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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개요

전 공 명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학 위 명
스마트에너지 학사

Smart Energy Convergence Major Bachelor of Smart Energy

주임교수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교수 연 락 처 063-220-2906 (공학2관 306호)

 

전공소개

▪산업체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LINC+ 특화방향에 부합하는 
융합연계전공 개설
▪미래 4IR/6차 신산업 확산 및 산업체수요기반을 고려하여 산업체실무융합능력향상 
위한 교과목 개설운영

인 재 상 ▪스마트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

교육목적
▪융합형 산학연계전공(트랙)은 미래 4IR 신산업 확산을 위한 신성장 동력에 
부응하여 Eco-Engineering 특화분야에 필요한 산학연계된 창의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스마트관리, 기반시설의 건설 등의 분야가 복합된 IoT융합 
스마트에너지 분야 
▪IoT융합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지능형전력망설비, 전력변환기반기술 
등을 포함한 분야

졸업후
주요진로

▪엔지니어링회사(구조, 설계, 감리, 환경설비, 
리모델링, 보수보강, 소방, 조경, CAD분야 등)
▪친환경 설계사무소 및 실내건축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및 시공회사
▪친환경건축 컨설턴트
▪앱 개발분야 및 통합보안 관제분야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분야

▪통신망 및 통신장비 기술자
▪통신서비스 관리직
▪S/W 프로그래머
▪IT 벤처 창업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업 취업
▪연구소 취업

교육과정
(교과목)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전력변환응용(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융합공학

▪건축에너지설비
▪수퍼스타칼리지 4IR 공통 
교과(2개 교과목 이내)

건축공학과
▪건축일반구조
▪구조역학
▪건축재료학

▪건축환경공학
▪건축설비

건축학과
▪건축시공
▪건축디자인프로세스
▪건축법규

▪건축재료
▪건축구조분석

전기전자공학과
▪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전력전자

▪마이크로컴퓨터
▪배전공학

정보통신공학과
▪네트워크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
▪데이터통신

▪정보통신실험
▪회로이론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컴퓨터네트워크
▪웹프로그래밍1
▪웹프로그래밍2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안전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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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참여교수 현황

  ⑴ 교내 참여교수

소속 성  명 연락처 연구 및 강의 분야 비고

건축공학과

정동조 063-220-2621 건축구조, 구조설계

정명채 063-220-2720 건축구조, 구조역학

김상진 063-220-2904 도시기후, 건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건축학과
김준영 063-220-2578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임용민 063-220-2905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전기전자
공학과

김은수 063-220-2906 전력전자, 전력변환응용(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황인갑 063-220-2656 에너지,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전용석 063-220-2515 마이크로컴퓨터, 디지털공학

최준영 063-220-2657 전력IT, 전력경제, 조명/전기응용

이송근 063-220-2723 제어공학, 전기기기

정보통신
공학과

이석한 063-220-4640 웹프로그래밍, 안테나공학, 전기자기학 

정원기 063-220-2354 Microcontroller

▪산업안전공학1
▪소방시설점검 및 설계감리

▪소방전기설비공학2

기계시스템공학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열전달
▪유공압시스템

▪전산열유체
▪열시스템설계

수퍼스타칼리지
4IR 공통 교과

▪3D모델링Ⅰ(CADian3D)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Big data 
▪사물인터넷(IoT) 앱 
제작기초실습

▪Design Thinking
▪드론조정교육 및 촬영
▪사물인터넷(IoT) 응용
▪창업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
▪인문공학의 이해 
▪상품사진촬영

참여교수

건축공학과 ▪정동조 ▪정명채 ▪김상진

건축학과 ▪김준영 ▪임용민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황인갑 ▪전용석 ▪최준영 ▪이송근

정보통신공학과 ▪이석한 ▪정원기 ▪김동욱 ▪김호준

컴퓨터공학과 ▪문홍진 ▪조동영 ▪이완권 ▪조현준

소방안전공학과 ▪권경옥 ▪이강인 ▪이의평 ▪최충석 ▪김동현

기계시스템공학과 ▪최창용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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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교외 참여인력(산업체, 연구소 등)

소속 성  명 직무 및 연구 분야 비고

라은테크(주) 진영호 풍력발전기설계 연구소장

모던엔시스 원종규 문화컨텐츠제작 및 홈페이지관리 대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영수 에너지 책임연구원

미래엔지니어링 서윤수 건물에너지기계설비 사장

하이메카 최형철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개발 사장

삼부감리(유) 이동국 소방방재 설계 감리 대표

김동욱 063-220-2726 Computer Vision, Computer Network, 
Imbedded System

김호준 063-220-2781 디지털통신, 이동통신

컴퓨터
공학과

문홍진 063-220-2524 회로설계, 컴퓨터구조, 기타

조동영 063-220-2557 Data Management, Distributed System

이완권 063-220-2678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재
사용

조현준 063-220-2679 통신망, RFID/USN, IT융합

소방안전
공학과

권경옥 063-220-3187 소방/위험물안전, 화학화재 조사, 산업
위험성평가, 소화약제 및 소화설비

이강인 063-220-2558 품질경영, 시스템인증, 유비쿼터스

이의평 063-220-2039 화재조사, 소화설비,
화재위험성평가, 소방행정

최충석 063-220-3119 전기설비안전, 화재조사, 신뢰성평가, 
안전장치개발, PL 평가/대책

김동현 063-220-2233 열역학, 화재역학, 재난방재, 위험성평가

기계시스템
공학과

최창용 063-220-2615 열전달, 열시스템, 공기조화냉동, 태양
열에너지

조성환 063-220-2663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시스템, 공기조화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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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⑴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이수기준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합계 비고

복수전공 0 36 36
- 주  전공 12학점 중복 인정
- 융합전공 12학점 이상 이수
- 참여전공  9학점 이상 이수

부 전 공 0 21 21
- 주  전공  6학점 중복 인정
- 융합전공  9학점 이상 이수
- 참여전공  3학점 이상 이수

졸업자격 
※ 현장실습센터를 통한 국내ž외현장실습(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총 이수학점 외 별도 학점)

  ⑵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구 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K S A 담당교수

스마트
에너지
융합전공

전선 - 전력변환응용(스마트그
리드&전기자동차) 4 동계 3(3) 3 5 2

김은수
산업실무
교수

전선 15225 신재생에너지와 융합공학 4 2 3(3) 3 5 2
황인갑
산업실무
교수

전선 - 건축에너지설비 2 2 3(3) 3 5 2
김상진
산업실무
교수

건축공학과

전선 06010 건축일반구조 1 1 3(3) 5 3 2 정동조

전선 14696 구조역학 2 1 3(3) 5 3 2 정명채

전선 12471 건축재료학 2 1 3(3) 6 2 2 안병주

전선 08945 건축환경공학 1 2 3(3) 4 4 2 김상진

전선 12647 건축설비 3 2 3(3) 4 5 1 김상진

건축학과

전선 12500 건축디자인프로세스 2 1 3(3) 3 6 1 강대호

전선 09344 건축시공 3 1 3(3) 3 6 1 최영준

전선 12515 건축법규 3 1 3(3) 3 6 1 백석종

전선 12508 건축구조분석 2 2 3(3) 6 2 2 임용민

전선 09349 건축재료 3 2 3(3) 3 6 1 김준영

전기전자
공학과

전선 08111 제어공학 3 1 3(3) 4 4 2 이송근

전선 08637 마이크로컴퓨터 3 1 3(3) 3 6 1 전용석

전선 08929 전력전자 4 1 3(3) 4 5 1 김은수

전선 07697 반도체공학 2 2 3(3) 3 6 1 황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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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K S A 담당교수

전선 10157 배전공학 3 2 3(3) 3 6 1 최준영

정보통신
공학과

전선 10740 회로이론 2 1 3(3) 4 4 2 김명환

전선 15024 정보통신실험 3 1 3(3) 6 3 1 김호준

전선 10738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2 2 3(3) 4 4 2 정원기

전선 06402 데이터통신 2 2 3(3) 3 6 1 김동욱

전선 15203 네트워크실험 3 2 3(3) 4 4 2 김동욱

컴퓨터
공학과

전선 08782 데이터베이스 3 1 3(3) 3 6 1 이인홍

전선 05128 인공지능 4 1 3(3) 4 4 2 심동희

전선 08571 웹프로그래밍1 2 2 3(3) 4 4 2 조동영

전선 14423 웹프로그래밍2 3 1 3(3) 3 6 1 조동영

전선 05541 소프트웨어공학 3 2 3(3) 3 6 1 이완권

전선 05559 컴퓨터네트워크 3 2 3(3) 3 4 3 조현준

소방안전
공학과

전선 12653 전기안전공학 3 1 3(3) 3 6 1 김동현

전선 13658 산업안전공학1 3 1 3(3) 3 4 3 이강인

전선 12452 소방전기설비공학1 3 1 3(3) 3 6 1 최충석

전선 12652
소방시설점검 및 설계
감리

3 2 3(3) 2 6 2 이의평

전선 13656 소방전기설비공학2 3 2 3(3) 3 6 1 최충석

기계시스템
공학과

전선 - 유공압시스템 3 1 3(3) 4 4 2 최창용

전선 - 신재생에너지시스템 4 1 3(3) 3 6 1 조성환

전선 07151 열전달 3 2 3(3) 4 4 2 최창용

전선 - 열시스템설계 4 2 2(2) 3 6 1 조성환

전선 - 전산열유체 4 2 3(3) 3 6 1 최창용

합 계 116 140 19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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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스타칼리지 4IR 공통교과 편성

융합전공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K S A 담당교수

수퍼스타
칼리지

전선 15499 3D모델링Ⅰ(CADian3D) 3 1 3(3) 3 6 1 이재수

전선 15503 Big data 4 1 3(3) 3 6 1 김영민

전선 - 드론조정교육 및 촬영 3 동계 3(3) 3 5 2 김동현

전선 - 사물인터넷(IoT) 응용 4 하계 3(3) 3 5 2
이석한
정원기

전선 -
3D모델링Ⅱ(Autodesk 3
D-MAX)

4 2 3(3) 3 6 1 고기환

전선 -
사물인터넷(IoT)앱 제작
기초실습 

2 하계 3(3) 3 6 1 이영재

전선 - Design Thinking 2 동계 3(3) 2 5 3 최지은

전선 - 인문공학의 이해 3 동계 3(3) 4 4 2 이용욱

전선 -
창업아이디어와 비즈니
스모델

4 하계 3(3) 3 5 2 김기정

전선 - 상품사진촬영 3 동계 3(3) 3 6 1 고기환

합계 30 30 54 16

※ 4IR 공통 교과를 2개 교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 이수기준인 12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참여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이수체계도

직무
전문
능력

전력전자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열시스템설계
전산열유체

현장
실무
능력

전력변환응용(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융합공학
건축에너지설비

전공
심화
능력

건축재료학
건축구조분석
반도체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데이터통신
웹프로그래밍1

건축시공
건축법규
제어공학
마이크로컴퓨터
정보통신실험
데이터베이스
웹프로그래밍2
전기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1
소방전기설비공학1
유공압시스템
건축설비
배전공학
네트워크실험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소방시설점검 및 설계감리
소방전기설비공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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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스마트
에너지
융합전공

전력변환응용(스마트그리드&전기자동
차)

Power Converter Application

(Smart Grid & Electrical Vehicle)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에서 필요
로 하는 전력변환기술인 비절연형 강
압, 승압 변환기 및 절연형 플라이백, 
포워드, 풀브리지 DC/DC 변환기 실험
실습 및 응용기술을 교육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lecture on the desi
gn and experiment of the non-isolated po
wer supply (buck, boost converter) and th
e isolated power supply (forward, full-brid
ge converter), and identify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power conversion topologie
s for Smart Grid and Electrical Vehicle.

신재생에너지와 융합공학
New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Eng
ineering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
한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
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방법
과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Describe the concepts and types of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learn how to gain and use new energy, s
uch as solar energy, wind energy, geothe
rmal energy, marine energy, bioenergy, a
nd study on system configuration.     

건축에너지설비 Archtectural Equipment for Energy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의 
개념을 이해한다. 벽체의 열전달과 냉
난방 시스템의 기초를 공부한다. 에너
지 절약형 재료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Understand the equipment of a facility fo
r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 Study 
wall of heat transfer and the basis of th
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Understan
d about energy-saving materials.

건축
공학과

건축일반구조 Architectural General Structure

목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구
성 원리 및 설계방법을 다루며 특히,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을 재료, 시
공, 환경에 부합되게 구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Construction methods, architectural detail, 
geological survey, foundations, masonry st
ructure,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
e, plaster, opening, etc.

열전달

전공
기초
능력

건축일반구조
건축환경공학

구조역학
건축디자인프로세스
회로이론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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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외력을 받는 정정구조물의 구성부재
(보, 기둥, 트러스, 아치...)내부에 발생
하는 응력을 구하는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응력 산정법은 건축구조물 
부재의 단면설계를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1, 2 및 철골구조설계의 선
수과목이다.  

Estimating method of stresses in structur
al members of a structure subjected to e
xternal loads are discussed in this class. I
t is a essential course in design of buildi
ngs and gives deep knowledges to unders
tand design concept for the Reinforced C
oncrete Structure 1, 2 and the Design of 
Steel Building.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건축물의 설계, 시공과정 등에서 선택

되어지고, 조립/설치되는 각종 건축 

재료들의 장/단점, 특징, 제조방법, 물

성, 역학적 특성, 시험방법 등을 강의

한다.

Students study basic theories and test me

thods of material on building construction, 

such as strengths and weaknesses, disting

uishing characteristics, performance, physi

cal properties, and so on.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건축물 계획시 열, 공기, 빛, 음 환경
의 제반사항에 대한 응용력을 키운다. 
특히 본 교과목에서는 열 환경과 공
기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
적인 면까지 고려한 건축 환경 문제
를 다룬다.

Theory for relating elements of the envir
onment to architecture and the basic app
lication of environmental design in buildin
g.

건축설비 Building Equipment System

이 과정은 건물 설비 시스템의 실무
적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학생들은 
hesting, cooling과 더불어 공기조화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
다. 

This course deals with practical applicatio
ns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Students 
can become familiar with the basic conce
pts of air conditioning system, heating an
d cooling.

건축학과

건축디자인프로세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건축의 기능과 배치, 설비 내용 등을 
정확히 추구하여 설계의 실제에 응용
하는 학문이며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의 계획을 다룬다.

Principles of building design and space ar
rangement of housing, office buildings, ap
artment houses, and other building compl
exes.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건축공사의 도급계약, 도급공사의 관
계자, 공사계획, 공사의 실시와 관리, 
공사의 시공법등을 습득케 한다.

Applied construction methods, equipment 
utilization, resource leveling and computer
ized cost estimation for high-rise office b
uild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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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Building Regulation

건축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
축법 시행조례와 토지수용법, 도시계
획법, 기타 건축물의 관계되는 법령을 
해설하여 건축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To explain the law which the constructio
n law and eastern Enforcement Ordinanc
e and enforcement regulation, constructio
n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la
nd accommodating law, the city planning 
law and the other building is related and 
in order to apply in building plan.

건축구조분석 Architectural Analysis of Structure

목구조, 벽돌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
크리트구조, 철골조 등의 구성 원리 
및 설계 방법을 다루며 특히 건축물
에 요구되는 성능을 재료, 시공, 환경
에 부합되게 구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Construction methods, architectural detail, 
geological survey, foundations, masonry st
ructure,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
e, plaster, opening, etc.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s

건축물의 설계, 시공에서 사용되는 재
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건
축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특성, 강
도시험방법 등을 연구한다.

Plan of the building, in order to have the 
knowledge which is sufficient against the 
material which is used from space-time it 
researches the manufacturing method, a 
quality and the strength test method bac
k of the construction works material.

전기전자
공학과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제어이론을 적용하여 과도상태, 정상
상태, 근궤적법, 주파수 응답, 제어계 
보상, 비선형 효과 등을 취급하여 제
어계의 해석 및 설계와 동적계의 모
델화를 행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한
다.

This subject uses the control theory to e
xplain the transient and steady state resp
onses, the frequency response and the st
ability, and provides the bases for the an
alysis and design of control system and f
or modelling of dynamic system.

마이크로컴퓨터 Micro Computer

마이크로콘트롤로의 구조, 명령어 세
트, 레지스터에 관하여 배우며, 어셈
블리어나 C-언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
용한 각종 주변장치의 제어에 관하여 
배운다.  제어회로, 데이터연산, 메모
리인터페이스 및 인터럽트로 구성되
어 있는 마이크로콘트롤러에는 디지
털회로의 주요기능이 대부분 포함되
어 있어  회로 설계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 broad understand
ing of microcontroller features and option
s. These topics have been selected to fa
cilitate the comprehension of the general 
functions most widely used in real-time c
ontrollers and are accompanied by lab ex
ercises. After a brief overview of the C 
compiler,  topics include hardware and so
ftware development techniques, interrupt
s, timers, memory bus interfacing, synchr
onous & asynchronous serial communicati
ons, A/D conversion, I/O interfacing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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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pad & LCD panel, inter-processor co
mmunication, and fuzzy logic control.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를 바탕으로 한 스위칭 전력
변환 장치의 주회로 동작 및 시스템
제어에 대해 학습하고, 전력전자 응용
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
본다.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power s
emiconductor devices, circuits and control
lers used in systems for electronic power 
processing.
-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
ons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s. 
- Operation fundamentals and analyze of 
AC-DC rectifier circuits and DC-DC conv
erter circuits for power converter applica
tions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동작 및 한계
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배운다.  반도체 물성의 물리적 특성
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양
자역학의 기초와 고체의 양자이론에 
대하여 배운 후, PN 접합 다이오드,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MOSFET의 구
조와 동작원리에 대하여 배운다.

This course provides the fundamental the
ories necessary to understand semiconduc
tor device characteristics, operations, and 
limitations. This course permits the stude
nt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essential physics, quantum mechanic
s, the quantum theory of solids, semicond
uctor material physics. 

배전공학 Distribution Engineering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 이상 전압, 전
력 시스템의 보호 계전, 배전 계통의 
구성, 변전소의 수전방식,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하여 변전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변전 설비용 기기들의 
특성 및 접지 방식에 대하여 공부한
다. 또한,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계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
여 공부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in t
he field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ys
tems. Material encountered in the subject 
includes: Fundamentals of power distributi
on electric circuits and electromechanical 
apparatus. Power electric circuits, magnet
ic circuits, protective relays, and distributi
on substation configuration.

정보통신
공학과

회로이론 Circuit Theory 

전공 기초 과목으로 전기전자 부품인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에 대하여 배
우며, 이들로 구성된 회로의 해석 방
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옴의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법칙, 회로해석 방법인 
가지전류법, 망로법, 절점법에 대하여 
배우고, 테브난 정리와 노턴 정리, 중
첩의 원리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This course is to acquaint students with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resistors, inductors and capacitors.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Ohm's law, Kirc
hhoff's law, circuit analysis methods such 
as branch current method, network meth
od, node method, and the principle of Th
evenan theorem, Norton theorem, and su
per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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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실험 Experiment in Information & Communication

통신회로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이 
목적이며 고주파 회로 실험(발진회로, 
동조회로, 증폭회로), AM, FM 송수신 
이론 실습, PLL 등을 실험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make some e
xperiments to understand communication 
circuits, such as oscillator circuit, amplifie
r circuit, AM, FM, PLL etc.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마이크로컴퓨터의 기본구조, 동작원
리, 상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종류와 
특징 등을 배우며 마이컴 응용회로 H
/W 제작과 C 언어를 사용하여 마이
컴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LED 제어, 7 세그멘트 제어, LCD 
제어, 모터 제어, 인터럽트, 타이머/카
운터, 시리얼통신 등을 실험실습하며 
공부한다.

This subject deal with microcomputer, Thi
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
edge and skills needed to develop AVR a
pplications.

데이터통신 Datal Communication

본 교과목에서는 계층화된 통신구조, 
큐잉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을 다룬다. 
또한, 에러 컨트롤, 흐름 및 혼잡 제
어, 패킷 스위칭, 및 라우팅 등을 다
룬다. 네트워크 성능 분석 및 설계, 
공유매체 통신 방식 등에 관해 공부
한다.

Layered communications architectures. Qu
eueing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Err
or control, flow and congestion control. P
acket switching, circuit switching, and rou
ting. Network performance analysis and d
esign. Multiple-access communications: TD
MA, FDMA, polling, random access. Local, 
metropolitan, wide area, integrated servic
es networks.

네트워크실험 Experiment in Networking

본 교과목은 LAN, W무 등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인
터넷 통신 모드에 대한 실험/실습을 
수행한다.

This subject covers building of different 
computer networks, including LAN and W
AN, ATM, and diverse network security p
roblems.

컴퓨터공
학과

데이터베이스 Data Bas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
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
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
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
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제
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overall contents o
f database including the concept of datab
ase, DBMS, Data Model, the structure of 
relational database, operation, query lang
uages, the normalization and the design o
f database. Furthermore, we study some 
advanced steps including the query langu
age processing, recovery, concurrency co
ntrol, objected-oriente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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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프로그래밍2 Web Programming 2

웹 서버의 구축과 DB 연동, JSP(또는 
PHP, ASP), XML 등과 같은 서버쪽에
서의 고급 웹프로그래밍 기술들을 공
부하고 실습한다. 그 외 AJax, HTML5 
등과 같은 최신의 고급 웹프로그래밍 
기술들도 다룬다.

In this course, we study advanced web pr
ogramming techniques in server side such 
as DB connection, JSP, XML. Also we de
al with new techniques such as Ajax, HT
ML5.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명제 및 술어논
리와 비단조 논리, Lisp 언어, 지식의 
표현방법, 각종 탐색기법, 버전 공간
과 결정트리, 귀납과 연역 학습이론, 
불완전한 정보에서의 계획수립, 불확
실성, 영상이해, 자연언어 처리의 이
론 배경을 습득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foundation of the
ory and introduction of advanced topics, 
Detailed subjects for theory are problem 
representation in state space, search strat
egy including breadth first search, depth 
first search and heuristic search and kno
wledge representation methods such as u
sing predicate logic, resolution and using 
rules. Advanced topics planning system (S
TRIPS), neural network and fuzzy techniq
ues such as perceptron and hopfield net
work with learning methods, computer vis
ion techniques such as image representati
on, edge detection, line and curve detecti
on are also introduced.

웹프로그래밍1 Web Programming 1

웹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술들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HTML, Javascri
pt와 같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
로그래밍 기술과 PHP(또는 ASP)와 같
은 서버쪽에서의 기본적인 웹 프로그
래밍 기술들에 대해 공부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concep
t of web service and study me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
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
es such as HTML, JavaScript and server-
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PHP or ASP.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 접근법과 CASE(Computer Aid
ed Software Engineering) 등을 학습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대
한 이해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프
트웨어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다
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all proces
s of software development such as requir
ement acquisition/definition, specification, 
design, implementation, verification/ valida
tion, conformance testing and maintenanc
e, and handles a number of technical iss
ues employed in each step. Additionally, t
he lectures on SPICE and CMM, which re
flect the importance of software process 
today, are given. Other trendy issues suc
h as usability engineering, S/W re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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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re also offered.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링크 
기능, 망 기능, LAN, TCP/IP, 보안, 응
용 프로토콜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
능에 관련된 중요한 프로토콜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다룬다.

 In this course we study details about pr
otocols, standards, and interfaces,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data communicati
on.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op
eration mode of the different types of da
ta networks that are used to interconnect 
a distributed community of computers an
d basic knowledges of the various interfa
ce standards and protocols associated wit
h them. Also, it describe the func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at are needed t
o enable application programs to commun
icate with one another to perform specifi
c distributed functions.

소방안전
공학과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안전의 개념 해석을 위한 기본적
인 지식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감전 사고의 예방, 전기설비의 작업 
안전, 전기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및 
예방, 자동화 설비의 안전 등에 대해
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knowledge for a 
concept analysis of electrical safety. In th
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preventi
on of electric shock accident, work safet
y of electrical device, electricity fire pre
vention, electrostatic disaster and prevent
ion, automation equipment, etc.

산업안전공학1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1

산업안전공학은 작업장내에서 인간에
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
하고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스트
레스나 상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들 분야는 최근 인간 : 
기계 : 기계 시스템의 효율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산업안
전과 재해예방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에 관한 지식, 위험감
소를 위한 경영상의 책임과 역할 및 
정부나 단체의 책임을 학습한다. 교육
목표는 수강자들에게 인류의 생존권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작업장내에서의 상해나 사고를 예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concerned wi
th preventing accidents and minimizing th
eir consequences as well as with reductio
n stress and inquiry to human being at t
he work place. The trends in the recent 
research are technical means for effectiv
ely interfacing operations on the Man to 
Machine to Machine System. Therefore, t
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
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ind
ustria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By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gain knowled
ge of hazards in work place, managemen
t's liability and role in risk reduc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r orga
niza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introd
uce students to the technical means i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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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감소시키기의 위한 기술적 수
단을 소개한다. 
-산업심리/생리
-인간공학적 위험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기술적 접근방법(PHA, SSHA, SHA, O
&SHA, FTA, ETBA, FMEA, ETA, THER
P등)

gard to prevent and reduce injuries or ac
cidents in work places, because it directly 
or indirectly threatens a right to live for 
mankind.
-Occupational Physiology/Biological
-Ergonomical Hazards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Technical Means/Tools(PHA, SSHA, SHA, O&
SHA, FTA, ETBA, FMEA, ETA, THERP, etc.)

소방전기설비공학1 Fire Alarm System Engineering 1

소방전기설비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소방전기설비는 어
떤 회로 내에서 장치의 연관성을 밝
히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소화 설비의 전기 회로,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방재 설비의 연
동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knowledge for analysis 
of fire alarm systems engineering. Fire fi
ghting electrical device is process that cl
ear relation of device in what circuit.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automa
tic fire alarm system, structure of broadc
asting equipment and operation principle, 
electric circuit of extinguishment, control 
method of system, gear of fire fighting s
ystem, etc.

소방시설점검 및 설계감리 Design and 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소화설비공학과 경보설비공학에서 학
습한 시설의 설계, 공사시공, 공사감
리, 점검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
목과 관련된 소방산업으로는 소방시
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점검업이 있
다. 이들 소방관련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과
목이다.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
n of fire extinguishing and alarm system, 
supervision on construction of fire protec
tion systems, and inspection technique in 
these systems.

소방전기설비공학2 Fire Alarm System Engineering 2

소방전기설비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소방전기설비는 어
떤 회로 내에서 장치의 연관성을 밝
히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소화 설비의 전기 회로,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방재 설비의 연
동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knowledge for analysis 
of fire alarm systems engineering. Fire fi
ghting electrical device is process that cl
ear relation of device in what circuit.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automa
tic fire alarm system, structure of broadc
asting equipment and operation principle, 
electric circuit of extinguishment, control 
method of system, gear of fire fighting s
ystem, etc.

기계시스
템공학과

유공압시스템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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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압 장치에 대한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유압 및 공압의 
기본 개념과 요소 기기의 작동 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유공압 기기를 사용
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princ
iple of operating and dynamic characteris
tic of hydraulic power system. To provide 
a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construc
tion and characteristic of hydraulic motor
s, hydraulic control valves, hydraulic actu
ators and promote the ability to understa
nding of hydraulic circuits.

신재생에너지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하는 기계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해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능역을 
배양한다. 

This subject includes renewable energy s
ystems such as solar thermal systems, ph
otovoltaics, wind generators, biomass, tida
l energy, fuel cells, geothermal systems, 
hydrogen energy and also includes the im
portant areas of solar architecture and th
e design of energy efficient housing.

열전달 Heat Transfer

열역학 및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열전달의 세 가지 모드인 전도, 대류 
및 복사현상을 이해하고 각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유도 및 
해법을 익혀서 온도분포, 열유속 분포 
등을 구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 열유
체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설계분석에 
직접 반영된다.

Three kinds of heat transfer mode are to 
studied. Physical principles of heat condu
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are to be 
understand. Governing equations for thes
e heat transfer phenomena are derived a
nd their solution techniques are learned t
o have temperature and heat flux distrib
utions in thermal engineering system.

열시스템설계 Thermal System Design

열교환기, 냉동공조장치, 터보기계 및 
플랜트 등의 열시스템에 대한 설계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또한, 열역학, 열
전달을 이용한 모델링, 해석 및 응용
에 대해 학습하고 경제성 해석과 최
적설계방법을 취급한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the fundamenta
l principles and the design ability about t
hermal energy transition and utility syste
m. Modeling techniques using the thermo
dynamics and heat transfer theory will b
e treated for analysis and design in ther
mal system.

전산열유체 Computational Thermal Fluid

수치해석 방법을 통하여 열전달 및 
유체역학 기계시스템의 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관련된 최신의 
공학해석 전문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과 이의 응용방법을 익힌다. 

Numerical analysis for heat transfer and 
fluid mechanics of mechanical systems ar
e to be studied. Also the up-to-date engi
neering analysis software will be learned 
to have the ability to apply it to the pro
blems of engineering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