated treatment so that the students can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methods, a feeling for the comparative usefulness of different
approaches and an appreciation of the difficulties which lurk in the nonlinear world.

150090 다물체동역학(Multibody Dynamics)
다물체동역학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다물체계의 운동방정식의 구성 및 풀이법을 다룬다. 탄성체동역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다물체 동역학 해석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종 다물체계를 모델링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study basic concept of multibody system and equations of motion and
constraint equations fo multibody systems. And flexible body dynamics will be studied too. Finally
using multibody dynamics engineering softwares students will model multibody systems and solve the
problems.

150091 마이크로가공(Microfabrication)
산업계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케일 장치의 설계 및 가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클
린룸 기술, 리쏘그래피 공정, 식각, 증착, 소프트리쏘그래피 등의 마이이크가공의 다양한 방법론에 관해 학습
한다. 이를 활용한 센서, 액츄에이터, 열 및 전기적 제어 설계 등에 관해 소개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concepts involv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microscale devices.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concepts associated with
micromachining and microfabrication techniques including photolithographic pattern transfer, etching
and deposition processes, and soft-lithographic casting. The design of systems to achieve sensing,
actuation, and thermal and electrical control will also be described.

150092 선형대수학과 응용(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
본 교과목은 선형시스템 해석/제어, 로봇틱스,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선형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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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본 개념 및 다양한 응용 예를 소개한다. 또한 Matlab을 이용한 응용 예를 통하여 선형대수의 이해
도를 높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and various applications of linear algebra, utilized in linear
system analysis and control, robotics, optimization. Additionally Matlab code will be used to
understand linear algebra.

120086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링(Neural Networks & Deep Learning)
본 교과목은 퍼셉트론의 개념과 backpropagation algorithm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딥러닝의 응용사례를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perceptron and various learning methods including
backpropagation algorithm. Also, various cases of machine learning for industries will be reviewed.

150095 전기유압비례 및 서보제어(Electro-hydraulic Proportional and Servo control)
최근 컴퓨터와 기계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전기유압비례제어밸브와 전기 유압서보밸브의 작
동원리와 이들을 사용한 다양한 제어와 모델링, 계측, 시뮬레이션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understandings of the operation principles of electro-hydraulic
proportional control valve and electro-hydraulic servo valve, which are recently increasingly used as an
interface between computer and machine, and various control, modeling measurement and simulation
using them are studied and demonstrated through experiments.

150096 프로젝트기반 트리즈문제해결(Project Based TRIZ Problem Solving)
트리즈는 삼성과 포스코 등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문제 해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트리즈활용 실제 문제해결 사례를 다룬다. 문제해결의 사례를 심층분석하고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맞
춤형 실용트리즈 이론을 강의한다. 트리즈를 활용하면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체계적, 혁신적 접근
이 가능하다. 산업현장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강의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problem solving of field real cases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using
TRIZ.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problem solving cases and TRIZ theory for filed problem
solving are taught. With TRIZ, systematic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problem solving are
possible in the most creative ways. Lectures are given to successfully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s i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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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 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디지털영상처리 과목에서는 이미지 센싱 및 획득, 표본화 및 양자화, 화질개선, 푸리어 변환과 필터링, 영상
복원, 칼라영상처리, 영상압축, 형태적 영상처리, 영상분활, 물체인식 등 영상처리에서의기본개념을 다룬다.
Digital Image Processing covers the basic concepts of image processing such as image sensing and
acquisition, sampling and quantization, image enhancement, Fourier transform and filtering, image
restoration, color image processing, image compression,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image
segmentation, object recognition and so on.

160018 소셜웹마이닝(Mining the social web)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 소셜 미디어 분석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한다. 시작
에 앞서 짧지만 충분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수학, 기본적인 metrics, 마이닝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대중적인 소셜 네트워크인 Linkedln, Facebook, Google+,
Twitter 와 여러 웹사이트는 Python으로 작성된 매크로를 통해 정보를 조사한다. 또한, 몇몇의 네트워크 시
각화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Gephi도 소개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ated for students who would like to pursue a career in data analysis, social
media analysis, and related fields. The course will start with a brief but sufficient introduction of
Python programming languag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ing algorithms, and basic
metrics and math of network analysis. Then, most popular social networks including, Linkedln,
Facebook, Google+, Twitter, and web sites will be mined using macros written in Python. Also
several network visualization softwares including Gephi will be introduced.

160019 확률모델링(Probabilistic modeling)
확률 모델링은 확률론의 파생으로 긴 역사가 있습니다. 17세기에 파스칼과 페르마가 지분 분배에 관해 논의
한 것이 오늘날에 기대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모델링은 기계학습의 한 부분으로써 이론적 중요성을 가지며, 많은 구체적인 실용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확률용어로서 표현되기도 하는데 본 과
정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을 다룰 것입니다.
이 과목은 이 분야의 수학적 및 알고리즘적 토대를 다룹니다. 확률론의 복습으로 시작하여,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s), EM(Expectation-maximization), 추천자 시스템의 응용에서의 그래픽 모델,
그리고 시계열 예측과 분류 등을 배울 것 입니다.
Probabilistic modelling as a derivative of the theory of probability has a long history and dates back
to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Pascal and Fermat discussed the problem of division of the stakes,
that led to what is known today as an expect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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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stic modelling is a part of machine learning that has theoretical importance as well as brings
solutions to a large number of concrete practical applications. Many problems in data analysis are
naturally formulated in probability terms.
This course will cover the mathematical and algorithmic foundations of this field, starting with a
review of the probability theory and continuing to Hidden Markov Models, Expectation-maximization
and Graphical models with applications in recommender systems, time-series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160020 고급네트워킹(Advanced Networking)
본 과정은 대학원 수준의 교과로서 무선 및 IP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분야의 고급 주제를 다룬다.
수업에서는 연구 논문을 읽고 토의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수업 내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각 주제에 대
해서 기존의 솔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기존 솔루션을 이론적인 분석과 시뮬
레이션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본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최신의 네트워킹 알고리즘, 프로토콜, 그리고 아
키텍처에 대해 알 수 있고, 어떻게 네트워킹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This graduate-level course covers advanced topics in networking, with emphasis on wireless and IP
networks. In the class, we will read research papers, discuss them, analyze the proposed algorithms
and protocols, and look for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this class includes a research project.
In this project, students need to select related research topics and for each topic, they can either
come up with novel ideas to improve existing solutions and/or evaluate existing solutions via
theoretical analysis and simulations. After taking this course,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know the
state-of-the-art in networking algorithms, protocols and architectures, and to understand how
networking research is done.

160021 사이버-피지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본 과목은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 같이 새롭게 각광을 받는 사이버-피지컬 시스템(CPSs)의 학제간의 협
업을 위한 분야들의 기초를 다룬다. 학생들은 CPSs 관점에서의 시스템의 설계, 모델링, 해석방법을 배운다.
CPSs는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프로세스 역할의 통합 혹은 연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속, 이산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조합을 사용한다. 과목은 강의, 토의 및 세이나로 구성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s of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cyber-physical systems(CPSs) with
its links to the other emerging areas such as Internet of Things(IoT) and Industry 4.0.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idea of the modeling, design and analysis of systems from the CPS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on the integrated or joint dynamics of physical and cyber (computing and
networking) processes  usually using a combination of continuous, discrete and hybrid models. The
class will be conducted with lectures, discussions and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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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2 고급 공학수학(Advanced mathematics for engineers)
이 강의는 Matlab과 같은 스크립팅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고급 알고리즘 구
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고급 수준의 강의로, 이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본 수학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This class is intended to strengthen students’ mathematics 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advanced
algorithms using scripting programming languages, for instance Matlab. The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are advanced and students who register for this course should have basic fundamental of
mathematics and implementation in any of the programming languages.

160023 최적제어설계(Optimal Control)
다양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이론 중 현대제어 기법인 최적제어이론(LQR, LQG 등)을 학습하며 이를 통
해 주어진 시스템에 제어기를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능력 함양.

160024 미분방정식과 응용(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ir applications)
미분 방정식은 공학, 물리학 및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교과는 존재성과 유일성의 정리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1차, 2차 및 상위 차수의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멱급수
방법, 라플라스 방법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자세히 연구된다. 공학 문제에 대한 많은 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Differential equations play a key role in engineering, physics, and economics. The course begins with
a presentation of existence and uniqueness theorems. Then, various methods of solving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of first, second and higher orders are studied. In particular the power series
method, the Laplace method and many others are studied in details. During the course many
applications to engineering problems are discussed.

160025 행렬이론과 응용(Matrix theory with applications)
이 교과는 통신 시스템, 데이터 분석, 로봇 및 기타 기술을 포함한 많은 공학 분야의 기초가 된다. 이 과목
에서는 행렬식, 행렬 역행렬, 고유치 / 벡터 및 벡터 공간과 같은 매트릭스 이론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다룬다.
The course is the basis for many engineering disciplines including communication systems, data
analysis, robotics and others. In this course such aspects of matrix theory as determinants, matrix
inverse, eigenvalues/vectors and vectors spaces will be studied in details. Besides, applications to
various fields including data analysis and communication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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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6 확률 그래프 모델(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본 교과는 확률 이론의 개요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소개되며, 무방향 그래프 모델, 템플릿 기반 모델
및 가우시안 모델을 소개한다. 추천 시스템, 분류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응용을 다룬다.
The course starts with an overview of probability theory, then Bayesian networks are introduced,
following by undirected graphical models, template-based models, and Gaussian models. Applications
to recommender systems, classification and data analysis are given.

160027 시계열 분석을 위한 선형 모델(Linear models for time series analysis)
본 교과는 시계열 분석의 기본에 중점을 둔다. ARMA, ARIMA, SARIMA 및 구조 공간 시스템과 같은 모델
이 소개된다. 이 모델의 매개 변수를 식별하는 많은 알고리즘이 제시된다. 특히 Levinson-Durbin,
Innovations, Burg 알고리즘 및 최대가능도 방법 (maximum likelihood method) 기반의 접근법 등을 본 교
과에서 학습하게 된다. 본 교과에서는 또한 시계열 예측에 대한 많은 응용을 다룬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fundamentals of time-series analysis. Such models as ARMA, ARIMA,
SARIMA and structural space systems are introduced. A number of algorithms to identify the
parameters of these models are presented. In particular such algorithms as the Levinson-Durbin, the
Innovations, the Burg’s and maximum likelihood based approaches are studied in the course.
Numerous applications to time series forecasting are presented in this course.

160028 모델 예측 제어(Model Predictive Control)
모델 예측 제어 (MPC)는 프로세스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급 다중 변수 제어 접근법이다. 또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MPC의 기본 개념, MPC 정책을 계산하
고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비선형
시스템 및 외란 시스템에 대한 MPC 접근법을 다룬다.
Model predictive control (MPC) is an advanced multi-variable control approach which is popularly
used in process industries and also increasingly used in various other areas of engineering.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PC, software tools available to calculate and
implement MPC policies, and applications and case studies. It also covers MPC approaches for
nonlinear systems and for systems with disturbances.

160030 Principles of Intelligent Control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이 교과목은 인간의 사고에 기초한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구성 원리와 그 응용기법을 취급한다. 인공신경망과
같이 고도의 비선형 시스템을 모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자
동제어, 문자인식, 음성인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응용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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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igent systems such as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heir applications. Students will study the principles of the systems which can simulate and control
the highly nonlinear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to the real world problems such as automatic
control, character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and so on.

160031 복소함수론(Complex analysis)
응용수학은 복소 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에 변환은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소 분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복소수, 복소미분, 경로적분을 다룬다. 특히, 코시 이론, 다형함수, 그리고 프리에 변환에 대한
상세한 강의 후에 제타함수, 감마함수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하여 강의할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비대칭
암호화와 보안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conformal mapping과 타원함수에 대한 부분을 다룬 뒤, 마지막으로
세타 함수의 응용에 대해 다룬다.
Applied mathematics is built on complex numbers, take for a example the Fourier transform that is
ubiquitous in various fields of engineering. However, to be able to understand these methods at a
deeper level complex analysis is required. In the course, complex numbers, derivatives and contour
integrations are introduced. In particular, Cauchy theorem, meromorphic functions, the Fourier
transform, entire functions are studied in details. Then Gamma, and Zeta functions and their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of mathematics and engineering is discussed,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of the Zeta function to prime number theorem. The course also covers conformal
mappings and introduces elliptic function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asymmetric cryptography and
secure communication. Finally, applications of theta functions are discussed.

160032 상미분 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상미분 방정식은 공학, 물리학 및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교과는 존재성과 유일성의 정리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1차, 2차 및 상위 차수의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멱급수
방법, 라플라스 방법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자세히 연구된다. 공학 문제에 대한 많은 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play a key role in various fields of engineering, physics, and
economics. The course begins with a presentation of existence and uniqueness theorems. Then,
various methods of solving first, second and higher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are studied
including solutions of non-homogeneous equations. A matrix perspective on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s is presented, including the method of converting higher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to a
system of first order equations. A big part of course is devoted to power series methods that usually
are not covered at the undergraduate level. Finally, the Laplace transform-based method is discussed
in details. During the course many applica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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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3 비선형 및 편미분 방정식(Nonlinear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문제의 시스템의 내부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 현상을 상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 할 수 없습니
다. 실제로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표준 방법은 없고 또한 대부분의 방정식을 분석적으로 풀 수 없습
니다. 이 강의에서는 비선형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Lyapunov 이론, 한계 순환 솔루션 및 여러 비선형 방정식을 이 강의에서 소개합니다. 또한 혼돈 이론
과 strange attractors(이상한 끌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학기의 후반부에서는 편 미분 방정식과 경계 값 문제를 다룹니다. 열 및 파동 방정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
다. 그 후, Strum-Liouville 경계 문제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 강의의 대부분의 문제는 분석적으로 해결되며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Matlab이 사용됩니다.
Many physical phenomena cannot be modelled by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due to internal
nonlinear nature of the system in question. Although, there is no standard method of solving
nonlinear equations, and in fact most of equations cannot be solved analytically this course covers
methods that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nonlinear equations. In particular, Lyapunov theory,
limit cycle solutions as well as solutions of a number of nonlinear equations are presented in this
course. The course also introduces chaos and strange attractors.
The second half of the semester deals with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nd boundary value
problems. The heat and the wave equ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Then Strum-Liouville
boundary problems are studied in great details.
Most of problems in this course are solved analytically and Matlab is employed to visualize the
solutions.

160034 실해석학(Real analysis)
이 과정은 실수 시스템, 실수의 위상 특성, sequences, compactness, continuity and series, 미분과 적분
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This course covers such topics as the real number system, topological properties of real numbers,
sequences, compactness, continuity and series, as well as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160035 확률론적 머신러닝(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교차점에 있는 학제 간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문제 표현과 해법에 수학적
인 장치를 사용하고, 알고리즘적인 서술은 이를 실제로 유용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영역은 새
로운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론적 머신러닝과 이러한 방법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실용적 머신러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방법은 관측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안목과 데이터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관계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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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의 목적은 머신러닝에 대한 견고한 이론적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류 및 생성,
숫자 인식, 이미지 압축, 얼굴 인식, 금융시장 예측과 같은 응용문제에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하여 이론과 실용
을 연결해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교과는 머신러닝에서 요구되는 수학적인 장치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머신러닝의 분류와 같은 일반적
인 이론을 소개합니다. 그 후, 가장 인기 있는 고전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하나하나 학습해 가면서 진행합니다.
Machine learning (ML)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that lies at the intersection of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It employs mathematical apparatus for problem formulation and solution, and algorithmic
description make it useful in practice. Generally, the field of ML could be divided into a theoretical
ML whose goal is a development of new methods and a practical ML, when these methods are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ethods of ML are not only helpful in automating a process of decision
making given observed data, but also provides an insight into data, and helps discovering non-trivial
relationships existing in the data.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olid theoretical background of ML as well as build a bridge
betwee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by applying methods of ML to such applications as text
classification and generation, handwritten digits classification, image compression, face recognition,
financial market prediction and others.
The course begins by reviewing a required mathematical apparatus, then a general theory of ML is
introduced, that includes an overview of a ML taxonomy. Then, the course proceeds by studying the
most popular and classic ML methods in a probabilsitic framework.

160036 신재생에너지원 최적용량 설계(Optimal Sizing of Hybrid Renewable Energy Sources)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는 전력회사와 연계한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부하에 공급토록 사용되어지고
있다. 복합 신재생에너지원 설계과정에서 스마트 그리드 개념은 발전된 에너지 변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신재
생 에너지원별 요소를 감소하는데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독립형 복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 밧
데리, 디젤 엔진 등을 포함하는 설계과정을 학습하고자 한다.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have been used to feed loads in remote areas as well as in central
power plants connected to electric utility. Smart grids concepts used in the design process of hybrid
renewable power system can reduce the size of components which can be translated to reduce the
cost of generated energy. The proposed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contains wind, photo-voltaic,
battery, and diesel engine.
This subject will contain the a background about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optimal sizing and
locating of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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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7 RF 및 초고주파 시스템(RF and Microwave System)
본 교과에서는 RF/Microwave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소자들의 동작원리, 시스템 파라메터, 시스템 구
조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RF 통신시스템의 특성과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understand modern RF / Microwave system. The topics cover operation
principle of main components, system parameters and system structures. This course aim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modern RF communication systems.

160038 전기기기 설계를 위한 열해석 및 모델링(Thermal modeling and analysis for
electromagnetic machine design)
본 교과에서는 전기기기의 손실에 따른 열분포와 방열 방법에 따른 설계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자기 해
석과 연계한 열해석과 모델링 기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기기기 및 전력 반도체 소자에서 필요
한 열분포 특성과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rmal analysis and modeling techniques in connection with
electromagne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heat distribution due to the loss of electrical equipment
and the design method according to the heat dissipation method. This improves students'
understanding of hea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designs required for electrical devices and
power semiconductor devices.

160039 안전필수 시스템 제어(Safety Critical System Control)
안전필수시스템은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고속전철 등과 같이 사고 시에 인명, 재산,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산업을 의미하며 상기의 시스템을 감시진단 제어 보호하는 Digital System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대상 시스템의 안전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제작/시험/평가 되어야 함. 이 과정은
신뢰도 공학, Digital Control system 다중화 설계 및 구현,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시험 과정과 기기검증,
품질 등을 폭넓게 다루는 강좌임
Safety-critical system means an industry that greatly affects human life, property, and environm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such as aircraft, nuclear power plants, high-speed trains, etc. The digital
system that monitors and controls and protects the above system is the safety of the target system
for both hardware and software. It should be designed / manufactured / tested / evaluated to a level
that can guarantee probability. This course is covering reliability engineering, digital control system
multiplex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software design / development / testing process, device
verification,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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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9 고성능 컴퓨터구조(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고성능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고성능 processor 구조, 메모리 계층 구조, 저장장치, 상호연결망등
의 기본 개념과 구현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및 이를 효과적으로 이
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이해한다.
This course will present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the basic elements
for high performance computer such as advanced microprocessor architecture, memory hierarchy,
storage system, interconnection system, and so on. Especially, the multiprocessor system is
profoundly studied in a both hardware and software point of view.

170020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표준화된 연구 방법론을 기초로 공학적 연구 방
법을 체계적이며 원론적으로 서술하며 다양한 Research Case Study들을 제시하여 실제로 전공분야의 연구
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will consist of phases, subphases, which will guide the researchers in their choice of the
methods, techniques, procedures, tools, etc., that might be appropriate at each stage of the research
and also help them plan, manage, control and evaluate the progress of research. A research
methodology represents a way to develop research systematically, to do scientific inquiry and to have
a sound theoretical basis.

170021 빅 데이터 처리(Big Data Processing)
데이터 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렬 알고리즘들이 데이터를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들이
제안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빅 데이터 처리의 산업체 표준으로 간주되는 맵리듀스 및 동일 공개 소프트웨어인
하둡의 특성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맵리듀스를 이용한 다수의 병렬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본다.
Due to the rapid growth of data volume, the serial algorithms applied to diverse applications take
much time to process data. Recently, to alleviate such a problem, a few distributed and parallel
processing frameworks were proposed. In this course, we study the features of MapReduce and its
open-source equivalent Hadoop which is considered as a de facto framework for processing big
data. Moveover, we cover the several parallel algorithms with MapReduce.

190012 도시재생방법론(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자생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학문이다. 본 과목은 도시재생의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재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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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존시설 및 역사적 건축물의 재활용 및 보전방법,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Urban Regeneration is a practical learning in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at finds the
stainable living of urban dwellings through Community making.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nable
the students to develop the method for Urban regeneration, method of sustainable re-use of existing
buildings, maintenance of tradition and history, support system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rough
different cases.

200027 응고공정(Solidification process)
공정과정에서 금속과 합금의 미세구조 변화를 결정하는 기본원리와 미세구조와 재료의 성질관계를 배운다.
상변태의 열역학과 동력학, 미세구조엔지니어링, 합금설계, 주조 및 열처리 공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that determine the evolution
of microstructures in metals and alloys during their processing and its relation with its properties &
performance in service. Attempts will be mad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rmodynamics &
kinetics of phase transformation, micro-structural engineering, alloy design, processing (casing, forming
& heat treatment) techniques, and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

210020 무기화학특론(Advanced Inorganic Chemistry)
본 과목에서는 무기화합물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화학결합, 주기성, 분자의 대칭성, 산-염기
이론, 군론 및 분자궤도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molecular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inorganic complexes and
compounds. We will study concepts in chemical bonding, trends in periodic properties, molecular
symmetry, acid-base theory, and the chemical applications of group theory with emphasis on the
molecular orbital of various inorganic compounds.

220001 경영학특론(Advanced Management Topics)
본 교과목음 경영학 원리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량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경영의 주체
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영학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입문적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학이란 학문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학에 입문하기 위한
기본 주제들에 대한 개념과 이를 적용한 현실 기업의 성공 혹은 실패사례 등을 살펴보아 현실 실천학문인
경영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다. 강의는 주교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련 사례, 참고도서, 잡지, 신문
기사,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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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understandings on theories and issues on management for
students without educational background in the field of management studies.

220002 신기술동향(Advanced Management Topics)
주요 기술 분야별 최근의 기술발전 동향, 특히,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 환경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
으로 각 분야의 전반적인 개념과 동향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understating on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IT, BT, material
technologies, environmental technologies.

220006 기술경영론(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MOT분야의 주요 TOPIC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OVERVIEW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연구/개발로 부터 제조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활동의 모든 과정을 다
룬다. 혁신의 초기단계에서 성공적인 MOT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들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MOT의 성공을 보
장하기위한 방안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ing on various theories and practices of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ies.

220007 기술경영세미나(Seminar on Technology & Management Issues)
연구기획 및 경제성분석, 기술평가 및 거래, 기술전략, 기술창업 등과 주요 기술 분야별 최근의 기술발전 동
향을 산업체 출신의 외부강사들이 소개한다. 특히,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 환경 등 첨단기술 기업의 외
부강사진들을 중심으로 각 해당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various issues and field-oriented practical
understanding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management. Most of lectures of this course will be
delivered by visiting lecturer with honer and high specialty.

220008 벤쳐경영론(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orporation)
본 과목에서는 기술혁신의 상용화 수단 중의 하나로서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제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기존의 경영학 이론들을 벤처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해 보며, 벤처기업의 생성-성장-퇴출
단계에 따라 혁신창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벤처창업 절차, 벤처기업의 조직 및 마케팅관리, 기타 벤
처 관련 핵심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국내․외 벤처창업 사례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높인다.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dealing with starting and managing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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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ocusing on proper issues relevant to the stages of venture business such as
creation-growth-exit.

220011 신상품경영론(New Product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신제품개발과 관계된 정보수집과 분석, 신제품 개발절차, 예상수익 및 시장점유율 예측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다룸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신제품의 사업화과정을 학습하게하며, 이를 위해 신상품경
영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실제 기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신상품경영과정의 제반활동, 즉 신상품 개념 정립,
개발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설계, 생산과 시장진입 등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례분석도 병행한다.
This course covers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procedure for new product development,
anticipated earning and market share which is important to launching successful new product to market.

220013 혁신경영론(Innovation Management)
혁신경영론은 기술 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 기업 경영의 핵심과정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이론들과 이를 적용하는 경영 사례들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equip students with the knowledge to understand and the skills to manage
innovation at the operational and strategic levels.

220014 기술정책론(Technology Policy)
기술정책론은 기술 정책의 형성, 집행,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과 사회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학
습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거시적인 기술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함양시킨다.
This course reviews theories related to build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policy,
and theories dealing with divers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economy with the macro
perspective, and related concrete policies and studies on policy cases.

220016 기술혁신경제론(Econo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혁신경제론은 기술혁신에 대한 제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며, 기술혁신과 제반 경제 이슈에 대해 체계적
인 지식을 학습한다. 기술혁신 이론과 모형, 기술혁신의 미시 경제적 관점, 거시경제 이슈의 3개 파트로 기
술혁신의 경제학적 접근과 이슈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on economic perspectiv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conomic
theories and models of technology and economy, and deep understanding on issues of technological
advanc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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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7 기술예측론(Technology Forecasting)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점점 더 첨단기술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시장에서의 실패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술개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예측과 기술평가에 많은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및 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예측 및
평가기법과 기술기획 방법론을 공부한다. 또한 미래예측 및 기술예측의 새로운 평가방법이 될 수 있는 빅데이
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히고, 기술예측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의 적용방법을 탐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n the theories and techniques for technological forecast and
technology planning which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also gives the basic insight into 'Big data analytics'.

220019 기술가치평가론(Technology Valuation)
현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을 다룬다. 기술 가
치 평가의 개념, 이론,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들, 사례들을 소개한다.
New technology and R&D initiatives affect companies in both the service and manufacturing sector.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issues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ools and techniques for
technology valuation It addresses issues on different models for the valuation of R&D projects and
provides analytical tools for technology initiatives and forecast their future value.

220021 프로젝트관리론(R&D Project Management)
본 연구개발관리는 기술경영론의 하위 개념으로 연구과정에 주로 관련된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은 크게 연구기획 및 프로젝트선정, 수행중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평가, 연구인력
및 리더십, 연구조직 관리로 구성된다.
This course looks at the total life cycle of a project. There is a logical organization pattern from
conceptual to formative to operational and finally the termination phase of the project life cycle.
There are interaction and dependency in the four phases as the project evolves from concept to
termination. Accordingly, this course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each of which deals with the
activities that can normally be expected in the particular phase of the project life cycle.

220023 기술사업화론(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기술금융, 국제기술이전거래와 사업화 전략, 특허 전략 등 개발된 기술의 성공적인 사
업화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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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ddresses various issue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ncluding technology
marketing,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transfer,

marketing

for

technology,

financing,

commercialization strategy cover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220025 기술전략론(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에 대해 장기적이며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과목으로써,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
여 전략적 사고를 기르게 된다. 또한 경영전략은 이론적 모형이나 기법의 적용분야인 동시에 실제적 기업운
영의 논리성을 체계화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생존능력 또는 생명력을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기법 및 평가, 경영환경전략, 개별기업의 전략특성과 논리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the strategic amang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designing organizational structu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strategic positioning of the firm to create, capture,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

220028 혁신정책세미나(Seminar on Technology & Innovation Policies)
기업의 기술혁신의 원천과 동인, 과정, 속도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다룬
다. 기술혁신 이론, 연구개발 정책, 혁신시스템 (NIS, RIS, SIS, 클러스터)의 이론, 시장실패, 시스템 실패
등 정책 개입의 이론적 배경과 혁신 정책의 사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structured to enable students to learn comprehensive and practical knowledge on
innovation policies through readings and case discussions.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R&D policies, systems of innovation (NIS, RIS, SIS, Cluster), government
intervention, policy cases.

220029 혁신전략 세미나(Seminar on Strategies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혁신 전략 분야의 주요현안들과 최신이론을 다룬다. 혁신 전략의 이론과 사례, 전략적 기술경영과 연구관리,
기술전략의 실행과 신제품개발, 혁신경영의 최근 이슈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structured to enable students to learn comprehensive and practical knowledge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ies through readings and case discussions.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strategic positioning of the firm to create, capture,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

220030 기술혁신경제세미나(Seminar on Econo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혁신경제세미나는 기술혁신이론, 기술혁신의 경제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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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모형, 기술혁신에 대한 주류경제학과 진화경제학적 비교, 기술혁신과 미시, 거시, 국제경제 차원의 제
반 이슈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on economic perspectiv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conomic
theories and models of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economy, and deep understanding on
issues of technological advance and economy.

220031 글로벌 인턴십(Global Internship)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해당분야의 현장실무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체험적 지식
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스킬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makes it possible to learn skills essential to carry out a global internship including
management skills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writing & reporting skills, presentation skills,
documentation skills, etc.

220036 CRM 특론(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많은 기업이 고객을 기업과 지속 가능한 관계(Relationship)로 유지할 필요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강의는 CR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수행능력 배
양을 목적으로 CRM의 정의와 개념, CRM실행전략, CRM 동향 및 기업사례를 학습한다. 본 과목은 효과적
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e-비즈니스
환경하의 차별적이고 성공적인 CRM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effective strategies of CRM system construction and its operation and
presents discriminating and successful application methodologies of CRM under our e-business
environments.

220044 기술경영회계(Accounting for High-tech organization)
하이테크 기업, 벤처 기업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의 기본 원칙과, 재무제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연구개발비관리, 목표원가관리, 기술가치평가 등 개발 업무에 관련된
회계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and practices on accounting for high-tech organization.

220045 기술경영방법론 Ⅱ(Research Methodology Ⅱ)
본 강좌는 기술경영연구에 필요한 고급 계량경제학 기법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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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the advanced econometric theory and methods that are required in the
academic researches in technology management.

220046 기술경영연구방법론세미나 Ⅱ(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Ⅱ)
본 강좌는 기술경영연구에 필요한 고급 계량경제학 기법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advanced econometric theory and methods that are required in the
academic researches in technology management.

220048 기술경영연구방법론Ⅰ(Research Methodology Ⅰ)
본 강좌는 사회과학분야의 문헌적, 경험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등 여러 가지 연구방법과 통계방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 at an early stage in the preparation of their dissertations, on the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ir chosen research projects. It also provides training and guidance in applied statistics
for students of various backgrounds who already have some acquaintance with elementary statistics.

220052 기술사업화전략 세미나(Seminar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y)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와 기술 중개,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기술금융, 국제기술이전거래와
사업화 전략 등 성공적인 사업화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ncluding technology marketing,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transfer, marketing for technology,
financing, commercialization strategy cover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220053 R&D경영세미나(R&D Management Seminar)
본 강좌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 관리 및 전략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먼저 연
구개발 전략 및 조직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 기술예측 및 영향평가,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조직, 리
더십과 창의성 등을 다룬다. 연구개발 프로세스관리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기획과 프로젝트선정, 연구개발 프
로젝트관리, 연구개발 성과평가, 사업화 등을 학습한다. 연구개발 기반시스템에서는 아이디어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 예산 및 자원관리, 연구개발 인력관리, 기타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등을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중
소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개발관리와 연구개발부서와 다른 기능부서간의 연계
에도 관심을 갖는다.
This course deals with recent issues in R&D management and strategy at the corporate and national
level, and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First, R&D strategy and organization includes issu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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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technology forecasting and assessment, R&D strategy, R&D
organization, and leadership and creativity. Second, R&D process management addresses R&D
planning and project selection, R&D project management,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rd, R&D system management focuses on idea and knowledge
management, R&D budget and resources management, R&D professional management, and R&D
support systems. In addition, special attention is also paid to R&D management in SMEs and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and cross-functional collaboration during the idea-to-market
process in firms.

220054 신상품경영세미나(Seminar on New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기술 중심기업의 신상품 개념 정립, 개발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설계, 생산과 시장
진입, 성과 측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NPD strategies of high-tech firms,
procedure for new product developmen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 production and
operation, market entry timing, measurement of NPD performance.

220055 지식재산경영세미나(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Management)
기술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기업의 기술자산 획득, 활용, 이전 등 기술자산 관리와 전략에 관한 이론과 사례
를 학습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focusing on of structure of technology market, market trends, firms' strategies on intellectual
property, collaboration strategies, technology transfer.

220057 제조시스템혁신관리(Manufacturing Systems Innova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본 과목은 제조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제조시스템의 운영 및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 제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접근방법과 이를 이용한 제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기법을 학습하게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basic concepts, qualitative/quantit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and necessary management tools for pursuing manufacturing process innovation. Therefore, all
subjects and contents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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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8 특허경영론(patent management)
기술혁신과 기술경영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술경영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기술경영의 주요한
의사결정대상으로 특허가 대두하면서 기술경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특허경영을 특허제도 및 정
보분석 등 특허경영의 입문과 특허경영의 구조와 관련 주요 이슈로 구분하여 특허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This lecture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patent management dealing with introduction to patent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of patent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nging role of patent in
management of technology.

220064 과학기술정책론(STI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과목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STI)의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국가혁신체계와의
관계 및 각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원리와 국가혁신체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 R&D 프로그램, 감세조치, 신개발산업화, 수요-지향적 혁신정책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과목을 통하여 수강자들은 각자의 본국의 혁신정책의 예시들과 그룹 활동을
통해 조국의 연구혁신체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Cours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basic understanding of innovation policy (STI)
policy and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and the country's innovation system. Principles and
means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y should be discussed widely. In addition,
public R & D programs, tax cuts, a newly developed industrial demand - should be discussed
tradi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oriented policies, such as innovation policy. Through
this course,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show the research and innovation system in the country
through group activities and examples of innovation policies in their home country.

220069 하이테크마케팅(High-Tech Marketing)
본 강좌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기업의 제품전략이 전통적인 소비재나 서비스 상품의 전략과는
달라야 함을 설명한다. 하이테크 제품과 전통적 제품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특성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각 및 구매행동의 차이를 인식하고, 오늘날의 기업들이 승자독식의 치열한 하이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데 유용한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y and methodology to explore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demand characteristics relevant to high-tech product, based on the appreciation of its
differential nature from traditional consumer and servic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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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0 기술경영연구조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s)
기술경영 사례연구에 필요한 연구계획, 현장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기법들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methods such as research design, field survey, data analysis, and
reporting that are necessary in the case study.

20076 기술창업론(Technology entrepreneurship)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업사업의 타당성분tjr과 사업계획 수립 방법론을 실습하며, 창업
후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제반 사업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기술창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ubject attempts to understand an overall concept of technology based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and to learn the theory through practice, which focuses on methods for feasibility
analysis and planning of start-up business and an overall strategy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after establishment of technology venture.

220082 기술경영논문연구
기술경영분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방법, 연구 가능한 내용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연구계획서를 작
성하고 논문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issues on how to select a research topic and research questions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 research plan and how to write
dissertation.

220083 기술 라이센싱 및 계약실무(License Practice)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기반 기술사업화의 핵심 비즈니스인 라이센싱(Licensing)에 관한 이론
과 실무내용을 학습한다. 라이센싱은 지식재산권을 근거하여 사용권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외부 Open Innovation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라이센싱은 기술, 지식재산권, 계약 및 협상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분야로 본 강좌에서는 라이센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present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e on licensing of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220084 빅데이터기반 머신러닝(Big Data based Machine Learning)
본 강의는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별히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에서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머신러닝 이론, 방법론 및 활용 전략에 중점을 둔다.

182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This lecture presents big data based machine learning theories and methodologies. This lecture
especially

focuses

on

useful

business

and

management-related

machine

learning

theories,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220085 데이터마이닝특론(Advanced Data Mining)
본 강의는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이론과 방법론 및 활용 방
안을 습득한다.
This lecture presents useful data mining theories,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in the area
of business and management.

220086 스마트품질생산혁신특론(Advanced Smart Quality and Production Innovation)
본 강의는 품질 및 생산혁신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품질
및 생산 혁신 이론, 방법론 및 활용 전략에 중점을 둔다.
This lecture presents quality and production innovation theories and methodologies. This lecture
especially focuses on useful smart quality and production innovation theories,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us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230001 사회과학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
법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수행
하도록 하며, 석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basic concept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social
scientific investigation, including types of data and measurement, and sampling probability and
research design. This cours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research.

230002 사회과학연구방법특론(Research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필요한 기초 개념, 다양한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과 검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다양한 통계패키지의 활용을 통한 응용능력 심
화를 목표로 한다.
The learn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Basis f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concept, different probability distribution, estimating the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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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udy of the test method, and aims to deepen the application capabilities through the use of
various statistical package.

230003 사회과학연구방법세미나(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Seminar)
다변량분석 등 고급통계이론을 학습하며,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
한 연구방법을 독자적으로 수립,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Multivariate analysis and advanced statistical learning theory, research methods necessary to develop
its own thesis writing through learning about the relevant prior research paper, aim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apply.

230004 인력개발론(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력개발론은 인력개발의 전반적인 체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조직 및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 기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요구사정,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및 평가, 인
간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의 판매, 비용과 효과분석 등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the training, development, and career
management functions in organizations. The concepts, methods, and issues discussed in the course
are applicable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and jobs.

230007 인적자원관리특론(HR Policy Studies)
미시적 수준에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모델 및 기본이론,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이슈들을 학습하고 거
시조직이론,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등 관련분야와의 통합적 시각을 배양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basic theory and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emphasiz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asic skills to current issues. And this serves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the integrative perspective to Organization theory, organization behavior, and
industrial relations.

230008 거시조직특론(Advanced Macro Organization Theory)
조직의 성격, 나아가 조직의 진단(diagnosis) 및 조직구조의 효과적인 설계와 관리에 대한 심화 이론 및 사례
(practices)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 및 통찰력을 높이고, 조직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을 정립한다.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learning a further diagnosis (diagnosis) and
deepening theories and practices for effective design an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practices). Increase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organization through this, and establish a
vision for solving organizati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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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9 경영학특론(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원리 및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 및 운영원리, 경영의 일반이론, 그리고 최근의 경영이슈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현대 경영의 특성과 트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Management principles and to understand the issues,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company, the general theory of management, and learn the latest management issues. Through this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modern management.

230010 노동시장 특론(Labor Market Theory)
본 교과는 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모든 전공의 기초과목으로서 노동시장의 작동원리와 그 응용에 대하여 학
습함으로써 인력문제에 관한 전문가로서 성장해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는 인구의 규모와 구성, 근로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인적자본투자 등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이론과 노동수요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이 결
정되는 원리를 학습하며, 실업, 임금격차,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노동시장정책과 그 효과 등 노동시장에
관한 핵심이론과 응용방법을 학습한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은 경제학특론을 수강한 후에 수
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course is offered in giv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growth haegal as an expert on labor
issues by learning about the labor market as a basic working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in all
subjects studied in the Human Development School in their objectives. This course consists of the
size of the population, hours worked, labor force participation, human capital investment, such as
learning the theory of the theory of labor demand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labor supply, by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r in the market and learning the principles that determine wages and
employment, unemployment, wages and economic effects of trade unions, a key learning theories and
application methods and their effects on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Students who
do not have basic knowledge of economics, it is preferable to take after take of Economics Theory.

230011 조직행동 특론(Advanced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이론 및 실무의 핵심 주제를 학습한다. 개인 수준의 요소(태도, 지각, 성
격, 동기유발 등), 집단 수준의 요소(집단역학,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등), 조직 수준 요소(조직변화
및 조직문화 등) 등 조직행동의 각 수준별 고급이론과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Learn the basic theoretic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key topics on the organizational
behavior. Individual-level factors (attitude, perception, personality, motivation, etc.), community-level
factors (group dynamics, leadership,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etc.), the organization-level
elements (organizational change and organizational culture, etc.) for each lev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learning center for advanced theories and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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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12 상담이론(Theories of Counseling)
정의적, 인지적 및 행동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의 여러 가지 이론을 고찰하여 상담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의 기본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전문상담자로서
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중의 하나이다.
Introduces various counseling theories focusing on emotional,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and
examines counseling techniques based on these counseling theories. This is a required course to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major.

230013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심리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하여 인간발달의 제 측면을 이해하고, 내담자들로 하여금 인지적,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성격적 발달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함으로써 진로 및 직업상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
Examines theories and applied issu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Cognitive, physical, emotional,
social, moral and personality aspects of development are treated.

230014 성격심리(Psychology of Personality)
인간의 성격에 관한 제 이론을 숙지하여,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의 성격을 심리학적 틀 속에서 바르게 이해
하고, 내담자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진로 및 직업상담 전
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Examines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ersonality theories, and applies these
theories to understand his(her) own personality.

230015 고용정책특론(Advanced Employment Policy)
본 과목은 「고용정책론(HD5009)」의 수강을 전제로 하며, 고용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과 정책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고용정책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cultivate potential ability of students to understand advanced theories and
policies on employment, and thereby write Ph.D dissertation on employment policies.

230017 경제학 특론(Special Topics in Economics)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의 학습에 주된 목표를 둔다. 전반부에서는 미시
경제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경쟁분석, 독점, 과점, 게임이론, 경쟁전략 등을 학습하고 후반부에서는 거시 경제
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GDP, 인플레이션, 실업, 이자율, 국제거래 등에 관한 분석도구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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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32 HRD평가(HRD Evaluating )
HRD 분야의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다룬다. 특히 발표된 논문중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
들의 논문집필능력을 배양한다.
Qualitavi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re to be studied in the fields of HRD. Then the best
practice of the research in HRD will be analytically discussed in order to promote the research
competences of students.

230038 수행공학특론(Human Performance Technology)
수행공학은 기업교육에 대한 성과제고를 강조하는 흐름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내에서 인간 개
개인의 수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또한 인간수행이 전체 조직 차원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 데 기여
했는가에 관심이 있다. 수행공학은 모든 인간의 수행문제가 교육훈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수행과 관련된 조직, 문화, 물리적 환경과 시설,
제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하는 수행공학은 작업환경에서 인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고 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has been described as the systematic and systemic identification
and removal of barriers 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uses a wide range of interventions that are drawn from many other disciplines including, behavioral
psychology,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 such, it stresses a rigorous analysis of present and desired levels of performance,
identifies the causes for the performance gap, offers a wide range of interventions with which to
improve performance, guides the change management process, and evaluates the results. Taken one
word at a time, a description of this performance improvement strategy emerges.

230046 리더쉽개발특론(Advanced Leadership Development)
리더십개발 특론은 리더십의 이론적 원리와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변화추구 리더십 모형의 유기적
인 통합을 통하여 리더십 프로그램의 전략적 의미와 효과성을 최대화 하는데 역점을 둔다.
The primary goal of Advanced Leadership Development is to develop strategies and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business environment. In order to integrate improvement-oriented
leadership model, it is necessary to maximiz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program.

230050 코칭리더십 특론(Special workshop on coaching leadership)
코칭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정서

187

적,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발전을 주도하며 나아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여토록 하는 다양
한 최근의 스킬을 체험적으로 습득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is to improve the ability that people can be presented with leadership
by coaching. Furthermore, it will help participants understand their attitudes i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Finally, they will be able to change and motivate themselve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and the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 by gaining hands-on experience in variety of developed skills
and using it promptly in the practical world.

230054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본 교과에서는 최근에 각종 상담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기법을 학습한다.
집단상담에 관한 여러 이론적 입장을 고찰하고 이를 상담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려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Introduces group counseling theories and practical techniques, and experiences practical group
process to improve qualification as a professional counselor.

230055 이상심리(Abnormal Psychology)
이상심리에 관한 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하며, 상담의 실제상황에
적용하여 내담자의 이상행동을 변별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자
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Introduces theoretical models of abnormal behavior, diagnostic classification, and the behavioral and
biological features of the major syndromes of psychopathology.

230056 진로상담기법(Technique of Career Counseling)
본 교과목의 목적은 진로상담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상담의 기본기법에서 응용기법까지 효율적 상
담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전문 진로 및 직업상담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career counseling are treated, and focus is on building up effective
career counseling skills.

230066 진로상담 슈퍼비전(Caree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진로 및 직업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 발달, 상담의 전문성의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며, 수퍼비전과 관련하여서는 수퍼
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이슈와 수퍼비전 과정, 수퍼비전 관계, 수퍼비전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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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for doctoral student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that are important to develop and train expertise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ors.
It deals with issues of counselor development and expertise of counselors, supervision process,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and supervisee, and supervision techniques.

230074 고용정책세미나(Employment Policy Seminar)
본 교과는 고용정책특론의 고급과정으로서 박사과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
해 논문과 연구보고서, 정책사례 등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고용정책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특론과 고용정책특론을 수강한 후
에 본 교과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course is targeted only PhD student an advanced course of employment policy Theory, the main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papers and research reports, policies, practices and focusing on the
study of employment policy in a more in-depth doctorate on employment policy to enhance their
ability to create a paper aims. After taking th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policy Advanced
Advanced is desirable to take this course.

230077 고용보험특론(Employment Insurance System)
본 교과는 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모든 전공의 기초과목으로서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포함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고용보험
사업의 취지와 내용,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의 효과,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동향,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의 특징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고용전공자 뿐만 아니라 인력개발,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
인력경영 등의 전공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고용보험제도 담당자에게
는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the introduction of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includes a key mea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mployment policy as a basic course for all majors in Human
Development School background, the evolu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coverage,
financing methods, employment insurance the purpose of business and information, and employment
insurance delivery system, the effect of 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ternational
trends, by learning about such features as a major issue in our country employment Insurance hire
graduates, as well as personnel development, career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personnel
providing the knowledge to take advantag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o all majors such
as business and employment insurance representative who can correctly understand the intent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ims to help you provide the b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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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79 고용보험세미나(Employment Insurance Seminar)
본 교과는 고용보험특론의 고급과정으로서 박사과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보조금제도에 관한 이론,
실업급여에 관한 이론, 고용보험의 노동시장 효과,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기법 등에 대하여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고용보험 분야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특론과 고용보험특론을 수강한 후에 본 교과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urriculum shall use only doctoral students as advanced courses in Employment Insurance
Theory, Theory of wage subsidies, theories of unemployment benefits, labor market effects of
employment insurance papers for such employment insurance valuation techniques for business
reports such as the learning center aims to cultivate the expertise to create a paper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ector. After taking the labor market and Advanced Topics in Employment
Insurance it is preferable to take this course.

230093 고용.직업정보특론(Employment and Occupation Information)
본 교과는 인력개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고용서비스, 인력경영의 기초가 되는 고용 및 직업 관련 통계와
정보에 대하여 그 종류와 내용, 활용방법, 한계 및 관련 통계 간의 연계활용방법, 고용통계 및 정보의 발전
방안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personnel development,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employment services,
and the type and content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related statistics and
information that is the basi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utilization methods,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link between marginal and related statistics, employment statistics and study pla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230094 고용서비스특론(Employment Service)
본 교과는 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모든 전공의 기초과목으로서 노동이동과 직업탐색이론, 주요국의 고용서비
스 전달체계, 일을 통한 복지이념의 구현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역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에 의한 통합원스톱서비스의 제공, 지역단위의 파트너십 구축, 사회보장급여 수
급자격자에 대한 적극화(activation) 조치, 민간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 방안, 구직자분류체계, 고용서비스 성
과에 대한 평가, 한국의 고용서비스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는 향후 고용보험,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력문제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실천적 사례관리자(practical case
manager)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s labor mobility and job search theory as a foundation course for all majors in Human
Development School, major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ole of employment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ideology through the day, the consumer center of employ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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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ocational training and provides integrated one-stop service by the link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partnerships with regional construction, jeokgeukhwa for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grid (activation) actions, private employment services market activation measures, job seekers
classification system, the Employment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and learning about Korea's
employment Situation and policies service. This course is the next employment insurance, job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job placement, vocational training, culture and practical case
manager (practical case manager) theory and practical skills to have become a student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issues consultancy in giving it its purpose.

230095 고용서비스세미나(Seminar on Employment Services)
본 과목은 직업안정기관에서의 고용․직업능력개발․고용복지를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원스톱 통합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과 방법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국제비교와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policies, service deliver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one-stop
employment services of the employment service offic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and case studies.

230101 산업안전보건정책특론(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본 교과는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각종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이론적 측면에
서 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actices and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230109 노동시장세미나(Advanced Theories of Labor Market)
본 과목은 「노동시장특론」의 수강을 전제로 하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이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직업전망 및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examines advanced theories of labor market, and focuses on improving ability to estimate the
future prospect in job world and labor market change. Prerequisite: HD 1006(Theories of Labor Market).

230113 임금관리특론(Advanced Compensation Management)
거시적 수준의 노동경제학을 기본지식으로 하여,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 및 효과적인 인금관리와 관련된
이론 및 사례(practices)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임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실무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To the macro level of labor economics with basic knowledge, wage levels, wage struc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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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systems for learning, and effective ingeum management and related theories and practices
(practices). Through this should fost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skills for
managing payroll.

230115 리더십특론(Advanced Leadership Theory)
리더십의 제반 기본 이론 및 주요한 이슈를 학습한다. 리더십의 주요한 이론 및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
한 방안 및 사례(practices) 등을 학습하여, 리더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Learn the basic theory and various critical issues of leadership. To learn the ways and practices
(practices), including for major theories of leadership and effective leadership development, and to
promo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eadership as a goal.

230117 조직개발특론(Advanced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개발의 심화이론과 방법론, 실제 사례(practices)를 학습한다. 조직, 인적자원, 기술, 전략 등 조직 하위
시스템의 합목적적 변화를 위한 주요 이론을 학습하고 조직의 각 수준별(조직, 집단, 개인 간 수준) 개발 방
법론을 습득하게 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실제에의 적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230118 노사관계특론(Employment Relations)
본 교과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사관계 발전과정과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부당노동
행위, 단체교섭, 노사분규와 쟁의조정, 노동위원회제도, 노사협의제와 경영참가, 공공부문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230125 기업문화세미나(Organizational Culture Seminar)
기업문화에 대한 이론 학습을 토대로,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기업문화의 주요 이슈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기업문화 분야의 독자적인 논문 작성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y of corporate culture, the main issues of corporate culture will be studied.
Through this, it aims to cultivate independent paper writing ability in the field of corporate culture.

230128 노사관계세미나(Industrial Relations Seminar)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 학습을 토대로,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 분야의 독자적인 논문 작성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y on industrial relations, the main issues of industrial relations will be
studied. Through this, it aims to cultivate the ability of writing independent papers in the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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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조직혁신세미나(Organization Innovation Seminar)
거시조직론,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론 등 인사․조직의 일반이론을 토대로 조직의 효과적인 변화와 혁신
(organizational change and innovation)을 위한 이론 및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의 변화관리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 평가한다.
The course reviews organization related theories including Macro Organizational Theory,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Then analyze the method and tool of effective
organizational change and innovation and best practices of superior firms.

230137 인적자원정책특론(Human Resource Economics and Public Policy)
고용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보존, 활용의 제반 정책의 형성과정과 효과를 노동시장
이론,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학습한다. 인적자원개발, 사회보험, 복지의 제공, 실업, 등의 제반 인적자
원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여 교육개혁, 기업교육,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주
제가 정책과 관련 심도있게 다루어 진다.
The formation process and effect of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o enhance employ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studied through labor market
theory and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n particular, topics such as education reform, corporate
education, and job creation are addressed in depth with emphasi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230139 HRD 세미나(HRD Seminar)
HRD 세미나는 인력개발 분야의 정책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요 이슈(issues)를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설정
하여 문제 상황과 관련된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교육학, 경영학 등 제반 학문의 관점을 통섭
하여,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연구방법을 탐색하며,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HRD 분야와 관련된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30140 여성 진로상담세미나(Semina o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본 과목은 여성 진로발달의 특성을 이해학, 여성 내담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상담의 주요 쟁점과 기법을 숙
지하는 것을 목쵸로 한다. 수강새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상담의 실무와 연
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230142 협상과 조정특론(Negotiation and Mediation)
협상에 대한 기본 이론, 효과적인 협상 전략 및 방법, 그리고 실제사례(practices)를 학습한하여 이를통해 협상
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일상생활과 업무상의 협의는 물론 기업 간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갖도록 한다. 특히 협상의 전략적 의미를 제고시키기 위한 협상의 준비와 시
작, 협상 당사자 간의 입장 연구, 협상에서의 흥정과 종료 등 협상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체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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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to apprehend
the main issues and techniques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for women. Based on this, the
students will develop their qualifications as experts in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for women.

230143 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세미나(Seminar on Design and Management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s)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스스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상, 개발, 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진로 및 직업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이론,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프로그램 개발 절차,
프로그램 개발의 쟁점 및 연구동향 등을 프로그램 개발의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주제 선정에서부
터 평가에 이르는 프로그램 개발의 전체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develop their basic skills to devise, develop, implement and
evaluate career counseling programs on their own. The basic theory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th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the issues and research trends of program development, etc. are studied with the prior
examples of program development, and the entir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from topic
selection to evaluation will be directly dealt with.

230145 성인교육특론(Seminar on Adult Education)
성인학습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성인학습프로그램 개발, 액션러닝
퍼실리테이션, 모더레이션 등 다양한 성인학습 퍼실리테이션 방법의 이론을 학습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tudents basic facilitation competencies on providing details
of the theories that underpin facilitation practice such as adult learning program development, action
learning facilitation, and moderation. This course also help students improve work performance

230147 진로상담 인턴쉽(Career Counseling Internship)
본 교과는 진로상담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및 집단 상담의 운
영은 물론, 상담기관의 현장 방문 및 운영 체제의 이해, 상담 접수와 사례관리 시스템, 각종 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실시 등에 관련된 상담현장의 전 과정을 학습한다. 진로 및 직업상담의 이론 및 상담기법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on-the-job experience for career counseling specialists.
Learn the entire course of the counseling site, which is concerned with the operation of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as well as the on-site experiences of counseling agencies, under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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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ration system, counseling reception and case management system,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unseling programs. This course aims to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based on the basic knowledge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theory and techniques.

230148 HRD컨설팅특론(HRD Consulting Seminar)
기업 및 지역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방법론으로서 HRD의 비즈니스 효용성을 재조명. 학습조직구축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H/W, S/W, M/W의 측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함과 동시에 통합적인 솔루
션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함.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maximize the business utility of HRD as a strategic tool for
enterprise and regional learning organization. In addition to finding specific methodologies in terms of
H/W, S/W, and M/W for major issues related to learning organization, we will focus on developing
the expertise and competencies to present integrated solutions.

230150 교육프로그램개발특론(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교육프로그램 개발 담당자로서 절차적인 면에서의 과정전문가로서의 역할, 내용면에서는 내용전문가로서의
역할, 정치적인 면에서는 협상전문가로서의 역할, 또한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양
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로써 교육프로그램개발
의 기본 개념, 원리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및 모형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으로써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리 기법을 다룬다. 프로그램의
기획, 프로그램 요구분석, 직무분석과 교육필요점 분석, 우선순위설정과 의사결정,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설
정.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 실행과 운영, 프로그램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교육프로그램 의
실제와 전망으로써 기업체등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사례와 학문적 과제 등을 제시한다.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s designed to help theorectical and practical ability for HRD roles
such as program development expert, content expert, negotiation expert, and decision maker.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concept and principles fo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s a theorectical
background and suggests models of program development as a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Also
this course includes education program planning, education program needs analysis, job analysis,
decision making for program, setting education program purpose and objectives, program design,
program marketting, program implementation, and program evaluation. This provides cases of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companies and research themes related to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230152 MIS특론(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MIS)의 개념이해와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정보기술(IT)의
경영활동 적용사례와 기업의사결정 품질의 향상 및 성과 향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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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론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과 응용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경영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다양한 경영 문제에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skills they u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and
apply information technology to a wide variety of business problems. The course also serves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information systems in businesses.

230153 스태핑특론(Advanced Staffing Theory)
인적자원관리의 필수적인 기능인 충원의 이론과 기법 및 사례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
한 직무분석과 인력계획과 모집 및 선발과 배치와 관련된 이론과 기법, 추세와 연구동향, 그리고 관련 국내
외 기업 및 정책사례를 학습한다.
Staffing is a essential func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is class, students will study
basic and advanced staffing theories(job analysis, manpower planning, recruitment, selection and
placement) and various firm practices and policies.

230154 인적자원컨설팅특론(Advanced Consulting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 컨설팅론은 기업의 실제 사업전략 차원에서 조직원의 역량을 최대화할 방법론을 이해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의 요구조사를 비롯하여 인적자원 개발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비
용/효과분석 등에 관한 컨설팅의 유형과 실행, 평가방법 등의 과제를 실제로 simulation 한다. 나아가 인적자
원관리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조직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사례(practices) 및 문제해결 방법론
을 습득하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스킬을 배양한다.
The primary goal of Human Resources Consulting is to help understand how to maximize individual
abilities within organization. Specifically, demand research and target designa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signing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program, types and implement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evaluation methods will be examined by means of simulation.

230155 전략적인적자원관리세미나(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eminar)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이슈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학습한다. 전략과 HRM의 적합성, 역량기반 HRM,
HRM 기능의 통합, HRM의 각 활동별 전략적 이슈 등을 중접 학습한다.

230156 지식경영특론(Knowledge Management)
본 강좌는 지식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응용사례들을 고찰해 본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직학
습, 교육 및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시스템, e-learning, 기업포털(enterprise portal)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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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ourse presents the basic understanding of Knowledge Management. the course
reviews e-learning, KMS, EP based on the organization theory and learning theory.

230157 경영전략특론(Strategic Management)
기업경영에 대해 장기적/포괄적으로 조망해보는 과목으로써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전략적 사고능력을 기
르게 된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구조, 자원과 역량, 전략적 포지
셔닝 등을 다양한 전략 및 환경 분석/평가기법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corporations including designing organizational structu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strategic
positioning of the firm to create, capture, and sust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230158 고용 및 HRD관련법특론(Acts on Employment Policies and HRD)
고용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고용정책 및 각종 분야별 대책, 고용보험,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을 규율
하는 제반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이슈와 그에 대응한 정책을 학습함으로써 고용 및
HRD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전반적인 법률체계와 정책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verall regulation and policy structures on labor market in view of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studying labor market issues and responding
policies based on understanding regulations on employment policies, 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services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230159 고용프로젝트세미나(Seminar for Employment project)
고용의 주요 쟁점과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프로젝트 수업, 고용에 대한 박사학
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lass aims to develop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ories at home and abroad on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employment, and the ability to write doctoral dissertations on employment.

230160 관리회계특론(Advanced Managerial Accounting)
관리회계특론의 목적은 조직의 성과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원가관리, 성과관리, 투자관리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리기법과 이를 계획-통제과정에서 활용하는 방
법,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경영모델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이에 대한 실무사례를 배우고 실무예시에 대해
서 실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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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Advanced Managerial Accounting is to develop the competency to manage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in various point of view. This course focus on the managerial techniques
in cost, performance,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and how to use that in plan-control processes
by describing practical case studies.

230161 기술경영 특론(Technology Management)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기술경영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부터 제조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활동과 과정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understanding on various theories and practices of management
of technology including a diverse range of innovation activities and processes from R&D, through
design and manufacturing, to marketing.

230163 다문화 진로상담 세미나(Multicultural Career Counseling Seminar)
본 교과에서는 상담전문가로서 내담자들의 다양한 문화적배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주요 진로상담 장면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한다.
The primary goal of 'Multicultural Career Counseling Seminar'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multicultrual backgrounds of clients and to find the culturally appropriate ways of career counselling
in practice as counselling experts.

230164 사이버 진로상담 세미나(Cyber Career Counseling Seminar)
본 과목은 사이버 상담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이버 진로상담의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수강생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진로상
담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인 사이버 진로상담 운영을 제안할 것이다.
This course examines cyber counseling theories and practical issues, and emphasizes the ability to
construct, to manage the cyber career counseling system. Explores the effective cyber career
counseling system management through case study.

230165 상담사례연구(Career Counseling Case Study)
개인상담이론, 집단상담이론, 상담기법 등의 이론 강의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강의를 연결
하는 교과목으로, 수강생들은 진로상담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상담 실무 및 사례 관리에 관한 선행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이해, 수강생들 간 모의상담 및 관찰, 사례집으
로 정리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담 실무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실제 상담 및 참관, 상담기관의 수퍼
비젼 참관, 기타 사례회의 참관의 기회를 갖고, 자신이 상담한 사례 및 참관한 사례들에 대해 재해석하고 분
석하는 토론 과정을 통하여 상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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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practice in career counseling in real setting, appropriate laboratories and case book,
including counseling practice, participation in case conference, counseling center visit, case analysis.

230166 생산관리특론(Advanced Production Management)
본 과목은 생산관리 분야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생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을 위한 정량적 접근방법 및 통계적 관리기법들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법들을 익히게 한다.
This course address both the strategic importance and the analytical tools of production management.
Strategic/ managerial issues are woven into the fabric of each class to emphasize that decision
managers makes in each topical area also related to a common production strategy.

230167 서비스 경영론(Service Management)
서비스 제품,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경영 이론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고유 특성별 극복 전략 등 서비스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경영 전반에 걸쳐 서비스 산업 고유의 경영
활동 방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management theory which is specialized in service product, service
industry. This course focus on learning service marketing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uniqueness of
service category.

230169 심리검사세미나(Psychological testing Seminar)
본 교과에서는 심리검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 장면에서의 주요 심리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와 활용, 검사 개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The primary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advanced psychological testing and its
applications and to develop the testing tools. This course requires the basic knowledge of
psychological test.

230170 인력경영프로젝트세미나(Human Resource Management project seminar)
본 교과는 인력경영(경영학 기반의 인사,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 등)의 주요 쟁점과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이
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궁극적으로 인력경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is a project class that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ories on
major issu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etc.
Ultimately, the aim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write doctoral thesis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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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71 재무관리 특론(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은 자본시장에서 가격결정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진다. 이에 본 과목은 자산가격결정
이론 및 이에 기초한 자본구조, 재당정책 등에 대한 게임이론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rm's decision is made according to the phenamena in the capital markets. So in the corporate
finance and strategies students will study the asset pricing theory and capital structure of firm based
on the game theoretic view.

230172 재무제표분석론(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재무성적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과거 성적인 재무제표를 자본시장에서 가
격과 관련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과목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A financial statement is the results of management. So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ice and financial
statement is meaningful. Our class will give you the techniques for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230175 직업심리세미나(Vocational Psychology Seminar)
본 교과에서는 직업심리의 역사 및 기초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진로이론 및 최근 이론들이 상담 현
장 및 연구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 활용, 평가되고 있는지를 학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직업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Vocational Psychology Semina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major
and latest career theories in practice and academic on the basis of the basic knowledge of the
career psychology and to understand the vocational psychology more closely and fully.

230176 직업전환상담세미나(Career Transition Counseling Seminar)
본 과목은 직업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고, 직업전환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조력
하는 상담과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장 체험을 통해 ‘입직→이직→
(경력 개발)→전직→적응(경력 쌓기)→이직→전직’의 진로 순환의 각 단계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상담 역
량을 높인다.
This course covers career transition theories, and emphasizes effective intervention skills for career
circle stages(entrance → turnover → (career development) → transition →adjustment → turnover →
transition) based on the theories.

230177 진로상담연구세미나(Career Counseling Seminar)
본 교과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최근의 연구주제들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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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국내외 논문 및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로상담에서
각 연구의 주제가 갖는 중요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기초적 연구 설계의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30178 진로상담제도와 윤리세미나
(Ethical and Legal Issues in Career Counseling Practice Semina)
본 과목은 상담전문가로서 준수해야 할 현행 상담전문가 윤리강령과 상담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념과 내용
을 숙지하여 전문가로서 가져야할 기초적 자질의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또한 수강생들은 숙지한 상담
윤리, 법, 제도를 가상의 사례와 현장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담 실천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윤리강령의 입안 및 제도적 정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covers ethical and legal concepts and issues relevant to the practice of career/vocational
counseling services.

230179 진로상담프로젝트 세미나(Career Counseling Project Seminar)
본 교과는 진로상담분야의 연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한 학기 동안 교수-학생이 진
로상담에 대한 주제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설계와 수행, 결과발표에 필요한 다양한 학
습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Career Counseling Project Seminar'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earch ability in the career
counselling. In this course, both a professor and graduates will perform the actual project on the
career counselling during the semester. Also they will investigate and discuss about the design,
performance and the presentation of the outputs of the project in various ways.

230180 질적연구방법특론(Advanc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관찰, 면담, 문서자료 수집, 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과 같이 교육현장과 관련된 질적 연구방법의 실제적인 훈
련에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emphasizes training in qualitative fieldwork methods in educational settings, specifically
observation, interviewing, collecting written documents, designing grounded surveys, and data analysis.

230181 투자론(Investment Strategies)
투자론은 실제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동학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스왑, 옵션가격결정을 개괄하고 리스크-리턴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class is providing the analysis tools for price dynamics in capital market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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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the pricing of Swap and options will be studied. And finally the portfolio management which
reflects the risk-return tradeoff will be given.

230183 프로그램평가세미나(Seminar on Program evaluation)
프로그램 평가의 기초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주문식 프로그램 평가, 평가 질문의 확인, 배
경평가, 과정평가, 만족도 평가, 결과평가, 투입-산출 효과 평가 등의 기법과 방법을 연구, 발표하고 토의하
고 구체적인 사례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This seminar's target people are those who have basic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program
evaluation. Topics of study are tailoring evaluations, identifying issues and formulating questions,
assessing the need for a program, monitoring program process and performance, strategies for
impact assessment.

230184 프로그램평가특론(Program Evaluation Theory & Model)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이론, 여러 가지 평가연구 방법 등에 관하여 기본 문헌을 통해 학습한
다음 정부수준, 기업수준, 단위 교육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평가 사례를 연구, 발표한다.
Studying on basic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liturature of program evaluation, students should
inquire related topics or cases in the national, organizational or institutional levels.

230188 e-biz특론(e-Business)
이비지니스에 대한 개념이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전자 카탈로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기
업간 전자상거래, 물류 및 유통상의 변화 등의 관련 이슈들을 학습한다. 이비지니스 주제별 학습과 더불어
관련 문헌연구 수업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논의한다.
Trough the understanding of eBusiness concept and environment, this course studies about the
elements of eBusiness and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atalog, Internet business modeling,
Business to Business EC(B2B EC), eTransformation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etc. With the
subject oriented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It deals with recent research issues of eBusiness.

230189 HRD 동향 및 쟁점(HRD Trends & Issues)
HRD분야의 최근 트랜드나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천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HRD분야를 폭넓게 학습한다.
In this course is to b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veral teaching methods in corporate
training & development including the formal training and also the informal training, and to be studied
the didactical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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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92 성인교육세미나(Seminar on Adult education)
전환기에 처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 및 성인 학습, 성인교육이론, 성인학습자의 요구와 특성, 성인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학계의 연구 쟁점과 동향을 리뷰하고 문헌연구를 추진하여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역량을 심화한다.
This seminar lead the participants to deepen knowledge on the adult education through study and
literature review on the education of adult learner in transitive phase, theoretical approach,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m, development and facilitation of adult education program in scientific journals.

230193 Readings in HRD
HRD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4개 전공에 필수적인 영어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논문자격
시험(영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대학원생의 영어 학습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HRD English course provides key concepts of 4 HRD majors in the HRD Cluster in English. This will
guide graduate students to prepare the English qualifying exam.

230196 청소년진로상담세미나(Career Counseling with Adolescences Seminar)
본 과목은 청소년 진로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상담 기법
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 상담의 실
무와 연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Examine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s, the issues and techniques of career
counseling with adolescences.

230197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
모든 심리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몇 가지 중요한 심리검사의 활용방법을 숙
지하여, 상담장면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상담전문가
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더 나아가 진로 및 직업상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리검사의 활용능력과 함께, 진로심리검사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심리검사 개발 이론을 숙지하고, 실제 심리검사 개발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하고 평가한다.
This course is a survey of the basic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psychological tests.
Emphasis placed on being well acquainted with practical use in career counseling setting. This
course emphasizes to improve ability of practical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psychological
testing(measurement)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and

simulation.

Prerequisite:

HD3005(Psychological Testing) or psychological test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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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98 인력개발특론(Found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력개발론은 인력개발의 전반적인 체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조직 및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 기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요구사정,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및 평가, 인
간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의 판매, 비용과 효과분석 등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the training, development, and career
management functions in organizations. The concepts, methods, and issues discussed in the course
are applicable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and jobs

230199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
본 과목에서는 진로 및 직업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기 습득하여야 할 내용을 다루며 직업심리학의 발달, 직업
심리학 연구법, 인간과 직업, 직업발달이론, 인간과 직업적응, 직업의 구조, 경력개발과 직업전환, 중고령자
및 장애자의 직업지도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업능력의 개발, 진로이론의 토착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탐색 과정, 입직 및 직업세계 적응, 직업 전환 대비 등 직업심리학의 이론적, 실제적 쟁점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중의 하나이다.
Examines development of 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 methods, person and vocation, vocational
development theories, person and vocational adjustment, structure of vocation,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turnover, vocational guide for the middle aged and disabled person. This is a required
course to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major.Examines career ability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job world, job search process, entrance, adjustment, and transition in job world, through
discuss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Prerequisite: HD3008(Vocational psychology).

230200 진로상담문제세미나(Current Issues in Career Counseling Seminar)
본 과목은 진로 및 직업 상담의 국내외 연구 및 실무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고, 학문 영역이
나 실무 영역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사항들을 다른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회 활동, 학회지 수록 논문의 주제 동향, 워크샵 및 세미나 현황, 상담
영역별 주요 쟁점, 출판물 동향을 강의하고, 이러한 전문가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장한
다. 직업심리학 내의 최근 동향과 쟁점 뿐만아니라 인접 학문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도모
하여 보다 거시적 안목도 갖게 한다.
The current issues of research and practice in career /vocational counseling are treated.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with other professional about individual learning. Includes
participation in academic meetings and introduction to research trend, present state in workshop and
seminar, key issues and publications in counsel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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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회계학 특론(Advanced Accounting)
회계학특론의 목적은 회계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학습함으로써 회계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재무회계정보와 관리회계정보에 대한 주요 주제와 시사적인 이슈를 실무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실무상의 회계정보 활용능력을 제
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The purpose of Advanced Accounting is to develop the competency to integrate the accounting
information by learning various issues arround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information. This
course focus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by
describing practical case studies.

230202 마케팅 특론(marketing management)
본 교과는 마케팅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고 트렌드의 분
석을 통해 전략적 대안의 제시능력을 키우는 교과입니다. 더불어 주요한 마케팅논문을 학습하고 분석하여 발
표함으로써 마케팅연구의 최신 트렌드를 학습합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build up insight to see the market on the ground to underst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about key concepts of marketing, and suggestion ability of strategic
alternative through trend analysis. this course also provides recent trend of maketing research by
analysis, study and presentation about major marketing paper.

230203 프로젝트관리 특론
230204 대학생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
대학생 진로상담이 진로상담 장면에서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생 진로 발달 특성
의 이해, 대학생 진로상담에서의 이론적 이해와 적용, 대학생 진로문제 유형의 이해와 개입 방안, 대학생 진
로상담 검사 및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사례발표와 수퍼비전을 통하여 대학생 진로상담 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as a professional career counselor for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importance and necessity on college students' career
issues, this course cover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ed theory of college
students' career, typical career issu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areer psychological tests and
programs, case study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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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HRD 커뮤니케이션 특론(HRD Communication)
조직과 HRD 실무 현장과 연관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의사소통이론을 기반으로 정립된 대화와 소통 분석 스
킴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탐구하며, 의사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개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of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HRD on
the bases of communication theory, conversation & dialogue analysis and promote the communication
competences of the participants as HRD professionals.

230206 HRD전달체계특론(HRD Delivery System)
본 과정은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전달체계의 구조와 실제 세부 프로그램별로 어떻
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하고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서비스 내용과 전달방법을
분석하고, 취업알선, 상담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맞춤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 극
대화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전문가로서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studies theories on HRD delivery system in selected countries, and learn practical HRD
services at the local training institutions by several visiting local training institutions. This course aims
to cultivating students' practical competency of delivering HRD services as a HRD specialists by
analyzing HRD service delivery method of local training institutions.

230207 인적자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Human Resourc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HR&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은 환경 및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며, 최근 ISO 26000의 인준과 도입에 따라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인적자원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
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를 리뷰하고 인적자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한다. 한편 "인적자원"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하
여 HRD, HRM, 고용 및 진로상담 차원에서 연구하고 윤리 등 여러 이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onsist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issues, and recently
human resources issues are more important in CSR because of introduction of ISO 26000. This
course reviews HR researches of CSR perspectives and studies theories of CSR in the HR
perspectives. Then students find out how CSR implement for HRD, and how does HR researches
apply to CSR.

230209 서비스마케팅특론(Service Marketing)
본 교과는 증가하는 서비스산업과 분야의 중대성에 비추어 서비스분야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

206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으로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을 이해하여 서비스를 하나의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교과는 서비스마케팅의 특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서비스마케
팅 믹스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통해 고객만
족과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실무적 감각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e intent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discuss, and analyze several topics important to service
businesses. This course will suggest ways to use “"service”" as a primary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After completing this course, students should be able to :
# Understand the unique challenges involved in marketing and managing services.
#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marketing in service versus manufacturing organizations and understand
how “"service”" can be a competitive advantage in manufacturing organizations.
# Identify and analyze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ervices marketing mix”" (three additional P's)
as well as key issues required in managing service quality.
# Appreciate the role of employees (and often customers) in service delivery,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recovery.

230211 질적연구방법세미나(Seminar o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방법의 기초 위에 해석학, 현상학,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이해를 심화하고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선
택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적연구 전략, 자료수집 및 분석 기법, 질적연구 윤리와 평가, 질적연구
글쓰기, 삼각법을 통한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등을 심화 학습한다.
On the elementary knowledg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deepen the understanding
on the hermeneutics, phenomenology and post- modernism and carry out a qualitative research
exercising research strategy,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research ethics and evaluation, writing,
validation through triangulation.

230212 고객관계경영특론(Advanced Management of Customer Relationship & Value)
고객관계와 고객가치 분석에 기반한 경영학 접근방법으로써 고객관계경영의 개념과 이론, 실무적 실행 주제
들을 학습한다. 인적자본으로써의 고객가치, 고객관계 진화과정과 라이프싸이클 관리, 그리고 Data Mining,
Social Network 등의 분석 및 연구방법에 대한 강의와 논의를 진행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basic theory and principles of customer relationship and its value, and
emphasiz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asic skills to current issues such as customer relationship
process and life cycle, customer value and equity. And this serves to understand the basic
perspective to customer data centric research methods like data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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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서비스경영특론
230214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론
(Introduction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Korea)
한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구조와 기능, 제도화 과정, 교육훈련 기관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 교원, 재정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심도있게 이
해하고 개도국의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학문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프로그램을 사례연구를 통해 탐구하는 연구방법을 습득한다.
Through study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stitutions and programs,
instructors and financing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Korea, students can explain its
gener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learn som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can learn also how to study 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a country through case studies.

230216 기술기반기업경영특론(Advanced Management of Technology-Intensive Firms)
기술기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탁월성달성에 요구되는 연구, 개발 및 혁신의 관리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
해 기술기반기업 및 R&D 조직의 특성, R&D 관리자의 역할, 기술기반기업의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기술
이전, 혁신, 조직변화, 전략기획,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advanced management approaches requir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excellence in technology-intensive firms. For this prupose a diverse
range of technological and human issues are covered in area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intensive firms, the role of R&D managers,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al change,
innovation, strategic planning, and global networking.

230217 경영의사결정특론(Advanced Decision Making in Management)
다양한 경영 관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관련한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다양한 양의 데이
터를 처리하여 경영 관리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
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실습을 병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advanced decision-making theories and methods,
which can be used in the many management areas. It gives several procedures and methods that
can deal with a large amount of data and extract significant information/knowledge for helping
decision-making in those management areas. It also includes the practical training of softwar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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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문화경영특론(Culture Management)
문화산업에서의 경영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차별되는 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산업분야의 제반요소들을 분석하며 나아가 한류 등의 특성과 아울러 기존
산업에서 문화산업의 요소를 응용하는 등의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며, 국내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develop an advanced strategy for cultural products such as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cultural industry. In this lectur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performed in main
approaches.

230220 공공기관 마케팅(public sector marketing)
마케팅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키는 경영프로세스라면 이
는 공공기관에도 매우 필요한 기능이며 활동이다. 공공기관 마케팅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개
인, 집단, 조직 혹은 다양한 지역사회내 커뮤니티로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요구와 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
하고 제안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위한 마케팅마인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Public sector marketing seeks to articulate and propose solutions regarding the exchange and
relationships occurring between a government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group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or commun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for and performance of public-oriented
tasks and services.

230223 양적연구방법세미나(Seminar for Quantitative Research)
양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뿐만 아니라, 양적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법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
한 양적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basic concepts and problems for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to provide lecture and discussion encountered in quantitative research.
Also, this course have capability to design and implement quantitative research for a graduate thesis
around personal research interest.

230224 경력개발특론(Career Development)
본 교과에서는 경력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과 모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경력을 설정하고, 경력을 관리하고, 경력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 알아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basic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model. Specifically, this course
focuses on how to set up career goal, how to manage it, and how to get to it throughout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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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HRD클러스터세미나(Seminar for HRD Cluster)
HRD클러스터 세미나는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개발, 직업 및 진로상
담, 고용정책, 인력경영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와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
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전공 간 소통과 공유를 통해 통섭에 기초한 새로운 HRD
연구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hare doctoral students in Techno HRD cluster with diverse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cational and career counselling, employment
policy,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tudents will be able to acquire basic knowledge for
research and establish a new HRD research model based on convergence of majors by doing
communication and sharing.

230226 교수설계와 학습심리학(Instructional Design and Learning Phycology)
본 교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이론과 모형 및 학습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기업교육 및 직업교육 상황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basic instructional design theory and model including learning
phycology theory. Specifically, this course focuses on how to utilize several instructional design for
corporate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230227 직업교육훈련특론(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본 교과에서는 직업교육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과 모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을 통해 훈련생들의 역량과 채용가능성을 높이는 원칙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basic vocational education theory and model. Specifically, this
course describes principle and policy for improving trainers competency and employability.

230228 Talent Development 세미나(Seminar on Talent Development)
본 교과에서는 인재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과 모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원칙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basic talent development theory and model. Specifically, this course
deals with t principle and policy for improving based on process for recruiting, educating, managing,
evaluating, rewarding tal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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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9 직업교육훈련 특론 세미나(Seminar for Development)
본 교과에서는 직업교육에 관련한 심층적인 이론, 모형, 실제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의 역량과 채용가능성을 높이는 원칙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theory, model, and practices. Specifically,
this course describes principle and policy for improving trainers competency and employability.

230238 경제학특론(Principles of Economics)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의 학습에 주된 목표를 둔다. 전반부에서는 미시
경제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경쟁분석, 독점, 과점, 게임이론, 경쟁전략 등을 학습하고 후반부에서는 거시 경제
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GDP, 인플레이션, 실업, 이자율, 국제거래 등에 관한 분석도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give an insight on principles of economics for the graduate students who have little
or no background on economics. By taking this course, the students having affluent english skills
could understand labour market theories and facts more easily.

230239 금융공학세미나(Financial Engineering Seminar)
본 과목은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생상품 등의 이론 및 응용을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 스왑, 선물,
옵션 및 ELS의 이론 가격 및 헤징 방법이 논해진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먼저 확률 이론 및 확률과정 이론
을 공부한다. 그리고 파생상품 가격 결정 모형의 유도하여 본다. 이후 세미나를 통해 동 분야의 주요 논문을
검토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응용 능력을 제고한다.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실무능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derivatives, which are widely used in financial
markets. In this course, theoretical prices and hedging methods of swaps, futures, options and ELS
are discussed. To do this, students first study probability theory and stochastic process theory. And
we derive derivatives pricing model. We will review the main papers in this field through seminars.
Finally, application skills are enhanced through case studies. Students will be able to double their
skills in financial markets through this class.

230240 관리시스템 특론(Management Control System)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시스템(Management Control System)을 유형화하고, 관리시스템의 유효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며, 상황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We categorize the management control system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systematically define variable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control system, and
design a management control system suitable for the contin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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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1 데이터사이언스 특론(Special topics in Data Science)
최신 품질관리 이론 및 품질경영 이론을 학습하고 최신 품질경영 사례와 품질경영 논문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품질경영 및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효과적인 응용 능력을 향상하여, 향후 자율적인 품질경영 연구 수
행이 가능하게 한다.
This lecture presents the recent quality control & management theory learning, case study and paper
study regarding quality management issues. This lecture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of quality management insights and effective quality management applications and then
run their own autonomous researches.

230242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 정보 처리과정과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소비
자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학 기반의 마케팅 핵심 교과목
Consumer psychology-based marketing core course that explains consumer behavior through in-depth
understanding of consumer, focusing on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and purchase behavior.

230243 재무분석 세미나Ⅰ(Finance seminarⅠ)
초급 단계에 있어서 재무 금융 분야의 중요 논문 대한 강독을 해 나감으로써 관련 분야의 이론의 흐름을 파
악한다. 동시에 초급단계에서 있어서 재무 금융관련 자료의 추출 가공, 실증 분석에 필요한 통계 소프트 웨
어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실습을 함으로써 졸업 논문 작성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하고 통계 분석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understanding the stream of theories in finance area by reading and
discussing key articles in this field. In addition, at the beginner’s level, this course will focus on
extracting and processing the data in finance area, and practice how to use statistical software, and
how to interpret the results. With these efforts, this course finally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theories and kills of quantitative analysis that are necessary for preparing students dissertation.

230244 재무분석 세미나Ⅱ(Finance seminar Ⅱ)
고급 단계에 있어서 재무 금융 분야의 중요 논문 대한 강독을 해 나감으로써 관련 분야의 이론의 흐름을 파
악한다. 동시에 고급단계에서 재무 금융관련 자료의 추출 가공, 실증 분석에 필요한 통계 소프트 웨어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실습을 함으로써 졸업 논문 작성에 필요한 고급 이론을 습득하고 고급 통계 분석 능력
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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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deal with understanding the current stream of theories in finance area by reading
and discussing key articles in this field. In addition, at higher level, this course will focus on
extracting and processing the data in finance area, and practice how to use statistical software, and
how to interpret the results. With these efforts, this course finally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theories and kills of quantitative analysis that are necessary for preparing professional papers.

230245 회계관리세미나Ⅰ(박사)(Accounting Seminar 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포함한 회계 연구영역의 여러 주제를 살펴보고, 연구경향별 연구방법을 살펴봄으로
써,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new research models by examining various topics of accounting
research area including financial accounting and managerial accounting and examining research
methods by research trends.

230246 회계관리세미나Ⅱ(박사)(Accounting Seminar Ⅱ)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포함한 회계 연구영역의 여러 최신 주제를 살펴보고, 최신 연구경향별 연구방법을 살
펴봄으로써,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new research models by examining various new topics of accounting
research area including financial accounting and managerial accounting and examining research
methods by new research trends.

230247 마케팅세미나 I (박사)(Marketing seminarⅠ)
마케팅 관련 주요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마케팅연구 방법론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 교과목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major research trends in marketing and to learn the latest
marketing research methodology.

230248 서비스마케팅(Service Marketing)
무형적 제품으로서 서비스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유형적 제품과는 다른 서비스에 적
합한 차별적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목
This course aims to acquire differentiated marketing capabilities suitable for services different from
tangible products by deeply learn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ervices as intangib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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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9 품질경영 특론(Special topics in Quality Management)
최신 품질관리 이론 및 품질경영 이론을 학습하고 최신 품질경영 사례와 품질경영 논문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품질경영 및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효과적인 응용 능력을 향상하여, 향후 자율적인 품질경영 연구 수
행이 가능하게 한다.
This lecture presents the recent quality control & management theory learning, case study and paper
study regarding quality management issues. This lecture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of quality management insights and effective quality management applications and then
run their own autonomous researches.

230250 서비스전략세미나Ⅰ(Service Strategy SeminarⅠ)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서비스 영역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주제 연구의 대상을 탐색하고 학습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search and study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on topics related to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and digital service areas.

230251 서비스전략세미나Ⅱ(Service Strategy SeminarⅡ)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서비스 영역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주제 연구의 고도화된 진행을 지원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search and study the advanced progress of the research on topics related to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and digital service areas.

230252 인사조직 세미나Ⅰ(박사)(the Seminar of Human Resource & Organization Ⅰ)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거시조직이론 등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조직 관행을 학습하며, 수업참여자의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사례 연구 등을 주요 학습방법으로 활용한다.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the advanced theory on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acro Organizational Theory through reading, analysis and discussion articles on
HRM, OB and OT.

230253 인사조직 세미나Ⅱ(박사)(the Seminar of Human Resource & Organization Ⅱ)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거시조직이론 등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관행, 그리고 관련 연구방법을 학습하며, 관련 국내·외 이론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의 초빙강의와 수업참
여자의 발표 및 토론을 활용한다.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current and global issues on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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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Macro Organizational Theory through seminar by inviting professional person in
industry and academy.

230254 마케팅세미나 II(박사)(Marketing seminarⅡ)
마케팅 세미나 I의 심화 교과목으로 보다 폭넓은 마케팅연구주제 탐색과 연구제안서 작성까지를 목표로 하는
세미나 교과목
This is advanced marketing seminar I and aimed at exploring broader marketing research topics and
writing research proposals.

230255 인사조직 특론(the Advanced Theory of Human Resource & Organization)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거시조직이론 등 인사 및 조직 분야의 심화이론을 학습하며, 국내·외 글로벌 및
우량기업의 관련분야의 우수한 관행을 학습한다.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the advanced- intermediate level’s theory and practices on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acro Organizational Theory through lecture and
discussion on the main and current issues and case study.

230256 국제재무관리 특론(Advanced International Finance)
오늘 날의 기업 활동은 나날이 더욱더 국제화하고 개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과목은 기업이 국
제적 경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환율, 국제금융시장, 국제재무관리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한 과목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과목은 환율 결정 이론, 환율변동, 환율변동과 관련된 기업의 관련
위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주식, 국제채권 등),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통한 자산 운용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론과 적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습을 통하여 국제환경에서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춘 미래의 경영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Today’s business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and more opened and integrated internation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exchange rat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for global business activities. For this end, we will learn theories
and applications on exchange rate determination, exchange rate movement, corporate risk associated
with exchange rate volatility, financing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tock, international bond issuing),
and financial management by derivatives(future, option swap). Through this course, we are trying to
cultivate the future CEOs of businesses who can run the business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230257 품질혁신세미나(박사)(Quality Innovation Seminar)
품질혁신, 품질경영, 품질탁월 관련 이슈들에 대한 토론과 심화 연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품질 관련 연구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215

This lecture presents the discussion and deep study regarding quality innovation,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excellence issues. This lecture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research capabilities of
doing their own quality-related researches.

230258 통계 및 빅데이터 특론(Statistics and Big Data Seminar)
국내외 주요 경제 및 사회통계와 그와 관련한 빅데이터의 소개하고 주요 특징에 대한 해설을 통해 통계빅데
이터의 이해와 학위 또는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해당 분야 통계청 전문가들의 연강형태로 진행될 예정
This lecture is aiming to give a support for understanding the statistics and big data, and drawing
up theses or papers through 1) introducing major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and its related big
data, and 2) explaining their major characteristics.
* The seminars will be supposed to give a lecture by Professor Yoo and high level public servant
from Statistics Korea.

230262 양적연구방법특론(Advanc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이차적 자료에 의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론, 일차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에 대해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pportunity learning basic concept, theory, and statistical analysis
technic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researchers using secondhand data by providing
lecture and practice for students whose majors are such as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230263 노동경제학 특론(Labor Economics)
이 과정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이론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은 노동시장의 현상과 실제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will give an insight on the Labor Market Theories for the graduate students. By completing
this course, the students could understand labor market phenomenons and facts more easily.

230264 고용보호법 및 고용관계특론
(Employment Protective Laws and Employment Relations)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고용보호법, 비정규직, 임금체계,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등을 법률, 고용관계, 경제적 분석의 관점
에서 학제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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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terdisciplinary course will learn employment protective laws, non-regular employment, wage
scheme,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from viewpoints of laws, employment relations and
economic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various labor institutions which have effects on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labor market, eg. labor market flexicurity and dualism.

230265 경영빅데이터분석 특론(Advanced Business Big Data Analytics)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경영 및 관리 업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최적화· 스마트화·지
능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 빅데이터 분석 이론과 활용 방법론을 습득한다.
This lecture presents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big data analytics which can help organizations
make more efficient smart dealing with management and control. This lecture especially focuses on
the useful business and management-related big data analytics.

230266 4차 산업혁명 기술과 HRD(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HRD)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HRD,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관련업무의 스마트화, 지능화 및 맞춤화에 효
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활용 방법론에 대해 습득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mai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which can
help make more efficient and smart dealing with tasks in the field of HRD area. This lecture also
includes the useful technologies of dealing with training and education areas.

230267 빅데이터를 위한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for Big Data)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중 하나인 소셜네트워크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람들간 사회적 관
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을 설명하는 기법으로 본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해, 실습 그리고 현실에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NA(social netwrok analysis) explains various social phenomena that occur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rough interaction based on the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This course will provide from the basic concepts, methodology, to real case of SNA.

230268 글로벌 혁신경영론(Transferring innovations in global environment)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환경하에서의 혁신경영 동향을 제시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
들의 기술이전 및 마케팅과 관련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recent trends of innovation management in global environment; shows
the best practices of global corporations in technology transferring and global marketing im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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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69 경영HRD특론(Management and HRD)
본 과목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의 전략과 인적자원 간 방향성 및 역량을 연계시키는 것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발 및 학습 전략을 강의한다. 기존의 수동적 교
육훈련 방식과 대비하여 본 과목에서는 HRD가 사업전략을 지원하고 구축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이제는 HRD가 기업 경영의 전략적 동반자가 되고 조직변화와 혁신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
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lecture presents strategies for training, development and learning in order to effectively link
business strate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specially, the proactive role of HRD is
emphasized in implementing business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hange and growth.

230270 직업능력정책특론(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Vocational Ability Policies)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관련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의 핵심정책에 대한 강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 강의는 현 직업능력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직업능력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policies related to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lectures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nd to
provide lectures on current core policy. It consists of lectures by top experts in Korea who design
and evaluate the public officials and vocational ability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230271 국제기술경영 전략(Global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본 과목은 기술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경영과 관련된
사고방식, 모형, 그리고 분석방법론에 대한 학습과 분석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s meant to provide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ools for thinking about and managing
technology. We emphasiz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ways of thinking or models that help
in the analysi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for managing technology.

230272 직업능력개발 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직업훈련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체 수요조사, 훈련과정 참여의향 조
사, 훈련생 사전역량 조사, 훈련생 만족도 조사 및 훈련전담인력 인사관리(훈련 교강사 강의평가, 직무역량평
가, 동료평가 등) 등에 필요한 실무적 조사역량 배양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research capacity necessary for surveying the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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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 vocational training program, evaluating trainees' preliminary competency, surveying the
satisfaction of trainees, and interviewing methods for personnel management dedicated to vocational
training.

23027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적자원특론
(Advanced Theor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의 주요 이슈, 조직 설계 및 관리의 주요 트랜드와 변화,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트랜드와 관리방
안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과 인적자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전문역량을 확충한다.
This subject covers theory and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it focus on the human resource related
issues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diverse changes in organizational design, culture and learning &
strategic and func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ory. Through this subject, students can
understand and increase the expertise in adveanced theory of HRM and HRD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230274 국제기술경영 전략(Global Strategic Management of Teechnology)
본 교목은 기술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경영과 관련된
사고방식, 모형 그리고 분석방법론에 대한 학습과 분석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s meant to provide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ools for thinking about and managing
technology. We emphasiz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ways of thinking or models that help
in the analysi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for managing technology.

230282 계량분석세미나 (Seminar on Econometric Analysis)
본 교과는 계량분석특론Ⅱ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리통계학, 선형대수 및 계량경제학의 수리적 이론
을 강의하고자 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build up capacities on mathematical statistics, matrix algebra, and
econometric theory for the graduate students took the course of Econometric Analysis Ⅱ.

230283 노동경제학특론Ⅰ(Labor Economics Ⅰ)
본 교과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미시경제학과 노동경제학의 핵심이론을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미시경제학의 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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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실증적 증거를 공부한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임금의 결정, 실업, 이민, 차별 및 소득불평등
등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
This course teaches basic theories on microeconomics and labor economics for the students who do
not have backgrounds on economics. The students will learn theories and practical evidences on the
labor market equilibrium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Also, issues such as
investment on the human capital, decision of wage, unemplolyment, migrati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nd income inequality will be discussed.

230284 노동경제학세미나(Seminar on Labor Economics)
본 교과는 노동경제학특론 Ⅱ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시경제학 및 노동경제학의 이론을 수리적 방법
론을 사용하여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균형을 효용
극대화 및 이윤극대화의 측면에서 수리적으로 해석한다.
This course will teach mathematical theories related to the production and labor market for the
students who had learned Labor Economics Ⅱ. Students will learn mathematical theories of the utility
maximization and the profit maximization in the labor and production market.

230285 인력개발연구세미나(Seminar for HRD research)
본 교과에서는 인력개발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양적 데이터를 활용
하여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논문을 작성 및 완성하여 논문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
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분석 및 결과, 결론 및 제언에 대해 학
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논문 지도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elect topics of personal research interest relat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based on data analysis and results, using quantitative data, academic/scholarly
article (including dissertation) will be written and completed, so that students could submit it to
scholarly journals. In addition, the professor will provide personalized article guidance and consulting
to each student on the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method, research analysis and
results, conclusions, and discussions.

230286 상담윤리(Ethics in Counseling)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가 윤리 기준을 학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윤리적 이슈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탐색한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과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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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lass aims to learn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that counselors should have and explore what
are the major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practice. It also discusses how to prevent
counselors’ unethical behaviors and how to deal with ethical dilemmas.

240001 지능융합소프트웨어 I(Software Technology for Intelligence Convergence)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솔루션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IT-자동차, IT-조선, IT의료, IT-건설, IT-국방 등과 같은 다양한 융합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개
발 및 분석에 대한 주제들을 다룬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study various intelligence software systems and solutions. Issues of
designing, developing and analyzing software systems in various convergence applications fields such
as IT-vehicle, IT-shipbuilding, IT-medical care, IT-construction and IT-defense will be discussed.

240005 신에너지공학특론(Engineering and Application for New Energy Sources)
현재의 상시개방형 배전계통에서는, 고장시와 복구시에 전력조류의 방향을 알 수 없게 되는 등의 이유로 계
통보호와 제어가 복잡하게 되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송배전부문의 자유화가 이
루어지면, 수용가는 전력구입처와 탁송경로의 자유선택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새로운 전기에너지 유
통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배전계통기술의 현황과 주변동향을 파
악하여, 이들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래의 배전계통 이미지와 실현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가까운 장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여러 장치와 기술을 이용하여, 계통구성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높은 신
뢰성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고, 또한 수용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에너
지 유통시스템의 기본개념과 실현형태를 제안하고, 이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 및 배전계통의 장래상을 정
립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better quality in power electric services is being re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es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lso, the small scaled dispersed
storage and generation (DSG) systems are being interconnected with the distribution systems and
customers by the influence of the recent issues such as deregul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 power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power
qualities within allowable limits for th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located at the most sensitive part
in the power system.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FRIEND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new power delivery system in the near future.

240006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틀 신호처리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음향학, 레이더, 소나, 지진학, 원격검침 등등과 같은 많은 응용분
야를 갖는 역동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분야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산신호 및 시스템의 분석, z변환, D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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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알고리즘, 디지탈 필터의 설계 및 구현, Hilbert 변환, 켑스트럼 분석 등등을 다루며, 학부 수준의 신호
및 시스템 또는 신호처리 과목이 선수과목이다.
Digital signal processing is a dynamic and rapidly growing field with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speech and data communication, acoustics, radar, sonar, seismology, remote sensing and
many others. In this course, analysis of discrete-time signals and systems, z-transform, efficient
algorithms for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DF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filters, Hilbert
transform, and Cepstrum analysis are offered. An undergraduate-level course in signals and systems,
or fundamentals to signal processing is a prerequisite.

240009 기술특허개론(Technology & Patent)
본 강좌에서는 특허 발명제도를 이해하고,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특허명세서로 작성 출원하여 각 개인의 전
공지식을 지식재산인 특허 등으로 이끌어 그 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학습을
마련함에 그 목적을 둔다. 특히, 발명 및 특허에 대한 기본이론 및 출원제도, 산업재산권관리방법, 창조적 아
이디어 발상법, 브레인스토밍법, TRIZ 등을 알아보고 전공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 및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을 포함한다.
With the knowledge-based society fast approaching,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intensive major technology fields. This lecture show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echnology from the personal inventive spiri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we will study the patent specif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reative idea generation method,
brain storming, TRIZ or TIPS(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theory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pplicable real one's technology fields.

240011 지능제어시스템원리및응용
(Principles of Intelligent Control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이 교과목은 인간의 사고에 기초한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구성 원리와 그 응용기법을 취급한다. 인공신경망과
같이 고도의 비선형 시스템을 모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자
동제어, 문자인식, 음성인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응용 기법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igent systems such as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heir applications. Students will study the principles of the systems which can simulate and control
the highly nonlinear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to the real world problems such as automatic
control, character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and so on.

222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240018 고급신호처리(Advanced Signal Processing)
이 과목은 디지틀신호처리 과목을 바탕으로 멀티레이트 신호처리, 선형예측과 최적선형필터, 최소자승방법,
적응필터, 전력스펙트럼추정, 음성신호처리 응용 등과 같은 디지틀 신호처리의 향상된 주제를 다루며, 아울
러 현재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도 다룬다. 디지틀 신호처리 과목이 선수과목이다.
In the course of advanced signal processing, advanced topics in digital signal processing such as
multirate signal processing, linear prediction and optimal linear filter, least-squares methods, adaptive
filter, power spectrum estimation, applications to speech processing and other topics of current
interest are being offered. A graduate-level course in digital signal processing is a prerequisite.

240021 고급 인터네트워킹(Advanced Inter-networking)
본 과정은 진보된 인터네트워킹 기반 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인터네트워킹 기술의
개요, 라우터와 스위치 장비,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것을 다룬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advanced topics of inter-networking. The major contents are the
overview of inter-networking technology, the basic of router and switch, unicast routing protocols, and
multicasting protocols.

240022 무선통신특론(Advanced Wireless Communications)
본 교과목에서는 셀룰러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강의하고 무선통신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기술을 강의한다. 주
요내용은 채널의 전파모델, 변복조기법, 등화 및 다이버시티 기법과 다중접속 방법 등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concept of cellular systems and design and analysis
technique for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The major contents are the propagation model,
modulation technique, equalization, diversity technique, and multiple access technique etc.

240023 정보통신특론(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에서는 유무선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및 응용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일반, 통신공학 기초,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무선통신, 디지털
통신 및 이동통신 설계기술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which is essential
to understand and design the wired/wireless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The major contents
are the overview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 basic of communication engineering, data
communication, computer network, wireless communication, digital communication, and the design
technology of mobile commun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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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30 인공지능특강(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
지능형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기술에 대해서 광 범위하게 소개한다.
주요 주제로는 분산인공지능, 에이전트 언어, 협상 모델, 협조 및 조정 메커니즘 및 응용 분야 등을 다룬다.
Broad technical introduction to the key concepts and techniques used in building intelligent
multi-agent systems. Topics: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DAI), agent languages, negotiation model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s, and applications.

240033 고급운영체제(Advanced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며 시스템의 자원들을 관리하고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목에서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룬다. 특히,
다양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스케줄링, 프로세스의 관리 및 동기화, 가상기억 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등에 대
해 깊이 있게 학습한다.
Operating systems are an essential part of a computer system. They provide an interface to users and
manage system resources. Major goals of this course are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in the principles
and basic concepts that underline UNIX operating systems and to study in detail major issues in
operating systems such as process scheduling algorithms, process management & synchronization,
virtual storage management, file system organization, and distributed operating systems.

240034 암호기술특강(Topics in Cryptography)
이 과목에서는 암호기술 응용 분야 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a topic is chosen from one of the most currently debated issues in applied
cryptography field. Through discussion and presentation, the course tries to help students learn the
state-of-art of the chosen topic.

240042 전산응용 구조해석 특론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본 강좌에서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구조해석에 대하여 학습한다. 매트릭스법, 유한요소법 등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랭귀지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여,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
다. 본 강좌는 내진구조해석 등에 응용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designated to teach programming skills and various numerical analysis method for
architectural and civil structure. This course include matrix analysis and FEA. Also, students will apply
acquired knowledge in this course to seismic design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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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50 고급네트워크설계(Advanced Network Design)
본 과정은 네트워크 고급 설계 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MPLS 이론, 이를 이용
한 네트워크 설계 기법, MPLS 응용으로 MPLS 기반 VPN 기술을 다룬다. 특히, MPLS/VPN 망 구축을 위
한 설계 방법과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advanced topics of network design. The major contents are the
overview of MPLS theory, network design issues, and one major MPLS application: MPLS-based
VPNs. The MPLS/VPN architecture and all its mechanisms are explained with configuration examples,
suggested design and deployment guidelines, and extensive case studies.

240052 통신시스템설계(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Design)
본 과목에서는 통신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 적인 통신이론 및 simulation 기법을 통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변복조 방식, OFDM 전송기술, CDMA 전송기술, 다중접속
프로토콜, 셀룰라 통신시스템, SDR 기술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communication theory and the system design techniques
through a simulation scheme which is essential to design and analyze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major contents are the digital MODEM schemes, OFDM transmission technology, CDMA transmission
technology, multiple access protocols, cellular telecommunication systems and SDR technology etc.

240054 모델링시뮬레이션방법론(Modeling and Simulation)
이 과목에서는 주어진 시스템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으로 추적하는 동적 설계 및 분석 방법을 배운다. 세부
적인 내용으로는 모델 설정 기법, 모델에 대한 검증 기법, 시뮬레이션 실험의 설계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 기법 등을 다룬다. 특히 Zeigler가 제안한 시뮬레이션 기법인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을 중심으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ehavioral design and evaluation techniques which trace the process of the
target system in a time domain. The detailed topics are model formulation and construction methods,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methods, the design of simulation experiments, and the interpretation
methods for simulation results. Especially, various simulation environments are constructed using the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formalism developed by Zeigler, which is a theoretical,
well grounded means of expressing hierarchical, modular discrete-event models, to help students
learn how to model and simulate discret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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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58 고급데이터베이스(Advanced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
스 설계 이론(개체-관계 모델, 관계형 모델, 정규화), 데이터베이스 언어(관계 대수, 투플 관계 해석, SQL),
저장 구조, 해싱과 인덱싱, 질의처리, 동시성제어, 회복, 트랜잭션 관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동작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기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한계성과 다양한 발전모델에 대해 논하고 객
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 강의한다.
In this course, the theory of database components are introduced and the concepts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s(DBMS) such as the database design theory (e.g., E-R model, relational data
model, normalization), database language (e.g., relational algebra, tuple calculus, SQL), storage
structure, hashing as well as indexing, query processing, concurrency control, recovery and
transaction management focused on the relational data model are also covered. In addition, we
debate the limitation of the relational data model and various extended models and present the next
generation database systems based on the object-oriented databases.

240059 고급멀티미디어통신(Advanced Multimedia Communications)
본 과목에서는 현재 정보기술에서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관련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교과목의 학습 내용은 멀티미디어 인터넷의 프로토콜 구조,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 기법, 멀티미
디어 네트워크, QoS 지원 기법, 멀티미디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H.323, SIP, RSTP, IMS 등을 포함한다. 또
한 본 교과목은 IPTV 등 향후 멀티미디어 인터넷상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응용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mainly covers more advanced topics related with emerging multimedia Internet. They
include the protocol architecture of multimedia Internet, representation techniques of multimedia data,
multimedia networks, QoS support techniques, multimedia transport protocols, H.323, SIP, RSTP, and
IMS. Emerging multimedia internet applications such as IPTV will also be covered in this course.

240065 가상현실및햅틱인터랙션(Virtual Reality and Haptic Interaction)
인터랙션 기술은 가상환경에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햅틱 인터랙션은 힘이나 재질감
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본 강의에서는 가상환경 모델링, 햅틱 인터랙션 및 햅
틱 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 application을 다룬다.
As the interaction technology is becoming the important issue for the virtual environment. Immersive
interaction (especially haptic interaction) is the research area that is related with transmission of force
or tactile information about remote place or virtual model. The lecture will address fundamental topics
about and virtual environment modeling haptic interaction; bilateral control architecture, haptic devices,
human haptic perception, haptic modeling, and relate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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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67 멀티미디어처리특강(Special Topics in Multimedia Processing)
이 과목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들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a topic is chosen from one of the most currently debated issues in multimedia
processing technology. Through discussion and presentation, the course tries to help students learn
the state-of-the-art of the chosen topic.

240068 고급컴퓨터네트워킹 및 응용(Advanced Computer Networking)
본 과정은 진보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강좌로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컴
퓨터 네트워킹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강좌의 주 내용은 네트워킹 기술, LAN/WAN
기술, 과잉밀집/흐름제어, 트래픽 분석, 라우팅, 인터네트워킹, 멀티케스트, 네트워크 관리, 보안, QoS, 네트
워크 응용에 관한 것을 다룬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advanced topics of computer networks. The major contents are
networking technologies, LAN/WAN technologies, congestion control/flow control, traffic analysis,
routing, internetworking, network management, network security, QoS, network applications, and so on.

240069 컴퓨터비젼(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젼과 기계인지(machine perception)에 대해 심층 학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영상들로부
터 의미있는 기호 표현(symbolic representation)을 추출하기 위한 고수준의 방법론들을 공부한다. 이 방법론
으로 영상 인식 및 추적을 위한 모델기반, 인공지능 및 패턴인식 기법들이 다루어진다.
An in-depth study of computer vision and machine perception. More specifically, a study of
higher-level methods for generating symbolic representations of scenes from digital imagery. These
methods include model-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attern classification techniques for recognition
and tracking from images.

240078 IT 융합건축(IT Convergence Architectural Engineering)
본 강좌는 건축에 적용된 IT 기술을 설명하고 응용사례의 기술적 특징 및 필요한 건축지식 및 IT지식을 습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T를 이용한 도시관리 등의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정하여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basic information technology adopted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Students are to cultivate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carring virtual project, for example, planning
Ubiquitous c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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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79 친환경건설기술(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in Construction Engineering)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주요 과제인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현황을 이해하고,
건설분야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 방안을 습득한다.
This course offers an understanding on global warming and its supporting construction techniques. In
parallel to Green Development Movement, that is one of the major objectives of Current government,
an Energy Diet technology in construction engineering will be discussed.

240081 IP개발및시스템집적(IP Development and System Integration)
칩 설계에서 설계 재사용이 중요해졌다. 이 과목에서는 설계 재사용을 위한 Verilog/VHDL 코딩 기법 및 IP
간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설계 재사용을 위한
코딩기법 및 IP 등록 방법 학습, 설계 재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법 학습, SoC 설계 플랫폼, ARM을 이
용한 임베디드 IP개발 등을 취급한다.
It is important a design reuse in a chip design. This course raises an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and practice and a project on a Verilog/VHDL coding technique for design reuse and interface
between IPs. It also treats IP development that used a coding technique for design reuse and IP
registration, interface for design reuse, a SoC design platform, embedded IP development using ARM.

240085 선형시스템(Linear Systems)
이 과목에서는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기본요소로서, 선형공간과 연산자, 선형대수, 유사변환, 안정도
해석, 상태 공간 제어기의 설계, 상태추정기의 설계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linear space and operator, linear algebra, similarity transform,
stability analysis, design of state feedback controllers, design of state estimators as basic elements
for system analysis and design.

240086 로봇제어공학(Robot Control Engineering)
이 과목에서는 각종 로봇의 공간상의 표현, 기구학과 역기구학, 동특성 해석, 경로계획과 로봇의 제어 방법
등을 학습하고, 응용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spatial description, kinematics and inverse kinematics, analysis of
dynamics, path planning, and various control algorithms for robot systems. Finally we present the
various examples of robo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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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87 에너지변환장치설계(Design of a energy conversion machinary)
산업의 중요한 에너지 변환장치인 농형유도전동기를 사양에 맞게 설계하고 특성을 계산한다.
Design of a squirrel cage induction motor that is very important energy conversion machine in
industry application.

240088 배전설비공학(Energy Delivery System Engineering)
장래의 전기에너지 유통시스템으로서, 배전계통에 도입이 예상되는 여러 장치를 이용하여 계통구성을 유연하
게 바꾸거나, 높은 신뢰성의 전력(다품질전력)과 에너지절약을 고려하거나, 또는 고도정보화에 의한 부가가치
를 높이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기에너지 유통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정지형개폐기 및 분
산정보처리에 의하여, 평상시, 사고시, 작업정전시등 필요에 따라 계통구성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는 유연성,
② 다수의 변전소로부터의 수전, 분산전원․분산전력저장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적으로는 무정전인 고신뢰도 전
력공급, ③ 전력의 질과 종류, 구입처를 수용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멀티메뉴서어비스 또는 다품질
전력공급, ④ 분산형전원․전력저장장치․수용가측 제어에 의한 부하의 평준화 및 에너지절약, ⑤ 정보서비스
등 수용가 서비스의 향상, ⑥ 고도의 수용가측 제어 등의 기능실현이 요구된다.
In recent years, better quality in power electric services is being re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es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lso, the small scaled dispersed
storage and generation (DSG) systems are being interconnected with the distribution systems and
customers by the influence of the recent issues such as deregul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 power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power
qualities within allowable limits for th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located at the most sensitive part
in the power system.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FRIEND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new power delivery system in the near future.

240089 방통융합기술(Technique for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본 교과목에서는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시스템이라 불리는 융합시스템을 다루고 방송과 통신을 융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기술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a convergence system which is called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ting
(T-DMB) system. In this course lots of technologies that need to merg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ill be covered.

240094 건축계획특론(The Thorey of Architectural Planning)
거주 기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건축계획의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한다. 조사 수법연구와 분석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건축계획 및 설계에의 적용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229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surveying method for Architectural Planning to harmonize about
dwelling circumstance change. Students will study the diversities of surveying and analysis method.
subsequently, learn how to relates to new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240095 친환경건축디자인특론(The Thorey of Green architectural Design)
자연친화적인 건축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자연환경 요소인 빛, 음, 열에 대한 건축 적용
기술을 기초로 건축 공간 및 형태 계획에의 응용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chances of Green architectural Design.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technology applic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with the elements of natural environment, Students
will study how the environmental elements applies to Architectural Design with space and form.

240096 계면화학특론(Advanced Surface Chemistry)
미립자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현장이나 실제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화학공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의 특성, 흡착현상, 마이셀화 현상, 가용화 현상, 계면활성제의 촉매작용, 거품
현상, 에멀젼화 현상, 세탁작용 등을 배운다.
In order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about corpuscular phenomenon and apply them to industrial
fields and our real lives, we need to learn about properties of surfactants, adsorptions, micellizations,
solubilizations, micellar catalysis, forming, emulsion formation, washing with surfactants. At this
course, we learn many things about the above topics.

240098 건설재료특론(Selected Topics on Construction Materials)
각종 건설재료의 거동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해석방법을 고찰한다. 또한 전
통적인 건설재료 및 각종 신개발 재료등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an analysis
method to quantify the mechanical behavior of construction materials, also to grasp the technology
trend on advanced construction materials

240101 고급환경공학(Ad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본 과목은 자연과학의 기초이론을 응용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악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오염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하는 학문이다. 환경공학은 물리, 생물학, 화학 등의 기초이론이 요구되는 학문으로
숫자보다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서 설계하고 해결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주 활동
으로 취급하는 학문으로, 환경오염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해가 가거나 자원을 못쓰게 되거나
그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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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is to introduce the solutions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a bad influence by human activity applying basic theory of natural sciences.
Environmental engineering puts an important point on that understands basic problem, designs, and
solves than the figures. So, the science is requred the basic theories such as physics, biology,
chemistry. It also deals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mainly, which pursuits method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pollution, and to protect human life, estate, properties.

240102 기업재무론(Corporate Finance)
본 과목은 기업 활동 중에 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가(자본예산) 그리고 그
투자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최적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와 이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의 예측과 그 현금 흐름을 적절한 위험 할
인율로 할인하여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후반부 내용에 대해서는 최적 자본구조에
대하여 특히 투자 조달에 있어서 채무와 자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즉 채무와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는 각각의 효익과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양자를 사용할 것인지를 연구
한다. 또한 투자 조달에 있어서 채무와 자기자본 외에 전환사채 워런트 등 복합 증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얻어진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업 공개 인수 합병 및 기업 지
배구조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토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basic tools for deciding which investments a firm should make (capital
budgeting) and how these investments should be financed (financial structure). For the first part, we
will focus on the standard discounted cash flow (DCF) approach to valuation which involves
forecasting expected future cash flows and discounting these cash flows at a risk adjusted rate. For
the second part, we will study optimal financi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hoice between debt and
equity financing. There are both benefits and costs to using debt and equity. We’ll explo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benefits of debt (equity) exceed the costs to help understand the
variation in financial structures. We’ll also consider the effective use of hybrid securities such as
convertible bonds and warrants. Finally, the cours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the cases of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240106 현대 임베디드프로세서 설계방법론
(Modern Design Methodology of an Embedded Processor)
현대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베디드 프로세서 설계 방법론을 배운다. 프로세서의 사양 및 명령어 집합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어 집합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하드웨어 기술 언어를 이
용해서 설계하며, 합성을 하여 게이트 수준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임베디
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 현대적인 방법까지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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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cture attempts to teach the modern design methodology of an embedded processor. The
lecture covers defining the specification and the instruction set of an embedded processor, making
the instruction set simulator in a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implementing the embedded
processor in a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and synthesizing the processor to a gate-level
implementation. With this lecture, the students will experience the design methodology of an
embedded processor and a modern digital system.

240107 스마트그리드공학(Smart Grid Engineering)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배전계통에 도입이 예상되는 여러 장치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계통구성을 바꾸면서, 높은 신뢰성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고, 또한 규제완화 후에 수용
가로부터의 여러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에너지 유통시스템(스마트그리드시스템)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연구, 개
발되어 온 배전시스템의 자동화, 근대화에 관한 과제를 통합하고, 더욱이 배전시스템에 고유연성, 고신뢰성을
가지게 한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특징적인 점은, 수용가 가까운 곳에 현재의 고압배전선의
한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고압배전선에서 공급 가능한 “스마트제어센터(지역전력공급 제어관리센
터의 역할을 수행함)” 를 설치하는 것이다. 스마트제어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품질의 전력을 만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형 개폐기에 의해 고압측과 저압배전선과의 유연한 접속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고신뢰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부하평준화 등의 목적으로 분산전원과 전력저장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스마트제어센터는
센터자체의 제어와 담당지역의 각종 고객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처리 및 정보교환센터의 역할도 수행한다. 개
질센터내의 개폐기와 장치의 조작․수용가측 제어 등은 각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용 계산기와 배전용변전
소나 스마트제어센터, 수용가의 소규모계산기의 연계에 의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동시에
이들 계산기의 연계에 의한 보호․제어도 이루어지며, 이들의 용도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운용․보수․맵핑․요금계
산 등 전력유통시스템의 관리․운용․제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cently, new dispersed power sources such as photovoltaics, wind power, fuel cell etc. are
energetically interconnected and operated in the distribution systems, as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for alternative energy. This paper deals with the optimal countermeasures for the mal-function of
protective devices at primary feeder in distribution systems when new power sources like photovoltaic
(PV) systems are interconnected, based on the symmetrical components of short circuit studies.
When new power sources are considered to be interconnected to distribution systems, bi-directional
power flow and interconnection transformer connection of new power sources may cause the
operation problems of protective devices (mainly re-closer), since new power sources can change
typical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systems. Therefore, this lecture shows an analysis skill of the
mal-functional mechanism of protective relay and proposes the optimal solution for the mal-function
problem using the symmetrical components of fault analysis. And, this lecture also shows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method by the simulation at the field distrib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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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트리즈를 이용한 발명적 문제해결(Inventive Problem Solving with TRIZ)
트리즈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머리글자이며, 본 교과목에서는 트
리즈(TRIZ)를 활용해서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트리즈는 복잡한 문제
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적인 기초와 다양한 분석적 도구 및 지식
기반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교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된다.
․ 트리즈의 핵심 개념
․ 기술적 모순과 40가지 발명원리
․ 물리적 모순과 분리원리
․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성장곡선(S-곡선)
․ 기술시스템 진화의 법칙
․ 물질-장 모델과 표준해
․ 아리즈(ARIZ) 알고리즘
TRIZ is the Russian acronym for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how to use TRIZ in order to improve your problem solving skills and creativity. TRIZ includes a
theoretical base, various analytical tools and knowledge-based tools that help individuals invent and
resolve complex problems in a systematic way.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 Main concepts of TRIZ
․ Technical Contradiction and 40 Invention Principles
․ Physical Contradiction and Separation Principles
․ System Thinking and System Growth Curve(S-Curve)
․ Laws of Technical System Evolution
․ Su-Field Model and Standards
․ ARIZ Algorithm

240109 건설경영과 파이낸스(Construction Project Managment and Finance)
본 강의는 건설경영과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요소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그 이론과 분석기법등을 통해 총체
적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 강의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건설관리 현황을 해외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에서의 향후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외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파이낸스 이론과 경제학 이론을 배움으로서
미래 건설산업의 리더로서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include the project finance theories and the cost analysis methods in
the area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tudents will learn economics and advanced financial
analyses procedures to develop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trends of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as well as the vis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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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애드혹네트워크보안(Ad Hoc Network Security)
애드혹네트워크는 통신 기반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 노드들에 의해 자
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으로서 현재와 미래 인터넷 환경에 중요하고 널리 사용될 네트워크이다. 이 수업
에서는 애드혹네트워크의 특성과 그것의 응용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센서네트워크, 차량애드혹네트워크와 같
은 애드혹네트워크의 보안요구사항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보안 기법들을 살펴본다.
Ad hoc network is an autonomous network of mobile nodes connected by wireless links without
using any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d hoc networks is playing and will continuously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networks. In this lecture, ad hoc network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are
explained in detail focusing on upper layer aspects. This lecture covers security requirements of
various types of ad hoc network such as sensor network and vehicular ad hoc network, and study
security techniques, especially cryptographic techniques, proposed to meet these requirements.

240114 인터넷컴퓨팅(Internet Computing)
진보된 인터넷 컴퓨팅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강좌이다. 인터넷 컴퓨팅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바
탕으로 이루어진다. 강좌의 주요내용은 스마트폰 기술, 서비스 플랫폼 기술, 웹서비스 기술, 클라우딩 컴퓨팅
및 응용 서비스 기술에 관한 것을 다룬다.

240115 3차원 비디오처리(3D Video Processing)
3차원 비디오 신호처리와 3차원 모델링 및 표현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방법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latest research on 3D video signal processing and 3D modeling and expression, and
learn design methods for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240118 3D응용건축실측(3Dementional Computer Aided Photogrammetry)
광파측정기, 측량가능디지털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실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40119 고주파회로 설계(high-frequency circuit design)
이동통신이 보편화되고 데이터 처리가 고속화됨에 따라 전자기기의 동작주파수 대역이 RF 대역으로 높아짐
으로서 RF 대역 회로를 위한 회로설계 기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전자장
이론, 회로망이론, 바이어스회로, 정합회로 설계, 필터, 증폭기, 믹서 및 발진기 등을 설계하기 위한 각종 설
계기법을 학습한다.
The field of high-frequency circuit design is receiving significant industrial attention due to a host of
radio-frequency applications such as mobile communication and high speed data processing. This

234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subject will cover the topics on the fundamental electromagnetic theory, networks theory, RF
component modeling, matching networks, amplifier design, oscilltors and mixer design.

240120 인터넷서비스제어(Internet Service Control)
본 과정은 진보된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관한 강좌로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강좌에서 이루
어지는 내용은 멀티미디어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어를 위한 구조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강좌의 주 내용은 SIP,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어 방법 및 적용 서비스 기술에 관한 것을 다룬다.
This lecture is intended to cover the topics related to the network service control of advanced
Internet architecture. The lecture is accomplished by the books and papers on the architecture of
multimedia-based Internet service control. The major contents are SIP, the methodology of multimedia
service control, and their applied service technology.

240121 이동인터넷(Mobile Internet)
오늘날의 이동 네트워크는 All-IP를 향해 발전해가기 때문에 차세대 이동 네트워크에서 이동성 관리를 수용
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 설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에 변화
된 인터넷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하고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이동 통신망의 서킷-스위치 기술에서
부터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동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변화하는 핵심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As today's mobile networks migrate toward "All-IP", it is important to study how Internet protocol
design evolves to accommodate mobility management in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s. This course
introduces recent Internet architectures and protocols, and covers the transition of the mobile network
from today's circuit-switched technologies toward a future where Internet protocol is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integrated into all aspects of the network.

240122 네트워크프로토콜응용(Network Protocols and Application)
이 과목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응용들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본 과
목에서 학생들은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본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up-to-date network protocols and their applications used in the recent Internet
system.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study how to implement various network protocols in a
linux-based system. This will help students gain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understand and
develop various network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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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고급통신시스템 디자인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dvanced communication ystems)
이 코스는 변조와 무선채널과 같은 기초 이론부터 송수신 다이버시티와 spatial-multiplexing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시스템 같은 고급 주제에 관한 통신 시스템을 다룬다. 또한, 다중사용자
MIMO(MU-MIMO) 시스템을 위한 기초 프리코딩 기술도 다룬다. 이 코스에서는 MATLAB과 C언어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 구현 및 검증에 초점을 둘 것이다.
This course covers communication systems from the basic fundamentals such as modulation and
wireless channels to most advanced topics including transmit/receiver diversity and spatial-multiplexing
multiple-input multipleoutput(MIMO) systems. Also, basic precoding techniques for multi-user MIMO
(MU-MIMO) systems will be covered. The main emphasis will be laid on the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of communication systems in MATLAB and/or C language

240124 건설프로그램관리(Construction Program management)
본과목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대형화, 전문화 추세에 있는 건설사업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실무적 수행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건설사업 프로그램 관리는 기존의 단일, 또는 소수 프로젝트 단위체계의 관리개념에서
집합체로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고, 현
재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프로그램화 되어 개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This course will be developed to teach comprehensive and up-to-date knowleage of program
management in order for students to acquire capabilities of practical execution of program
management on real life. Program management involves perform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practice by dealing with a series of individual projects rather than a single project.

240125 M2M 네트워크 서비스(M2M Network Service)
본 과정은 M2M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구조에 관한 강좌로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강좌에서 이루어
지는 내용은 M2M 네트워크 구조 및 서비스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강좌의 주 내용
은 M2M 네트워크 구조, 서비스 전개 방법 및 적용 서비스 기술에 관한 것을 다룬다.
This lecture is intended to cover the topics related to the M2M (Machine-to-Machine) network service
and architecture. The lecture is accomplished by the books and papers on the architecture and
service of M2M network. The major contents are the architecture, service delivery methodology and
applied service technology for M2M network.

240126 전력망 고장점 해석(Analysis of the fault location in Power networks)
전력계통은 송배전선로 규모가 복잡하게 성장함으로서 각각의 전기선로 요소들은 고장에 항시 노출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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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장의 경우 고장요소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상계통으로부터 분리 시켜야만 한다. 이
동작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져야하며 자동 보호릴레이 장치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은 가능
한 높은 정확도로 고장이 생긴 위치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고장점 위치 추정장치에 사용된 기본적인 알고리
즘들을 학습함으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호릴레이, 디지털 고장 기록기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lectric power Systems, which are growing in size and complexity, will be always exposed to failures
of their components. In the case of a failure, the faulty element should be disconnected from the
rest of the sound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faulty element. This action should
be taken fast and accurately and is accomplished by a set of automatic protective relaying devices.
This subject will suggest that the basic algorithms used in fault locators are intended to make
distance to fault calculation as accurate as possible and also, a fault location function can be
implemented into microprocessor-based protective relays, digital fault recorders and etc.

240127 멀티스케일신호처리(Multi Scale Signal Processing)
웨이브렛 변환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완전 복원 특성을 갖기 위한 웨이브렛 기저 함수의 필요 조건을 구한
다. 이를 이용하여 완전 복원 특성을 갖는 다양한 웨이브렛 기저 함수를 익히고, 필터뱅크를 구성하여,
Multiresolution Analysis와 Synthesis를 수행한다. 또한 신호의 압축 및 잡음 제거, 복원 등 다양한 현실적인
응용 분야에 대한 적용 방법을 익힌다.
This lecture provides both an objective and clear overview and an in-depth analysis of the wavelets,
which includes the basic theory and filter banks. We study the conditions for Perfect Reconstruction
(PR),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wavelet transform and derive several wavelet bases satisfying PR
property. Constructing filter banks with those wavelet bases, we perform multiresolution analysis and
synthesis. We study various applications of wavelets including signal compression, noise reduction,
interpolation, and reconstruction.

240128 고급데이터분석(Advanced data analysis)
본 과정은 학부과정에서의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이론 등에 대한 필수 과정을 복습하고, 고급 Convex
optimization 및 Bayesian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공학이나 금융 등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최적
화 문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최적 이론 및 베이시안 이론을 통계적 추정법, 함수 근사화, 칼말 필터링, 그리
고 분류법 등을 통해 소개한다. 연구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학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수학적
문제들을 취급함으로서 대학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교과이다. 이 교과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수학 교
과목을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M2M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구조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e course reviews essentials of undergraduate courses on linear algebra, calculus and probability
theory. These topics serve as a foundation for advanced topics of convex optimization and Bayesian

237

theory. A large body of engineering, financial, etc. problems can be written in the form of an
optimization problem. Through the optimization theory and Bayesian theory we introduce such
important theories as statistical estimation, function approximation, Kalman filtering, and classification.
Each of the presented topics is supported with real-world examples including face recognition, news
clustering, financial time-series prediction, tracking and others. The course is essential for graduate
students, as it allows them to review important math topics that are widely used in various
engineering areas as well as research work. Moreover, students will learn that all of the math
courses that they have taken during undergraduate course have practical applications. This lecture is
intended to cover the topics related to the M2M (Machine-to-Machine) network service and
architecture. The lecture is accomplished by the books and papers on the architecture and service of
M2M network. The major contents are the architecture, service delivery methodology and applied
service technology for M2M network.

240129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관계망은 개인이나 조직들을 대표하는 노드들과 그들 간의 친밀도 및 의존도 등의 관계를 대표하는 간
선들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본 과목에서는 척도없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소개하고 사회관계망을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관계망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에서는 사회관계망 분석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학습한다.
A social network is a social structure made of nodes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edges that
connect nodes in various relationships (or interdependencies) such as friendship, kinship, etc. This
course introduces the features of scale-free networks and various methods to model and analyze
social networks. By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we can develop many schemes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network services. In this course, we also study a method to use
programming libraries to analyze social networks.

240130 지능형 영상시스템(Intelligent Vision System)
본 과목에서는 지능형 비젼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을 위한 기본지식과 응용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
는 영상의 기본개념, 카메라와 광학, 보정기술, 검사와 측정 툴, 문자인식과 물체인식 기술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which is essential
to design and utilize an intelligent vision system. The major contents a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image, camera and optics, calibration techniques, inspection and caliper tools, OCR and object
recognition techniqu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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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전력품질공학 및 응용(Power Quality Analysis and Application)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의 가능성이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고도 정보화
사회에 필수적 요소인 전력에너지원의 품질에 대한 노력이 사회․경제․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재, 선
진 외국에서도 앞을 다투어, 전력품질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을 노리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기술과 비교적 격차가 좁은 전력품질 사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에 기반기술이 되는 전력품질 진단 및 개선장치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Advanced electronics and micro-processor-controlled equipment can improve productivity and product
quality. But these technologies are sensitive to the quality of electricity and also create j power
quality problems. Interaction with the utility supply system can expose customer equipment to voltage
sags, voltage dips, overvoltage, interrupts, capacitor switching transients, and harmonic distortion. Too
often the result is lost production, damaged products, health and safety problems. Therefore, this
course shows that the technologies and systems which protect sensitive equipment, eliminate power
variations, or are more tolerant of power disturbances must be developed.

240132 전력계통해석(Power System Analysis)
전력계통 해석은 전력계통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전력계통 특성, 전력계통의 계
획, 설계, 운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응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power system modeling and reviews the present
status of power system simulation such as power system characteristics, the application of simulation
techniques to power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

240133 음성신호처리(Speech Signal Processing)
음성은 인간간의 가장 근본적인 통신수단이다. 본 과목에서는 음성신호의 특징, 음성발생모델, 선형예측 방
법을 비롯한 여러 음성분석방법, 음성 부호화, 음성음질개선,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 음성신호처리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음성신호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처리능력을 키운다. 대학원 수준의 디지털 신호처리
과목이 선수과목이다.
Speech signal is the most fundamental means of human communication. This course offers general
aspects of speech signal processing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speech signal, speech production
model, speech analysis methods including linear prediction, speech coding, speech enhancement,
speech recognition, and speech synthesis. A graduate-level course in digital signal processing is a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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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4 무선네트워크특론(Advanced Wireless Network)
본 강좌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을 학습한다. 이 강좌에서는 무선망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특히 mobile ad hoc network 기술의 최적화된 망구성 방법 및 이의 모델링 방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
여 MANET을 포함한 기타 차세대 무선네트워크 적용기술과 구현방법을 다룬 최근 기술연구를 포함한다.
In studying the wireless spectrum is not only generally treated as part of communications media but
also network parts. This course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remaining components technology of a
wireless data network were the same as a mobile ad hoc networking with a view of next-G wireless.
Also this course includes the research of the recently Routing technology for dynamic wireless
optimized network and modeling in MANET etc.

240136 신에너지 공학 및 응용(New Energy Sources Engineering)
현재의 상시개방형 배전계통에서는, 고장시와 복구시에 전력조류의 방향을 알수 없게되는 등의 이유로 계통보
호와 제어가 복잡하게 되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송배전부문의 자유화가 이루어지
면, 수용가는 전력구입처와 탁송경로의 자유선택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새로운 전기에너지 유통시스템
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배전계통기술의 현황과 주변동향을 파악하여, 이
들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래의 배전계통 이미지와 실현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여러 장치와 기술을 이용하여, 계통구성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높은 신뢰성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고, 또한 수용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에너지 유통시스템의 기
본개념과 실현형태를 제안하고, 이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 및 배전계통의 장래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better quality in power electric services is being re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es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lso, the small scaled dispersed
storage and generation (DSG) systems are being interconnected with the distribution systems and
customers by the influence of the recent issues such as deregul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 power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power
qualities within allowable limits for th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located at the most sensitive part
in the power system.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FRIEND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new power delivery system in the near future.

240137 고급 네트워크 관리(Advanced Network Management)
본 과정은 네트워크 관리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대학원생을 위한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강의한다. 강의의 주 내용은 구조, SNMP 및 CMIP 과 같은 관리 프로토콜, 분
산 관리 기술,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웹기반 관리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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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advanced principles and services of network management for
the graduate students. The major contents are the architecture of network management, SNMP/CMIP,
distributed network management technologies, 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Web-based Network
management, and so on.

240138 고속멀티미디어무선통신(High Speed Multimedia Wireless Communication)
현대의 무선 디지틀 통신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OFDM, MIMO와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무선 LAN, 무선 디지틀 방송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동작 원리 및 관
련 기술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Today's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are developing rapidly toward serving multimedia data. To
transmit data at a high speed,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OFDM, MIMO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wireless LAN and the digital broadcasting systems. In this course we'll be
covering a lot of informations related to such techniques, in other words, what their fundamental
principles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240139 오류정정 부호이론(Error Correction Coding Theory)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디지털 부호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일반화되어 있다. 디지털 데이터가 전송되
는 채널에서는 잡음, 왜곡, 간섭 등이 부가되어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오류정정 부호이론은 이러한 에러에
대하여 정보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데 본 교과의 목적은 에러 정정부호의 개념과 디지털 전송 시스템
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학습하는 것이다.
When digital data are sent out through the channel, unwanted noise, distortions and interferences
create errors in the transmitted data. As a method of protecting data against errors, error correction
coding has been getting attention. One of main focuses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rror correction coding and how it has been applied to a bunch of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240140 고급가상현실(Advanced Virtual Reality)
그래픽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실생활에 인터액티브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가상현실이 빠르게 적용
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오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원리 탐구와 가상현실 기술의 기초 이론 및 응
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The scientific community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virtual reality for decades, having
recognized it as a very powerful human-computer interface. Virtual reality or interactive cyberspace
has been applied in our daily lif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graphics. This course cov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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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of our communication based on five senses, the basic theory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240141 무선인터넷공학론(Theory of Wireless Internet Engineering)
현재 무선기술의 빠른 발달과 이동통신 사용자 급증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이를 기반으로 한 U-커머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강의는 무선인터넷 서버단 플랫 아키텍처를 비롯한 클라이언트 단말 플랫
폼,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등 무선인터넷 기술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습득하는데
목표를 둔다.
Recently, the ubiquitous computing and U-commerce based on the ubiquitous computing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due to the advances in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xplosive growth
in the number of mobile communication users.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 and advanced
wireless Internet technologies such as wireless server-side platform architecture, client terminal
platform, wireless Internet services, and security.

240142 고급유비쿼터스컴퓨팅(Advanced Ubiquitous Computing)
이 과목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고급 기술을 다룬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팅 기능을 전통적인 데스
크탑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일상생활의 환경 속으로 넣으면서 동시에 그 형태나 모드가 조용하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각각의 정치들은 상호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되며 개방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The course deals with advanced topics of ubiquitous computing. Ubiquitous computing has as its
goal the enhancing computer use by pushing computational services out of conventional desktop
interfaces into physical environments, but effectively making them transparent forms and calm mode
of interactivity. Each device need to be coordinated for better interactions and to provide a new level
of openness and dynamics. The course will focus on topics in next-generation Internet technology
used in ubiquitous computing systems.

240143 센서네트워크특론(Topics of Sensor Network)
이 과목은 주변 환경의 온도 소리 진동 압력 등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협력적으로 감지하는 자율분산 장치
들로 구성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다룬다.
The course deals with wireless sensor network which consists of spatially distributed autonomous
devices using sensors to cooperatively monitor physical or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sound, vibration or pressure, at different locations. The course will place significant
emphasis 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mobility management in sens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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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4 고급마이크로프로세스(Advanced Embedded System)
이 과목은 시스템의 중요한 구현기술의 하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인 hardware 및
software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 기술을 습득한다. Embedded system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ARM processor를 기반으로 제작된 CPU board 및 입출력 board에 대하여 소개하고, open source의 가장
보편적인 operating system에 대하여 설명하고, PC를 이용한 개발환경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하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기본적인 interface들에 대한 device driver 실험을 병행하여 개념을 확실히 잡도록 한다.
In this lecture, various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and system implementation aspects of
u-processor system is covered. Covered topics inlcude bus-based expandable ARM processor based
board, open-source embedded operating system, PC-based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digial
and analog interface techniques, ARMassembly language, device drivers. Hands-on experiences are
performed to enhance firm understanding.

240145 디자인방법연구(Design Discourse on Methodology)
혁신(⾰新;innovation)을 위한 성찰적 비판(省察的 批判)과 통합(統合;integration)을 위한 창의적 개념(創意的
槪念)을 모색하는 디자인담론(design discouse)과정이다. 이 강좌에서는 글로컬(GLOCAL) 지구촌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입체적 인식(tri-logic interpretation)과 더불어 창의(創意)와 창조(創造)와 창작(創作)을 위
한 이중적 방식(dual-mode process) 개발을 위한 제3세대 디자인방법론(design methodology)을 다룬다. 수
학 목표(受學⽬標)는 디자인 패러다임(paradigm)에 따른 방법론의 개념과 관련 지식들을 학습하고, 이를 혁
신적 제품개발 실무(實務)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방법적 모형을 연구하는 것이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concepts and critiques for designers (both industrial
designers and engineering designers) to support exploration, idea generation,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early phases of design. The goal is to generate both fundamental knowledge
(insight in the way designers work, and theory/guidelines on the construction of support design
models) and applications (design methods that can be used in industrial practice).

240146 디지털디자인특론(Digital Design Seminar)
디지털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문화의 구성요소와 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
화이론을 습득하고 디지털 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디지털 컨텐트와 관련된 산업의 시
장구조와 구성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산업환경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디지털 컨텐트 산업의 발전
과 원리를 위한 미래 지향적 방향을 연구한다.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인 인
터넷의 의미,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방송 등의 등장, 디지털 텔레비전의 등장에 따른 방송의 변화, 기존 미
디어인 신문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factor of the different cultures and the cultural theor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digital development. Study of the futuristic direction for the digital indus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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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industrial environment deal with the social phenomenon and explain the changes of the
digital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bout the meaning of the internet, cable television, the advent
of the satellite broadcasting and the changes of the broadcast with digital TV and the newspaper.

240147 사용자 및 사용성연구(User and Usability Study)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을 위하여 디자인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인간을 사용자의 관점
에서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과 그에 관한 실제 연구주제를 다루고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사용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 및 방법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한다.
The goal of this user-oriented research is twofold : first, an analysis of those dynamic aspects during
use; second, development of tools(methods) to provide these data to the designer of everybody products.

240148 사용자인터페이스연구(User Interface Design)
인간과 도구 혹은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제안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주요한 역할이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람과 도구(환경)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도구의 쓰임, 사용자, 주어진 환경
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 요소와 문제점을 추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principal role of designers can be defined to suggest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things :
to propose ways for us to relate to our environment. Since societ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s, the term "User Interface" has its own evidence though the wide spread use and acceptance. In
this course, students find the design factors and problems that be changed by the function of things,
target users and environment surrounded, and they suggest way to solve problems through cases
studies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User Interface'.

240149 디자인문화연구(Study on Design Culture)
디자인과 문화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연구한다.
디자인 기호학의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문화적 속성을 고찰하고 제품의 기호에 대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기술, 시장환경 등 문화 배경에 따른 다양한 차별적 요인과
디자인 제분야의 역사, 문화적 탐구에 대한 사례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한다.

240150 비파괴검사방법론(Advanced Nondestructure Test Method)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통계적 조사결과, 선형파괴역학, 용접조직, 응력부식, 고온강도, 저온강도 등을 공부하
고 구조물의 용접부 및 부식부의 비파괴시험에 대한 초음파탐상법과 같은 측정법과 재료에 대한 비파괴검사
에 의한 내부적인 결함을 찾고 위험성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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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echnical aspects relating structural failure, such as, statistical
findings, linear fracture mechanics, welding structure, stress corrosion, high-temperature strength,
low-temperature strength, also to study the benefit and weakness about non-destructive structural
tests, such as ultrasonic investigation.

240151 강구조특론(Advanced Steel Structural System)
최근의 학문적인 발전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강구조물의 설계방법론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그
적용방법 및 시공성에 대해 공부하며, 강구조의 좌굴, 접합 등의 이론해석 및 부재설계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udy a design method and its application, also to research a
theoretical analysis on buckling and joint part on steel structure.

240152 건축구조시스템(Building Structural Systems)
건축 구조체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모델도출 및 구조계획기법 시스템을 고찰하고 그 적용에 대해 공부하며,
최신 건축구조시스템에 대한 신기술 및 공법에 대해 분석․연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udy an optimized model determination for building structure,
systemized building structural design and its applicability, and a state-of-art technology and
construction method on building structural system.

240153 현대건축특론(Contemporary Architectural Theory)
현대의 건축작품․작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함으로써 현대건축의 성격파악 및 미래건축에 대한 이해능력을 습득한다.
Analyzing and evaluating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al works and architects students acquire an
ability to grasp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understand future architecture.

240154 디자인공학세미나Ⅰ(Seminar for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Ⅰ)
독자적 디자인 연구과제 제시능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헌조사, 실험, 해석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
공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학생들은 각자 수행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발표하고
제출함으로써 디자인공학 분야에서의 고급 연구인력으로 성장한다.
Graduate students improve their problem solving and research ability for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through literature survey, experiment, and analysis in this class. Students gave to present and submit
their research works after thi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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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55 디자인공학세미나Ⅱ(Seminar for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Ⅱ)
독자적 디자인 연구과제 제시능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헌조사, 실험, 해석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
공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학생들은 각자 수행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발표하고
제출함으로써 디자인공학 분야에서의 고급 연구인력으로 성장한다.
Graduate students improve their problem solving and research ability for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through literature survey, experiment, and analysis in this class. Students gave to present and submit
their research works after this class.

240157 전자파특론(Theories on Electromagnetic Waves)
Maxwell 방정식, 단순한 구조의 전송선로(도파관, 스트립 선로등) 해석 등의 기초적인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전자파와 매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현상, 전자파의 복사에 관한 이론 및 기초적인 안테나 해
석, 전자파 산란 및 안테나 해석을 위한 secondary source에 관한 이론, 지표면과 전리층에서의 전자파 전
파현상 등을 학습한다.

240158 임베디드시스템특론(Advanced Embedded Software)
본 과정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임베디드 운영체제,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코드 최적화 기법에 대한 토론을 한다.

240159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설계(Design of Electric and Hybrid Vehicle)
전기자동차의 기본원리와 설계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기존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성능, 구조, 제어 이론, 설계 방식,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법을 다룬다. 향후 차량의 성
능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검증한다.
Fundamental, theory and design of modern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are explored. Especially vehicle
performance, configuration, contol theory, design methodology, modeling and simulation for different
conventional and hybrid vehicles are presented. Vehicle performance will be verified by simulation.

240160 고급컴퓨터네트워크(Advanced Computer Network)
본 과정은 진보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강좌로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컴
퓨터 네트워킹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강좌의 주내용은 네트워킹 기술, LAN/WAN 기
술, 과잉밀집/흐름제어, 트래픽 분석, 라우팅, 인터네트워킹, 멀티케스트, 네트워크 관리, 보안, QoS, 네트워
크 응용에 관한 것을 다룬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advanced topics of computer networks. The major contents are
networking technologies, LAN/WAN technologies, congestion control/flow control, traffic analysis,
routing, internetworking, network management, network security, QoS, network application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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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61 건축물의 보존과 기록
240162 3차원비디오 관리
240163 해외 플랜트 건설계약 및 클레임(International Plant Construction Contracts and Claims)
240164 구조물 안전진단특론(Advanced Safety Inspection of Building)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통계적 조사결과, 선형파괴역학, 용접조직, 응력부식, 고온강도, 저온강도 등을 공부하
고 구조물의 용접부 및 부식부의 비파괴시험에 대한 초음파탐상법과 같은 측정법과 재료에 대한 비파괴검사
에 의한 내부적인 결함을 찾고 위험성에 대해 연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echnical aspects related to structural failure, such as,
statistical findings, linear fracture mechanics, welding structure, stress corrosion, high-temperature
strength, low-temperature strength and else. Also, it gives the instruction about the benefit and
weakness about non-destructive structural tests, such as ultrasonic investigation.

240165 UX서비스디자인연구(UX Service Design)
정보제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로부터 UI/UX, 서비스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제반 프로세스 및 디자인 해결 능력을 학습한다.
This lecture would be experienced through individual case study on 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and service design are addressed including research methods, data analysis, applications, and
success stories.

240166 신에너지공학 및 응용(Advanced Renewable Energy and Applications )
태양광전원과 같은 신에너지전원이 배전계통에 도입되어 운용되는 경우, 배전계통의 전압상승 등 전력품질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수용가 전압을 허용범위 내로 유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 즉 선로전압조정장치(SVR, Step Voltage Regulator), ESS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
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신에너지준원의 계통연계 및 운용특성을 학습한다.

240167 가구디자인 I 기초실습(Furniture Design I _ Basic Course)
전반적인 가구 디자인 이론 및 역사를 이해한 후, 목재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목가구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자인 작도법, 수공구 및 전동공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가구를 제작한다.
This lecture understand to furniture design theory and history, learn to property and sorts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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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rawing method for design, know how to operate hand tools and machine tools, and then
after making simple furniture.

240168 가구디자인 II 작품실습(Furniture Design II _ Advance Course)
현대 작가 및 작품 연구를 통해 목가구의 제작원리 및 기법 등을 연구한 후, 목가구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목공기계의 사용법을 익히고 기존 작가의 작품이나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을 제작한다.
This lecture research to modern designer and their works, learn to various technic and principle of
furniture-making, know how to work woodworking machine, and then after making furniture of
designer or own self.

240169 건축구조디자인(Structural Design for Architectural Engineer)
건축구조디자인의 대표적인 구조형식인 아치, 돔, 고층건축물, 대공간건축물의 구조형태를 학습하고 나아가
구조디자인과의 연계성을 학습한다. 이 강의는 대학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다.
This lecture explore the potential of structure, that is arches, domes, high rise structures and large
span structure, to enrich architecture. The lecture is primarily for senior graduate students.

240170 건축물내진설계(Seismic Design for Building Structures)
건축물의 내진설계 방법과 국내외의 내진설계법의 비교에 대한 강의이다. 내진설계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역
학에 대한 강의를 병행한다. 이 강의의 대상은 대학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다.
This lecture give seismic design for building structure and comparison domestic and foreign seismic
design concepts. The lecture is primarily for senior graduate students.

240171 소셜미디어관리(Social Media Management)
이 과목은 ICT관리자들한테 주류소셜미디어 도구의 관리, 이해와 실행에 대해 실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과목에 들어간 주제들이 소셜미디어관리/조정, 소셜마케팅, 브래드관리,소셜미디어전략, 보안문제/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분석, ROI 등이다.
The course will provide ICT managers a practical know-how on understanding, implementing, and managing
main stream social media tools. The topics includes a social media management/alignment, social
marketing, brand management, social media strategy, security/privacy issues, big data, analytic, ROI, etc.

240172 정보기술관리(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이 과목은 학생들한테 기술정보의 통합하기엔 도우미 된다. 현대 사업의 과정을 알려면 기업들이 어떻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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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통해 조정, 통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야 하는 것을 먼저 알야 한다. 정보기술자원의 관리는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CIO가 기술을 통합하는 전략, 전술과 운영노력의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for the challenge of integrating the technology resour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dustry today, one must understand the ways companies align, partner, and
communicate through technology to grow their business. Manag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 presents a set of powerful tools to ensur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trategies, tactics,
and operational endeavors CIO’s employ to assimilate technologies across the firm.

240173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IT의 핵심 주제들의 이해를 위해 간결한 작용 범위를 제공하며 사업에서 정보시스템들이 중요성
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계, 재무, 마케팅, 경영, 인사와 생산 과목들을 통합한다.
The course provides a concise and accessible coverage of core IT topics while connecting these
topics to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Management, Human Resources, and Operations, enabling
students to discover how critical information systems is to each functional area and every business.

240174 게임이론(Game theory)
이전 형태의 게임에 초점을 둔 비협동 게임과 협동 게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업이다. 전략, 정책과
내시 균형을 공식화를 강조하여 제로섬, 논제로섬, 다이나믹 게임을 설명할 것이다. 몇몇 관련 공학의 예들을 소
개할 것이며, 소집단형 TU 게임, 코어, 샤플리 밸류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 게임이론도 소개 할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of noncooperative and cooperative game theory
with a focus on the former type of games. We will cover zero-sum games, non-zero-sum games, and
dynamics games with emphasis on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policies and the Nash equilibrium.
Several engineering-related examples will be introduced. An introduction to cooperative game theory
will be given as well covering the coalitional TU games, the core, and the Shapley value.

240175 트리즈를 이용한 IT문제해결(IT Problem Solving with TRIZ)
트리즈(TRIZ)는 특허 분석에 기반을 둔 발명적 문제해결 이론으로, 본 교과목에서는 IT 분야의 문제를 창의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모순과 40가지 발명원리, 물리적 모순과 분리원리, 기술시스템 진화 트렌드
등 다양한 트리즈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TRIZ is an Inventive Problem Solving Theory based on patents analysis.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how to use various TRIZ concepts such as technical contradiction and 40 Invention principles,
physical contradiction and separation principles, trends of technical system evolution, and so on in
order to solve IT problems cre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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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6 사회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 사용자, 이벤트, 객체, 제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셜 데이터 분석 기술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네
트워크 요소와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역학,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R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또는 Matlab)와 NetLogo가 둘다 사용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분석에 사용될 것입니다.
In present-day world, people, users, events, objects and products are linked. To make sense of all
the data available on these relations, techniques of social data analysis are a must.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about fundamental elements of networks and network structures, network models,
network dynamics, and other related topics. Both the R statistical programming language(or MatLab)
and NetLogo will be used. For interested students, Python programming language will be used for
advanced analysis.

240177 네트워크보안(Network Security)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기본 대응 기술 및 응용에 대해 다룬다. 기본 대응 기술은 대칭키
및 공개키 암호화, 해시 함수, 메시지 인증, 디지털 서명, 그리고 사용자 인증과 접근 제어 기술을 포함한다.
보안 응용 기술은 침입 방어 기술, VPN, 웹 보안, 이메일 보안, 와이파이 보안 등을 포함한다.
This lecture covers the typical types of cyber attack and the basic security technologies including
symmetric encryption and public encryption, hash function, message authentication code, digital
signature, user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The intrusion defense technology, VPN(Virtual
Private Network), web security, e-mail security, and WiFi security are also covered in this lecture.

240178 데이터과학(Data Science)
본 과정은 데이터 분석, 관리, 시각화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통계적 모형화/추론, 기
계학습 알고리즘, 회귀분석, 추천 엔진, 데이터 시각화, 사회관계망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에 대
하여 수업을 한다. 본 수업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응용에 있어서 데이터를 이용, 분석, 해석할 수 있다.
The course covers broad areas of data science and offers students to specialize in data analytics,
data management, and data visualization. Specifically, statistical modeling/inference, machine learning
algorithm, logistic regression, recommendation engines, data visualiz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data science process will be studied. Upon completion of the certificate, students will be
prepared to harness, analyze and interpret data in powerful and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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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9 순응형로봇 설계 및 제어특론(Design and control of compliant robots)
본 강좌에서는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의 설계 및 제어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로봇 제어에 필수적
인 기구학 동력학에 대해 학습하고, 유연구조 설계, 역구동 가능한 구동기 설계 방법 등을 학습한다. 이를
이용한 힘제어, 순응제어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design and control of human-interactive robots. The foundation of robot
kinematics and dynamics is provided, and compliant mechanisms and backdrivable robot designs are
introduced. Based on these, force and compliance control is presented.

240180 디자인문화특론(Special Issues in Design Culture)
본 과정에서는 디자인문화의 개념적 배경과 구성적 요인을 고찰한다. 또한 특정 디자인이슈에 대해서 문화적
현상과 가치 파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the conceptual background and the constructive factor of design
culture. Students also present visions of future for specific design issues through understanding of
cultural phenomena and cultural values

240181 고분자물성특론(Advanced Polymer Property)
본 과정은 고분자들이 다른 비고분자재료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제조되고 또한 이러한 재료들이
특정한 범위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개질되는지에 대한, 즉 고분자물질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플라스틱, 탄성체, 도료, 접착제, 고무, 단백질, 셀룰로오스 등은 현재 흔히
사용되는 일반용어로서 이 모두는 고분자물질이 갖는 무한한 분야의 한 분야이다. 이들의 물성과 용도에 따
른 분야에 대하여 학습하고 교육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chemistry of polymeric materials how
these materials differ from nonpolymers, how they are synthesized, and how they may be modified to
assume a range of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Plastics, fibers, elastomers, coatings, adhesives,
rubber, proteins, cellulose, these are all common terms in our modern vocabulary, and all a part of
the fascinating world of polymer materials. Students study properties and usage of these polymeric
material through the course.

240182 고분자분석특론(Advanced Polymer Characterization)
이 과정은 고분자 화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 장비를 간단히 소개한다. 주된 초점은 고분자 화학
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인 분광학적 방법과 열적 분석 방법에 맞추었다. 최근에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
고 있는 표면분석에 대하여도 공부할 것이다. 저분자량의 특성조가에 비하여 고분자의 특성조사는 훨씬 더 복
잡하다. 기본적인 화학조성 이외에 다양한 원자배열과 입체형태적인 변수가 고분자의 용도와 관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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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esents a necessarily brief introduction to many of the analytical and evaluative tools
available to the polymer chemist. Major focus is plsced on spectroscopic and thermal methods
because these are used most frequently by the polymer chemist. We shall also explore techniques
for surface analysis, a discipline that has assumed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polymer field in
recent years. Characterizing polymers is much more complex than characterizing low molecular weight
compounds. Apart from their basic chemical makeup, a variety of configurational and conformational
variables relates to their usefulness.

240183 비정질재료학(amorphous materials)
While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rystalline materials can be ra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ir long-range structural order, amorphous or glassy materials by definition lack such periodic
structural order. As a consequence,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morphous materials
fundamentally differ from their crystalline counter-parts.
In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a brief review of amorphous materials and their technical applications
will be given. In a later part the structure of amorphous materials will be discussed. The third part of
this course will be dedicated to the glass transition and structural relaxation in amorphous materials.
Later, preparation techniques for amorphous materials will be presented. In the fifth part the
mechanical behavior of glassy materials and will be discussed. Finally,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mi-conducting and metallic amorphous materials will be dealt with.

240184 주거학특론(Advanced Housing Theory)
주거의 의의와 개념 및 주거공간의 역사, 오늘날의 주거문제, 주거관련 법규, 주거 건축의 구조와 시공 등
주거를 중심으로 한 건축 전반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주거의 근원적인 기능과 유형에 대한 탐구를 통
해 오늘날의 주거를 다시 보고 미래의 주거를 준비하는 탐구과정을 다룬다. 특히 오늘날 주거의 일반적 양
상이 된 공동주택 계획과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사례를 탐구한다.
The course teaches basic knowledge on architecture centered on housing such as the significance
and concept of housing and the history of residential space, today's housing problems,
housing-related regulations, and structure and constructing of housing buildings. Students will study
about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types of housing to review today's housing and plan for the
future of housing. In particular, the course will explore various theories and cases of planning and
designing multi-unit housing which have become a general norm in today's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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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85 건설산업 연구방법론 및 세미나
(Research Methodology and Seminar for Construction industry)
건설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최근 건설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특성은 전문화된 기술적 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 국내 환경에 국한된 연구방식에 고착되어 효율
적인 연구수행 방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 과목을 통해 건설 분야 대학원 이상의 수강자들이 보다 국제화
되고 체계화된 연구수행 과정을 익힘으로써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include gaining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research methodology
particularly tailored to the construction domain. Construction draws on a wide variety of established
subjects, including na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 engineering and management, and applies them
to its particular context and requirements. Only by use of appropriate methodologies and methods of
research, applied with rigour, can the body of knowledge for construction be established and
advanced with confidence. The scope of the class includes the overall process of research: the initial
recognition that research is necessary so that the students can understand a structured approach for
the research process and apply to their own research topics.

240186 고급 모바일 시스템 및 응용(Advanced Mobile Systems and Applications)
이 교과는 고급 모바일 컴퓨팅 시스템 및 응용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모바일 시스템 및 응용 기술의 최신
발전 트렌드를 살펴보고 새로운 응용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논의한다. 주요 기술 이슈로는 모
바일 시스템 자원 관리, 모바일/웨어러블 센싱을 위한 시스템 지원, 모바일 기기를 위한 에너지 관리, 모바
일 오프로딩 및 쉐어링, 모바일 딥러닝, 헬스케어나 가상/증강 현실 등의 모바일 응용 등이 있다.
This course covers main issues of advanced mobile computing systems and applications. In this
course, recent technical trends of mobile systems and applications are introduced and discussions on
innovative mobile applications and systems to support them are conducted. Main technical issues
include mobile system resource management, system support for mobile/wearable sensing, energy
management for mobile devices, mobile offloading and sharing, mobile deep learning, mobile
applications in healthcare, VR/AR domains, etc.

240187 고급 핀테크와 보안(Advanced Fintech and Security)
ICT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다룬다. 인터넷 뱅킹, 지급 결제 대행 등 전통적인 핀테
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패브릭 등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핀테크를 가능케 하는 암호 기술, 해시 함수, 인증서, 디지털 서명 등 핵심 보
안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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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cture covers the fintech services enabled by coupling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financial services. The innovative fintech services such as Bitcoin, Ethereum, and
Hyperledger Fabric based on the blockchain as well as the conventional fintech service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payment gateway services will be handled in this lecture. In addition, the
fintech-enabling core security technologies such as the cryptography, hash functions, certificates, and
digital signature technologies will be also included.

240188 Cyber-Physical Systems 개론(Cyber-Physical Systems Introduction)
본 교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Cyber-Physical Systems에 대한 개론과 응용 등을 전문교재
세미나 및 외부전문가 초청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더불어, 본 수업은 대학원생들의 연구주제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This lecture try to give graduate students overview on Cyber-Physical Systems, which has emerged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applications by means of
professional textbooks and special field experts. In addition, it can be utilized to provide new
research topics of graduate students.

240191 디자인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for Design)
디자인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본 교과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데이터 분석 방법, 빅데이터 기반 디자인 씽킹의 내용
으로 구성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use and analyze big data to create creative ideas in design
and evaluate design suitability. This course consists of the concepts of big data, methods of data
analysis, and contents of big data-based design thinking.

240193 Advanced Virtual Reality
그래픽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실생활에 인터액티브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가상현실이 빠르게 적용
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오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원리 탐구와 가상현실 기술의 기초 이론 및 응
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The scientific community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virtual reality for decades, having
recognized it as a very powerful human-computer interface. Virtual reality or interactive cyberspace
has been applied in our daily lif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graphics. This course covers the
way of our communication based on five senses, the basic theory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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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94 트리즈와 특허특론(Special Topics on TRIZ and Patent)
트리즈는 삼성과 포스코 등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문제 해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기
업의 트리즈 활용 실제 문제해결 사례와 트리즈를 활용한 특허출원, 특허회피 문제를 다룬다. 중요 특허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트리즈 이론을 강의한다. 트리즈를 활용하면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
로 문제의 체계적, 혁신적 접근,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요 특허를 회피해서 특허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 산업현장의 특허 및 제반문제를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problem solving of field real cases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using
TRIZ.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problem solving cases and TRIZ theory for field problem
solving and the patent are taught. With TRIZ, systematic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problem
and the patent avoidance are possible in the most creative ways. Lectures are given to successfully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s in industry.

240195 한국주거사특론 (History of Korea Residential Architecture)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속에서 전통 주택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건축문화의 지속성과 지역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실재적인 전통주택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통 주택
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take an in-depth chronological look at the Korean residential architecture, from
the primitive times to before modern times, that is, before the Japanese occupation when modern
Western architecture began to influence Korean architecture. In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establishing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hink on the essence of the debate on the traditionality of Korean residential
architecture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is opportunity will provide each student a chance to
establish her own view 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is the ultimate aim of this class.

240196 신경망의고성능구현(High-Performance Implementation of Neural Networks)
신경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연산양을 요구한다. 이러한 신경
망의 연산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과목에서는 신경망의 기초와 영상
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CNN의 구조에 대해 배운 뒤, 신경망의 구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CUDA 프로
그래밍에 대해 학습한다. 다양한 CUDA 프로그래밍 최적화 기법을 다룬 뒤, 신경망을 위한 가속 회로를 설
명하고, 신경망의 연산양을 줄이는 다양한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Neural network is one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used widely in many fields, requiring
enormous amount of computations. It is under a concern to accelerate the neural network
computation.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neural network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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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CNN, much used in the computer vision. Then the students will study the CUDA
programming, which is mainly used to accelerate the neural network operation. After presenting
various CUDA programming optimization methods, this lecture also explains the acceleration circuit
structure for neural networks and various schemes to reduce the neural network computation amount.

240197 빅데이터 특론(Advanced Big Data)
본 강의는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방법, 그리고 데이터 군집분석과 연관관계 분석,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 폭넓게 소개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collecting and storing methods of big data. Also, this lecture introduces
various analysis methods such as data clustering analysis, association analysis, unstructured data
analysis, and so on.

240198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정보검색이란 주어진 검색질의(query)로부터 정보 요구(information needs)를 분석하여 대용량의 문서 데이터
로부터 관련도가 높은 문서(document)를 찾아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본 과목에서는 정보검색을 수행하기 위
한 특화된 자료구조, 랭킹모델, 기계학습 방법, 응용분야를 학습한다.
Information retrieval is a task of retrieving a set of relevant documents for a given query from a large
amount of textual collections by understanding user’s hidden information needs.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data structures, ranking models,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information retrieval and
their applications.

240199 고급병렬컴퓨팅(Advanced Parallel Computing)
본 과목은 멀티코어 CPU 및 GPU를 이용한 병렬 컴퓨팅을 위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최신 병렬처리 기법
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설계/구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 to develop the ability to design and implement high performance parallel processing
algorithms. In this course, we first learn basic programming skill for utilizing multi-core CPUs or
GPUs. Then, we study recent, advanced parallel computing methods.

240200 고급 사물인터넷 기술 (Advanced IoT Technologies)
사물인터넷(IoT)은 지능을 가진 사물들간의 자율적인 연결을 통해 인간에게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이다. 본 교과에서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HW 플랫폼, 실시간 운영체제, 사물인터넷 통신
방식, 사물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국제 표준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256

3. 통합교과과정 운영기준

Internet of Things(IoT) is a service infrastructure that can provide various application services to
human beings through autonomous connection between intelligent things. This lecture will cover not
only specific technologies of IoT technologies but also overall technologies including IoT device HW
platform, real-time operating system, IoT communication, IoT communication protocol, international
standard platform and application service.

240201 고급기계학습 (Advanced Machine Learning)
본 과목에서는 최신의 기계학습 기법(예, 딥러닝)의 기초, 심화, 응용 등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학습한다. 또
한 공개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s, advances, and domain applications of recent machine learning
algorithms (e.g. deep learning). To understand deeply and clearly of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various open source machine learning libraries will be introduced.

240202 지능형 로봇 비전 처리 특론 (Advanced AI Robot Vision Processing)
AI 로봇 비전 처리에 대한 핵심 기술들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위한 AI 플랫폼을 구현하
여 로봇 비전 응용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구현하고 처리할 수 있다.
Fundamental AI robot vision processing principles are presented and professional level of AI platforms
and applications such as CCTV surveillance systems are implemented and discussed.

240203 고급 근접질의 알고리즘(Advanced Proximity Computation)
근접질의는 가상공간 속 물체들 사이의 충돌 탐지 및 거리를 계산하는 연산들의 집합이며, 컴퓨터그래픽스,
VR/AR 등에서 기반연산으로 널리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고차원 벡터로 표현되는 정보들 사이의 거리(유
사도)를 계산하는 연산들 또한 근접질의에 포함된다. 본 강의에서는 근접질의 연산 가속을 위한 기본 알고리
즘들을 학습하고, 최신 연구논문들을 살펴본다.
Proximity computation is a set of operations that compute relative displacement among objects
including collision detection and various types of distance computations. They are widely employed
as fundamental operations in computer graphics, VR/AR, Etc. Also, distance (or similarity)
computation among information represented by a high-dimensional vector is a kind of proximity
computation.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the basic algorithm for accelerating proximity computations
first. Then, we will study some of the recent papers related to proximity computation.

240204 디자인트렌드리서치(Design Trend Research)
디자인이 주도하는 분야는 다른 분야의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며,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발전한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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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디자인 트렌드는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실제적이고,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답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과정의 목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어떻게 디자인 트렌드 리서치가 이노베이션 엔진이 될 수 있
는지 소개 하려 한다.
Design-driven fields are influencing each other and evolving following socio-cultural dynamics.
Envisioning design trends allows the designer to provide more concrete, punctual and credible
answers. The course scope is to present how design trends research can become an engine of
innovation, through concrete examples.

240205 디자인 현상과 조형(Design Phenomena and gestaltung)
현대 디자인 영역에서 논의되는 현상과 이슈들을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브랜드나 기업 등의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조명하여 이를 디자인 철학과 사회 조형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한다.
To illuminate the phenomena and issues discussed in the contemporary design area through the
design activities of designers or design brands or businesses, consider them from a design
philosophy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 and discuss what design activities should be directed.

240206 디자인문화연구(Studies in Design and Culture)
디자인을 인간의 문화창조 및 반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의 의미를 인간관념, 행태, 생활의식
등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들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본 수업에서는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
화를 반영하는 디자인의 요인과 특성을 탐색하고, 사용자, 기술, 시장환경 등 문화배경에 따른 다양한 차별
적 요인과 디자인 제분야의 역사, 문화적 탐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Design is a tool for human culture creation. This study is about design-existence and design value
construction which surpass economical value. Therefore it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ultural aspects such as human concept, form, living concept. Through theory and case studies,
elements of product design are studies which lead and reflect the culture. Also, it studies method
and strategy in order to show culture value of specific product, industry, society and area.

240207 디자인과지속가능성(Design and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환경 등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당위적으로 달성해야 할역량이다. 그리
고 디자인 활동은 이 모든 영역에 관계하며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
는 디자인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한지 고찰한다.
Sustainability is the capacity to be achieved in all areas necessary for human life, inclu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And design activities relate to all these areas and create values for
humans. Therefore, this course examines how achieving sustainability through design activities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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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특론
(Selected Topics on Maintenance Issues for Inrastructure Managements)
최근의 건설융합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발전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본
과목은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발전하고 있는 유지관리 이슈 및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course covers a maintenance issues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s, that includes a recently
developed maintenance method, equipments and strategy for roadways.

240210 웨어러블 컴퓨팅 특강(Special Topics in Wearable Computing)
이 교과는 헬스케어 도메인에 초점을 맞춘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최근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 IoT 기반의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센싱 기술 및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최신
발전 트렌드를 관련 분야 최신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응용 기술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요 기술로는 행동, 섭식, 피로, 스트레스, 감정, 심박 모니터링을 위한 센싱 및 데이터
처리 기술, 머신/딥러닝 모델 기반의 상태 인식 기술 등이 있다.
This course covers main issues of wearable computing technology with a focus on a healthcare
domain. In this course, recent technical trends of wearable sensing and wearable computing in the
field of IoT-based healthcare are introduced and discussions on innovative wearable healthcare
technologies and systems to support them are conducted. Main technical issues include wearable
sensing and data processing for daily monitoring of activities, intake, fatigue, stress, emotion, and
cardiovascular activities, and machine/deep learning-based state detection.

240211 IT프로젝트관리(IT Project Management)
IT 프로젝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획,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관리 등 통합적 IT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of characteristics of IT Project and deepen integrated IT Project
management method and ability in the areas, such as planning, schedule, cost, human resource,
quality, risk, communication, procurement, change, security,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240212 고급자연어처리(Advanc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써 사람의 언어를 이용해서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는 분야이다. 현대의 자연어처리는 대부분 기계학습에 기반해서 수행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신의 자
연어처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처리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is a core research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foc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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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by natural languages. Most of modern NLP research
heavily rely on machine learning. In this course, we will investigate a current research trend of NLP
and analyze recent remarkable NLP researches with in-depth.
This

course

show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olymer

materials,

discusses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properties and uses of plastics in polymer materials,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use of rubber, fiber and adhesives.

250003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고체 재료의 기본 구조와 물리적, 전기적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250004 연속체역학(Continuum Mechanics)
연속체로 정의가 가능한 물질의 동적 거동과 기계적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Continuum mechanics deals with a branch of mec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kinematics and th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modeled as a continuous mass rather than as
discrete particles. In this course we cover
1. Kinematics 2. Equilibrium 3. Constitutive equations
This course will serve as an elementary step to develop computational methods and analytical
interpretation of mechanical systems.

250005 CAD/CAM
컴퓨터를 기반으로 제조시스템 자동화를 위한CAD/CAM 이론과 컴퓨터 그래픽스, 상업용 CAD시스템 및 생
산자동화 대상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250006 전산열유체해석(Computational Thermo-fluid Dynamics)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거나 응용하기 위한 수치해법 및 기타 응용 기법 등을 배우고, 지배방정식, 무차원 변
수 등을 학습한다.

250007 선형시스템제어특론(Linear System Control)
현대 선형시스템 이론(모델링/시스템해석/현대제어)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250008 인지공학(Cognitive Engineering)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과정들을 공학적 방법론을 통해 IT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50009 IT자동차공학(IT Automotive Engineering Technology)
IT융복합 부품을 활용하는 지능형 자동차 응용분야(자동주차, 적응형 차간거리 제어, 차선유지지원시스템 등)
부품/시스템 설계 및 구현 기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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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10 IT에너지시스템공학(IT Energy System Engineering)
에너지 발생 및 전달 현상에 대한 거대시스템 및 미세시스템에서의 IT관련 기초 이론과 이를 활용하는 부품·
시스템의 설계 및 활용 방법 등을 학습한다.

250011 응용로보트공학(Applied Robotics)
IT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로봇 관련 기술(다관절 로봇의 동역학, 제어 방법)을 학습한다.

250012 바이오환경공학(Bio Environment Engineering)
생명과학과 생물공정에 필요한 측정, 계측 등의 여러 공학적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250013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많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추출하여 과학적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250014 물리기반 시뮬레이션(Physics Based Simulation)
물리 법칙에 의하여 강체, 변형체, 유체의 움직임을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는 원리를 학습한다.

250015 반도체장비공학(Semiconductor Equipment Engineerring)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기본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위치제어, 센서 및 엑츄에이팅 기술, 구조설
계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250016 디스플레이검사기술(Test technology for display industry)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수행되는 오염도측정, 박막측정, 온도계측, 물성평가, 패턴검사, 접합검사등에
사용되는 측정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250017 반도체·디스플레이공정특론(Special topics on semiconductor and dispaly engineering)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일반 공정인 결정성장, 확산(diffusion), 열처리(annealing), 사진건판 공정
(lithography), 배선공정(interconnection), 박막형성공정(thin film) 기술, 노광, Coater & Develop, 등의 원리
및 제조장치의 최근 경향을 다룬다.

250018 장비 제어설계 및 시뮬레이션(Equipment control design and simulation)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어기 설계와 이에 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법을 다룬다.

250019 마이크로전자회로(Microelectronics Circuits)
VLSI분야의 집적회로 칩의 설계와 제작기술 및 그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Soc(System-on Chip) 응용과 설계
기법을 학습하고 Soc설계를 자동화하기 위한 분야, 소자나 전송선 모델, 신호보전성 등의 문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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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20 평면 디스플레이 공학(Flat Panel Display)
PDP, LCD, OLED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공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디스플레이 소
자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광학을 학습을 하고 각종 박막 형성 방법과 패터닝 기술 등의 제조
공정, 디스플레이 특성 평가 기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250021 시스템진동(System vibration)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의 실제 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산계와 연속계
모델에서 운동방정식 수립과 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진동측 정시 필요한 계측기술과 실제 진동사
례를 통하여 실험기술을 학습한다.

250023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시스템의 수명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파괴학적 이론 및 검사기법을 학습한다.

250024 물질열전달(Mass and Heat Transfer)
2차원 및 3차원의 열전도 및 물질 확산에 대한 수치 해석적 방법, 외부와 내부유동 대류 열전달에 대한 차
원 해석법, 미분 방정식 및 적분법에 의한 해법, 열 및 운동량 전달간의 유사성, 고체 표면 및 기체에 대한
복사 열전달, 응축 및 비등열전달, 기타 열전달 응용문제를 다룬다.

250025 정보전자소재분석(Materials Analysis for Information and Electronic Engineering)
다양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정보 전자에 사용되는 소재들의 특성을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기법과 데
이터의 해석방법을 학습한다.

250026 과학기술경영론(Management of Innovation and Science Technology)
본 과목은 공학과 경영 융합 과목으로, 과학기술경영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지식습
득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로부터 신제품개발, 마케팅, 지적재산권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활동 등의
과정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etw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nd it aims to address theory and
cases of innovation activities including R&D, new product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250028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 분석, 현재가치계산, 이자율의 결정, 자본예산과 투자분석 등과 같은 재무관리와 함께
원가의 개념, 원가의 측정, 간접비의 배분 등과 같은 관리회계의 이론과 기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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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29 기술인사조직(Management of High-Tech Firms' Organization)
기업들의 조직변화와 개발, 인적자원관리, 산업인력전반에 대한 인사관리 기제의 이해와 통찰력을 함양시킨다.

250030 프로젝트관리론(Project Management)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과정을 일련의 프로젝트로 보고 전 기간에 걸쳐 작업 계획이나 일정, 진척 사항 등을 체
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한다.

250031 과학기술혁신경제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제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제반 경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250033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예측(Technology Valuation and Technology Forecasting)
기술가치평가의 개념, 이론,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들, 사례들을 학습하며, 기업 및 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예측기법과 기술기획 방법론을 학습한다.

250034 벤처경영론(Venture Management)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제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기존의 경영학 이론들을 벤처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며, 벤처기업의 생성-성장-퇴출 단계에 따라 혁신창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벤처창업
절차, 벤처기업의 조직 및 마케팅 관리, 기타 벤처 관련 핵심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국내·외 벤처창
업 사례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높인다.

250035 과학기술정책(STI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집행,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과 사회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판단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 거시적인 기술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함양시킨다.

250040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이나 경향을 자기 상관함수, 시계열 모델링과 스
펙트럼 분석기법,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추론/해석하는 방법을 학습

250041 재료과학특론(Advanced Material Science)
금속재료, 세라믹, 반도체 및 고분자 재료 등 공업재료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공공정, 조직과 성질과의 상관
관계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원자구조와 원자결합, 결정구조, 고체의 결함, 파손, 상평형과 상변태, 확산, 고
체의 기계적 성질, 등을 다룬다.
To understand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cessing, texture and properties are studied. The fundamental informations to study for them a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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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s: atomic structure and interatomic bonding, structure of crystalline solids, imperfections in
solids, failure, phase diagram and phase transformations, diffusion, mechanical properties of metals,
dislocation and strengthening mechanisms(재료공학특론과 동일함)

250042 융합소트프웨어특론(IT Convergence Software)
컴퓨터 구조, 운영, 통신 기초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소개와 IT융합과정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요구 조건 파악, 설계, 개발방법 등에 대한 학습

250043 IT-BT융합(IT-BT Convergence)
유헬스, 유전체 서비스 등 바이오공학(BT)과 정보공학(IT)의 융합으로 파생된 주요 기술과 산업에 대하여 학습한다.

250044 무선이동통신공학(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본 강좌에서는 무선·이동통신 시스템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응용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RF 기본이론, 전파전파 특성, 셀룰러 이동통신의 개념, 다중접속기술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HSPA,
LTE-A, 4G)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which is essential
to design and analyze the 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The major contents are RF
basic theories, propagation characteristics, the concept of cellular mobile communication, multiple
access protocols, and the core technologies of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HSPA, LTE-A, 4G, etc).

250045 과학기술 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본 과목에서는 기업 경영과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지역화와 글로벌화, 국가별 혁신환경(혁신시스
템)의 차이, 국제협력, 국제무역(절충교역), 후발국의 기술추격 등의 문제를 다룬다. 본 수업은 국제경영의 기
본 개념과 과학기술혁신이론 중 관련 주제를 통합한 강의와 학생들의 주제발표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논문
및 캡스톤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Reflecting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and S&T, this course introduces
the topic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national and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trade strategies(offfset trade), and technological catching-up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urse consists of lecture and student-run seminars. Lectures include
basic concepts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novation studies, and students are to run seminars for
each topic of the course. This course encourages students to develop ideas for their theses or
capston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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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47 수치해석특론(Numerical Analysis for Mechanical Engineering)
컴퓨터를 기반으로 비선형방정식, 고유치문제, 행렬식, 곡선맞춤, 근사치 해석 등 공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50048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y IoT)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사물인터넷은 사물간의 통신을 통해 자동차나 건축물을 지능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유통과 생산과정,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기
술로서 사물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이론, 관련 서비스에 관한 과목이다.
Internet of Things(IoT) is us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automobiles and buildings and to make
linkage among user, producer in the distribution process. IoT is requir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that constitute smart factory and smart city. This course addresses
the theory, methods, and service applications that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things. Students learn
basic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wireless network, IoT device, IoT platforms, and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communication and control practice utilizing Raspberry Pi board.

250049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신재생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리튬이차전지 및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대해
서 학습한다. 또한, 전기화학적 에너지시스템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전기화학 기초 이론을 배우고 적용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of modern energy storage system for use in renewable energy storage.
Topics include principles and key issues of energy electrochemical storage system, chemical batteries
such as lithium secondary batteries and post lithium-ion batteries with electrochemistry basics.

250051 기술기획프로젝트(Technology Planning Project)
본 과목은 공학 전공자와 경영 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기획과 사업기획을 위한 주요 방법론을 학습한다. 환
경분석, 산업분석, 특허분석,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소비자선호속성 분석방법 등을 실습해 보며, 보고서 작성
과 사업계획서 발표의 기초적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open to engineering as well as management students, and it aims to learn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planning. Students learn and practice
environmental analysis, industry analysis, patent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consumer
preferences analysis, and also learn basic priciples of technical report writing and investor pitching.

250052 캡스톤Ⅰ(capstone I)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3개 부문(R&D전문가, 기술연구기획/사업기획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별로 연구
과제제안서, 사업계획서,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을 팀별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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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based on project and designed to carry out proposal for research project, business
pla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pert by each three part (R&D expert, Technical Research Planning
/ Business Planning Specialist, Technical commercialization) in team project and make a report.

250053 IT산업 경쟁전략과 정책(Competition Strategies and Policies in the IT Industries)
IT산업은 197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등장 이후로부터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세계적 경제성
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터넷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4
차산업혁명의 등장과 함께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물론 과학자와 공학자
들 역시 경영, 경제적 관점에서 IT산업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T산업분석과 정책, 주요
IT 기술 분야별 최근의 기술발전 동향 등 IT 산업의 전반적인 개념, 동향의 이해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IT industries have been one of the main sources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development of
microprocessors in the 1970s and the “Internet Boom” in the 1990s. Moreover, the roles of IT
industries are expected to expand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scientists and
engineers as well as business managers face the needs to understand IT industrie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s. In this class, we will study basic economic principles, innovation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s to the IT industries analysis.

250054 자율주행자동차제어특론(Advanced Autonomous Vehicle Control)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차간거리제어, 차선유지지원시스템, 자
동주차 등)에 대한 전체적 이론 소개 및 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어기 설계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각 시스템을 살펴본다. 또한 구체적 응용 예로서 차선유지지원시스템에 대해 구체적 이론(비선형제어이
론 및 칼만필터) 및 적용 예를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차선유지지원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본다. 그 외 관련
연구로 국내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various autonomous vehicle systems such like 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
lane keeping assist system, automatic parking system and so on with focusing on the control
methodologies adopted in those systems. Especially, by looking into the control method and Kalman
filter theory applied into lane keeping assist system as a special example in detail, the student can
design the lateral control system which makes the vehicle be in the lane. The on-going technologies
in autonomous vehicle system might be also studied.

250055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Thermal Management Systems for Automotive Vehicles)
이 과목은 전산 유체 역학을 기반으로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룬다.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열전달 메커니즘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차분 방법과 관련 이론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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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또한 전통적인 내연기관용 차량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냉각 및 냉방뿐만 아니라 미래차에 대한 열
관리 시스템도 함께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simulations of automotive thermal management systems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e introduce the heat transfer mechanism which is mainly used in the
automotive thermal management system, various discretization schemes for simulation and related
theories. It also covers cooling and air conditioning for traditional internal combustion vehicle heat
management systems as well as thermal management systems for future vehicles.

250056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패턴인식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통계적

패턴인식,

선형변별함수,

패턴학습기법

(supervised

/

unsupervised), 신경망 기반의 패턴인식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basic concepts and diverse methodologies for classifying patterns including
statistical pattern recognition,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supervised learning (parametric/nonparametric),
unsupervised learning and clustering, and neural network based pattern recognition.

260009 시각인지영상처리(Visual Perceptual Image Processing)
디지털 영상의 특성 및 디지털 영상 처리의 기본적인 이론을 파악하고, Human Visual System (HVS) 및 시각
인지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영상 처리 방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학습한다. 시각 인지 특성
을 고려한 Low-level 영상 특징을 분류하고 이를 추출하는 방식 및 HVS 기반 영상 평가 방식을 학습한다.
In this lecture, basic characteristics of digital images, and fundamental theories and processing
methods are presented. Based on deep understanding of human visual system and visual perception,
the state-of-the-art researches on digital image processing extended from the basic digital image
processing is provided. These include low-level image feature extraction based on visual perception
and HVS-based image quality evaluation.

260010 광소자공학(Optical device engineering)
광 반도체 기반의 광전자 소자 및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광 반도체(LED, OLED,
태양전지), 광 수동소자(도파관, splitter, pin photodiodes 등), 광 능동소자(레이저, 광증폭기 등), 광 섬유
등 광통신관련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cultivate their abilities to design and foster the optical semiconductor -base
optoelectronic devices and components. For that,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knowledge of
opto-communication related optical semiconductor (LED, OLED, and solar cells), passive 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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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waveguide, splitter, pin photodiodes, etc.), optical active devices (lasers, optical amplifiers
etc.), and optical fiber.

260011 상황인식특론(Context-Aware Pervasive Systems & Applications)
본 과정에서는 상황인식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일반적인 모바일, 소셜, 디지털, 물리적 세계로부터 창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혼합하여 전달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구성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정의한다. 상황인식 컴퓨팅
을 통하여 사용되는 주요 응용 기술로는 상황인식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황인식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응용 및 상황인식 웹 및 상황인식 보안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을 소개 한다.
This course covers a gentle introduction to a new breed of computer applications termed
context-aware pervasive systems, and attempts to provide architectural technology for building
context-aware behavior into applications. The course work reviews the anatomy of context-aware
pervasive applications, including: Context-aware mobile services, Context-aware devices, appliances,
and smart things. The integration of context-aware computing with software agents and the Web
from Context-aware controlled sensor networks including Context-aware security frameworks and
Context awareness via mirror worlds

260012 플라즈마반응공학(Plasma engineering)
플라즈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반도체 공정 중의 박막 증착 및 건식 식각 등 반도체 제조 공정과 현장
기술을 학습한다.
Basic processes and principles of cold plasma are introduced. Practical processes and device technologies
for the fabrication of semiconductor such as thin-film deposition and dry etching are discussed

260015 Chutzpah Program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
업계획 수립에 대해 실습하고, 창업 후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성공
적인 창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ubject attempts to understand an overall concepts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and to
learn the theory through practice based on the sprit of Chutzpah. This lecture is focused on methods
for feasibility analysis and planning of start-up business and a strategy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after establishment of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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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16 전기활성고분자 기반 액츄에이터 및 센서
(Actuators and Sensors based on Electro-active polymer)
전기활성고분자는 미래의 산업 및 과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기술이 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활
성고분자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배우며 학생들이 이를 기반으로하여 액츄에이터나 센서를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기 기계적 특성에 대한 측정기술에 대하여 배운다.
Electroactive polymer materials are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technologies in
upcoming industry as well as science. This lecture presents the principles of electroactive organic
polymers and then help the students fabricate and evaluate actuators and sensors. Finally,
measurement techniques concerning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re taught.

260017 전자재료물성(Electronic Porperties of Materials)
본 강의는 전자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aims to lear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solid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quantum mechanical phenomena of electrons.

260018 ICT기반 건축물 유지관리공학(ICT-based Engineering of Building Facilities Management)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기술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각 요소기술과 연계된 유지관리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교
과목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요소, 요소별 기본적 이론, 최근 IT기반 신기술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the elemental technologies that can be very widely incorporated
with building facilities management. Contents of lectures include the concepts of elemental
technologies and their properties, introduction to basic theory, and an appreciation of the
state-of-the-art it-based applications such as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eismic retrofit, structural
repair and strengthening Method.

260019 ICT융합 기술 산업체 특강(Special Lecture Series by Senior Engineers)
국내외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ICT 융합 기술 사례를 분석, 종합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이상의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
며, 산업현장의 문제가 졸업논문의 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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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cture offers diverse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to improvement capability of insights such
as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dustrial problems through lectures and seminar by inviting
professional engineer who is working in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

260020 감성융합디자인 오브제실습(Affective Hybrid Design Object Lab.)
인간공학의 범주 속에 있는 감성 공학적 측면에서 사용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연구하고 예측하여 이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변에 있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적용시켜 다양한 오브제를 제작해 본다.
Affective Hybrid Design in terms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in the category of Human
Engineering study and predict to emotional reaction of user. And this Lab make various object, for
example, furniture and interior props around interior space.

260021 구조물 소성설계 기초(Basics of Plastic Analysis of Structures)
구조물의 소성해석은 완전소성으로 이상화된 응력-변형관계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해석하는 것이다. 구조물을
선재로 가정하고 좌굴을 무시한 이상적 단면을 대상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부재에 작용하는 소성
모멘트를 계산한다.
Plastic analysis is usually based on the idealization of stress strain curve as perfectly plastic. In this
analysis it is assumed that width thickness ratio of plate elements is small so the local buckling
does not occur. Broadly speaking the section will be declared as perfectly plastic. Keeping in mind
these assumptions, it can be said that section will reach its plastic moment capacity and after that
will be subjected to considerable moment at applied moments.

260022 로보틱스(Robotics)
모바일 로봇 설계 및 운용에 필요한 다학문적 기술을 학습한다. 이 과정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센싱 및
다관절 로봇의 액츄에이션, 로봇 비전 시스템, 로봇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각 분야 간 형성된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interdisciplinary studies for designing and manipulating mobile robots.
The key components to be studies include sensors for sensing the environment, actuators of
articulated robots, robot vision systems, networks for mobile robots. The emphasis in this class will
be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key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

260023 3D Computer Vision(3D 컴퓨터 비전)
이 교과목은 단일 또는 여러 카메라로 캡처한 단일 또는 다중 영상에서 3D장면 재구성을 위한 기술과 방법
을 소개한다. 항목에서는 카메라 및 투영모델, 단일 뷰 형상, 다중 뷰 형상, 단일 뷰 3D재구성, 음영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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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모양 재구성, 스테레오, 초점, 질감 및 움직임이 포함됩니다. 3D재구성의 적용 분야도 논의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techniques and methods for 3D scene reconstruction from single or multiple
images captured by a single or multiple cameras. Topics include: cameras and projection models,
single view geometry, multiview geometry, single-view 3D reconstruction, shape reconstruction from
shading, stereo, focus, texture and motion. Applications of 3D reconstruction will also be discussed.

260024 미래융합세미나(Future Convergence Seminar)
미래융합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기술의 사례를 분석, 종합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세미나 교과목으로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산업계 전문가와 지역 정책 입안자의 팀티
칭 형태로 강의를 진행한다.
This seminar course designed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M.F.C.E. (The Major of Future Convergence
Engineering) aims to provide the tre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City technology by industry experts and local policy makers.

260025 미래융합프로젝트 I(Future Convergence Project I)
미래융합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 및 지역 내 당면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연구로써, 1명 이상의 각 전공교수가 팀티칭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This course is an open-ended study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M.F.C.E. (The Major of Future
Convergence Engineering) to deal with current and practical problems in industry and local area by
apply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City technology with lecturers.

260026 미래융합프로젝트 II(Future Convergence Project II)
미래융합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 및 지역 내 당면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연구로써, 1명 이상의 각 전공교수가 팀티칭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This course is an open-ended study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M.F.C.E. (The Major of Future
Convergence Engineering) to deal with current and practical problems in industry and local area by
apply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City technology with lecturers.

260027 미래융합프로젝트 Ⅲ(Future Convergence Project Ⅲ)
미래융합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 및 지역 내 당면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연구로써, 1명 이상의 각 전공교수가 팀티칭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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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an open-ended study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M.F.C.E. (The Major of Future
Convergence Engineering) to deal with current and practical problems in industry and local area by
apply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City technology with lecturers.

260028 미래융합프로젝트 Ⅳ(Future Convergence Project Ⅳ)
미래융합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 및 지역 내 당면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연구로써, 1명 이상의 각 전공교수가 팀티칭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This course is an open-ended study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M.F.C.E. (The Major of Future
Convergence Engineering) to deal with current and practical problems in industry and local area by
apply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City technology with lecturers.

260029 스마트시티 특론(Introduction to Smart City)
스마트 시티의 개념 및 발전방향과 스마트시티와 연관되어 활용 가능한 햅틱기술, 센서기술, 스마트 재료기
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시티 및 그 요소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Students learn about the concept and development trends of smart city, and various element
technologies such as haptic technology, sensor technology and smart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smart city. Through this, the understanding of smart city and its elemental technologies is improved,
and the direc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is considered.

270004 유해위험물질특론(Advanced Theory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특정유해물
질 등의 유해·위험성를 평가하고 이들 물질의 저장 및 취급사항, 사고예방 대책 등에 대해 지식을 습득한다.

270005 산업안전보건법Ⅰ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에 관한 내용과 기준을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적 측면, 목적, 의무, 적
용범위등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Lectures are given on the contents and standard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t work centers,
focusing on the history aspects, purposes, obligations, scope of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introductory aspec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70006 전기공사법(electric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전기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취급을 잘못하면 위험한 것이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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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정해진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 교과에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
에 적용하는 전기설비의 시공 및 설계 분야, 유지, 보수관리 분야등 전기기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학습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및 쾌적성을 구현하는 전기설비 기능을 실현토록 한다.
Electric power is convenient but very dangerous, also is occurred the accident. So, electric installation
is constructed safely in accordance with codes, safe electric facilities. This subject goals are for
establishing of electric facility construction with reliability, safety, economy and pleasantness. This
lecture includes a design, construction of electric facilities installation, maintenance in the building.

270007 건설기술관리법(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건설계획·조사·설계·구조·시공·안전점검,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의 감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법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 with construction technology and act related in planing, survey, design, structure,
construction, maintance, requidation, inspection, test work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project
management in construction field.

270008 건설장비안전학
270009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확률 및 통계학을 기초로 고장률 함수의 모수추정, 고장해석 및 예측, 신뢰성시험 및 평가 등에 이용되는 기
초이론 개념 및 주요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Based on the probability and statistics, learn the basic concepts of the theory used in parameter
estimation, failure analysis and prediction, reliability testing and evaluation, and knowledge that can
utilize key techniques.

270010 안전공학특론(Advanced Safety Engineering)
재해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알고 사고방지에 필요한 과학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킨다.
The primary goal of safety engineering is to manage risk, eliminating or reducing it to acceptable levels.

270011 산업안전보건법Ⅱ(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I)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에 관한 내용과 기준을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적 측면, 목적, 의무, 적
용범위등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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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12 독성학특론(Advanced Toxicology)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에 미치는 유해효과 (adverse effect)를 다루고 독성
물질의 검출, 사고, 특성, 영향 및 독성물질의 규제 등을 습득한다.
Toxicology covers the adverse effect of various chemical substances or physical properties of
substances on human and other organism and also deals with symptoms, mechanisms, treatments
and detection of venoms and toxins; especially the poisoning of people

270013 건설재해론(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구조물의 건설현장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와 원인규명을 통해 건설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론을 체화한다.
The investigation of the type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structure. It also
systematized the theory of construction accidents can be prevented b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nstruction accidents.

270014 전기설비안전학(Electrical Facility Safety)
발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의 동작원리 및 운용방법을 이해하고, 이들 전기설비의
안전적 운용 및 설계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The goal of electrical facility safety is to train the security engineering for design and operation of
electrical facility securi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principle and theory of
electrical facility in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270015 산업위생특론(Advanced Industrial Hygiene)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각종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인간공학적인 유해요인을 인지, 측정 및 평가하여
각종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Industrial hygiene is about the prevention of ill-health from work, through recognizing, evaluating and
controlling the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ergonomic and psychosocial risks.

270016 재난안전및위험관리론(Advenced Disaster Safety & risk Control)
사업장내 위험을 확인 및 분석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등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양하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이해하고 지진,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누출, 붕괴 등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인적재해와 에너지,통신, 교통, 전염병 등 공중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재난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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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students should study how to manage the overall risks of business enterprise by
analyzing and determining the risks in the workplace to help in enterprise decision making. Also,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is course covers
natural disaters such as typhoon, earthquake, heavy rain etc., human disasters like major accidents
from fire, explosion, breakdown etc. and social disaters related with public life such as energy,
telecommunication, transportation, epidemic etc.

270017 정전기공학특론(Advanced Electro-statics Engineering)
정전기는 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전기 충전의 불평형성에 의해 생성된다. 충전 전기는 전류나 전기 방전으로
완전 소진될 때까지 잠재하므로, 정전기는 도체나 전선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기와는 구분된다. 본 교
과에서는 이와같은 정전기의 기본이론과 정전기 발생 메카니즘, 정전기 관련 측정법, 정전기 방전 및 해석
모델, 정전기의 위험성, 방전에 의한 발화 및 정전기 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서 산업 사회의 정전기 현
상에 의한 재해 예방에 대처하도록 한다.
Static electricity is an imbalance of electric charges within or on the surface of a material. The
charge remains until it is able to move away by means of an electric current or electrical discharge.
Therefore, static electricity is named in contrast with current electricity, which flows through wires or
other conductors and transmits energy.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theory,
mechanism, measurement method, analysis model, riskiness, applications of static electricity to
prevent hazards caused by static electricity in the industry field.

270018 건설안전공학특론(Advanced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의 발
견, 평가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공종별 안전대책 및 사고형태별 안전대책에 대해 학습한다.
This lecture offers safety measure technologies ranging from detecting of occurrence risk factor and
its evaluation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at the stage of planning, design, and facilities
managements in construction.

270019 방화방폭특론(Advanced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Engineering)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의 발생 메커니즘, 화재의 분류, 화재의 예방, 화재
의 제어 및 폭발의 정의와 메커니즘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학습한다.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engineering is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inciples to
protect people, property, and their environments from the harmful and destructive effects of fi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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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on. This course focuses on a wide variety of measures to prevent, control and mitigate the
effects of fires and explosions.

270021 건설공사위험분석(Risk Analysis of Construction Project)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방법과 절차
에 대해 학습하고 사전 리스크 인자 파악에 대해 논의한다.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isk factor and risk management through risk
analysis at construction field.

270022 전기안전공학특론(Advanced Electric Safety Engineering)
산업발전과 더불어 신뢰성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유지를 위해서 전기안전의 필요성 및 중
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위한 본 교과의 목적은 각 전기설비의 산업재해
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에 대한 기본지식, 전기감전 형태 및 인체의 영향을 학습하고, 전기
화재 및 전기설비 안전 대책을 학습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concerns which
should be inherent to every electrical system. This course can be studied background on basic safety
and electrical engineering concepts, electric shock hazards, their effects on the body, electric fires
and safety measurements for electric facilities.

270023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위험한 설비의 위험요인을 HAZOP 등 여러 가지 위험확인 기법을 이용하여
찾아내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 및 평가방법을 공부한다.
The risk of dangerous equipment, including the risks of dangerous substances is found through a
variety of hazard identification techniques such as HAZOP, and study the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s to assess the risk analyzing quantitatively.

270024 화학공정안전특론(Chemical Process Safety)
물질수지 및 에너지 수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공정의 계획, 설계, 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을 익힌다.
Understand the concept of mass balance and energy balance and understand the basics needed to
plan, design, safety and the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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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25 공정안전관리론(PSM)(Advanced Process Safety Management)
중대산업사고(화재, 폭발, 누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공
정의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manage facilities that may caus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fire, explosion, leakage),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manage critical industrial accidents by
eliminating the risk factors of potential accidents in chemical processes in advance Learning

270026 기계안전시스템특론(Advanced Mechanical Safety System)
기계 및 부대설비의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여 설계와 방호조치 방법 등을 통한 기계시스템의 안전조치
능력을 학습한다.
Analyze and evaluate the risks of machinery and related equipment, and learn the safety measures of
mechanical systems through design and protective measures.

270027 방재학특론(Advance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자연재해(풍수해, 지진, 지반, 대설 등)와 사회재난, 테러리즘 사례와 복합재난 안전관리지식을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natural disasters (flood damage, earthquakes, ground, heavy snow, etc.),
social disasters, terrorism cases and complex disaster safety management knowledge.

270028 산업안전보건정책론(Industrial Safety & Health Policy)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각종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해외사례와 비교분석 및 이론적 측면에서 본 산업안
전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actices and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270029 소방설비특론(Advanced Fire Installation Safety)
옥내외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설비, 배연설비 등 화재발생에 따른 소화설비 이론 및 설계능력
을 학습한다.
Fire extinguishing system for indoor and outdoor fire hydrant,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smoke extinguishing system Learn the theory and design ability.

277

270030 안전기술기준해석특론(Advanced Safety Technology Standards Analysis)
KOSHA guide, NFPA, CE 안전규격 등 국내외 안전기술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규격을 해석하는 능력을
연구한다.
KOSHA guide, NFPA, CE Underst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study ability to interpret safety standards.

270031 인간공학특론(Advanced Ergonomics Engineering)
인간과 기계시스템에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소를 적출하여 최적의 개선 및 안전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
는 지식을 학습한다.
Learns the knowledge to develop optimal improvement and safety systems by extracting unproductive
or unproductive elements in human and mechanical systems.

270032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Management Act)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
는 법률적 규제내용과 기술을 습득한다.
To prevent n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and acquire
legal regulatory contents and skills to respond quickly to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270033 석사논문연구Ⅰ(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Ⅰ)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조사부터 data의 수집,
처리, 자료제작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핵심 내용을 표현하고 강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
인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for learning the process of writing and presenting a thesi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and emphasize the core contents of the paper, from researching thesis for collecting the
paper to collecting, processing and producing the data. In addition, students will learn how to develop
an introduction, main body, and conclusion, how to express each part, and how to write a paper.

270034 석사논문연구Ⅱ(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Ⅱ)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병행하여 현장기술연구를 통해 논문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안
전보건환경분야에 대한 현장 개선활동 과정을 통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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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to set the thesis topic and direction through on-site technical research in parallel with
the work performed in the field. Students will learn basic theoretical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thesis writing through field improvement activities in the field of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2700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일터(workplace)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을 공부한다.
Study laws and regulations to promote workers' welfare to promptly and fairly compensate in cas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workplace, and to promote the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jured workers.

270036 산업심리학특론(Introduction to Idustrial Psychology)
일터(workplace)에서의 개인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의 이론과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내용을 학습한다.
Learn to apply theories and principles of psychology to understand individual behavior in the workplace.

270037 산업보건학(Introduction to Industrial Health)
일하는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 인식, 평가, 개선하는 내용을 학습한다.
Learning the contents of predicting, recognizing, evaluating, and improving hazardous and risk factors
that exist in the work environment

270038 안전관리론(Introduction to Safety Management)
재해,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학습한다.
Learning planned and systematic activities to protect human life and property from injury and disasters.

270039 화학 및 가스설비 안전특론(Introduction to Chemical and Gas Facility Safety)
화학 및 가스설비의 종류와 구조 등을 이해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한 설계, 운전 및 장비 등
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Understand the types and structures of chemical and gas facilities, and learn about safety measures
such as safe design, operation, and equipment, etc of chemical facilities and their subsidiary facilities.

270040 건설안전공정특론(Introduction to Construction Safety Process)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붕괴 등의 사고형태 및 안전대책을 배우고 건설업의 공종별 위험
성평가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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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the types of accidents and safety measures such as fall, trip, collapse, etc. that can occur in
construction work, and learn the risk assessment method for each process of construction industry.

270041 감전사고방지공학(Electric Shock Prevention Engineering)
감전재해를 일으키는 감전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공학적인 안전
대책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nvestigating cause and process of electric shock accident that cause electric shock injury, and
learning the ability for setting up comprehensive and engineering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m.

270042 전기방폭특론(Introduction to Electric Explosion Protection)
인화성 또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구조의 전기기계
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Study the contents on the selec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electrical and
mechanical devices and wiring in places where there is a risk of fire or explosion due to inflammable
or combustible gas, vapor and dust.

280001 재료공학(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재료의 구조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기계적, 열적, 전기적, 광학적 물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원자구조 및 결합, 원자 배열, 결정구조 및 대칭성, 결함, 엑스선 회절, 상평형, 미세구조 개발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materials and the resulting mechanical,
therm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will be studied. Also, atomic structure, bonding, atomic
arrangement, crystal structure, crystal symmetry, defects, and the use of X-ray diffraction, phase
equilibria and microstructural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280002 재료전산모사(Computation and Simulation in Materials Science)
산업체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data의 수치적인 분석을 다
룬다. 근의 계산, 보간, 함수의 근사, 적분, 미분 방정식, 선형 대수 등의 학습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수치 해석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제공한다.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rograms that are used in the industry, this course deals
with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data computed by the programs. The conceptual skills and
knowledge gained in this course provide the basic techniques for the efficient numerical solution of
problem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rough root calculation, interpolation, approximation of functions,
integration, differential equations, and linear alg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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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3 재료강도학(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원자 구조와 서로 다른 차원의 결함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재료의 구조적
특성과 서로 다른 변형 기구(가역성, 시간 의존성과 영구 변형)에 대해 간단히 검토 후, 재료의 기계적 특성
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선형적인 탄성변형에 대해 학습하고, 더 나아가 비선형 탄성, 점탄성과 비탄
성을 소개한다. 후반부에는 결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메커니즘과 상호작용을 소개함으로써 다양
한 환경과 하중 하에서의 재료의 소성 변형을 이해함으로써 재료 설계를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Th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is closely related to its atomic structure and the occurrence of
defects of different dimensionality. After a brief review on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materials and
on different deformation mechanisms (reversible, time dependent and permanent deformation) a
thorough introduction in the methods to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will be
given. Following the foundations for linear elastic deformation will be presented and further extended
to non-linear elasticity, viscoelasticity and anelasticity. In a latter part a detailed description of
defects, of their mechanics and interactions will be presented, which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understanding of plastic deformation of materials under different load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reby material design approach will be given to enhance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materials.

280004 국제협력뿌리기술세미나(International root-technology seminar)
뿌리산업 최강국인 독일 또는 일본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뿌리기술세미나 교과목을 운영한다. 이 강
좌에서는 세계적인 뿌리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중강화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재학생 및 참여교수의 글로
벌 뿌리산업 지식 함양하고자 한다.
In this course, international root-technology seminar will be operated in collaboration with Germany or
Japan’s state-of-the-ar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during vacation. An intensive special
lectures by worldwide industry experts will be provided to cultivate the global root-industry knowledge
of participating students and professors.

280005 참여기업인턴현장실습(Participating company field training)
각 분야의 산업 또는 연구개발 현장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석사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능력을 적용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별로 현장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실무능
력 및 현장에서의 문제점 해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업체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코자 한다. 재직자 학생
은 재직 업체의 상급자와 담당교수가 합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This course offer the opportunity for a student to app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kills taught in
graduate courses and to acquire the knowledge by participating in the industry 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s directly. It aims to improve the adaptability of a student to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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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by developing a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field. Incumbent students fulfill field training
in agreement with the professor or supervisor of employment company.

280006 금속상변태(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Understanding phase 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is a key for microstructural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tallic materials. In this course a brief review on the thermodynamics and
phase diagrams of metals and alloys will be given. In a latter part a description of diffusion in
metals and alloys will be presented. The third part of this course will deal with the solidification of
metals and alloys so a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casting
processes. Following a thorough description of phase transformations in the solid state (diffusive and
non-diffusive) will be given and provide the basis for heat treatments and microstructural design.
Finally the foundations of thermo-mechanical processing methods will be given based on recovery,
recrystallization and competitive grain coarsening.

280008 소성가공학(Technology of Plasticity)
금속재료의 소성변형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탄․소성 변형에서의 응력과 변형율과의 관계를 배우고,
재료의 압연, 압출, 단조, 인발 등의 소성가공법의 종류를 습득한다. 특히, 이러한 가공법을 이용할 때 필요
한 힘의 계산방법, 각 가공법들의 장∙단점 및 이들이 재료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운다.
In this course, the basic concepts of the plastic deformation in metal from the mechanical point of
view will be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strain in the plastic deformation,
plastic processing methods of the material like rolling, extrusion, forging and drawing will be studied.
In particular, the computation method of the force required when using this plastic processing
metho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rocessing methods and the effect on material
properties will be described.

280009 프레스금형설계 특론(Advanced Press Die Design)
본 과목에서는 프레스 제품의 정밀도를 위하여 프레스가공, 프레스금형 구조, 전단가공, 금형요소설계, 정밀 블랭
킹, 프로그레시브금형 등에 대하여 교수한다. 또한 이 강좌는 제품 개발을 위하여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press working, die structure, shearing work, die element design, fine
blanking and progressive die for press product accuracy. Also, this class will be proceeded by
discussion and presentation for product development.

280010 표면처리(Metal surface treatment)
금속의 내마모성, 내식성, 장식성 향상을 위한 도금, 양극산화, 건식도금, 용사, 침탄, 질화 등에 대하여 공부
한다. 각 표면처리법의 기초이론, 시험편 전처리, 설비, 공정, 평가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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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studies the surface treatment methods of metal like plating, anodizing, deposition,
thermal spraying, carbulizing, nitriding for the wear resistance, corrosion resistance and decoration.
The basic theory, substrate preparing, device, process and analyzing of the surface treatment
methods will be learned by the lecture and practice.

280011 주조공학(Advanced Casting Processes)
주조가공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금속의 응고현상, 주조방안, 모형과 각종 주형 및 각종 용해법
에 대하여 강의하며, 아울러 주물의 후처리 및 결함방지에 대하여 강의한다. 핵생성 및 결정 성장 이론의 기
초, 편석 및 응고결함, 덴드라이트 응고를 비롯한 제 현상의 이해와 주조재료, 주형재료 및 조형방법, 용해방
법, 주형 설계법, 주조관련 기기, 주조공정 프로세스, 주조조직 그리고 주조재의 용도에 대해 논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a occurring in the metal during the casting processes, this
lecture will provide the basic theories of solidification phenomenon of metal, casting methods, various
molds, melting methods as well as defect prevention and the after-treatment of casting. Basic
understanding of crystal growth and nucleation theory, including segregation and solidification defects,
solidification ratio of dendrite, and casting and molding materials, molding and mold design method,
melting method, related equipments of casting processes, and the cast material applications will be
discussed.

280013 기업특화 교육프로그램(Company-specific training programs)
기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금형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 중견 뿌리기업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론 강의와 현장 반영 교육, 및 실제 샘플을 이용한 실험으로 구성됨. 이론 교육은 책임
교수 및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고, 현장 반영 교육은 각 분야의 담당 겸임 교수가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및 실험 진행함.
Company-specific training program performed by the experts engaging in the small and middle scale
roots technology companies such as plastic processing,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die-casting,
metal mold field is composed of theory lecture, site education and experiment using actual sample.
Educational theory will be proceeded with a root technology specialized professor and an invited field
experts. Field education for experiment and practice is also conducted by the adjunct professor on
the basis of the theory.

280014 철·비철주조특론(Advanced metal and nonmetal casting)
주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등의 용융된 금속을 이용하여 금속구조물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형 및 금형의 제작, 금속의 용융, 금속의 응고, 주물의 후처리 및 결함방지에 대
하여 강의한다. 핵생성 및 결정 성장, 편석 및 응고결함, 덴드라이트 응고 등 대한 주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
해와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위한 주조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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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knowledge and technique of making the metal structure using casting iron, aluminum and
magnesium alloys, this lecture will study about the various molds, metal melting, metal solidification,
after treatment and defect test and prevention methods. The basic theory of nucleation, grain growth,
segregation and defect, dendrite growth, and the applied experiences at casting factory will be learnt.

280015 금속조직특론(Heat treatment of metal)
철강 상태도, 항온변태도, 연속냉각변태도, 강의 소입성과 경화능, 침탄 및 침질을 통한 표면경화처리, 열처
리 시 발생하는 잔류응력, 시편 변형 및 균열의 발생원인과 방지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residual stress, causes and prevention of specimen deformation and
crack occurred during heat treatment. The basic theory about iron-carbon equilibrium diagram,
time-temperature-transformation curve,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s, quenching and
hardenability of steel, carburization and nitrocarburization will be presented.

280016 재료과학(materials science)
본 강의에서는 금속재료의 원자배열과 결정구조, 확산, 상변태, 결함의 종류/특징, 강화이론 등과 같은 핵심
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들 인자들과 재료의 물리/화학/기계적 특성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그리고 주조, 가
공, 열처리, 미세조직제어 등 소재 제조기술에 관련되는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세라믹, 폴리머와 같
은 비금속재료의 구조,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 학습을 통하여 재료과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This course aim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tomic arrangement, crystal structure, diffusion,
phase transformation, defects, strengthening mechanism, and others for metallic materials. It will also
deal with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relating
with the above theories. Engineering knowledges of casting, machining, heat treatment,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relating for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metallic products will be provided.
The structure and property of non-metallic materials such as ceramic and polymer will also be
discussed fundamentally.

280017 사출금형설계 특론(Advanced Mold Design)
본 과목에서는 사출성형품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금형 구조, 사출성형기술의 동향, 냉각시스템, 사출성형기에 대
하여 교수한다. 또한 성형품과 금형의 설계 및 CAE 해석을 통하여 사출성형분야의 현장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course, mold structure, injection molding trend, cool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
are studied for products quality. Also, design of parts and mold, and CAE analysis are discussed.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injection molding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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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18 나노입자공학(Nano-particle technology)
금속 및 반도체 나노 분말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노 분말의 합성법 및 분석법, 합성시
핵생성과 성장 이론, 고온에서 분말 소결 등 분말의 전형적인 성질을 강의한다.
This lecture attempts to present syntheses analyses technique of nanoparticles and their nucleation
and growth mechanism. Also, sintering behavior of the nanoparticles at high tempearture will be
discussed to understand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anoparticles.

290001 통합감시제어시스템(Unified Supervisory Control System)
기계설비제어 분야에서 상위 레벨에서 사용되는 SCADA에 대해 학습한다. SCADA의 기본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방
식은 물론, 관리자 관점에서 다중 기계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을 위한 설계 기법 및 특수기능들에 대해 학습한다.
We study the SCADA which is used as high level in machinery system.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 the basic operation and programming skill, and also design for multi machinery system
interlocking and special function.

290002 모터제어시스템설계(Design of Motor Control System)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터에 대한 환경적 요인, 요구사항, 산술적 데이터 등을 파악하여 모터 및 컨
트롤러를 선정하고, 모터 및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유도된 데이터를 토대로 제어방식 결정방식에 대해 학습한
다. 뿐만 아니라 모터 종류별 동적방정식 유도, 제어목적별 블록도 유도를 통한 제어기 설계 능력을 함양한다.
We study to select the motor and controller with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actor for motor, also
study control method based on derived data according to the class for motor and controller, more,
build the capacity of controller design by deduction of dynamic equation for each other different
motor types, deduction of block diagram for purpose of control skims.

290003 설비제어CAE(CAE of Facility Control)
복잡한 시스템을 블록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수학적 모델을 적용한 해석을 통
해 공정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최적화 등을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기계하드웨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
고 해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시스템의 성능 특성 및 물리적 제약 조건 등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다.
We study to simplify for complicated systems by using block diagrams, analyze the efficiency and
optimization for process, using mathematical model analysis. We deal with simulation of machine
hardwar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 physical limiting condition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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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4 기계설비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of Machine Process)
기계시스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신뢰성 체계정립, 신뢰성 시험 및 평가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신뢰성 체계에
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뢰성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방법을 다루며, 신뢰성 시험 업무절차와 시험
방법을 선정하여 시험하고, 신뢰성파라미터 분석 방법에 따라 신뢰성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룬다.
We study the making of reliability process, reliability test, evaluation process to ensure reliability of
machine process. We deal with the making of reliability process by using the analysis of requirement
specification, testing reliability work process and test methods,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liability
revels according to analyzing reliability parameters.

290005 기계설비제어설계 I(Design of Machine Process Controller I)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 1년차 상반
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계설비제어공학의 기계시스템 제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This course is conducted with company ordered subject, composed with contents which is ordered
by company in the first half year, for target to develop system control ability. This course is
conducted for student' self learning with supervised by a guidance professor.

290006 기계설비제어설계 II(Design of Machine Process Controller II)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 1년차 상반
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계설비제어공학의 기계시스템 제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This course is conducted with company ordered subject, composed with contents which is ordered
by company in the first half year, for target to develop system control ability. This course is
conducted for student' self learning with supervised by a guidance professor.

290007 제어기술특론(Advanced Control Engineering)
기계시스템의 프로세서 중 대표적인 PLC를 중심으로 특수모듈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해 에러 수정 및 구성요소에 대한 IO결정, 시스템의 이상유무 분석에 대해서도 학습한
다. 뿐만 아니라 기계시스템내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위치결정 데이터나 통신 파라미터를 변경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법도 학습한다.
Focused on PLC processor in machinery system, student will study programming implementation
based on special module, and also study error modification and IO setting by s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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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so practice a position setting and changing of communication parameters and analysis of
results in machinery system.

290008 센서기술특론(Advanced Sensor Technology)
측정대상의 기구적, 전기적, 환경적인 요인과 사용목적, 범위, 기능을 고려하여 센서를 선정하고, 기계시스템
에 적용 가능한 회로 구성, 신호처리 및 관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센서의 응답속도 정밀도 감도 등을 환경
적 요건에 부합여부를 분석하고, 적합한 신호 변환 및 전송, 신호처리 기법, 유지보수 등을 다룬다.
We study the sensor selection with considering the mechanical, electrical,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object, range, function, and also study the circuit configuration which is applicable in machinery
system and signal processing and the method of management. We also study to analysis the
adaptability of response speed, accuracy, and sensitivity.

290009 기계시스템제어방식설계(Control Method Design of Machinery System)
기계시스템의 분석과 공정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기계시스템의 제어방식을 결정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기계시
스템의 요구사항과 사양서를 바탕으로 주 제어방식을 결정하고, 제어방식에 부합되는 제어기의 기능 및 성능
을 분석하여 주 제어기를 선정하고, 개발환경과 운영환경(OS) 등을 결정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부가제어방식
결정 및 통신 방식에 대한 분석 및 활용 등을 다룬다.
Focused on the analysis of machinery system and process, student will study to decide the control
method of machinery system. Based on demanded subject and specification, determine the main
control method, and choice the main controller by analysis for function and performance of controller,
and decide the environment of development and OS, and additionary provide to decide the method
of additional control method and analysis of communication method and application.

290010 장비네트워크(Network of Equipment)
기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신호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변환 및 노이즈제거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통신기법을 활용하고, 프로토콜 생성 및 해당 프
로토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종 통신간의 컨버팅 기법 등을 학습한다.
We study to analysis the analog & digital signal in system, for more necessity also study the
transformation and noise reduction. We study the various communication tools for construction of
system, analyze the generation and data of protocols, and study the transformation between each
other different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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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11 모터제어시스템구현(Evaluation of Motor Control System)
다양한 모터에 특성 및 제어목적에 따라 블록도를 도시하고, 제어기를 최적으로 설계하고 그 결과를 Bode
선도를 통해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모터의 종류별 동적방성식을 제어설계용 소프트웨어 상에 모델로 구
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모터의 부하추정 및 부하식별 기법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제어
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다룬다.
We study to design optimum controller with considering the motor types and control skims, also
estimate the result with bode diagram. We study to simulate dynamic equation on simulation tool for
each other different motor types. also understand load estimation and identification, verify the
propriety of controller by adapting simulation.

290012 안전공학특론(Advanced Safety Engineering)
기계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각 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및 기계시스테므이 파괴 진단기술에 대해 학
습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을 파악/분석하는 방법, 재해자의 보상 및 사후관리, 재해자의
직업복귀 등의 재해자 관리 방법, 동종의 사고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방법 등을 다룬다.
We study safety and diagnosis of destruction of machinery system with considering each factor's
characteristics. more deal with analyzing the cause of disaster for disaster prevention, accident
compensation and after management, reinstatement for accidental worker, prevention of accident.

290017 제어로직설계(Control Logic Design)
기계시스템의 제어 사양 및 로직의 파악, 구성요소의 타임 차트, 제어방법 선정, 제어로직 설계에 대해 학습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구동기별 동작방식, 적합한 순서도작성, 구동기의 동작시간 측정, 시스템간의 인터페이
스 방식,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등을 소개한다.
We study determining the control specifications and logic, timing diagram of system elements,
selection of control method and control logic design. This Course introduce the operation mode by
actuator, suitable flow charting, operating time measurement of actuator, intersystem interface method
and system parameter configuration.

290018 메커니즘구성(The mechanism)
기계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설계 목표에 의거하여 제어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구성부품의 선정, 구성요소의 조합, 복합메커니즘 검증을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We study to determining process of control method that reflects user demands and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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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oal about mechanical system. We learn how to configure optimal system via the component
part selection, the combination of elements and verification of complex mechanism

290019 제어시뮬레이션(Control Simulation)
기계시스템의 동작 및 특성을 분석하여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계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We study to process that model definition via analysing operation and property of mechanical system
and the model parameter configuration. We also study to analysis mechanical system via hardware
simulation and software simulation.

290020 설비제어응용(Machine equipment Control Application)
기계시스템의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 HMI에 대해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 기기들을 융합하여, 시스템적
제어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메커니즘의 구성, 제어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구조설계, 제어 프로그래밍
등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다룬다.
We study controller, sensor, actuator and HMI(Human Machine Interface), fo more necessity also
study systemic control processes in which several devices have been amalgamated. This Course
introduce the design of mechanism, control interface, program structure and control program control
specification using function analysis, control program based on mechanical system.

290021 기계설비제어Ⅰ(Mechanical Equipment ControlⅠ)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이다.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2학
기에 구성하여 기계설비제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This course is customized for each company for Systematic OJT(On the Job Training). The purpose
is to cultivate machinical Equipment control capabilities by organizing in the second semester
focusing on the jobs required by each company.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pany-specific
professor, learner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self-directed learning.

290022 기계설비제어Ⅱ(Mechanical Equipment ControlⅡ)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이다.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4학
기에 구성하여 기계설비제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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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customized for each company for Systematic OJT(On the Job Training). The purpose
is to cultivate machinical Equipment control capabilities by organizing in the fourth semester focusing
on the jobs required by each company.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pany-specific professor,
learner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self-directed learning.

291008 데이터베이스특론(Advanced Database)
관계형 모델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론, 데이터베이스 언어(관계 대수, 투플 관계 해석, SQL)를 학습
한다. 뿐만 아니라 저장 구조, 해싱과 인덱싱, 질의처리, 동시성제어, 회복, 트랜잭션 관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구현 측면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E-R diagram 작성 및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의 변환, 정규화
과정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기존 데이터모델들의 한계성과 다양한 발전 모델에 대하여 논의한다.
In this course, database design theory and database language (relational algebra, tuple calculus, SQL)
are introduced. In addition, we cover the implementation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 such as
storage structure, hashing and indexing, query processing, concurrency control, recovery and
transaction management. We also study E-R diagram, relational data modle transformation,
normalization. Furthermore, we debate the limitation of the relational data model and introduce various
extended models.

291010 소프트웨어공학특론(Advanced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계획, 요구분석, 구조설계, 상세설계, 구현, 테스
트,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CASE(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의 기본 개념과 다
양한 CASE 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재사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 및 품질 측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We study the software life cycle, diverse software process model, plan, requirement analysis,
structural design, detail design, implementation, test and maintenance.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 the concept of CASE (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diverse CASE tools, and
software reusability. We also debate the activities of software quality insurance and measurement.

291013 IT프로젝트 원가 및 인적자원관리(IT Project Cost & Human Resources Management)
본 교과목은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에 기초하여 업무 규모와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식기반(조직 프로세스 자산) 업무 수행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IT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성하며 주어진 인력을 조직화하고 세부 작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
무적 적용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knowledge-based(organization process asset) business execu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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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sting by accurately grasping the business scale and complexity quantitatively based on a clear
requirements definition. In addition, this course aims to secure human resources required for IT
project completion, form an organization, organize the assigned manpower, and cultivate the
businesslike application ability for intensifying detailed work execution capabilities.

291014 IT프로젝트 통합 및 조달관리(IT Project Integration & Procurement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시 관리가 필요한 요구사항, 일정, 비용, 품질, 인력, 의사소통, 위험, 구매, 변
경, 성과 등의 영역에 대한 통합 관리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IT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제품을 조
달하기 위한 공급업체 발굴하고 선정, 관리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integrated management ability in the areas, such as requirements,
schedule, cost, quality, manpower, communication, risk, purchase, change, and performance, etc.
which require management in time of project proceedings. In addition, it aims to help students to
build practical business ability for discover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a supplier procuring
services and products which are required in executing an IT Project.

291015 IT프로젝트 위험 및 변경관리(IT Project Risk & Change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사업의 성공에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위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기 식별 및 적
절한 대응 계획 수립과 실무 적용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개발 완료 후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신속한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습득과 내재화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do planning for early identification and proper response and to deepen the
practical business application ability by minimizing the influence of a risk which could work as an
obstacle to a project success. In addition, this course builds up students’ ability to support users’
acquisition and internalization for supporting prompt early settlement & stabilization of information
service, which is scheduled to open after completing development

291020 IT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관리(IT Project Scope & Time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과 정의, 상세 작업을 통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개발 목표
에 대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구현할 시스템의 기능 설계와 범위를 명세화하는 업무 수행 능력
을 심화한다. 또한 초기 수행 계획과 전체 일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진도 파악, 가용 상태를 반영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business executive ability to specify function design and scope of the
system to be realized by drawing a user’s functional/non-functional requirements of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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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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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In addition, in this course, the relevant students establish the initial execution plan and
the whole schedule, and cultivate practical business ability to adjust & maintain the whole project
schedule reflecting continuous grasp of schedule progress and available condition.

291022 IT프로젝트 기획 및 의사소통관리 (IT Project Planning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초기 또는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 내용,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등을 정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착수까지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착수에 필요한 입찰 공
고, 입찰, 제안서 평가, 계약 적용 등의 업무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IT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식별하여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IT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수집하여 배포하고, 저장
과 검색을 통해 상황을 분석·보고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the ability in business, such as a public notice of a bid, bidding,
proposal evaluation, contract application, etc. which are required for the start of a project which
manages starting business by giving a definition to a goal & detailed contents intended to be
achieved at the early stage of a project, or before the start of a project, promotion system, and
required budget, etc. and by judging whether a project is to be promoted or not. In addition, by
identifying and addressing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an IT project, students will generate,
collect, and distribute information needed to perform IT projects. The ability to analyze and report
situations will be nurtured through saving and searching such information.

291023 IT프로젝트 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관리(IT Project Security and Information
System in Construction Management)
본 교과목은 IT프로젝트 수행 전, 중,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이슈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획득
한 정보 및 투입자원 등을 체계적인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IT프로젝트 수행에 필
요한 네트워크, HW장비, SW기술, DB에 대해 구축 및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enhance the ability to manage acquired information and resources based on
systematic security procedures, in order to identify and respond to a variety of security issues that
may arise before, during, and after carrying out an IT project. Additionally, in the course, we seeks
to nurture the ability to deploy and manage network, HW equipment, SW technology, and DB
required to perform IT projects.

291024 IT프로젝트 품질 및 성과관리(IT Project Qua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IT 프로젝트 인도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관리자적 입장에서의 업무 적용과 다양한 품질
개선 활동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IT프로젝트의 성과물이 IT프로젝트의 본원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IT프로젝
트의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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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nurture the ability to enhance the quality of IT project deliveries, and moreover
this course help students to develop the business application ability from the position of a manager,
and the ability in various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In addition, this course aims to enhance the
ability to define, continuously measure, and manage performance indicators of IT projects so that the
outcomes of IT projects meet the original objectives of IT projects.

291025 IT융합SW공학I(IT Convergence Software Engineering I)
체계적 현장 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관련 직무 중 해당
하는 내용을 구성하여 IT융합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수행 역량 심화를 목적으로 한다. 담
당 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 주도로 교과목과 학습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된다.
As a company-customized course for systematic field training,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epen
the ability of software project management execution for IT Convergence Software Engineering with
organizing the relevant contents required by each company among various IT project management
duties. This course is operated through a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with selecting a subject and
learning metho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ofessor in charge.

291026 IT융합SW공학 II(IT Convergence Software Engineering II)
체계적 현장 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관련 직무 중 해당
하는 내용 구성하여 IT융합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수행 역량 심화를 목적으로 한다. 담당
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 주도로 교과목과 학습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된다.
As a company-customized course for systematic field training,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epen
the ability of software project management execution for IT Convergence Software Engineering with
organizing the relevant contents required by each company among various IT project management
duties. This course is operated through a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with selecting a subject and
learning metho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ofessor in charge.

291027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본 교과목은 IT프로젝트 수행 전, 중,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이슈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획득
한 정보 및 투입자원 등을 체계적인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능력을 심화한다. 또한 신기술을 중심으로 IT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HW장비, SW기술, DB에 대해 구축 및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enhance the ability to manage acquired information and resources based on
systematic security procedures, in order to identify and respond to a variety of security issu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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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arise before, during, and after carrying out an IT project. Additionally, focusing on new
technology, we seek to nurture the ability to deploy and manage network, HW equipment, SW
technology, and DB required to perform IT projects.

291028 IT프로젝트 원가관리(IT Project Cost Management)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에 기초하여 업무 규모와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
한 지식기반(조직 프로세스 자산) 업무 수행 능력을 심화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knowledge-based(organization process asset) business executive ability
for costing by accurately grasping the business scale and complexity quantitatively based on a clear
requirements definition.

291029 IT프로젝트 기획관리(IT Project Planning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초기 또는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 내용,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등을 정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착수까지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착수에 필요한 입찰 공
고, 입찰, 제안서 평가, 계약 적용 등의 업무 능력을 심화한다.
This course aims to deepen the ability in business, such as a public notice of a bid, bidding,
proposal evaluation, contract application, etc. which are required for the start of a project which
manages starting business by giving a definition to a goal & detailed contents intended to be
achieved at the early stage of a project, or before the start of a project, promotion system, and
required budget, etc. and by judging whether a project is to be promoted or not.

292001 공정관리특론(Advanced Process Engineering)
제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조원가, 생산성, 품질, 납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려하여 투입 자원에 따른 회수 비용과 회수 기간이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조공정, 생산방식, 생산
설비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how to analyze manufacturing process, production system, and production
equipment by optimizing of return of investment and its duration considering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manufacturing cost, productivity, quality, delivery, in production the product.

292002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지능형 자동화 기계시스템의 제어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요소부품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구축된 기계시스템에 가상 물리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상물리생산시스템으로의 상
호 작용시 제어 관점에서의 안정성, 성능,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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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covers the understanding of machine control engineering of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and the various kind of interface components in the system. The study covers the methodology how
to evaluate the performance, stability, reliability of the developing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in
relation to 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in view of machine controllability and interaction with
cyber physical system.

292003 스마트팩토리기획(Planning of Smart Factory)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근간이 되는 스마트팩토리의 정의와 핵심요소기술에 대하여 학습하고 기술 고도화
수준별 산업계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시 고려사항과 의사결정 내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the definition of smart factory which is conceptual groundwork of industrie 4.0, and
considerations and decision-makings in analyzing the case study of hierarchial application of smart factory.

292004 스마트센서응용(Smart Sensor Technology)
지능형 자동화 기계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에 대해 원리와 적용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regarding the various kinds of smart sensors which
is applied in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292005 스마트설비최적설계(Optimization of Smart System)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의 수집, 정의, 명세화, 검증을 통해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the methodology how to set up the requirement according to collect requirement,
the definition of data, and the specification of data, to achieve the AI service goal.

292006 스마트설비안전설계(Safety Engineering of Smart System)
기계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각 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및 기계시스템의 파괴 진단기술에 대해 학습
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을 파악/분석하는 방법, 재해자의 보상 및 사후관리, 재해자의 직
업복귀 등의 재해자 관리 방법, 동종의 사고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방법 등을 다룬다.
The study covers safety issues considering the safe operation of mechanical system and diagnosis
technology of the system breakdown. And this also covers the methodology how to prevent the
industrial accidents, to analyze the root cause of the accidents, to manage the compensation and the
injured and to preventive maintenance of accident protection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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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07 머신비전과 광학(Machine Vision and Applied Optics)
지능형 자동화 기계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광부품 (조명, 카메라, 레이저, LED, OLED 등)에 대해
원리와 AOI 등의 각종 검사시스템의 머신비전 적용시 유의사항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시
활용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the basic principle and applications of optics which is applied in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of smart factory especially machine vision of AOI, illumination, laser, LED, OLED, etc.

292008 로봇시스템응용(Applied Robotic System)
제조현장에 적용중인 다양한 로봇에 대해 특성을 이해하고 로봇의 위치결정을 위한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와 동작시 발생되는 dynamics & vibration, 제어 안정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협업로봇의
개발시 고려사항 및 안전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the forward and inverse kinematics of robot manipulator to set the motion of work,
and dynamics and vibration control in motion, based on the engineering analysis of the various kind of
robot system in industry. Also this covers considerations and safety in collaborative robots research.

292009 데이터공학(Advanced Data Management Engineering)
고도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 구조패턴을 기계(컴퓨터)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여 현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The study covers the methodology of data management and data analysis to solve the highly
accurate issue with structured patterns of complicated data by utilizing th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292010 IoT네트워크응용(Applied IoT Network)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상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응용하기 위하여, IoT 데이터 명세화, IoT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e study covers the methodology to build up the specification of IoT data, IoT data collection, and
the plan of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collected data from network connected target service.

292011 스마트팩토리실무 I(Smart Factory Practice I)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 1년차 상반
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능형 자동화 기계시스템 개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
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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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covers the corporate-customized training of smart factory issues for the sake of systematic
OJT, and the build-up of capability to develop the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required from the
corporate. The study operates by self-directed training under the professor’s supervising at first semester.

292012 스마트팩토리실무 II(Smart Factory Practice II)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 2년차 하반
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스마트팩토리 구축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The study covers the corporate-customized training of smart factory issues for the sake of systematic
OJT, and the build-up of capability to establish the smart factory required from the corporate. The
study operates by self-directed training under the professor’s supervising at final semester.

300001 TVET Policy Seminar(직업능력개발 정책세미나)
This course introduces the Korean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and practices in TVET which will be
helpful for foreign policy makers to apply the Korean TVET system to policy-making in one’s own
home country. Most lectures will be given by Korean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all of whom have had much experience in TVET and its related fields.
It focuses on practical aspects rather than academic theory to facilitate further global TVET policy alliances.

300002 Principles of Management(경영학원론)
This course is an intensive and comprehensive introductory study and analysis of the management
process from a general manager’s perspective,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area of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covers the following topics, among others: the concepts of strategic
and tactical organizational planning; organizational design and structure to achieve company
objectives; goal setting; leadership skills; employee motivational approaches; conflict managem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staffing and supervising processes; performance appraisal; managing
groups and teams; management development and employee training; positive employer-employee
relations; managing in a global environment; employee due process mechanisms in the nonunion firm;
nonunion complaint and grievance procedures; management ethics; and the concepts of controlling
and control systems. The emphasis of the course is on the skills and knowledge needed to
successfully manage an organization, especially implications for those newly promoted to supervisory
and managerial positions within private, public, or federal sector organizations.

300003 Employment Policies(고용정책개론)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study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th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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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in the advanced level (Master degree). The first part of the lecture will focus on the labor
market theories and practices, while the latter part will be more likely to focus on applied fields of
labor economics such as effects of the minimum wage, anti-discrimination policies, job search theory
under uncertainty and unemployment,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youth unemployment and aging
issues,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valuation of skills) and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tc.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major concepts of labor markets and employment policies, and write a report
to explain labor market situ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of his or her own country.

3000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인적자원개발특론)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a) to underst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especially in terms of individual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b) to identify relevant and practical issues of HRD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and
(c) to conduct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on the course-related topics

300005 Introduction of Solar Energy and Lab(신재생에너지기초 및 실습)
This class covers the basic understating of the renewable energy and future technological trends as
well. Industrial aspect of the renewable energy is also included. Experiments for Solar cell making
will be carried out in the lab.

300006 Smart Management Information Seminar(스마트경영정보세미나)
As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he business
environment of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is expected to change drastically.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of management information control such as information
systems uti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knowledge management in business through
professional lectur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It also presents a
comprehensive up-to-date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ies and case studie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management and effective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generated by the government/public institution/organization.

300007 Seminar on Employment and TVET Policy(고용과훈련 정책세미나)
한국의 직업훈련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주요 고용정책
이 직업훈련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과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강의와 함께 학생들이 모국의 제도와 비교 발표하는 토론, 그리고 기업 등 정책현장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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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focus of this class is to study on Korean TVET and Korea employment policies, and how
2 policies are related.
Korean Employment Policies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Package Services for Success
of Getting Job Program are deeply related to Korean Vocational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uch as specialized high school and colleges is connected to this. For efficient class,
debates and site visits will be also scheduled with lectures

300008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전략적 기술경영론)
본 과목은 기술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경영과 관련된
사고방식, 모형, 그리고 분석방법론에 대한 학습과 분석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s meant to provide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ools for thinking about and managing
technology. We emphasiz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ways of thinking or models that help
in the analysi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for managing technology.

300009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본 교과목은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
하고 실질적인 이슈를 파악하며, 교과목과 관련한 주제로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a) to understand how to develop and evalu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e; (b) to identify their relevant and practical issues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and (c) to conduct individual projects on the course-related topics.

300010 Introduction to ICT(ICT개론)
정보통신기술은 현대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개개인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정보처리 및 표시장치를 포함하여, 유선 및 무선, 인터넷 그리고 이동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leads modern industries and changes everyone’s life
patterns. In this coursework, the core technologies in ICT will be introduced, such as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displaying devices.

30001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차산업혁명특론)
4차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이해와 기술의 변화로 수반되는 직업 변화 및 새로운 교육
의 수요에 대한 내용을 강의, 전문가 초빙, 토의 및 발표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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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the technology shift and subsequent changes of TVET education due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going to be covered by a series of lectures, invitation of experts on this field, and also
by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n the class.

300012 Basic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공학설계기초 및 실습)
이 과목은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공학설계방법을 배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러스, 보,
프레임, 단순한 2차원 구조물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각 학생은 기초적인 공학설계 방법을 활용하는 지식을 배우게 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engineering design metho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ocus will be given to the engineering design of truss, beam, frame, and simple 2-dimensional
structures. The students will attain basic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design the simple structures.
Each student will attain knowledge on practical implementation of basic engineering design method.

300013 한국의 노동과 노동정책사례연구(Case study on employment and labor policy)
직업훈련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용보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및 중장년 취업대책 등 고용정책과 최저임
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등 주요 노동정책 관련 정책들을 사례위주로 강의 및 토론함으로서 한
국의 직업훈련정책을 입체적으로 이해토록 한다.
This class is studying on major Korean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mployment Service Package Program, minimum wage and working hour policies, and etc.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VET so that foreign students understand Korean TVET Policy more efficiently

300014 공학의 이해 및 에너지기술(Introduction of engineering and energy technology)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연관된 공학과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
고,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역량 강화코자 한다.
Studying on the engineering and energy technology via lecture and lab in order to improve the TVET
competency for 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300015 NCS와 국가역량체계(Introduction of NCS and NQF)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노동시장은 직무에 기반한 능력개발, 자격체계, 채용, 보상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에 세계 각국은 각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동 과정은 우리나라의 NCS 도입배경과 현황, 구성
및 체계, 비전 등을 살펴보고 아시아 각국의 국가역량체계와 비교하여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시장의 발전방안
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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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and competitive labor market is in the vocational development, qualification, hiring, and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job competency. Therefore many advanced countries are trying to
define the competencies needed for each industry, and build an education, training,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se. Korea has been developing NCS in earnest
since 2014 and is trying to utilize it actively. This course will study the background, current status,
composition, function, and vision of NCS, and look for ways to develop it while comparing with
those of ASEAN countries.

300016 디지털경제시대 평생능력개발전략
(Strategy of Life Long Competency Development In Digital Economy Era)
ICT와 이를 융합한 기술이 산업을 리드하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디지털 경제가 우리의 노
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 것인지
를 공부하게 된다. 또 선진국과 BRICS등 주요 개발국가들의 전략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바람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책방향을 스스로 모색하게 된다.
It is essential for future TVET policy direction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of Digital Economy
in which convergent technology utilizing ICT prevails industry, and the impact to labor environment.
Students will also learn what kind of competencies are needed and how these could be developed.
Students will eventually find out desirable direction of TVET policy in Digital Economy while they are
studying representative cases o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BRICS, and analyzing it
compared to their own countries’

300017 기업가정신 특론(Entrepreneurship)
본 강의는 창업 과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창업가의 행동과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시
각과 창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시각을 균형 있게 다룬다. 또한 창업가가 창업기
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활동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To obtaining a full understanding of the entrepreneurial process, both the micro perspective (which
focuses on the behavior and thoughts of individuals) and the macro perspective (which focuses
primarily on environmental factors) are dealt with importantly. The lecture will do more than describe
what entrepreneurs do (common practice) and go further and describe actions and procedures
entrepreneurs can perform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ir companies will succeed.

300018 조직행동관리(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본 강좌는 조직 내 인간행동을 분석, 규명하는 조직행동의 기본이론과 한국기업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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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경영관리 관행을 학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경영자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학습하
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경영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This lecture provides basic theory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alyzing and investigating human
behavior in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management practices of compani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this class, students can enhance their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be
managers with global views and underst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Korea.

400001 AI개론(Introduction to AI)
인공지능의 응용, 현재 수준, 한계점 등에 대해 다루고, 인공지능의 중요 기술인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applications, current level, limitations of AI. It also contains 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hat are core technologies in AI.

400002 AI프로그래밍(AI Programming)
다양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
한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ython programming language in order to use the various AI libraries such as
Tensorflow, caffe, etc., and a programming development environment for building AI services.

400003 AI융합교육과정연구(Curriculum of AI convergence education)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의 AI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
한다. 또한, AI 교육과정의 융합 교육과정으로서의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교과 간 상호 유기적 연결 방안
및 각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연구한다.

999999 Tutorial 교과(Tutorial)
지도교수가 외국인 지도학생(2명 이내)을 대상으로 일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여 외국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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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수여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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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수여 및 논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정 : 1997. 6. 5.

제 1차 개정 : 1997. 9. 8.
제 2차 개정 : 1998. 3. 1.
제 3차 개정 : 2000. 3. 1.
제 4차 개정 : 2002. 3. 1.
제 5차 개정 : 2002. 7. 8.
제 6차 개정 : 2003. 3. 1.
제 7차 개정 : 2003. 6.13.
제 8차 개정 : 2003.11.21.
제 9차 개정 : 2004. 7. 9.
제10차 개정 : 2005. 6. 1.
제11차 개정 : 2007. 5.31.
제12차 개정 : 2008. 2.14.
제13차 개정 : 2009. 6. 3.
제14차 개정 : 2010. 3. 1.
제15차 개정 : 2010. 5.25.
제16차 개정 : 2011. 1. 3.
제17차 개정 : 2011. 6.20.
제18차 개정 : 2012. 3. 1.
제19차 개정 : 2013. 2.28.
제20차 개정 : 2014. 2. 3.
제21차 개정 : 2014. 6. 1.
제22차 개정 : 2015. 8.31.
제23차 개정 : 2016. 3. 1.
제24차 개정 : 2017.11. 1.
제25차 개정 : 2018. 3. 1.
제26차 개정 : 2019.10.23.
제27차 개정 : 2020. 3. 1.
제28차 개정 : 2020. 5.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
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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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제
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사에 통과된 자
에게 수여한다. 다만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별 조건에 따른다.
1.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후 졸업시험으로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생은 5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이상 추가 취득시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5.25., 2014.02.03., 2018.03.01.)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계약학과의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학생은 ｢대학원 계약학
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15.08.31.)
② 단, 수업연한 단축 교육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③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및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의 논문대체(학점이수)학위를 신청한 자에 대
한 졸업시험, 신청시기, 교과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5.25., 2013.02.28)
④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 및 탈락한 자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자에 대하여
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3.01.)
제3조(학위의 종별) 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6.3.)
②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명칭(전공명칭), 이수교과과정 및 요건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03. 개정 2020.05.01.)

제2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제4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산
업대학원 및 계약학과 재학생과 외국인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10.03.01)
②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독해 및 전공분야 연구수행에 필요한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③ 전공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07.05.31)
제5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1개 과목으로 한다. 단, 외국어시험 대체(인증)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한다.
제6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
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7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7조(응시절차)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기
일 내에 대학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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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
으로 출제위원이 된다.
제10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불합격이 있는 경우는 차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TOEIC, TOFEL, TEPS, JLPT, JPT, NIKKEN, HSK,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등의 성적으로 대체(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또한 그 성
적의 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 1.)
제11조(합격자 인준)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학위논문
제12조(학위논문) ① 석사학위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고 주제가 학술적 타당
성이 있게 조직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은 다루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현장직무 중심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기존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정도 수정 보완 또는 확대하고 논지
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3조(논문제출 시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14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24학점)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
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통합학칙 제14조2항)
및 특정학위과정(통합학칙 제14조5항)에 의한 경우 3학기이상을 등록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칙 제17에 의거 6학기 이상 등
록을 필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신설 2010.03.01. 개정 2019.10.23)
제15조(논문제출 기한) ① 논문제출 자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군 입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이내로 한다.
②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3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
2. 박사학위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
제16조(논문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불·독·중·일본어 등 5개 외국어 중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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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교수) ① 각 학과에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를 재학생 기준으로 25명이하로 한다. 다만, 정원외 학생수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1.03)
③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도교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학위논문작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 연구계획서) ①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0개월 이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
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1항의 절차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의 체제 및 작성) 논문의 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논문제출 절차)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소정의 심사료를 지정된 기일 내
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3.)
1. 학위논문 심사원 1부.
2. 학위논문 요약서 석사 3부, 박사 5부.
3. 학위논문(심사용) 석사 3부, 박사 5부.
4. 학위논문연구윤리확인서 1부.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수 및 이에
상응하는 관련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2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
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1인과 부심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5
인중 최소한 2인 이상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
(주심)은 전임교원으로서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한다.
제24조(예비심사) ①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예비
심사 결과(판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본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구술 포함)하며, 석사학위 심사는 2인 이상, 박사학위 심사는 4인 이상의 심사위
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의 결
함이 없는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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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수정·보완하
여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수여 사정)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사정
을 거쳐야 하고, 수여 의결된 논문은 그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학위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각각 [별지 서식1] ~ [별지 서식13]의 학
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9.06.03., 2010.05.25., 2018.03.01.)
제30조(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거나, 논
문작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재적위
원 3분의2이상의 찬성)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3)
② 학위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1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과 문화 또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대학발전에 지
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총장이 [별지 서식3]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명예박사학위의 취소)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
원위원회의 의결(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
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1997. 6. 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1997. 9.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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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논문 제출 가능학점은 24
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시기)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논문대체학위는 2013년 2월까지 신청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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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14조5항에서 정한 특정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
조(신청시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조(신청시기)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기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5조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생이 논
문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 논문제출 기한 경과자에게도 제1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별지 서식1,2 경과조치) 클러스터 교과과정을 이수한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개정전 학위수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조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 1학기 이전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
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입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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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논문제출자격)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을 기존 66학점 기준 대비 6학점
줄인 60학점이상 이수자(혹은 당해 학기말 예정자)로 하는 기준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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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3조 관련]

대학원별․학과별학위
대학원별

학위종별

석사학위

대학원

박사학위

학과

전공

학위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디자인공학과

디자인공학전공

공학석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건축ICT융합전공
기전융합형 부품/소재전공
지능형전자기기융합전공
ICT융합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뿌리산업협동과정

에너지신소재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석사

산업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경영학전공
Global TVET Management전공

경영학석사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디자인공학과

디자인공학전공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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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별

학위종별

석사학위

학과

전공

학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건축ICT융합전공
기전융합형 부품/소재전공
지능형전자기기융합전공
ICT융합전공
미래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산업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경영학전공
Global TVET Management전공

경영학박사

인력개발학과

인력개발전공
인력경영전공
진로및직업상담전공
고용전공

인력개발학 석사
인력경영학 석사
상담학 석사
고용정책학 석사

인력개발학과

인력개발전공
인력경영전공
진로및직업상담전공
고용전공

인력개발학 박사
인력경영학 박사
상담학 박사
고용정책학 박사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공학석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공학석사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석사

디자인공학과

디자인공학전공

공학석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전공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공학석사

뿌리산업협동과정

에너지신소재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석사

AI융합교육학과

AI융합교육전공

공학석사

경영학과

경영HRD전공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

IT융합과학경영학과

IT융합과학경영전공

IT융합과학경영석사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반도체과학경영전공
디스플레이과학경영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석사

테크노
인력개발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IT융합과학
경영산업 석사학위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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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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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2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전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
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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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3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전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학 석사(○○
○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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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4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산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
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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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5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산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
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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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6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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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7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9조 관련]

전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전공)의 자격
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학위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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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8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31조 관련]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분은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으로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장(학위명)○○○(인)
위추천에 의하여 명예○○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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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9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31조 관련]

전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
월

○
일생

위 분은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으로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학위명)○○○(인)
위추천에 의하여 명예○○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학위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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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0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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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1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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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2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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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3 : 대학원학위수여규정 29조 관련]

327

대학원 연구등록에 관한 지침
제

정 : 2006. 12. 1.

제 1차 개정 : 2009. 2. 1.
제 2차 개정 : 2011. 3. 1.
제 3차 개정 : 2016. 3.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13조에 규정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생 연구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
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과목수강 자격 및 의무)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지도를 받는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본교에 개설된 교과
목을 수강할 자격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조(신분) 연구등록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 연구등록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등록) 연구등록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등록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연구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7조(부담금 등 징수) ① 학칙 제13조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등록생은 소정의 납입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미달로 인한 학기초과자로서 따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납입금을 징수하되, 수업연한 초과 등록
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시행)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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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09호>

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17.1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통합학칙」규정에 의거 ‘대학원통합학칙 제2조 및 제14조에
서 위임한 석사학위과정 단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대상 설치 학과(전공)에 적용하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기능) 이 규칙으로 신설된 학과(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심
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입학 및 졸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➀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분야 전
공의 교원으로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 및 모집) 입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장 입학’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모집
은 대학원 입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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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입학 및 편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은 불허한다.
제7조(등록 및 반환) 등록금 납부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11장 등록금’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장 학생 생활
제8조(휴·복학) 재학생의 휴학은 불허하며, 휴학하는 경우는 자퇴로 본다.
제9조(전공의변경) 전공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10조(장학금) 동 규칙으로 설치된 학과(전공)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연한·학년도·학기
제11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도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2조(학년도 및 학기) 1개 학년도는 총 2개학기로 구성되며, 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성한다.

제6장 교육과정·수업
제13조(교육과정 및 수업) 교육과정은 36학점으로 구성하며, 계절학기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성적) 성적 인정 기준은 ‘대학원통합학칙 제4장 성적’에 의한다.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동 교육과정에
한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
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대학원에 제안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점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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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졸업
제16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 평점이 B0 이상을 취득한 자
2.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졸업사정에 의하여 합격한 자
제17조(학위의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별표1]과 같으며, 학위기
는 학위수여규정 [별지]와 같다.
제18조(졸업 시험) ① 수업연한 단축의 교육과정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고, 졸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졸업시험은 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주임교수가 정한다.
➂ 졸업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8장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및 학사운영규칙’
을 준용한다.
[별표1]
대학원구분

학과

일반대학원

산업경영학과

전공명
Global TVET Management

부

학위

학위명

석사

경영학석사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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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

333

5. 장학

대학원 장학금 지급지침
Ⅰ. 목적
대학원생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으
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학생을 수혜 대상자로 선발
2. 장학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학기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생활비 명목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등록금 초과 및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개
정 2018.11.1.)
3. 학비 감면 학생이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자동 소멸
4. 등록금 면제 장학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등록금 납부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다만 학생신분 취득 후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반 외국인 학
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면제 장학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등록금 납부 후 해당 금액을 반
환 (개정 2018.11.1.)
5.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수업연한(4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18.11.1.)

Ⅲ. 장학금 지급근거 및 구분
1. 지급근거 및 재원
가. 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나. 대학원 통합학칙 제38조(상벌)
다. (대학)장학금에 관한 규칙
라.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지침 (2015.12)
마. 재원 : 등록금 및 비등록금 회계 (예산과목 : 4321, 4322)
2. 장학금 구분
가. 학비감면장학금 : 등록금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나. 근로봉사장학금 : 대학 내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
다. 특별장학금 : 학비감면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3. 기타사항
장학금지급지침 이외의 특별장학금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선 집행 후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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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종류와 세부내용
1. 학비감면 장학금
가. 학업(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내 용
대상 : 국고지원사업 학과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국고지원사업 별 장학금 지급기준 등 별도지침에 의거 선발

장학금액

사업비 중 장학예산을 고려하여 장학금액 산정

지급시기

학기 별 사업예산 배정 완료 후 지급

장학선발

해당 학과에서 장학금액 및 인원 선발

나. 연구(조교)장학금
구 분

내 용
대상 : 일반대학원 전일제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조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학생 계속 지원 요건은 직전학기 성적 3.75이상)
선발기준

※ 전일제 : 일반대학원생으로서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Full-time 참여 가능한자. 단,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고 본교 또는 타교에 출강으로 인하
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장학금액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지급시기

재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감면 / 신입생 : 등록 후 별도지급
연구(조교) 장학금 1회 이상 수혜 시 의무이행(졸업전까지 제출)
<연구조교 수혜자 의무이행 ① + ② >
① 학술지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발표
- 논문저자는 주저자 또는 지도교수 공저에 한함
- 학술지 논문 게재시 학술대회 발표 면제

의무이행

※ 단, 박사과정의 경우 학술지 논문게재만 가능
(주저자, 교신저자에 한함)
② 학부실습지원
주/3시간 이상 총 16주 이상(1개 학기만 인정)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부실습 미이행시 지도교수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공학계열은
학술대회발표로, 인문계열은 외부컨퍼런스 또는 워크숍참가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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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

다. KOREATECH복지장학금
구 분

내 용
∘1급: 본교 대학(법인 포함) 교직원의 자녀

선발기준

∘2급: 본교 대학(법인 포함) 교직원(공무직 포함) 또는 대학(부속시설 포함) 비정규직원으
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 필요

장학금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구비서류

∘1급: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3
∘2급: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재학생: 등록금 고지 시 감면
신입생: 등록 후 신청에 의한 지급
매 학기 신청에 의함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자녀에 한함), 소속 부서장의 장학금
추천서(해당자만)

라. 외국인유학생장학금
구 분

내 용
① 한국어 트랙
: TOPIK3급 이상
② 영어트랙

선발기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적의 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TOEIC제외)
③ 일반트랙 : TOEIC 700점 이상

장학금액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감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 시 감면

지급요건

재학생이면 자동 지급

기타사항

∘해당학기 등록기한 이후 제출한 어학성적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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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담헌장학금

(개정 2019.7.1.)

구 분

내 용
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전 1년 기준)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선발기준 이하인 자
∙1급: 가족관계증명서상 양친이 생존해 계시지 않고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
- 월평균납부액(이전 1년 기준)이 직장가입자 61,200원, 지역가입자 46,944원,

선발기준

직장+지역가입자 61,405원
∙2급: 가족관계증명서상 양친 중 1인 이상이 생존해 계시고 아래 ① 과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부모, 형제, 자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며 해당 거주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월평균납부액(이전 1년 기준)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 91,800원, 지역가입자 95,165원, 직장+지역가입자 92,354원
② 단독세대주로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전 1년 기준)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 61,200원, 지역가입자 46,944원, 직장+지역가입자 61,405원

장학금액
지급요건

∘ 1급 :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 2급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매 학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함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소득이 있

구비서류

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
득이 없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바. 복지(장애)장학금
구분

(개정 2019.7.1.)
내 용

∘1급: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행 기준)’인 경우
∘2급: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행 기준)’인 경우
∘3급 :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19.7.1.장애인 복지법개정 시행 기준)‘인 경우
선발기준

※2019.7.1. 장애인 복지법 개정시행 이전 장애인 등급은 아래의 기준의 복지(장애)장학금의 등급으로 인정함.
- 본인의 장애인 등급이 1~3급인 경우: 복지(장애)장학금 1급
- 부모의 장애인 등급이 1~3급인 경우: 복지(장애)장학금 2급
-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인 등급 4~5급인 경우:복지(장애)장학금 3급
∘1급 :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장학금액

∘2급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3급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지급요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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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함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으로 선발기준을 입증할 서류(복지카드 등),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가 부모인 경우)

5. 장학

2. 근로봉사 장학금
가. 단기근로봉사장학금
구 분

내 용

선발기준

∘대학원 및 대학 관련 근로봉사활동을 할 만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장학금액

학부 근로장학금 기준에 준함

지급시기

근로상황보고서(익월 5일 이내 제출)에 의거, 익월 10일 이내 지급

행정사항

발생 월 근로상황보고서에 대한 근로 확인 후 지급

※ 위 내용 중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은 2020.1.1.부터 적용함.

나. 멘토봉사장학금
구 분

내 용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교육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자로서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추천

선발기준

을 받은 자
※ 학과별 장학생 배정요청(주임교수) → 멘티의 논문지도교수 추천 → 대학원장 확정

장학금액

50,000원/월

지급시기

근로상황보고서(익월 5일 이내 제출)에 의거, 익월 10일 이내 지급

행정사항

발생 월 근로상황보고서에 대한 근로 확인 후 지급

다. 리더쉽장학금
구 분

내 용
대학원 재학생 중 대학원 별 원우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선발기준

받은 자
※ 원우회 승인 요건 : 대학원통합학칙 제37조 준용

장학금액

300,000원/학기

지급시기

매학기 수업일 1/2 이후

기타사항

각 대학원(일반, 전문, 산업) 별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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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조교)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장학금액

내 용
대학원 재학(신입생 포함) 전일제생 중 교육조교 운영방침(교무처)에 따라 선발된 자
∘ 500,000원/월
13시간/주(50시간/월) 이내의 근로를 수행하며, 학사행정 지원 업무 수행

지급시기

교무처로 제출하는 근로상황보고서에 의거 익월 5일 지급

행정사항

매 학년도 기술연구원 및 조교 운영 방침 개정 내용 적용

3. 특별 장학금
가. 맞춤형과정 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내 용
산업체와의 맞춤형 학위과정 협약 시 장학금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

장학금액

협약 금액

지급시기

재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감면 / 신입생 : 등록 후 별도지급

나.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내 용
학부생 중 학･석사연계과정에 합격 후,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중 직전학기 평
점평균 3.0(4.5점 만점) 이상인 자

장학금액

학생별 학부 수업료 중 학부 장학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지급시기

학부 장학금(교내 및 교외) 산정 및 지급 종료 후
∘ 해당 장학금의 반환 사유
･ 휴학, 자퇴, 졸업요건(조기졸업) 미충족 등 입학예정 시기에 입학하지 못하는 자
･ 징계 등 기타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 발생자
∘ 반환절차

장학금반환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대학원에서 반환요청
･ 반환사유 발생 자는 고지일로 3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반납해야 함
･ 단, 학부 조기졸업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 졸업
시까지 반환을 유예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능력이 부재한 학부생에 대해 반환여부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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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

다. 생활복지장학금
◦ 박사 생활복지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내 용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내국인 전일제 재학생의 신청에 의함.
※연구조교 장학금 신청자는 자동수혜

장학금액

500,000원/학기

지급시기

해당 학기 1/4선 이후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 전일제신청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석사 생활복지장학금
구 분

내 용

선발기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내국인 전일제 재학생의 신청에 의함

장학금액

400,000원/입학 학기(1회)

지급시기

해당 학기 1/4선 이후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 전일제신청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라. 외국인생활복지장학금
구 분

내 용
∘ TOEIC 830 / TEPS 729 / PBT 590 / CBT 243 / IBT 96 / IELTS 6.5 동등
이상 취득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 평점 4.0 이상 취득한 자
∘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신입생 제외)

장학금액

1,000,000원/학기

지급시기

해당학기 1/4선 이후 지급

행정사항

해당학기 재원(대학발전기금)확보 여건에 따라 선발 및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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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별과정 장학금
1) 경영HRD전공 장학금
구 분

내 용

선발기준

·스타훈련교사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지급요건

·매학기 등록 이후 해당자 신청에 의함

구비서류

·훈련교사 증명서 및 장학금 추천서

2) Global TVET Management전공 장학금
구 분

내 용

선발기준

학교 선발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지급요건

매학기 등록 이후 해당자 신청에 의함

구비서류

장학금 추천서

3) AI융합교육전공 장학금
구 분
선발기준

내 용
AI융합교육학과 재학생(신입생 포함)
·입학금: 초·중등교육과정 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갖춘자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재학생 전체(학기당 250,000원)
·생활복지지원금: 생활관 입사 신청자(수업중 3주) 실비

지급시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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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학업장려금: 개강 후 수업 1/4선 이후 대상자에게 지급
·생활복지지원금: 신청 접수 후 7일이내
교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생활관 납부확인서

5. 장학

바. 코리아텍 HRD리더 장학금
구 분

내 용
본교 학부 졸업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 중 학부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동 장학생으로

선발기준

선발된 자
※ 신입생 재학생 공히 전일제생(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하며 대학원 진학 이
후 직전학기 성적이 3.75이상이어야 함

장학금액
지급시기
의무이행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및 생활지원금 월 60만원(학기중 4개월)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 등록금은 선감면
생활지원금은 교육봉사활동 수행 결과 확인 후 다음달 초 5일 이내에 지급
직업훈련교사 능력배양 함양 목적의 교육봉사활동 매달 50시간 수행

V. 자격제한
1. 직전학기에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 인자는 장학대
상에서 제외
2. 교육조교(대학원생) 임용자는 학비감면 장학대상에서 제외함
※ 교내장학 기 수혜자가 교육조교로 추천될 경우, 기 장학금을 환수하여 차순위자에게
승계
3.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 후 휴학해야 장학대상자로서의 권리가 유효

VI. 예산운영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 4321, 4322 목의 예산 활용

Ⅶ. 시행일
본 지급지침은 2020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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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

6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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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계과정

<규칙 제73호>

학 ․ 석사연계과정 시행세칙
제

정 : 2006. 8. 22.

제 1차 개정 : 2016. 3. 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42조의 4항 및 대학원 통합학칙 제14조의 2항에 의
한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학･석사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비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차 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
점이 3.0 이상인 자
② 일반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6차 학기)까지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
점이 3.0 이상인 자
③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④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환유학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석사 연계과
정에 선발될 수 없다.
제4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붙임1) 1부
2. 성적확인서 1부
3. 학업계획서(붙임2) 1부
제5조(전형방법)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사유, 학업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
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
③ 모집요강은 1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속 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
청 할 수 있다.
③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
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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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에 따
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 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 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한다.
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이수학점

학부 조기졸업 이수학점

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15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공학계열 전체 학부(과)

140

30

14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인문･사회계열 전체 학부(과)

134

30

학부(과)

※ 학부과정 마지막학기(8학기) 졸업설계Ⅱ, 졸업및경력개발Ⅲ 교과목 이수를 면제함
② 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4.5만점 기준)이어야 한다.
③ 연계전공과정 이수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 학기에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붙임3)을 교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붙임4)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 졸업을 취소한다.
⑥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8월 말일 이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①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 조교 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③ 학부 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①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석사연계과정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학･석사연계과정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최종 합격자 명단 통보
4. 대학원 과정 등록업무
②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부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관리
③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준용규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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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계과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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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ㆍ석사연계과정 지원서
성

명

(한글)
(한자)

학
∼

우편번호(

주

-

)

소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동일원판

H.P

속

성적/평균백분
위
입학지원
대 학 원

학부(학과)

취득학점

/
일반대학원

학과

추천인사

추천1

전공
학부(학과)장

(인)

학부과정 지도교수

(인)

추천사유

추천인사

추천1

사 진
(4Cm×5Cm)

전화번호
소

번

추천사유

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지원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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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

6. 연계과정

【붙임2】

학업계획서
대학원 진학예정 학과
성 명

학과(부)

전공

학 번
연

구

학 년

활

동

계

년

월

일

획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20

신 청 인

(인)

* 학업 및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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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
소 속

대학

학부(과)

성 명

전공

학년

학 번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아래와 같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성적
총 평점
평균

기취득 학점
학 부
대학원

학점
학점

학점

2. 조기졸업 예정일 : 20

금학기 신청학점

/4.5

년

학 부
대학원

월

학점
학점

총 학점
학점

년

월

신청인: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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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학점

학점

일

20

교무처장 귀하

학 부
대학원

일
(인)

6. 연계과정

【붙임4】

대 학 원 입 학 지 원 서
전 형 구 분

학 ․ 석사 연계과정

수험번호

지 원 학 과
전

공

성

명

*기재하지 말 것

사 진

학과코드

(3.5㎝×4.5㎝)
(한글)

(한문)

탈모상반신

(영문)

3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번호

-

국적

거주지주소

자택전화

e-mail주소

휴 대 폰

병 적 사 항

취 득 성 적

군필(

)

미필(

)

구

분

학

부

학점

대학원

학점

계

학점

학 력 사 항

기취득학점

면제(

)

총평균평점

여학생(

)

기타(

금학기신청학점

/4.5

)

총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입학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편입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전공 졸업예정

관계

성 명

성별 직 업

주

소

연락처

보 호 자
및
가 족 사 항

본인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지원자

대학원장

일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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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제
개
개
개

정 2010. 3. 1.
정 2013. 10. 14.
정 2018. 11. 1.
정 2019 10.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6조 제1조 3항에 규정된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사⋅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2013.10.14.개정)
제2조의1(설치)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11.1. 신설)
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통합과정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며, 매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선발한다. (2013.10.14.개
정,2018.11.1.개정)
제4조(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①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통합과정 선발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
다. 단, 대학원통합학칙 제17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에 대하
여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으로 한다. (2019.10.23.개정)
제7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
한 경우에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재학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8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2조
의 석사학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5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박사학위논문 제출)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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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등) ① 통합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
금을 부과한다. (2018.11.1.신설)
② 동 과정을 수학하는 자의 박사과정으로의 전환시점은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4학기부터로 본다.
(2018.11.1.신설)
제12조(세부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이수학점)에서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6학
점이상에서 60학점이상으로 기존대비 6학점 줄인 기준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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