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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공학대학원 학사일정표

학기 학사 내용 일정 비고

1학기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정시 등록기간 1/15(월) ~ 1/17(수) 3일간

재학생 수강신청 2/7(수) ~ 2/13(화) 7일간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수시(1차) 등록기간 2/8(목) ~ 2/9(금) 2일간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8(목)

재학생 등록기간 2/22(목) ~ 2/28(수) 7일간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27(화)

2018학년 1학기 개강 3/2(금)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 3/9(금) ~ 3/12(월) 4일간

지도교수배정 신청서 제출 기간 3/12(월) ~ 3/23(금) 12일간

수강신청 포기 3/22(목) ~ 3/23(금) 2일간

1학기 수업일수 1/4선 3/29(목)

종합시험 응시원 / 논문계획서 제출 4/9(월) ~ 4/20(금) 12일간

45주년 개교 기념일 4/12(목)

1학기 중간고사 기간(과목별 상이) 4/20(금) ~ 4/26(목) 7일간

1학기 수업일수 1/2선 4/26(목)

춘계워크숍 4/28(토) ~ 4/29(일) 2일간

어린이날 5/5(토)

대체휴일 5/7(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5/7(월) ~ 5/18(금) 12일간

종합시험 5/16(수)

석가탄신일 5/22(화)

1학기 수업일수 3/4선 5/24(목)

1학기 강의평가 6/1(금) ~ 6/28(목) 28일간

현충일 6/6(수)

2018 지방선거 6/13(수)

1학기 기말고사 기간(과목별 상이) 6/18(월) ~ 6/22(금) 5일간

학과별 종강식 6/22(금)

하계방학 시작, 휴·복학 접수 시작 6/25(월)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마감 6/29(금)

석사학위논문 인쇄본 제출일 7/2(월) ~ 7/16(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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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사 내용 일정 비고

2학기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등록기간(추가) 8/1(수) ~ 8/3(금) 3일간

재학생 수강신청 8/6(월) ~ 8/10(금) 5일간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23

재학생 등록기간 8/24(금) ~ 8/30(목) 7일간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8/30(목)

2018학년 2학기 개강 9/3(월)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 9/6(목) ~ 9/10(월) 5일간

지도교수배정 신청서 제출 기간 9/17(월) ~ 9/21(금) 5일간

수강신청 포기 9/20(목) ~ 9/21(금) 2일간

추석 연휴(대체휴일 적용) 9/24(월) ~ 9/26(수) 3일간

2학기 수업일수 1/4선 9/28(금)

개천절 10/3(수)

종합시험 응시원 / 논문계획서 제출 10/8(월) ~ 10/19(금) 12일간

한글날 10/9(화)

2학기 중간고사 기간(과목별 상이) 10/22(월) ~ 10/26(금) 5일간

2학기 수업일수 1/2선 10/26(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11/1(목) ~ 11/9(금) 9일간

추계워크숍(예정) 11/3(토) ~ 11/4(일) 2일간

종합시험 11/14(수)

2학기 수업일수 3/4선 11/23(금)

2학기 강의평가 12/3(월) ~ 12/28(금) 26일간

2학기 기말고사 기간(과목별 상이) 12/18(화) ~ 12/24(월) 7일간

학과별 종강식 12/21(금)

성탄절 12/25(화)

동계방학 시작, 휴·복학 접수 시작 12/26(수)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12/28(금)

석사학위논문 인쇄본 제출일(예정) 1/2(수) ~ 1/11(금) 2019년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예정) 2/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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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설립 취지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은 인간존중, 실사구시와 세계일가의 대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인과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학문적 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무 적응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기여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1985년에 설치되어 현재 공학계열 7개 학과의 석사과정

을 두고 있으며, 최고지식경영자(CKO)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산업기술인에게 체계적인 공학기술의 이론 강의, 산업현장의 실제문제 중심의 교육, 실험실

습, 현장학습, 국내외 연수교육 및 workshop, 그리고 심도 있는 논문지도 등 일반대학원과 동등한 수준의 

학사관리를 통해 현장의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리더급 공학석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산업체 근무자를 입학 대상으로 하여 야간 수업을 실시하며, 학부의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최고지식경영자(CKO)과정은 수원 지역의 기업체 대표 및 임원, 공공기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주제별 

특강, 국내외 연수 및 workshop, 부부초청 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최고경영인으로 갖추어야 할 

고급소양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원우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리더 그룹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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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연혁

년도 세부 연혁

1965.12.28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1973.03.15 아주공업초급대학 개교

1974.03.01 아주공과대학으로 승격

1977.03.21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 아주공과대학 인수

1981.03.01 종합대학 승격, 대학원 설립

1984.12.20 초대 산업대학원장 김철 교수 취임

1985.03.01
산업대학원 설립(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생물공학과, 재료공학과 등 8개 학과 정원 60명)

1987.03.01
석사과정 증과 증원(산업안전공학과, 건설공학과 신설 및 40명 증원, 10개학과 정원 100명)
제2대 산업대학원장 손승요 교수 취임

1988.03.01 석사과정 증과(제어공학과, 공업화학과 신설, 12개학과 정원 100명)

1989.03.01
석사과정 증원(정원 20명 증원, 12개학과 정원 120명)
제3대 산업대학원장 함효준 교수 취임

1990.03.01 석사과정 증원(정원 40명 증원, 12개학과 정원 160명)

1991.03.01 제4대 산업대학원장 김영욱 교수 취임

1991.07.26 제5대 산업대학원장 김하진 교수 취임

1992.03.01
석사과정 증원(정원 30명 증원, 12개 학과 정원 190명) 및 학과 명칭변경
(전자·전기공학과를 전자공학과로, 제어공학과를 제어계측공학과로)

1993.03.01
석사과정 학과 명칭변경(전자계산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제6대 산업대학원장 신철재 교수 취임

1994.03.01 석사과정 증원(정원 20명 증원, 12개학과 정원 210명)

1994.09.22 최고경영자과정 신설

1995.03.01 제7대 산업대학원장 신용백 교수 취임

1996.09.01 산업체 경영 관리자과정 신설

1997.03.01
석사과정 학과 신설(교통공학과) 및 학과 통합(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를 화학공업학과로 통합),
석사과정 정원 관리방식 변경(총 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변경, 입학 정원 94명)

1998.03.01
석사과정 학과 통합(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를 정보전자공학과로, 산업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1. 총람

아주대학교 ∙  7

년도 세부 연혁

1999.02.01 제8대 산업대학원장 김원중 교수 취임

1999.03.01
석사과정 학과 통합(기계공학과와 재료공학과를 기계공학과로, 화학공업학과와
생물공학과를 화학생명공학과로, 건설공학과를 건설교통공학과로)

2000.08.28 석사과정 감원(입학정원 74명)

2001.03.01
석사과정 증원(입학정원 94명)
산업체 경영 관리자과정 개편(산업체 경영 관리자과정 → 산업체 경영 관리자
(e-비즈니스)과정, 최고지식경영자(CKO) 과정 신설)

2002.03.01 석사과정 전공 신설(산업시스템공학과 로지스틱스 전공, 품질시스템 전공)

2004.02.18 제9대 산업대학원장 함효준 교수 취임

2004.09.01 석사과정 학과 신설(비즈니스정보공학과)

2004.10.01 제10대 산업대학원장 이상은 교수 취임

2005.03.01 석사과정 학과 신설(도시개발학과)

2005.08.30 석사과정 감원(입학정원 69명)

2005.12.02 산업대학원 20주년 기념식

2007.03.01
제11대 산업대학원장 제해성 교수 취임
석사과정 증원(입학정원 79명)

2008.09.01 석사과정 증원(입학정원 91명)

2009.03.01 석사과정 학과 신설(지식재산공학과)

2010.01.01 석사과정 증원(입학정원 101명)

2010.03.01 석사과정 학과 신설(물류경영공학과)

2011.03.01
제12대 산업대학원장 이병옥 교수 취임
석사과정 학과 신설(에너지학과)

2012.05.22 석사과정 정보전자공학과 IT융합대학원으로 소속 변경

2012.09.01 석사과정 정원감축(101명 → 96명)

2013.03.01 제13대 공학대학원장 임석철 교수 취임

2015.02.10 석사과정 학과명 변경(물류경영공학과 → 물류SCM학과)

2015.03.01 제14대 공학대학원장 이건모 교수 취임

2016.03.01 석사과정 도시개발학과 폐지

2017.03.01 제15대 공학대학원장 이건모 교수 취임

2018.03.01 제16대 공학대학원장 최윤호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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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비전

공학대학원 조직도



2

학칙 및 내규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공학대학원 장학운영기준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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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정 2006. 11. 10

개정 2008. 5. 21

개정 2008. 6. 19

개정 2008. 9. 24

개정 2008. 10. 10

개정 2010. 8. 13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3. 14

개정 2012. 10. 11

개정 2013. 2. 14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4. 29

개정 2016. 12. 5

개정 2017. 9.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공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운영에 적용한다.(개정 2012.10.11)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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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칙 제28조에 의한 입학전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에서는 직장, 직급, 경력연한 그리고 출신학부 평점을 고려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적성과 품성, 계속교육 동기, 전공지식, 관련업무 및 어학능력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3.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은 배점기준에 의하여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원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본 대학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3)

1. 서류심사 30점

2. 면접시험 70점

제6조(입학허가) 본 대학원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7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29조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8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학과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편입학) 본 대학원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24조

에 따라 시행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등

제1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료한 학생이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일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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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9.24) (개정 

2008.10.10)

제12조(등록금)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등록금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점등록체제를 채택하며, 당해학

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제13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중인 경우 : 휴학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학과변경) ①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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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제16조(휴학시의 등록금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학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액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다.

1.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2.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하는 경우

제17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초의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 복학

한다. 다만, 휴학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른다.

제 4 장  과목 이수 및 성적

제20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간수업이나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2.14)

제21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3조(교과목 개설)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별 학과장의 제청을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4조(학점) ① 이수과목의 단위는 1내지 3학점으로 하여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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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위논문 지도를 받기위한 연구학점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학점의 평가는 S(가), 

U(부)로 표기한다.

③ 본 대학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매학기 8학점(연구학점 포함) 이내로 수강신청하고, 학사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25조(이수학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공 연구 비고

논문 작성자 24학점 6학점

논문 작성 않는자 30학점 -

제26조(출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학점인정) ① 전공 변경 시 전적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2.3.14)

② 본 대학원 내 타 학과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4)

③ 재입학자의 이전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수료)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필요한 교과목만 이수하였

을 경우를 말한다.

제29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2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점교류 

제30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 6 장  학위취득 

제32조(일정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2018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요람

16  ∙ AJOU UNIVERSITY

② <삭제 2013.12.24>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 및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⑤ 종합시험과목은 전공Ⅰ, 전공Ⅱ 2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13.12.24)

⑥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24)

⑦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3.12.24)

⑧ <삭제 2013.12.24>

⑨ <삭제 2013.12.24>

⑩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24)

제33조(지도교수)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2학기 

이후에 배정한다.

제34조(논문계획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 

② 심사용 논문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

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1부

4. 심사용 청구논문 3부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신설 2010.12.30)

제36조(논문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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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판형은 4×6배판으로 한다.

3. 논문의 표지는 청남색으로 하고, 제목 등을 금박 인쇄하며, 양장으로 제본하여야 한다.

4.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신설 2010.12.30)

제38조(논문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양장 제본 논문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내에 중앙도서관 및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

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0조(학비감면) <삭제 2013.2.14>

제41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① 장학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2.14) (개정 2017.9.15)

1. 성적우수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아주가족장학 : 본 대학교 교직원, 본 대학교 의료원 및 대우학원 임직원, 본 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재학생 학부모, 동문(특별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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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장학(가계 곤란)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4. TA장학 : TA로 선발된 본 대학교 재학중인 자

5. 봉사장학: 원우회 임원, 과대표 등 본 대학원의 각종 활동에 기여한 자

6. 공공기관장학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포함), 공기업 임직원, 군인(군무원 포함)

7.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협약된 기관에서 입학한 자

8. 국가자격장학 :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 명장 (평생교육

진흥원 자격 학점 인증기준 고시에 의한 국가자격 1등급 해당자)

9. 기업체 장학 : 동일기업 소속 기준 인원 이상 동시 입학한 자

10. 특별장학 :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③ 제2항에 의한 장학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2.14)

④ 교외장학은 지원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선정기준이 없을 경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42조(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이중수혜 할 수 없다. 다만, 봉사장학 및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4.29)

② 성적우수장학의 경우에는 학점동일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기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성적우

수 장학생을 정한다.

③ 징계, 휴학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④ 학과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8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3조(운영방침)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제44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이

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별표>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45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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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강시 마다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사운영위원회 

제46조(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

원회라 한다)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원장이 되며, 공과대학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24)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회의록)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정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이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폐지된 학사운영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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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등록금의 반환은 제1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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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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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장학운영기준

제정 2012. 2. 6.

개정 2013. 3.21.

개정 2013. 7. 3.

개정 2014. 7.29.

개정 2014.12.22.

개정 2015.10.13.

개정 2016. 1.28.

개정 2016. 4.28.

개정 2016. 6.13.

개정 2016.10.26.

개정 2016.12.29.

개정 2017.10.31.

개정 2018.06.07.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입학장학은 신입생 또는 등록자의 소속, 신분 등이 입학 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장학은 성적우수, 봉사활동 등 재학 중 업적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정학기에 등록을 지원하거

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복수혜) ① 입학장학 및 일반장학은 중복수혜할 수 없다. 다만, 봉사장학 S,A,B,C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6.1.28.)(개정2016.6.13.)

② 여러 가지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중복 수혜의 경우도 총계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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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학장학

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 입학장학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대 상 자 장학금

1. (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2. 아주대학교 교직원(개정 2017.10.31.) 수업료의 50% 감면

3. 아주대 의료원 및 대우학원 임직원,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개정 2015.10.13.)(개정 2017.10.31.)

수업료의 30% 감면

4. 아주대 졸업생,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임직원(개정 2015.10.13.)
(개정 2017.10.13.)

수업료의 20% 감면

5. 공학대학원 특별과정 및 협약과정 이수생 수업료의 20% 감면

6.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명장(평생교육진흥원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국가자격 1등급 해당자)

수업료의 20% 감면

7.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30% 감면
(개정 2015.10.13.)

8. 7호에서 정한 이외의 회사에서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20% 감면

9. (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10.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장학대상 및
장학금 결정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협약체결기관 장학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0명 미만 동시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 10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개정 2016.6.13.)

- 5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제6조(입학장학의 유지) 입학장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입학장학 대상자는 입학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공로를 감안하여 재학 중 제대한 경우도 입학장학을 유지한다.

③ 입학장학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장학이 필요한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상자는 입학장학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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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장학

제7조(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 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종 류 요 건 지급기준

① 봉사장학S 원우회 회장 1인 수업료의 50% 감면

② 봉사장학A 원우회 임원 5인 수업료의 30% 감면

③ 봉사장학B 학과대표 각 1인 수업료의 20% 감면

④ 봉사장학C(신설 2016.06.13.) 학과총무 각 1인(신설 2016.06.13.)
수업료의 20% 감면
(신설 2016.06.13.)

⑤ 성적우수장학 학과별 직전학기 수석 1인 및 성적우수1인(개정 2018.06.07.) 수업료의 20% 감면

⑥ (삭제 2016.04.28.)

⑦ T/A 장학 학과장 추천에 의한 1인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⑧ 근로장학 사무실 근로학생 2인 기획처 지급기준에 의함

⑨ 아주희망장학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개정2016.12. 29.)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⑩ 교육연수장학 공학대학원 재학생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제8조(일반장학의 집행) 일반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집행한다. 

① 학과 등록생 기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T/A장학 지급한다.(개정 

2016.04.28.)

② 학과 등록생 기준 10명 이하 - 6명 이상인 경우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지급, T/A장학 지급한다.

③ 학과 등록생 기준 5명 이하인 경우 봉사장학B, T/A장학 지급한다.

④ 학과 등록생 기준 3명 이하인 경우 장학혜택 없다. 

⑤ 학과 등록생 기준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봉사장학 C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3.)

⑥ 성적우수장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16.04.28.)

(개정 2018.06.07.)

1. 직전학기 과목낙제(F학점)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

2. 학과별 성적 최고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 단 학과별 성적 우수자 1인은 자동으로 학과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총 정원을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함

3.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기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

⑦ (삭제 2016.04.28.)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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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에서 감면한다.

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기존에 받고 있는 학비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실익이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서만 수여받을 수 있다.

⑪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으로 수혜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⑫상기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일반장학의 지급조건) 성적우수장학 및 학과장 추천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장학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장학에 따른 요건의 유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 특별히 계속 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수혜 가능학기) 장학수혜가능학기는 이수학점(30학점)을 취득하는 학기까지 수혜할 수 있다. 

(신설 2016.04.28.)

제4장 부 칙

1. 이 운영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2012. 2. 6. 부터 시행한다.

2. 공학대학원 동문자녀 장학은 2012-1학기 현재 재학 중인 자로부터 한다.

⁕ 시행근거 : 2011-8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 2012. 2. 6(월)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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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의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공무원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임직원 : 수업료의 3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조정

3.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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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입학장학금 중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조정

(50%→30%), 공무원 장학금 조정(30%→20%), 사립학교교직원 장학금 폐지는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일반장학 중 성적우수장학의 학과별 성적 우수자 선발은 2018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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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 기준

제정 2013. 3. 21.

개정 2015. 6. 29.

개정 2016. 6. 13.

개정 2017.10.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학대학원(이학 본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청)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 별쇄본을 첨부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개정 2017.10.31.)

제4조(대상논문)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논문은 국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교신저자로 아주대학교 전임교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6.13.)

제5조(지원금액)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은 각 호에 따른다.

1. SCI, SCIE, SSCI 또는 SCOPUS에 등재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50만원을 지원하되 

주저자와 교신저자에게 각 50%씩 지급한다.(개정 2016. 6.13.)(개정 2017.10.31.)

2. 기타 국제 학술지 또는 국내 학술지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5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16.6.13.)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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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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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학 과 :                         학 번 : 

지도교수                          성 명 :                                 학 과 :

논 문 명
     한 글 :                                      
     영 문 :                                      

은행 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기관(학회)

 

게재지        년        권       호       페이지

해당란에 √ 표시 지원금

SCI(  )    SCIE(  )   SSCI(  )  SCOPUS(  ) 150만원

기타 국제학술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국내학술지(  ) 50만원

별 첨 : 논문 별쇄본 1부,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논문게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지도교수 성 명                      (서명)

학 과 장 성 명                      (서명)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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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산업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학대학원 기계공학과는 

광범위한 응용을 위한 철저한 기초 확립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응용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평생 학습과 학문연마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융합기술 혁명 시대를 맞이한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과과정은 기계공학의 기존 교과목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고급 응용교과목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계공학의 기본역학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설계 및 생산에 응용하

여, 기초에서부터 최종 적용단계에까지 일련의 체계화된 융합지식을 지닌 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강대식 나노/마이크로 정밀 가공 성호관 442호 / 2345 dskang@ajou.ac.kr

고제성 로보틱스 성호관 403호 / 2353 jskoh@ajou.ac.kr

김동권 냉각시스템과 대체에너지 동관 205호 / 3660 dkim@ajou.ac.kr

김현정 열전달과 가시화 동관 201호 / 2340 hyunkim@ajou.ac.kr

박영무 냉동 공학 동관 302호 / 2344 youngmoo@ajou.ac.kr

박진일 차량 연비 분석 동관 204호 / 2337 jpark@ajou.ac.kr

박태원 다물체 동역학 팔달관 714호 / 2524 park@ajou.ac.kr

범진환 디지털 매뉴팩쳐링과 로봇공학 동관 309호 / 2343 jhborm@ajou.ac.kr

송봉섭 자동 제어와 차량 제어 동관 202호 / 2339 bsong@ajou.ac.kr

유재석 열전달과 열물성 측정 동관 304호 / 2341 jyoo@ajou.ac.kr

윤백 열전달/냉동공조/열교환기 동관 306호 / 2934 baekyoun@ajou.ac.kr

이문구 초정밀 시스템 설계, 의료기기 설계 동관 303호 / 2338 moongulee@ajou.ac.kr

이병옥 사출 성형과 플라스틱 성형 동관 311호 / 2347 rhex@ajou.ac.kr

이수훈 진동 및 제어 팔달관 715호 / 2525 slee@ajou.ac.kr

이정일 유체역학과 난류 모사 성호관 410호 / 2935 jungillee@ajou.ac.kr

이종화 차량파워트레인시스템 모델링 동관 310호 / 2348 jlee@ajou.ac.kr

이진우 진동, 소음, 최적 설계 성호관 404호 / 3659 jinwoolee@ajou.ac.kr

전용호 특수 가공 및 용접 팔달관 1005호 / 3652 princaps@ajou.ac.kr

조병남 나노유체, 열전달, 원자력 안정 팔달관 713호 / 2684 jo798@ajou.ac.kr

채장범 기계진단 동관 207호 / 2349 jbchai@ajou.ac.kr

최영만 인쇄전자, 정밀기계 서관 301-1호 / 2342 ymanchoi@ajou.ac.kr

최윤호 전산유체역학 동관 203호 / 2346 ychoi@ajou.ac.kr

한승용 웨어러블 기기의 기계적 성질 성호관 401호 / 2685 sy84han@ajou.ac.kr

홍민성 생산제조공학과 정밀가공 팔달관 716호 / 2526 mshong@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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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기계요소설계특론
Machine Component 
Design

기계설계의 기초입문과정으로, 기계설계에 필요한 주요 공학기술 (일과 에너
지, 힘의 분석, 기계재료, 정적응력, 변형, 처짐, 파괴, 충격, 피로, 표면현상)에 
대해 공부하며, 기계의 주요 요소인 나사, 리벳/용접, 스프링, 윤활, 베어링, 
기어, 축 관련 부품 등의 기계요소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s
1 자유도, 2 자유도와 다자유도 진동계의 감쇠/비감쇠 진동과 자유/강제 
진동 해석 방법을 배운다.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o understand their performance, efficiency, fuel requirements and 
environmental impact, It includes fluid mechanics, thermodynamics, 
chemical reaction, heat transfer and kinematics affecting engine 
operation. It also provides comparisons between spark-ignition and 
compression-ignition engine, their merits and demerits, their different 
applications　

로보트공학 Robotics

산업용 로봇의 기계구조 및 제어구조를 학습하며, 로봇 기구학, 경로계획 
및 제어 방법을 공부하며, 이의 구현을 위한 computer program 작성을 
연습한다. 또한, 산업용 로봇의 주요 응용 분야에 대한 이슈들, 로봇 OLP를 
위한 로봇 기구학적 calibration, 충돌회피 Path Planning ,  로봇을 
이용한 각종 Sensor(측정) 응용 , position/force hybrid control 등을 
논의한다.

모터와발전기 Motors and Generators

산업발달에 따라 가전제품, 자동차, 공작기계, 발전설비 등에서 모터와 발전
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소양이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모터와 발전기의 원리, 종류, 제어방
법 및 응용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이 
익히게 한다.

미래기술분석세미나
Future Technology 
Analysis Seminar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엔지니어 개인의 잠재력은 물론 기업 
혹은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이다. 개인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속화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며, 더 나아가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래기술예
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강의는 (1) 현대기술의 특징 
(2) 미래 예측 방법론_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3) 수요 접근의 미래 유망 
산업 (4) 유망기술 발굴 모델 및 동향 (5) 미래 유망 기술 예측 (6) 특허기반 
미래 기술 예측 방법론 (7) 선진기술 탐방 투어(⁕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 으로 진행된다.

사출금형설계
Injection Mold 
Design

사출 금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출성형 기술의 이해를 
위한 소재특성, 용융수지의 유동특성, 사출성형 공정특성을 학습하고 사출 
금형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살펴본다. 금형과 공정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
하는 CAE 해석의 기초적인 가정과 활용법을 학습한다.

생산제조공학
Manufacturing 
Engineering

제품생산을 위한 기초지식과 가공공정, 그리고 생산공정의 응용 및 통합을 
다룬다. 이를 위해, 주조공정, 성형공정, 비금속재료의 가공공정, 절삭 및 
연삭가공공정, 특수가공공정, 그리고 접합공정을 학습한다. 제품의 측정 및
검사, 생산자동화 등에 대하여도 다룬다.　

소음공학 Acoustics

소리의 생성과 매체를 통한 전달, 간단한 소음원과 소음원 배열시 소리의 
전달 특성, lumped parameter acoustic element의 모델링, radiation 
impedance, Energy density, intensisty, 그리고 소리, 전기와 기계에너
지간의 전환, Room acoustics, 그리고 소음기의 설계 등이 논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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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스마트자동차 Smart Vehicle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기술동향을 인지, 판단, 제어 관점에서 
고찰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예측해본다. 특히 센서의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센서융합, AI기술의 적용 사례, 고장 진단, 성능 검증 등 실제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논의를 한다.　

어플라이언스공학 Appliance Engineering 

냉장고, 공조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
고, 개발프로세스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학습함. 가전제품의 작동, 
성능, 효율, 품질 등에 대한 기계공학적인 요소에 대하여 학습함. 또한 가전제
품의 주요 부품을 소개하고, 이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계공학적
인 측면을 이해함.

에너지공학특론
Advanced Energy 
Engineering

기존 및 신-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성능 해석 및 설계 
방법의 기초를 학습한다. 대상 시스템 (1) 증기동력 사이클 및 시스템 (2) 
가스동력 사이클 및 시스템 (3) 태양광 및 열 에너지 시스템 (4) 풍력 에너지 
시스템 (5) 연료전지 시스템 (6) 해양 에너지 시스템 (7) 기타 등 이다.

열역학특론
Advanced 
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초 개념과 그들의 전개 방법 및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엔트로피와 
정보이론, 통계 열역학의 기초 이론 및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비가역 
열역학에 대한 제반사항 및 열역학의 응용에 관해 공부한다.

열전달 Advanced Heat Transfer
열전달에 관한 기본 법칙 및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며, 
각종 초기 및 경계조건에 따른 정상 또는 천이 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고찰하여 열교환기 등 열전달의 응용에 관하여 공부한다.

용접공학특론
Advanced Welding 
Engineering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접의 방법, 원리, 특성, 장/단점에 대한 
소개와 특수 재료 및 이종 소재의 접합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용접의 결함 
종류, 원인, 대책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유공압공학 Fluid Power Engineering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고, 유압 시스템의 기본 요소들인 유압탱크, 
유압펌프, 유압 실린더, 유압모터, 밸브와 배관에 대하여 배운다. 또한 공장 
자동화와 공작기계, 자동차, 로봇 등과 같은 유공압 응용분야에 대하여 알아
보고, 이들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공압 시스템에 대하여 직접 회로를 설계 
하여 작동 원리를 익힌다.

유체역학특론
Advanced Fluid 
Mechanics

유체 유동에서의 응력과 변형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운동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을 도출하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들의 정밀해 및 근사해를 공부한다.

자동제어
Advanced Automatic 
Control

모터, 자동차, 로봇 등과 같이 동적 시스템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이해하고 
전달함수와 state space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PID, 
State feedback 제어 기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상태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observer 설계 기법을 소개한다. 

자동차공학 Automotive Engineering

Automotive engineering is an applied science including elements 
of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electronic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as applied to the design,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automobiles. This course deals with automobile 
performance, efficiency, design methods, various types of 
automobiles, direction of improvement, relevant regulations and 
automotive industries　

재료의 기계적성질
Mechanical Behavior of 
Solids

금속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기본이 되는 Dislocation 이론을 소개하고, 미시
적 현상과 지시적 현상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재료의 피로현상, 
파괴현상, 소성변형 등을 설명하고 그 이론들을 소개시키며 응용분야 및 
응용방법을 제시한다.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점소성, 점탄성 재료
의 소개의 plastic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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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은 유체의 흐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제어하
는 연구 분야이다. 유체역학의 기초, 유체유동을 지배하는 Navier-Stokes
방정식, 수치해석의 정확도와 안정성, 격자 등을 배운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
어인 Fluent를 사용한 실습을 통해 다양한 유체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초정밀시스템설계와 
구동

Design and Actuation of 
Precision Systems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밀기구, 센서, 구동기 및 제어기로 구성된 메카트로
닉스 시스템의 설계와 구동에 대해서 배운다. 이를 위해 설계원리들을 살펴보
고 기구, 센서, 제어기, 구동기들의 특성과 설계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VCM 구동기와 PZT 구동기에 대해서 실습 혹은 토론한다.

플랜트공학
Facility 
Engineering

발전플랜트, 에너지플랜트, 환경플랜트 및 산업설비 등의 플랜트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산업의 공학적 관
점과 경제 및 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 사항을 공부한다. 즉 융합 학문의 관점
에서 플랜트공학을 고찰한다.

CAM
Computer-Aided 
Manufacturing

현대적인 생산 현장에서는 형상 설계를 거쳐 만들어진 설계 자료가 자동으로 
CNC 공작기계로 이전되어 만들어진다. 본 과목에서는 형상 설계가 된 제품
에 대하여 절삭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절삭 특성을 고려한 
가공 공구의 경로 및 절삭 순서 등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는 것을 학습한다. 
실제로 설계된 형상이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수동 파트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구현해본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에 대하여 실습 키트 
또는 3-D 프린터로 제작 및 조립해본다.

HVAC 시스템 HVAC System

냉동 및 공기조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공기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냉동사이클 이론을 소개함. 냉동사이클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기초
가 되는 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습공기선도, 열교환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냉동사이클 및 공기조화의 응용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학습함. 
또한 시스템의 효율과 관련되는 인자를 이해하고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함. 냉동공조기기의 종류, 구성 및 부품, 원리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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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명공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화학생명공학과는 보다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학제간의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및 공업화학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공업과 생물산업은 화학 및 생명과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화학제품, 에너지, 의약품, 및 식품 

등을 생산하는 분야이다. 화학공업 및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학 및 생명과학의 기초지식과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신제품을 탐색개발하고, 또한 이들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공정설계 

및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각종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에 대하여 최신의 전공 지식을 

교육함으로서 이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의 바탕 위에 더욱더 폭넓은 응용력을 갖추도록 하여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권오필 분자과학기술 서관 103호 / 2462 opilkwon@ajou.ac.kr

김문석 나노메디신 서관 104호 / 2608 moonskim@ajou.ac.kr

김상욱 나노재료 서관 105호 / 2522 swkim@ajou.ac.kr

김용성 단백질공학 팔달관 802호 / 2662 kimys@ajou.ac.kr

김욱 분자세포생물학 팔달관 501호 / 2513 wookkim21@ajou.ac.kr

김은하 생화학 및 화학생물학 팔달관 530호 / 2460 ehkim01@ajou.ac.kr

김재호 무기재료공학, 기기분석 팔달관 532호 / 2517 jhkim@ajou.ac.kr

김종현 유무기 광전자 디바이스 팔달관 502호 / 3934 jonghkim@ajou.ac.kr

박기동 고분자생체재료 팔달관 504호 / 1846 kdp@ajou.ac.kr

유태현 합성단백질공학 팔달관 806호 / 3543 taehyeonyoo@ajou.ac.kr

윤성화 의약화학 팔달관 503호 / 2515 shyoon@ajou.ac.kr

윤현진 응용미생물학 팔달관 801호 / 2450 yoonh@ajou.ac.kr

윤현철 바이오센서공학 팔달관 803호 / 2512 hcyoon@ajou.ac.kr

이분열 고분자합성 팔달관 505호 / 1844 bunyeoul@ajou.ac.kr

이재성 동물세포공학 팔달관 1006호 / 3896 jaeseonglee@ajou.ac.kr

이평천 미생물대사공학 팔달관 804호 / 2461 pclee@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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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기능성 고분자의 물성과 이에 따른 거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물성을 
이용한 고분자 가공, 패터닝 등의 공정에 대해 배운다.

고분자 소재공학
Polymers and Polymer 
Composites

고분자 소재 및 복합소재의 제조 및 물성의 이해를 위하여 고분자 전반에 
걸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한 고분자 소재 및 복합소재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분자합성 Polymer Synthesis
산업계에서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고분자의 합성 방법을 라디칼중합, 음이
온중합, 양이온 중합, 배위 중합, 축합으로 세분하여 강의한다.

공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미생물의 공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본적 발효장치 및 발효공정에 대한 원리, 
이용균주의 유전적 특성 및 개발과 실제 미생물에 의한 공업적 생산분야를 
제품별로 생산조건 및 공정을 다룬다.

광전자소재 및 소자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

유기물 및 무기물 그리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광전자소재의 광학적·전기적 
특성과 그 원리에 대해 배우고, 발현되는 특성별로 이러한 소재들이 응용될 
수 있는 광전자소자 및 구동원리에 대해 배운다.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기기에 의한 분석 방법의 이론을 다루며, 여러 가지 분광분석법의 실험, 분리
확인법의 실험, 폴라로그래피, 전위차 분석법의 실험을 다룬다.

나노기술입문
Introductory 
nanotechnology

나노입자부터 3차원 나노구조체까지 나노물질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론
과, 제조법, 특성 분석법, 마지막으로 물질의 종류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나노재료과학 Nanomaterials Science
다양한 나노재료의 합성, 물성, 응용분야의 발전 동향 및 미래 기술 가능성에 
대해 공부하고 현재 연구하는 분야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단백질의약품특론 Protein Therapeutics
현재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용 항체,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소개하면서, 각 의약품을 개발하는 개량 전략, 생물학적 
작동 원리 등을 상세히 다룬다

대체에너지 화학
Renewable Energy 
Chemistry 

신재생 에너지원과 관련된 유무기물 소재와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소자
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한다.

무기공업화학
Inorganic Industrial 
Chemistry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무기공업용 소재의 합성 및 특성에 관한 기본 내용을 
무기화학 및 유기금속화학에서 발전시킨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이해하며 현재
의 연구동향을 검토한다.

미생물학 특론
Special topics of 
microbiology

미생물학특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발굴 및 대사 특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미생물 발굴, 미생물 동정, 미생물 구조특성, 미생
물 대사,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바이오 센서공학 Biosensor Technology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칩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전기화학식, 광학식, 압전식 
등 다양한 측정원리와 바이오센서 구성물인 생체물질의 변형, 고정화, 패터
닝 등 기반지식과 상용화 개발에 대한 응용지식을 다룬다.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효소와 미생물의 기초 사항과 이들을 생체촉매로 이용하는 화학공정, 효소생
성 및 촉매반응, 속도론, 생물화학 반응기의 해석 및 공정설계를 다룬다.

생체재료 Biological materials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생체재료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생체적합성 소재, 체내이식용 소재, 약물전달용 소재, 조직재생용 소재 
등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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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생체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생명과학과 공학의 기본개념과 기술을 통합하여 생체조직의 구조와 기능사
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생체조직의 대용품을 제조하여 이식함
으로서 의학적으로 몸의 기능을 유지, 향상 또는 복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학문 분야를 익힌다.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세포생물학이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
문이다. 세포생물학 수업에서는 이러한 생명 현상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고 세포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한다. 이를 위해 DNA, RNA 단백질과 같은 생체내 고분자
들의 합성과 기능에 대해 공부하고, 유전자발현의 조절, 막과 세포소기관의 
기능과 구조, 세포간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해 공부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포내의 생명현상들의 이상이 생길 경우 그것이 어떠한 질병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실험 기술을 
소개하고 익히도록 한다.

식품가공학 Food Processing
식품의 품질과 관련된 주요 구성성분의 구조 및 성질, 그리고 조리, 가공, 
저장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식품에서 주요한 품질 관리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관련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발효식품에서 미생물의 작용, 식품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식중독에 관련된 미생물, 미생물의 생육억제 및 멸균 
등을 다룬다.

약물전달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
기존의 약물의 생체이용율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투여시스템인 고분자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기초이론과 현재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유기합성화학 Organic Synthesis

역합성 분석방법을 통하여 기초적인 유기합성 전략을 논하고 탄소와 탄소사
이의 결합을 분해하여 생성되는 각종 Synthon들과 이에 상응하는 유기시약
들의 이용방법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합성법을 강술한다. 또한 탄소와 탄소사
이의 결합 시 발생하는 입체화학 조절문제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조절 메카니
즘과 반응 예를 통하여 합성법을 습득시킨다.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공업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익힌다. 즉 유전자인 DNA의 분리, 유전자를 운반하는 vector
시스템, 유전자 조작을 위한 효소들, 시험관에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숙주
세포에 주입하는 방법들, 원하는 유전자를 찾는 방법, 유전자를 이용한 기
초연구의 방법, 유전자의 산업적·의학적·농업적 및 법의학적인 이용방
법 등에 대하여 익힌다.

응용생화학 Applied Biochemistry

생화학이 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됨을 발표된 예를 통해서 익힌다.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단백질, 당, 지질, 핵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단백질 공학, posttranslation modifications, 단백질 합성, 세포신
호전달 등이다.

의생명공학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최근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당뇨병, 심장병, 암, 치매 등의 난치성 질병의 
증대가 큰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약품 
및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
침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의 습득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과목에서는 분자생물학과 생화학 등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응용하고 실전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질병의 발병원인 및 기작을 
분자수준에서 교육하고, 나아가 새로운 질병 치료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최신 연구 동향 및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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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약물 설계와 관련된 화학 및 생물학의 기본 배경과 약물이 신체에서 작용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다루며, 이를 통하여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의 
디자인과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한다.

전자정보유기소재
Optoelectronic Organic 
Materials

플렉시블 평판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및 여러 정보전자소자에 사용되는 유기
소재에 관하여 다루는 과목으로, 저분자 및 고분자 광전자재료, 패터닝 및 
인쇄기술 등 전자정보소자에 필요한 소재 및 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다.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s 
chemistry

천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리활성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천연물의 
분류, 반응, 정제 그리고 이들의 분리 및 분석방법을 자세히 배운다

청정화학 특론 Green Chemistry 
Atom Economy, 재생가능자원 활용, VOC 저감 등 환경 친화적인 화학 
반응, 화학 제품 및 제조 방법을 배운다.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유전공학/유전자재조합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합성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기반기술을 다루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응용가능성 및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화학생명공학양론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Principles

화학공학과 생물공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 등을 익힌다.

화학생물분석 Quantitative analysis

공학 분야에 연관된 정량분석의 기본 원리와 실험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물질의 용액내의 평형 반응의 분석 및 분리 방법으로 중량
분석법과 부피 적정법의 원리와 응용을 습득시키고자 한다. 또한 분석분야의 
주요한 크로마토그래피, 전기영동, 질량분석, 면역화학분석 및 분자인식반
응 기반 생화학분석 등의 원리와 응용을 학습한다.

효소공학 Enzyme Engineering
효소의 공업적 이용을 위하여 효소의 일반적인 특성, 생산조건 및 방법, 반응
속도론, 분리 및 정제, 고정화의 원리 및 방법, 반응기의 설계에 대한 원리 
및 응용에 대하여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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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공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오늘날 인류는 고도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반대 급부로 수질 및 대기의 오염도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소음공해 그리고 각종 산업 폐기물의 집적으로 자연 환경이 크게 훼손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없이 다양하고 위험한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각종 화학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는 미래 인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 보존 문제 및 안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각종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환경안전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 경험의 

토대 위에 관련 기본 이론과 보다 전문적인 응용방법들을 교육함으로써 전문 지식의 신속한 사회 환원이 

가능케 하고자 한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김순태 대기질 관리 및 예보, 기여도 분석 서관 311호 / 2511 soontaekim@ajou.ac.kr

신귀암 수질관리, 수처리, 환경미생물학, 위해성평가 서관 904-1호 / 2403 gwyam@ajou.ac.kr

이제찬
바이오리파이너리, 촉매공정, 폐기물자원화 및 
폐기물에너지화

산학협력원 823호 / 2402 jlee83@ajou.ac.kr

이창구 환경기능성소재 및 수처리 팔달관 706호 / 2405 changgu@ajou.ac.kr

정승호 화학 공정 안전 / 화학 물질 안전 서관 312호 / 2401 processsafety@ajou.ac.kr

최권영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유해물질 전환 친환경기술 서관 310호 / 1825 kychoi@ajou.ac.kr

홍민선 집진 및 유해가스 처리기술 서관 313호 / 2404 msh@ajou.ac.kr



2018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요람

42  ∙ AJOU UNIVERSITY

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대기오염 Air Pollution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 성질 및 인체와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과 확산에 의한 분포를 예측하는 대기 오염 모델을 학습한다

대기오염방지공학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일차 및 이차 대기 오염 물질의 생성에 관계되는 연소이론 및 광화학 반응과 
대기질보존을 위한 방지시설에 관하여 학습한다.

대기환경
Atmospheric 
Environment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 계획 수립 시에는 대기오염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현상의 공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이류 및 확산, 대기 중 화학 반응 등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함께 
새집 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 등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 모델링을 이용한 대기질 관리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습을 수행한다.

물리적수처리
Physical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상수처리와 하수처리에서의 물리학적 처리공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
로 실제 상수처리와 하수처리과정에서의 설계도 실행한다. 스크린, 침사, 
침전 등의 1차 처리, 여과와 부상처리 등 전통적인 처리뿐 아니라 자외선 
소독, 흡착, 막여과 등의 고도처리들도 함께 논의한다.

산업폐수처리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다양한 산업폐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를 위하여 산업체의 생산 공정, 
폐수의 성질, 관련 법규 및 효율적인 처리 공정을 다룬다.

생물학적폐수처리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미생물을 이용한 도시 하수 및 산업 폐수 처리 공정의 기본 원리를 다룬다. 
이들 방법으로는 활성슬럿지법, 살수 여상법, 회전 원판법과 혐기 또는 호기
성 소화공정 등이 있다.

수질관리
Water Quality 
Management

상수처리와 하수처리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건강에 관계된 
것을 주로 논의한다. 먼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상수와 하수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제거되는가를 주로 논의한다.

수질분석 Wastewater Analysis
물의 물리화학적 기본 성질 및 수질 분석에 이용되는 분석화학적 이론과 
기술 및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에너지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학습한다.

일반폐기물처리 Solid waste management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에 관한 관
련법규, 발생원, 수집, 분류, Transfer, 이송, 재생기술, 처리 및 처분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기술로 Thermal Process, Chemical
& Biological Transformation Process에 대하여 다루고 이들 폐기물을 매
립하는 방법과 매립 후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학

Ecofriendly Biomaterials 
Engineering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 특히 바이오 화학 공정을 통해 대체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친환경 고분자 및 바이오 고분자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물질과 그들의 토양과 지하수 내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성평가와 궁극적으로 이들 
토양과 지하수 내의 오염물질의 공학적인 제거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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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폐기물 처리 및
연소 공정

Waste treatment via 
Combustion Process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및 연소를 통한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해 학습한다.

하폐수처리공정설계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design

하수 및 폐수처리에 적용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하폐수 처리시설의 설계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비점오염원관리 (빗물관리)기술을 습득한다. 

화학공정안전 및 
위험성평가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론 전반을 다룬다. 특히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영향평가(화재)에 대해 학습하며 장외영향평
가서 작성을 실습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
기초

Intro to Chemical Process 
Safety

화학물질 위해성 및 공정안전의 이론과 PSM, RMP등 화학안전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누출모델링, 확산모델링, 폭발모델링과 같은 영향평가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화학적폐수처리
Chemical Wastewater 
Treatment

산업에서 발생되는 waste water의 일반적인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학습하며, unit operation과 unit process 기반으로 산업 폐
수의 sampling, analysis, characterization, conducting treatability
등에대해서 학습할 계획임. 또한 강의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
생하는 폐수 및 처리 공법에 대해서 학습할 계획임.

환경대기과학
Environmental 
Atmospheric Science

대기오염과 관련된 기상요소, 대기구성, 지구 대순환, 미기상학을 다룬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상영향 인자와 강우 세정, 장거리 이동영향, 기상, 
액상 산화 과정을 학습하며, 대기 중 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을 습득한다.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해물질의 독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러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환경미생물학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최
근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염된 환경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
원성 미생물들이 환경내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전파되는가를 파악하여 이
들 미생물을 제거하는 공학적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논의한다.

환경분석화학
Environmental and 
Chemical Analysis　

다양한 화학물질 분석 기술에 대해서 습득하고,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하고자 한다. 

환경위해성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최근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있는 환경오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건강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각종 요인들을 다룬다. 
특히 토양, 물, 공기의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중심내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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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스템공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산업시스템공학과는 산업조직사회의 응용공학분야인 산업공학 전공과 품질시스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의 구성요소인 인간, 자원, 설비, 정보, 환경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품 및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구와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한다. 

산업공학 전공에서는 생산, 설비, 제품 개발, 효율적 최적화, 그리고 정보화 체계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할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존의 산업인력을 재교육하여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품질시스템 전공에서는 품질관리, 품질보증, SPC, 품질경영 등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 사례 중심의 학습을 제공하여 기술인력의 실질적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본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과 관련 실험기자재를 확보하고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과과정을 운용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용적인 현실상황을 다루는 응용문제에 대한 실험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현실 

문제 분석과 대응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급전문 기술자 및 관리자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권용진 로봇, 무인비행시스템 팔달관 817호 / 2418 yk73@ajou.ac.kr

김재훈 네트워크/사물인터넷 산학협력원 818호 / 2657 jayhoon@ajou.ac.kr

박기진 클라우드 시스템 산학협력원 510호 / 2658 kiejin@ajou.ac.kr

박범 인간공학 팔달관 810호 / 2426 ppark@ajou.ac.kr

박상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팔달관 816호 / 2656 scpark@ajou.ac.kr

박재일 생산기술 산학협력원 613호 / 1878 jipark@ajou.ac.kr

신현정 머신러닝 및 데이터마이닝 팔달관 818호 / 2417 shin@ajou.ac.kr

양정삼 CAD 팔달관 817호 / 1879 jyang@ajou.ac.kr

장중순 품질/신뢰성 팔달관 813호 / 2423 jsjang@ajou.ac.kr

정명철 작업관리 팔달관 814호 / 2981 mcjung@ajou.ac.kr

최진영 시스템 최적화 팔달관 815호 / 2422 choijy@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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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고등데이터분석 Advanced Data Analysis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정리, 진단, 예측,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응용분야를 불문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본 교과는 기초통계를 바탕
으로 데이터 전처리 방법(Preprocessing), 데이터마이닝 기법 (Data Mining), 
기계학습 기법 (Machine Learning), 문제 진단 및 적용방법(Diagnosis & 
Application) 등을 이론 강의와 소프트웨어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고등생산관리
Advanced Production 
Management

생산관리란 기업의 주요 기능인 생산, 마케팅, 재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관리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의사
결정방법, 설계기능, 계획기능 등의 생산관리 주요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응용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신뢰성공학
Advanced Reliability 
Engineering

제품 및 서비스의 정적 품질과 함께 시간에 따른 기능의 변화(고장 및 성능저하)
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본  신뢰성공학 강좌에서
는 신뢰성의 확률모형 및 통계적 분석기법과 고장모형, (가속)수명시험 및 고장
해석 기법, 신뢰도향상을 위한 제공학적  기법 등을 실무중심으로 다룬다.

고등실험계획 및 
분석

Advanced Experiment 
Design and Analysis

본  교과는 실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험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는 실험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모든 학문에  필요
한 실험 설계 및 분석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수강생들은 
장차 기업에서 품질개선이나 제품설계 등의  과정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고등원가공학 Cost Engineering

코스트공학은 주로 제조공장 중심의 발생 제조원가에 대하여 원가유지(CK) 
와 원가절감(CR)을 목표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의 기초 위에서 연구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원가의 본질, 원가구성 비목의 개요와 사례, 원단위와 표준
원단위 산출법, 제조원가 계산 원리와 방법 및 그 평가분석, 원단위 원가산출
법을 소개한다. 공장관리자로서의 필수적 소양과 향후 경영관리자로 성장하
기 위한 필수지식의 이해 증진을 위한 원가계산과 세부적인 비목별 원가절감
의 추진 방법론 역시 소개한다.

고등인간공학 Advanced Ergonomics

본 과목에서는 산업환경시스템에서 인간 사용자/작업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제품, 시스템, 작업장을 설계개발하고, 관리 운용하는 제반기술과 설계요소를 
학습한다. 인간의 역할과 성능, 인체역학, 인지과학, 휴먼에러와 인간 신뢰성, 
인간-기계체계와 제어, 작업생리와 작업환경 등을 학습하고 신산업환경 상황
에서의 인간-시스템 작업환경 구축과 인간공학 기술영역에 대하여 실습한다.

고등작업관리 Human Work Design

고등작업관리는 작업설계 또는 동작 및 시간연구라고도 불린다. 산업공학의 
기초과목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안전과 생산성 측
면에서 효율적인 작업방법을 설계하고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하는 기법을 학
습한다. 동작연구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공정, 단위작업, 요소작업등
으로 세분화하고 동작경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작업자가 
근무하기 편한 작업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시간연구는 작업동영상 측정 
또는 MODAPTS 등의 PTS기법을 이용하여 생산성 측면에서 각 공정 및 
작업별로 소요되는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본 과목 수강 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정, 작업 등을 개선하고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고등통계분석 Advanced Statistics

본 교과는 경영 및 공학에 필요한 수리통계학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의 고급 
통계기법들을 배운다. 주요 논제로는 확률변수와 분포, 변수변환, 샘플링분
포, 추정, 검정론, 고급 다변량 통계분석기법에 대한 이론 등이다. 본 교과는 
이론과 고급 분석기법들을 기반으로 문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는 소프트웨어 실습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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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고등품질공학
Advanced Quality 
Engineering　

품질경영,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통계적 모니터링과 관리에 관한 최신 이론과 고급 
기법들에 관한  강의와 연구. 여러 가지 Production System(Lean, TPS, 6-sigma, 
etc.)에서의 Process Control  이론과 기법에 관하여 현장사례중심으로 공부한다.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국가, 산업 수준에서는 기술혁신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 수준에
서는 전략수립, 기술기획, 기술획득, R&D관리, 기술사업화로 이루어지는 기
술경영 전주기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여 기술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전략적으로 개발, 사업화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학습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경영의 사례들을 토의함으로써 산업의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디지털제조시스템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Digital Manufacturing System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물리적 논리
적 요소들을 컴퓨터상에 통합 모델링 하여 분석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요
소들을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Digital Manufacturing 
Syste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요소를 컴퓨터상에서 
통합적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델링의 대상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제품의  형상, 기술적인 요구사항들, 제조 과정, 생산 
설비 및 시스템, 시스템을 제어하는 운영 로직, 그리고 공정계획 전문가의 
지식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모델링을 통한 Digital 
Manufacturing System의 구현과 그 효용에 관한 과목이다.

비즈니스 시스템전략
Business System 
Strategy

본 교과는 E-비즈니스에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각종 서비스 시스템 기술의 
기본과 이들 서비스 시스템이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 적용되는 과정 및  효과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한다. ERP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시스
템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에서의 각종 정보기술
의 활용 방법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관리 Big Data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1) 빅데이터 관리 기술 2)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3)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 등에 대하여 다룬다. 빅데이터 관리/처리
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들이 웹상에 쉽게 자료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Distributed)된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
스로 볼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웹 어플리케이션, 소셜 네크워킹, 
모바일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등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
자에 접근적/비용적/사용성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로봇시스템 Industrial Robot Systems

본 교과는 산업용 로봇을 주 대상으로 로봇 시스템 이론, 성공적인 응용 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 로봇제어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과정
의 첫 번째 절반은 로봇 시스템의 구성, 산업용 로봇의 분류 및 적용, 로봇 
제어 시스템, 비젼 시스템, 센서 통합 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학습한다. 
후반기에는 실제 산업분야에 쓰이는 로봇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과 센서 
연동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다.

산업안전공학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복잡하고 위해한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의 근본적이고 잠재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예측 관리하며, 그 예방 대책에 필요한 주요한 관리 도구기법, 
안전 장치 및 기술, 도메인 업무의 산업 안전 지식을 학습하고, 최적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간 중심의 인간-기계 안전 체계와 효율적인 산업안전
환경 관리 체계를 도출하고 프로젝트를 실습한다.

시뮬레이션응용 System Simulation

본 과목은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론을 설명하며, 이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적용 분야들을 소개하고 다룬다. 특히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생산시스템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새로운 분야의 시뮬레이션 (국방, 의료, 게임, 영화)도 함께 소개한다. 본 
과목은 시뮬레이션 이론과 응용의 두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다. 시뮬레이션의 
도구로는 ARENA, AnyLogic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활용 능력도 함께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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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전문가시스템응용
Expert System 
Technology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간(또는 조직)
의 판단과 행동을 흉내 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은 축적된 경험이나 프로그램에 기술되어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
을 가지고 있는 지식베이스를 포함한다. 세련된 전문가시스템은 지식베이스
나 일련의 규칙들을 추가하여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전문가시스템들 중에는, 체스를 두거나 의학진단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에는 공학 분야 특히 생산정보시스템에 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내용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다.

제품개발과 VM
Product Development 
and VM　

제품의 성공 여부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과목에서는 제품개발 프로세스 동안 제품의 성공적인 설계에 필요
한 방법들을 소과제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학습한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기본 교과내용은 고객요구파악, 개념생성, 제품구조, 
산업디자인, DFX, DSM, FEMA, 생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제품라이프
사이클관리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PLM시스템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개발 초기부터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의 
개발일정, 제품/부품 정보, 도면정보, 문서정보, 설계변경 정보 등 많은 정보
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로 누락된 업무를 보완하며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사양의 표준화로 낭비되는 인력, 공간, 
시간적인 부분에 많은 개선을 하는 시스템이다. 본 과목에서는 PLM에 대한 
개념부터 현업의 PLM 적용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게 된다.

제품조립시스템응용
Product Assembly 
System　

본 교과목은 조립시스템의 설계, 효율, 변동성에 대한 개념, 모델 및 분석을 
다룬다. 주 주제는 조립시스템 효율, 조립 시스템 설계 방법, 제품 조립 구조가 
미치는 영향, 변동성 모델링, 변동성 관리, 조립 공급망관리 등이다. 본 교과목
은 조립시스템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 능력 및 직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불어 산업계의 최신 응용 사례 또한 소개된다.

최적화방법론
Optimization 
Methodology

본 과목에서는 산업 및 정보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를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정형화된 모델을 세우고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룬다. 특히, 선형 계획법, 정수 계획법 등의 
확정적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 의사결정론, 마코프분석, 시뮬레이션 등 확률
적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응용문제에 적용, 엑셀 등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룸으로써 이론적
인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본 교과는 품질경영의 정의와 역사, 개념과 체계, 제반 방법론을 이해하고, 
기업 등 제반 조직에서의 품질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R&D 관리 R&D Management

최근 기술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략적인 R&D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좌는 R&D 관리 실무자나 R&D 종사자들이 효과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 R&D 프로젝트, R&D 인력 측면에
서의 관리 기법들을 다룬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기업들의 R&D 관리
에 있어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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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시대적 요청

21세기 지식전쟁시대의 주역 양성

각 기업에는 IP 전문가를 요구

전문 공학지식을 가진 IP 전문가 시대 도래

IP 마켓의 확대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수요 급증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수요에 따라, 2009년 공학대학원에 지식재산공학과를 개설함

∙수업의 특징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공학과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고, 판교테크노밸리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기업업무에 바쁜 기업 IP 실무자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IP 경쟁과 분쟁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실무자들이 최신 국제적 

동향과 전략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주대 공학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는데 적합하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권혁성 특허법,특허실무 hskwon@elip.kr

나경선 특허영어 kyungsna@gmail.com

박영무 기술사회융합학,기계공학 동관 302호 / 2344 youngmoo@ajou.ac.kr

박용준 특허맵

송상엽 국제특허분쟁 humblegive@gmail.com

윤길수 TRIZ　 gsyoon@pknu.ac.kr

윤성승 벤처관련법,상법 종합관 423호 / 2784 ssyun@ajou.ac.kr

이성주 기술경영, IP정보분석 산학협력원 508호 / 2419 sungjoo@ajou.ac.kr

이판국 벤처경영　 lpk289@hanmail.net

이호흥 저작권법과 실무　 jinlee3333@hanmail.net

조기헌 기술가치평가　
최승철 IP창출과 전략, 신소재공학 팔달관 709호 / 2466 aspen2011@gmail.com

최종식 상표법, 브랜드관리 jschoi@sspat.com

한지영 저작권법 종합관 415호 / 1506 jyhahn@ajou.ac.kr

Moon Kim IP창출과 경영,특허공학 inventor.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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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ntellectual 
Property

주목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흐름전반을 학습하고, 그와 관련된 지
식재산권 확보의 현황과 동향 조사를 학습한다. 

국제지식재산시스템 International IP System
미국, 일본, 중국과 EU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학습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들
의 국제시스템 차이를 학습한다.

국제특허분쟁과 전략
International IP disputes 
and strategy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듯 국제특허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글로벌 
특허 분쟁시대에서 그 트렌드와 전략을 학습한다.

글로벌 지식재산전략 Global IP Strategy
지식재산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흐름
을 파악하고 그 출원과 보호, 매매, 라이선스, 침해대책 등 종합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기술 및 특허 
가치평가

Valuation for Technology 
& Patent

기술과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그 거래와 평가는 자본의 투자와 회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근간이 되는 평가의 기초를 학습한다.

기술경영과 지식재산　MOT & Intellectual 
Property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공학기술과 경영능력을 융합하는 
기술경영의 다양한 요소를 학습하고 이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기초적 내용을 
학습한다. 

미래전략학
Future Forecasting & 
Strategy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미래전략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예측방법과 전략수립을 학습한다.

벤처창업과 특허전략
Start-up & Patent 
strategy 

벤처창업에서 특허 확보와 지속적인 창출과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와 전략을 학습한다.

블록체인과 지식재산
Blockchain & Intellectual 
Property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거래에 관여되어 모든 
거래에서 새로운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초를 학습하고 그 
특허의 정보를 조사하여 현주소와 미래진행을 학습한다. 

상표법 Trademark Law 상표법을 기반으로 특허의 전반적인 것을 학습한다.　

상표법과 브랜드전략
Trademark Law & Brand 
Management

상표와 브랜드 관리가 사업에서 필수적 요소가 된 이 시대에 상표법과 그에 
근거한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학습한다. 　

연구개발과 창의적 
문제해결

R&D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연구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논리모
형, 트리즈나 디자인싱킹 등이 포함된 다양한 도구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저작권의 전반적인 것을 학습한다.

지식재산 라이선스 
및 전략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Strategies

기업은 비즈니스 추진에서 필수적으로 지식재산의 확보를 매입과 라이선스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라이선싱의 기초지식과 과정, 전략을 학습한다.

지식재산 특론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의 각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면
서 보다 심도 높은 학습을 진행한다. 

지식재산공학입문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Engineering

기업의 특허 창출, 보호, 관리 전략, 상표와 브랜드 전략, 디자인 경쟁력과 
저작권의 확보와 관리 운영 등을 학습한다.

지식재산세미나 1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1

급변하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주제나 중요한 지식분야를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지식재산세미나 2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2 

급변하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주제나 중요한 지식분야를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지식재산세미나 3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3

급변하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주제나 중요한 지식분야를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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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지식재산세미나 4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4

급변하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주제나 중요한 지식분야를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지식재산입문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현황과 기초지
식을 학습한다.

지재분쟁 및 소송
IP legal disputes and 
litigation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분쟁과 소송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 해결법과 대응, 성공적인 사례를 학습한다.

창업, 벤처와 법
Entrepreneurship, 
Start-up and Law

창업과 벤처에 관련된 다양한 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허경영 Patent Management
현대경영에서 필수적인 특허의 창출, 출원, 보호, 매매, 라이선스의 전반을 
기업의 필요한 지식 관점에서 학습한다. 

특허기반연구개발 및 
해외연수　

Patent based R&D and 
overseas field trip

특허기반 연구개발의 수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해외 필드 트립

특허맵 Patent Map 
기술 트렌드와 R&D의 나아갈 방향의 중요한 기술 자료로 사용되는 특허 
맵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를 학습한다.

특허법 Patent Law 특허법을 기반으로 특허의 전반적인 것을 학습한다. 

특허영어 Patent English
특허에 필수적인 영어 단어와 문장을 학습하여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정확하
게 수집,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한다.　

특허와 제품개발전략
Patent and Advanced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기업의 신제품 개발전략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기술 조사 기반으로 연구개발
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식재산분쟁과 소송으로 연결되므로 효율적인 개발전
략을 학습한다.

특허전략세미나 및 
해외연수

Patent strategy and 
overseas field trip

특허전략의 수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해외 필드 트립

특허정보조사 및 
분석

Patent Search and 
Analysis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선행기술 조사, R&D의 중요한 기술 자료로 사용
되는 특허정보의 조사와 분석을 학습한다.

특허출원절차와 
명세서작성법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and 
specification writing

경쟁력 있는 특허 확보를 위한 명세서 작성을 학습, 특허출원 절차를 실습한다.

IP국제현황 및
해외연수

The international status of 
IP and overseas field trip

IP국제현황의 수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해외 필드 트립

IP기반창업 및
해외연수　

IP based start-ups and 
overseas field trip

IP기반창업의 수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해외 필드 트립

IP매너지먼트 및
해외연수

IP management and 
overseas field trip 

IP매너지먼트의 수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해외 필드 트립

TRIZ와 특허 TRIZ & Patent　 특허 창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트리즈의 기초지식과 성공적
으로 적용된 발명특허 사례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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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SCM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오늘날 물류 및 공급망관리(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는 글로벌 기업의 수주, 

영업, 판매, 생산, 재고, 출하, 구매 등 주요 업무의 핵심 전략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과(구 물류경영공학과)는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조직의 글로벌 SCM 및 물류분

야 고급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

니다.

아주대학교 물류SCM학과는 관련업계에서 상당한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물류 및 SCM을 체계적으

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물류/SCM 전문인력

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고정한 생산관리, 공급사슬 산학협력원 611호 / 2421 jko@ajou.ac.kr

김경현
TOC(Theoy of Constraints:제약경영), Demand 
Driven MRP, 수요/공급/재고관리

sungk0213@daum.net

김준석
물류원가관리, 관리회계, (일반)원가관리, 성과관리, 
이익관리, 경영기획 및 사업성평가

june1209@naver.com

송재길 S&OP, SCM, 수요/공급/재고관리 jgsong85@gmail.com

유강철
물류센터설계 및 운영, 물류설비레이아웃 및 개선, 
물류운영프로세스 개선

logiu@naver.com

윤의식

물류SCM정보시스템, BPM(Business Process 
Innovation),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Information Strategic Program), 
4차산업혁명 신물류기술(IOT, AI, Smart Car, 
Robot, Drone, Bigdata, Cloud등)

biyes21@naver.com

이두표
프로젝트관리, 리스크관리, 협상스킬, B2B비즈니스, 
조달관리(계약관리), PM역량 평가

tomasldp@empas.com

임석철 재고관리, 수요관리, SCM, 물류시스템설계운영평가 팔달관 812호 / 2424 scrim@ajou.ac.kr

조철휘
글로벌유통, 택배, 제3자물류, 물류센터와 
물류부동산, 국제물류, 편의점 유통물류

cheolhwicho@hotmail.com

최시영 물류경영전략, 택배시스템, 녹색물류, 콜드체인관리 sychoehj@hanmail.net

홍민선
APS(Advanced Planing System), 
손익계획(사업손익계획,실행계획), BSC(Balaced 
ScoreCard), S&OP

plando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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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구매 및 계약관리
Purchasing & Contract 
Management

구매업무프로세스, 구매계약의 분류, 구매단가협상, 공급사관리(SRM)

글로벌유통물류전략
Global Distribution & 
Logistics Strategy

글로벌과 한중일 및 아세안시장 분석, 소비시장과 국내외 유통시장 환경변
화, 전자상거래와 국내외물류, 택배물류, 제3자물류, 물류센터와 부동산, 
국제간 해운 및 항만, 항공물류 비교분석

물류SCM
의사결정론

Logistcis & SCM Decision 
Making

물류SCM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와 전략, 의사결정의 고려사항(비용, 변동성),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링/해법, 결정론적 모델, 동적 의사결정 모델, 확률적 
의사결정 모델, 의사결정 모델링 도구/소프트웨어,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사
례(재고 모델, 설비 입지 모델, 배송량 모델, 차량 경로, 네트워크 설계 등)

물류센터설계운영
Distribution Center 
Design & Operation

물류센터 설계 및 거점 계획, 입지 선정, 산업별 물류시설 특성 및 법규, 운영관
리기법, 오더픽킹, 평가지표, 물류 설비, 물류센터 사례분석

물류코스트 Logistics Cost

물류원가관리의 중요성, 회계의 기초개념, 물류원가 분류체계, 물류코스트 
측정방법, ABC/M활용한 물류원가관리, 물류원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례연
구, Supply Chain 원가관리, Cost-Volume-Profit Analysis, 물류의사결
정기법, 표준원가 및 예산편성, 물류코스트 절감방법, 균형성과지표(BSC)를 
활용한 물류성과관리, 물류성과관리 사례연구

물류현장탐방 Logistics Field Study
국내 초일류 물류센터, 유통업, 제조업, 물류업체 현장(택배터미널, 항만 및 
배후부지 물류센터, 유통회사 물류센터, Cold Chain 물류센터, 제조업 등) 
방문 견학 및 토론수업

생산공급관리
Production & Supply 
Management

생산계획, 자재명세서(BOM), 주일정계획(MPS), 자재소요계획(MRP), 용
량계획, 분배소요계획(DRP), 변동성, 공급사관리(SRM)

수요관리 Demand Management
수요계획, 수요불확실성, 수요우선순위, 수요예측프로세스, 수요예측정확
도, 납기약속(ATP), 수요협업, 고객사 관리(CRM)

재고경영 Inventory Management
재고의 분류, 재고정책, 발주방식, 재고계획, 재고 입출하, 재고측정, 재고비 
추정, 재고회계, 재고감축방법 

제약경영 Theory of Constraints

TOC(Theory Of Constraints: 제약경영)는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시스템
의 제약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철학/경영 
기법이다. 본 과목에서는 TOC의 기본원리와 더 골의 내용을 비디오를 통해 
리뷰하고 Drum-Buffer-Rope 생산 방식의 종속성과 변동성에 대하여 논
의한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Demand Driven MRP에서는 불확실성
과 변동성이 큰 현재의 Supply Chain 환경을 복잡계 환경(Complex 
Adaptive System: CAS)으로 인식한다. 기존의 환경을 Linear, 새로운 
환경을 Linear Complex라고 분류하고 시스템 흐름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론과 함께 적용 사례를 든다. Thinking Process에서는 조직에
서 발생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은 반드시 핵심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핵심 원인은 조직에 있어서 갈등을 잉태하고 있으며 제약경영에서 
이러한 갈등원인을 밝혀내어 해결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핵심 과제를 도출하
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판매운영계획
Sales & Operations 
Planning

S&OP추진단계, S&OP프로세스설계, S&OP운영방안, IT System 접목, 
S&OP 운영 도전과 성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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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본개념, 프로젝트 프로세스 및 조직구조, 
프로젝트관리 성공/실패사례, 프로세스그룹(착수~종료) 및 지식영역(통
합~이해관계자)실습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프로세스 및 핵심 template공
유, 프로젝트원가관리, 요구사항수집, WBS만들기, 일정리스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관리자의 Hard/Soft skill, 역량 및 리더십

SCM경영전략
SCM Management 
Strategy

전략의 개념, 글로벌 수요 및 공급전략, SCM 전략, SC구조 및 관계, SC통합, 
전략적 SC관리, 서비스 수준, SC 평가, 물류이행전략, SC도전과제, SCM 
경영사례

SCM
정보통신시스템

SCM ICT System

ICT New Trend, 
SCP System : i2 etc
SCE : OMS, WMS, TMS, EMS, FMS etc
CPS, Bigdata, Blockchain, Smart Factory(W/H)
IoT, AI, Robot, Smart Car, Drone
ERP, MRP, E2E etc

SCM혁신사례연구
SCM Innovation Case 
Studies　

(1) 주제별 혁신사례(수요-공급망구축, 사업계획-BSC-SCM 연계, SCM- 
구매혁신 연계, SCM-Lean, SCM-QR 연계, 간선네트워크 구축)

(2) 업종별 SCM혁신 도입성공사례 연구(CPG, 식음료, 패션, B2B, 제주/
물류업)

(3) SCM/물류 최신 트렌드 사례분석(End-To-End 솔루션, AI 도입사례
(수요예측), 블록체인 도입사례(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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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학과
AJOU UNIVERSITY

가. 학과소개

에너지시스템이라 하면 자연 상태의 에너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변환시키

는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에너지전문 인력에게는 

에너지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에너지학과는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 교육을 학제간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의 

정규교육 과정에 나노과학기술 등의 첨단과학기술과 기술융합 차원의 신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사회과학

을 연계 접목하여, 에너지원·변환과정·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다원형 인력양성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 정규과정 에너지학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110

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해왔다.

나. 교수진

교수님 연구분야 연구실(장소 / 내선) 이메일

김수덕 에너지경제, 에너지모형 에너지센터 212호 / 2689 suduk@ajou.ac.kr

김영창 경제성공학, 전력시스템 waickim@hotmail.com

김철하 에너지진단, 전기분야 chkim5515@hanmail.net

김형택 에너지공학, 에너지공정 에너지센터 210호 / 2321 htkim@ajou.ac.kr

나용환 에너지정책 naryong@ajou.ac.kr

박희준 에너지재료, 태양전지 에너지센터 206호 / 2577 huijoon@ajou.ac.kr

오석범 에너지경영시스템 sboh@energy.or.kr

옥용연 에너지진단, 열분야 ohkyyy@naver.com

이진욱 에너지공정, 열/유체공학 jwlee@iae.re.kr

전영신 에너지시스템분석 grtjeon@kdhc.co.kr

정용헌 에너지경제, 에너지산업분석 yonghun.jung@gmail.com

정재성 전력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센터 201호 / 2695 jjung@ajou.ac.kr

최병철 에너지공정해석, 특허법 chul22@empal.com

허려화 에너지환경, 신에너지 에너지센터 105호 / 3987 xulihua0423@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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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기후변화경제학
Climate Change 
Economics

인류에게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원인, 대책 및 국제적인
협의 동향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조망하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에너
지 소비에 대한 고찰,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및 기후변화협약 등 전 지구
적인 기후변화 대응 동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둔다.

발전사업기술관리론
Power Projects 
Engineering 
Management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구조, 계통, 기기의 설계, 건설, 운전 및 폐기와 관련된 
사업 공정을 조사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술 자료의 생산,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Work Breakdown Structure(WBS) 공정 
및 비용관리, 연동기법,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기법을 
이해하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에 필요한 기술 
및 경제성 평가 지침서를 사용하여 실습한다.

신재생에너지공학
New &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Biomass, 폐기물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최신 연구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각 대체 에너지의 
이용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며 각 대체에너지 시스템의 사이클 해석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수행한다.

에너지경제학 Energy Economics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환경경제학의 내용 중 에너지문제와 연
계되는 분야를 종합 정리하는 가운데 고갈성 자원 이론 등 자원, 환경경제학 
이론  소개, 에너지시장 및 산업 형태 분석, 에너지자원 시장의 의사 결정 
방법론 등에 중점을 둔다.

에너지공정관리
Energy Process 
Engineering and 
Management

에너지 공정 및 효율관리에 대한 기초/응용 이론 및 기술 예측 평가방법에 
대한 학습(heat balance 및 shanky diagram을 통한 에너지 생산/변환 
공정의 분석, entropy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손실 분석, 각 에너지 공정들의 
상기 이론 응용 및 실제 관리방법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에너지 기술체계의 구성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및 변환과 에너지
이용기술에 관한 이론, 열역학 사이클 및 열기관 해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열기관의 효율의 한계점을 엑서지 분석을 통하여 논의한다. 핵반응 및 
방사능의 이론적, 실험적 접근원리와 이의 응용분야에 대한 기술적 특성, 
핵분열 및 핵융합의 기본원리에 관한 이론, 기타 원자력 에너지 이용 분야의 
기술적 복합성을 이해하는 기본 요소기술 등을 다룬다.

에너지기술전망 Energy Technolo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를 바탕으로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및 문제점, 미래의 에너지 수요 및 기술을 
파악하며, 전기에너지, 수송에너지 등의 기술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미래 에너지 기술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 
등을 에너지 관점으로 해석하여 미래 에너지 및 기술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

에너지기후
변화정책론

Theories on Energy 
Climate Change Policy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하여 
기술배경, 추진동향, 사례, 전망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에 중점을 둔다.

에너지문제
수리방법론

Mathematical Methods for 
Energy Problems

에너지 문제를 모델링, 해석 및 예측, 평가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능력
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선형시스템 이론,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 이론, 확률 
및 통계, 최적화 이론에 집중하며 원자력시스템, 에너지변환시스템,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에서 실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거론되는 이론 및 실험식을 
이해하고, 유도하며, 최적해를 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음. 공업수학 
이수 후 선택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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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목(1~3) 제외

과목명(국문) 과목명(영문) 과목개요

에너지문제연구 Special Topics in Energy
에너지관련 신재생분야(Ⅰ), 전력에너지분야(Ⅱ), 에너지경제분야(Ⅲ), 에너
지정책분야(Ⅳ) 별로 최신 학문발전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지식 습득

에너지변환공학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화석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수학하여 이 특성들이 에너지 변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 물질전달, 열전달 이론을 습득한다. 또한 대표적인 에너지 
변환공정인 연소, 가스화 및 액화에 대한 이론 및 실례를 중심으로 수학한다.

에너지산업분석론
Analysis of Energy 
Industries

에너지산업별 구조 분석을 통한 성장 형태 및 발전 방향 연구, 국제 에너지 
산업과 국내 에너지 산업의 비교 분석, 에너지 산업별 투자 전략 분석, 기술평
가를 통한 신규 에너지 산업의 예측 분석 및 에너지산업별 구조분석에 대한 
사례연구

에너지시스템설계
및 최적화

Design & Optimization of 
Energy Systems

에너지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각 단위 기기 및 에너지 시스템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성질을 모델화한 설계 방법을 습득하고 또한 에너지시스템 설계의 
구성 방법과 시스템 최적화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및 exergy 분석기법을 습득하여 시스템 효율향상 기법을 습득한다.

에너지시장분석
Analysis of Korean 
Energy Market

정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관리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
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관련 중장기 계획의 배경과 신산업 
창출의 의미를 파악, ICT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융합한 에너지효율화 신산
업 시장을 분석 및 이해하며, 신산업 우선도출 아이템의 연구와 새로운 융
합방안의 강구 하며, 창의적 시장 활력을 이용한 에너지 Business Model 
도출 및 분석한다.

에너지재료학 Energy Material Science
고체 물리학은 딱딱한 고체 상태 물질의 성질과 그 물성의 원인 및 응용에 
대해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학문분야이다. 원자 규모의 특성부터 large- 
scale의 특성까지 폭 넓게 논의한다.

에너지정책론
Theories on Energy 
Policy

에너지 정책의 구성요인 평가, 에너지원별 전략 분석, 공급정책과 수요관리 
정책의 대비 분석, 국제 에너지여건 대응전략설정, 거시 경제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조화, 문제 연구 및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설정 연구 및 한국의 에너지 
정책 형성체계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사례연구

에너지진단기술
Energy Diagnosis 
Technology

에너지 진단 관련 기초 이론을 열역학 및 효율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진단 다이아그램의 활용법을 에너지 공정 및 효율관리에 대한 기초/응용 
이론 및 기술 예측 평가방법에 대한 학습함. 또한 진단기기 및 진단 실무 
과정을 열과 전기 부문으로 나누어 학습함.　

에너지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Energy 
Systems

연료의 특성과 에너지 공정에서 발생되는 CO2, 분진, SOx, NOx, 연기 등의 
공해물질과의 상관관계 분석, 에너지 시스템 공정에서 상기 공해물질들의 
생성/소멸에 대한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적 고찰 및 공해물질 처리기술.

전력시스템공학
Electric Power System 
Engineering

수력발전에 관련된 수력학 이론, 화력발전시스템과 관련된 열역학 이론, 수
화력 발전시스템의 공통 구성요소인 각 단위 기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기의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수화력 발전시스셈 전체의 시스템 분석을 
통한 이론 및 실례 습득, 국내 수화력 발전설비 현황과 전망에 추가하여 발전
망 구성, 운영제어에 관한 종합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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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1.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매 학년도 2월(1학기) 또는 8월(2학기) 중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2018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 2018. 02. 07(수) ~ 02. 13(화)

∙2018학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2018. 08. 06(월) ~ 08. 10(금)

나. 수강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 My Portal 메뉴, [대학원학사] - [수강신청]

다. 수강신청 기준

∙수업연한 : 2년(4학기) 이상

∙학기별 신청 학점 : 6학점 또는 8학점 이내(연구과목 포함)

⁕ 단, 추가학점신청서 작성하여, 교학팀 승인 후 최대 10학점까지 수강 가능

라. 수강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타 전공 개설과목은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수강 가능

∙공통과목 중 경영대학원 개설 과목은 3학점 과목이며,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단, 경영대학원 과목 수강 시, 타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신청서 제출 필수

∙공통과목 중 공학경영은 2014년 1학기 이후 신입생부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첫 학기 

수강이 원칙 (2학기 차 이내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수강하지 않는 경우, 3학기 차 수강신청 불허)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못할 시에는 개강 후 있는 수강 정정기간에 진행

∙연구과목(1~3)은 반드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지도교수 과목으로 신청

2. 이수학점 : 총 30학점

구  분(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4학기 졸업

논문졸업 8 8
8

(논문+수강)
6

(논문+수강)
-

학점졸업 8 8 8
6

(수강)
-

5학기 졸업

논문졸업 6 6 6
6

(논문+수강)
6

(논문+수강)

학점졸업 6 6 6 6
6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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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학적 변동

1. 등록

가. 등록기간 : 매 학년도 2월 말(1학기)과 8월 말(2학기)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나. 최소등록학기 : 2년(4학기)

2. 휴학

가. 신청대상 : 질병, 군입대, 기타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을 받기 어려운 자

나. 휴학종류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다. 신청시기 : 매 학년도 1월(1학기)과 7월(2학기) 중 신청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라. 신청방법 : 휴학원 작성 후, 교학팀으로 제출

마. 휴학기간

∙휴학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단,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휴학기간 중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함.

3. 복학 

가.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나. 신청시기 : 매 학년도 1월(1학기)과 7월(2학기) 중 신청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다. 신청방법 : 복학원 작성 후, 교학팀으로 제출

4. 제적

가. 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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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목 신청

1. 논문계획서

가. 제출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논문 졸업 희망자

나. 제출시기 : 매 학년도 4월(1학기)과 10월(2학기) 중 제출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다. 제출서류

∙논문계획서

∙지도교수배정신청서

라. 유의사항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확인(서명) 받은 후 제출

∙공학경영 강의에 제출했던 논문예비계획서 와는 별도임

2. 연구과목 수강

가. 수강대상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논문졸업을 희망하며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

나. 수강방법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배정된 지도교수 과목으로 신청

다. 유의사항

∙연구과목(1~3)은 반드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지도교수 과목으로 신청

3.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

가. 제출대상 : 연구과목(1~3)을 이수 및 이수예정인 4학기생, 수료(연구등록)생

나. 제출시기 : 매 학년도 5월(1학기)과 11월(2학기) 중 제출(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다.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지도교수 추천서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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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 제출대상 : 연구과목(1~3)을 이수 및 이수 예정인 4학기생, 수료(연구등록)생 중 심사원을

제출한 자

나. 제출시기 : 매 학년도 7월(1학기) 또는 1월(2학기)

다. 제출서류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 및 결과보고(매 학년도 6월 말 또는 12월 말 제출)

∙논문지도확인서

라. 제출방법 : 매 학년도 제출 시기에 안내 되는 공지사항을 참고 및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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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1. 시험과목 : 전공Ⅰ, 전공Ⅱ

2. 시험시기 : 매 학년도 5월(1학기)과 11월(2학기) 중 실시(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3. 응시자격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취득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4. 응시절차 : 매 학년도 4월(1학기)과 10월(2학기) 중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5. 합격인정 :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 유의사항

∙매 학기 학사일정표 상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불가

∙불합격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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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

1. 졸업요건

가. 논문졸업

∙학위과정 수료한(수강 24학점, 연구 6학점)자

∙종합시험 합격한 자

∙학위논문 심사를 합격한 후, 최종본을 제출한 자

∙평점 평균 3.0 이상 취득한 자

나. 학점졸업

∙학위과정 수료한(수강 30학점)자

∙종합시험 합격한 자

∙평점 평균 3.0 이상 취득한 자

2. 학위수여식 : 매 학년도 2회 실시(2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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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1. 등록대상 :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 및 수료예정자로 논문 제출 대상자

2. 연구등록금 : 전체 수업료 중 학기당 등록금의 3% (4학기 기준)

3. 신청시기 : 매 학년도 1월(1학기)과 7월(2학기) 중 신청(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고)

4. 신청방법 : 연구등록신청서 작성 후 교학팀으로 제출

5. 연구등록금 납부방법 : 연구등록 고지서 출력 후,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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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내

1. 학사행정

가. 행정 안내 방법

∙공학대학원 교학팀 공지사항 :

공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san.ajou.ac.kr) > 게시판 > 공지사항

∙각 학과 대표

∙다음 원우회 카페 (cafe.daum.net/ajousanwonwoo)

∙네이버 밴드 (아주대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나. 아주대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등록방법 : 홈페이지(http://portal.ajou.ac.kr) 상단에 login 클릭 > 생년월일 6자리 > ID와 

PW 생성

∙각종 학사행정 조회와 수강신청, 고지서출력 등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학번부여 이후 가능)

다. 각종 서식 다운 : 공학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자료실

2. 증명서 발급

가. 증명서 종류(국·영문) : 재학, 성적, 재적, 수료,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등

나. 발급수수료 : 국문증명서 - 500원, 영문증명서 - 1,000원

(신청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 증명서 발급처 : ASC (아주서비스센터 - 신학생회관 1층, 031-219-1541~4)

라.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 

∙본인이나 대리인이 ASC에 직접 방문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이용 

∙아주대홈페이지(메인홈페이지 > 대학생활 > 증명서발급 > 인터넷증명서 즉시발급)에서 출력(컬러

프린터 설치 시 이용 가능)

∙인터넷 우편발송 신청 (AIMS2 로그인 > 학사(대학원) > 학생 > 인터넷우편발송 신청)

∙전국 동사무소, 시청, 구청의 팩스민원 창구 방문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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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가. 아주대홈페이지(메인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금고지서 > 개인정보입력 > 출력) 

∙개인별 가상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가능

4. 유료주차제 운영

가. 주차관리실 : 정문 경비실(031-219-1986)

나. 차량스티커 발급 (1학기 정기권)

∙발급기간 : 매 학년도 3월(1학기) 또는 9월(2학기) 개강 첫째주

(월, 금 : 10:00 ~ 19:00, 화, 수, 목 : 10:00 ~ 20:00, 토 : 10:00 ~ 12:00)

∙신청방법 : 차량등록증(신규자), 학생증 지참 후 신청

⁕ 등록차량이 본인차량이 아닐 경우,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주차요금 : 학기단위 : 25,000원

일 단위 학생증 제시 10시간 1,000원

(신청시 특수(야간)대학원 명시해야 함)

5. 중앙도서관 이용 

가. 개관시간

∙열람실 :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자료실 : 학기 중 : 월요일~금요일 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7:00

방학 중 : 월요일~일요일 09:00~17:00

나. 도서대출

∙대출 권수 : 대학원생 10권

∙대출 기간 : 3개월

다. 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 Web을 이용한 자료검색(http://library.ajou.ac.kr)

6. 교내 식당·매점 및 서점 이용

가. 교내식당

∙교직원식당(기숙사식당 2층) - 매주 수업이 있는 요일에 석식 무료 지원 식당

∙팔달관 매점 식당(팔달관 1층) - 매주 수업이 있는 요일에 석식 무료 지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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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내매점

∙팔달관 매점 (팔달관 1층)

다. 교내서점

∙아주문고 (학생회관 1층)

7. 경조사 지급기준

가. 지급범위 : 본인의 결혼시 화환 보냄

나. 지급절차 : 본인의 청첩장을 교학팀에 미리 제출함.





6

별첨

석사학위논문 작성 절차

아주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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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작성 절차

2018.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요람

76  ∙ AJOU UNIVERSITY

학위 취득 관련 학칙 및 규칙

아주대학교 학칙

제48조(대학원과정의 수료 및 학위취득) ① 대학원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② 대학원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대학원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연구과제 결과 심사 청구

2.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제49조에 의한 학점이수

⑤ 대학원과정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6 장  학위취득 

제32조(일정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② <삭제 2013.12.24>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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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 및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⑤ 종합시험과목은 전공Ⅰ, 전공Ⅱ 2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13.12.24)

⑥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24)

⑦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3.12.24)

⑧ <삭제 2013.12.24>

⑨ <삭제 2013.12.24>

⑩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 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4)

제33조(지도교수)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2학기 

이후에 배정한다.

제34조(논문계획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 

② 심사용 논문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

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1부

4. 심사용 청구논문 3부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제36조(논문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의 판형은 4×6배판으로 한다.

3. 논문의 표지는 청남색으로 하고, 제목 등을 금박 인쇄하며, 양장으로 제본하여야 한다.

4.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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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38조(논문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양장 제본 논문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내에 중앙도서관 및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

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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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작성을 위한 학사 절차

1. 논문계획서 /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양식 1) 제출 : 2학기 재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작성 희망자

(매 학년도 4월, 10월 경)

∙논문 작성 시 논문 주제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도교수 배정이 중요합니다.

∙논문계획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이 필요하며, 지도교수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중요합니다.

∙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한 이후 논문 진행에 관해 지도교수와의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 논문에 대한 준비를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개 학기 동안 지도를 받습니다.

2. 논문 학기 수강신청은 연구과목(연구과목 1~3, 6학점)을 본인이 배정받은 지도교수의 과목으로 신청하여

야 합니다. (최소 2개 학기 동안 수강)

∙연구과목을 신청한 매 학기 마무리 시점에 교학팀에서 정한 시기에 논문지도 확인서(양식 3)에 지도교

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성적을 (S)로 처리해야 연구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3.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리서치, 실험 등 준비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 개시 학기부터 

시작하여 논문제출 학기까지 진행합니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수시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교수와의 면담 스케줄은 각자 교수님의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경우 최종 면담 시 논문지도 확인서(양식 3)에 서명을 받습니다. 

4. 대략적인 논문의 큰 틀이 잡혀졌으면,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목차를 정합니다. 

5. 학칙에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맞춰 논문을 작성합니다.(논문 작성안내 참조)

6. 위 연구과목(연구과목 1~3, 6학점) 지도과정이 모두 끝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하여 교학팀에서 

정한 시기에 학위청구논문심사원(양식 4), 지도교수논문심사추천서(양식 5), 학위논문심사위원추천서(양

식 6), 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양식12)의 서류 제출과 함께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납부합니다. : 연구과목

(1~3)을 이수 및 이수 완료 예정인 4학기 이상 학생, 연구등록한 수료생 (매 학년도 5월, 11월 경)

∙위 제출 서류에도 지도교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심사비 납부 계좌번호 : SC제일은행 632-15-000607 아주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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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심사 진행

∙심사위원 교수(위원장 1인, 위원 2인)와 심사 일정을 잡고, 심사를 받은 후 수정 사항을 확인하여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8. 논문 심사 진행 후, 논문 심사결과보고서(양식 11)를 제출합니다. : 매 학년도 6월, 12월 말 경 

∙이 때 논문 인준서(양식 10)에 들어가는 심사위원의 도장이나 서명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9. 논문 결과보고서를 교학팀에 제출하고 더 이상 논문에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학위논문제출시스템

(dCollection)에 원문파일을 업로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논문을 제출 시 지정한 시기 동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스템에 

논문 원본 디지털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업로드 방법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에 공학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석사과정 네이버 밴드에 

안내되니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업로드 시 반드시 최종본을 업로드 해야 하며, 최종 논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학위논문제출시스템(dCollection)에서 논문 승인을 받으면 출판사에 양장제본 제작을 의뢰합니다.

11. 제본이 완성되면 도서관 4부, 교학팀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후 공학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위 수여에 관한 사정(졸업/수료)을 하게 됩니다.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종합시험의 결과가 이 시기에 중요하게 적용 됩니다. 최종 학기가 마무리 되기 

이전에 모든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항상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였을 경우 졸업요구학점 30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졸업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3. 논문을 제출하지 못 하여 수료 처리가 되는 경우, 논문 제출의 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 학적유지를 통해 논문을 완성해야 하며, 제출하는 학기에 졸업 처리 됩니다.

14. 수료 이후 장시간이 지나도록 논문 제출을 못할 경우 6학점에 대한 추가 학점을 등록한 후 성적을 취득하여 

최종 졸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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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체계

1. 학위논문은 학칙에서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맞춰 논문을 작성합니다.

2. 논문 규격 및 체제 ⁕ (양식7, 양식8, 양식9, 양식10)

가. 학위논문은 국문 횡서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나. 논문의 제목은 26자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제목을 달되 표지에는 주제목만 쓴다.

다.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책자인쇄 사이즈 : 16절[190x260mm]

라. 편집용지 설정 : B5(4×6배판) [182x257mm]

마.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바. 용지의 상하 2.0㎝, 좌우 2.0㎝씩 여백을 남긴다.

사. 인쇄는 마스타인쇄 또는 옵셋트인쇄로 양면 또는 단면도 가능함.

아. 표지색 : 청남색으로 한다.

자. 제본식 : 클로스 양장으로 한다.

차. 표지 인쇄방식 : 명조체 활자로 하고, 금박으로 인쇄한다.

카. 표지, 속표지, 인준서는 별지 양식에 따른다.

3. 논문의 순서 

가. 겉표지(Cover Page) [양식 8]

나. 속표지(Cover Page Repeated) [양식 9]

∙겉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장 삽입하고 그 다음에 속표지를 넣는다.

다. 인준서(Approval Page) [양식 10]

라.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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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논문요약(Abstract)

∙논문요지는 약 2면 이내 분량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본문이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앞세우고 영문요약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바. 차례(Table of Contents)

1) 본문차례(List of Text) 

차례는 장, 절, 항으로 분류하며, 더 세분화 할 때는 1, 가, (1), (가), ①, ㉮로 나간다. 그러나 

장, 절, 항을 로마 대수자(Ⅰ,Ⅱ,Ⅲ)로 인용하고 A, 1, (A), (1)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차례에

는 장, 절 1 또는 I, A, 1 까지만 기입한다.

구분 예시(1) 예시(2) 크기 및 정렬

차례에 기재

제1장

제1절

1.

Ⅰ
A.

1.

16p 진하게 가운데 정렬

14p 진하게

11p 진하게

세부 항목

가.

 (1)

  ㉮
   ①

(A)

 (1)

   a.

    ①

11p

2) 그림차례(List of Figures) 

그림 1, 그림 2 등과 같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목과 페이지수를 기입한다. 

보기

그림 1. 연료공기의 연결도 ························································································ 16

3) 사진차례(List of Photograph) 

사진 1, 사진 2 등과 같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목과 페이지수를 기입한다. 

보기

사진 1. 실험장치 ········································································································ 16

4) 표차례(List of Tables) 

표기순서는 수표, 도표의 순서로 하되 표1, 표2, .... 도1, 도2,....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표 1. Performance of the doubly-encoded code ········································· 12

5) 사용기호(List of Symbols) 

본문에 일반화 되지않은 기호를 사용했을 경우에 설명하는 지면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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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문(Text) 

1) 본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론, 본론, 결론

2)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들의 하단에 명시하고 한글로 제목을 붙인 후 그 하단에 영문제목을 

부기한다.

보기

그림 1. 실험장치

Fig. 1. Experimental Device

3) 표의 표제는 상단에 명기하되, 한글로 표제를 표기한 후 그 하단에 영문으로 표제를 부여한다.

보기

표 1. 실험변수 종합 정리표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 Matrix

4) 인용문헌과 보충설명은 각주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각주는 페이지 하단에 선을 긋고 그 밑에 기재한다. 직전에 인용된 문헌이 곧 이어서 재인용될 

때에는 상게서(上揭書) p. 23 또는 ibid p. 23 등과 같이 인용면 만을 표기한다.

- 앞에서 인용된 바가 있는 문헌을 얼마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홍길동 전게서(前揭書) 16면
또는 Smith A.J., op. cit. p. 79 등과 같이 필자와 인용면을 표기한다.

- 동일면에서 재인용된 경우에는 면수를 생략한다. 각주는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5) 외국인명 또는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되 ( )속에 원어를 첨가한다.

아. 참고문헌(Bibliography / Reference)

- 인문사회과학계 논문에서는 본문이 끝난 다음에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을 국내외로 구별하여 

단행본이나 정기 간행물에 관계없이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abc 순으로 하여 기재한다.

- 자연과학계 논문에서는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인용문헌을 본문에서 인용된 순으로 기재한다.

1)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① 필자

② 책이름

③ 출판사 

④ 출판지

⑤ 참고면

⑥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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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鄭秀一, 생산관리론, 영지문화사, 서울, pp. 50～60, 1986.

S. P. Winter, Pulp and oil, McGraw-Hill, N.Y. p. 251, 1975.

2) 문헌이 연속간행물인 경우 

① 필자

② 제목 :  안에 써 넣는다.

③ 잡지이름 : 밑줄을 치거나 이태릭체로 기재한다.

④ 권수 : ( )안에 홋수(No)를 기록한다.

⑤ 인용면

⑥ 발간년도

보기

홍석교, EMG 패턴의식을 이용한 이공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전기학회 논문집, 

33(10), pp. 381-386, 1984.

R. G. Callager, "Tree encoding for symmetric sources with a distortion 

measure" IEEE Trans.: Inform. Theory Vol. IT-20, pp. 65-76, Jan. 1974. 

3) 기타

하나의 문헌을 두 줄 이상 걸쳐서 써야 할 때에는 single space로 한다.



6. 별첨

아주대학교 ∙  85

양식 1

지도교수배정 신청서

학과 성명

전공 학번

연락처
E-mail 지원

과정

논문과정

핸드폰 학점과정

학업계획

학기 수강(예정)과목명 학점수

1

2

3

4

5

6

계

희망 지도교수명

1순위        교수 2순위         교수 3순위         교수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지도교수 확인란

위 신청인의 수학, 연구 및 논문작성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수           (인)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

위와 같이 선정합니다.

20    .     .             학과장교수                (인)

아 주 대 학 교 공 학 대 학 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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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학위논문계획서

학과 성명

전공 학번

연락처
E-mail

학기
핸드폰

논문 및 초록(잠정)

1. 논문제목(가칭)

2. 초록(잠정)

위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지도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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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논 문 지 도 확 인 서

20   학년도  제   학기          공학대학원

학과 학번 학기

성명 지도교수명

논 문 지 도 확 인 란

회수 지도월일 논문명 지도교수명 날인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4회  월  일

위와 같이 논문 지도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귀하

※ 논문지도확인서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최종인쇄본 제출시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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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학 과 학 번 성 명
등 록
횟 수

취득 학점
비 고

전 공 연 구 계

위 본인은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6장 제 3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목

- 국 문 :

- 영 문 :

 

20     년      월      일

신청인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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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지도교수 논문심사 추천서

학     과 :

학     기 :

학     번 :

성     명 :

논문제목 :

- 국문 :

- 영문 :

위 학생의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아 주 대 학 교 공 학 대 학 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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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학 과 성 명 
심 사 위 원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내규

제37조 (논문심사)

2항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3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4항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5항 :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항 :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0    학년도 제 학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학과장                    

공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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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본문 여백 규격표 : 첨부 논문샘플 참조

1㎝

← →

제
철
부
분

↑

2㎝

↓

← 2㎝ →

← 2㎝ →

↑

2㎝

↓

  ↑1㎝
   ↓

Page
  ↑1㎝

   ↓

※ 본문규격 : 한글 10-11pt, 줄간격 200% / MS Word 10-12pt, 줄간격 1.5줄(33자x2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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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겉표지

↑

2㎝

↓

논

문

제

목

제

출

자

↑
2㎝

↓

↑

3㎝

↓

            <18pt>

공학석사학위논문

↑

3㎝

↓

                                                 <24pt>

←  3 ㎝  →  논       문        제       목  ←  3 ㎝  →

                                       <18pt>

←   6 ㎝     →  아 주 대 학 교 공 학 대 학 원 ←   6 ㎝     →
↕ 1㎝

○ ○ 학 과  <18pt>

↕ 1㎝

○ ○ ○ (성명) <18pt>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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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속표지

↑

6㎝

↓

                                                  <24pt>

←   3 ㎝   →   논       문       제       목   ←   3 ㎝   →

                              <18pt>

←      6 ㎝     →    지  도  교  수   ○   ○   ○     ←      6 ㎝      →

                                                  <18pt>

←    4㎝    →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    4 ㎝    →

               <18pt>

←     7 ㎝     →        ○  ○  년   ○  월         ←      7 ㎝      →

                                           <18pt>

←    6 ㎝     →  아  주  대  학  교  공  학  대  학  원  ←    6 ㎝     →
↕ 1㎝

○ ○ 학 과  <18pt>

↕ 1㎝

○ ○ ○ (성명) <18pt>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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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  인준서

↑

6㎝

↓

                                             <24pt>

←    5 ㎝    →    ○ ○ ○의 공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5 ㎝     →

                        <18pt>

←     6㎝    →  심 사 위 원 장              인    ←      6 ㎝      →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18pt>

←      6 ㎝     →    아  주  대  학  교  공  학  대  학  원    ←      6 ㎝      →

  ↕ 1㎝

○ ○년 ○월 ○일 <18pt>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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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1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 및 결과보고

1. 학위 신청자 :

2. 논 문 제 목 :

3. 지 도 교 수 :

4. 본 심 사 일 :

5. 논문의 판정(가, 부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6. 심사요지(난이 모자라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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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학과(전공):         

학번: 성명: 

주소: (연락처:                           )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위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표절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한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본인 :                                   (인)

아주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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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졸업 예정자는
졸업 직전학기 4월 or 10월 경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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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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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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