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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소재 공학 전공 소개
현대 사회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우주항공,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등의 첨단산업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분야 발전의 근간인 신소재공학은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을 포함하
는 신소재의 특성 향상 및 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소재의 특성 향상 및 새로운 혁신 신소재를 개
발하는 학문 분야이며, 재료의 설계, 공정, 특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세부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연구소 신소재공학 전공은 재료의 물성(property), 공정(processing), 미세 구조(structure)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 및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능력을 갖는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학적 실용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동 연구 및 산업체 전문가의 초빙
세미나 등을 통해 양성된 인재의 실무 적응 능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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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분야 소개
o 연구 개요
제한된 자원의 고갈과 환염오염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서 국가 주력산업인 IT, 자동차 분야 외
에도 철도, 레저, 군사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금속소재이다. 기존의 제한된 특성을
가지는 마그네슘 합금 대비 강도와 성형성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합금
개발을 국내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경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리야금학적 이론에
기반한 합금설계를 통해 마그네슘 합금에 다양한 특성과 신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o 연구 목표
고특성 및 신기능을 부여한 금속재료의 신합금 설계에는 다양한 물리야금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본
과정을 통하여 지원 학생은 기본적인 물리야금학적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전산모사 기법에 기반한
합금설계법과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깊이 있는 미세조직 분석 및 해석에 관한 학습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연구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박사과정 혹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박사급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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