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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산기술 전공 소개
생산기술전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4차산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소재, 제조공학, 청정공정, 에너지
시스템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공학, 산업소재ㆍ스마트제조공학, 청정공정ㆍ에너지시스템
공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공학은 기계.전기전자.IT 등이 복합된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소재ㆍ스마트제조공학은 희소금속, 세라믹 등
희소소재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정공정ㆍ

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재료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구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공조교(jh_seo88@kitech.re.kr)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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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전공별 연구 분야 소개
1. 로봇공학
로봇공학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및 정보기술(IT)이 복합된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환경인식, 판단
및 지능, 조작 및 이동기술, 인간-로봇상호작용 기술 등의 고급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
고 있는 서비스로봇, 극한·필드로봇, 제조로봇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

(1) 문화기술그룹
o 가상 공간 체험 모션 시뮬레이션 기술
- 햅틱 기술
- 휴먼 인터렉션 기술
- 지능형 모션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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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그룹
o 머신러닝 기반 로봇의 인식 및 제어 연구
- 러닝 기반 로봇의 물체, 환경인식 연구
- 강화학습 기반 로봇 제어 연구
o 원격제어 및 인공지능 기반 환경 인식, 물체 이동 기술
- 원격 제어를 위한 마스터 인터페이스 요소 기술 연구
- 인공지능 기반 물체 인식, 경로 계획 생성 기술
o 극한/비정형 환경에서의 전문 서비스 로봇 기술
- 4족 보행 로봇 설계 및 제어
- 유압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제어
- 필드로봇을 위한 원격제어
o 의료 로봇 응용 기술
- 보행 보조용 착용형 로봇 기술
- 인공지능 기술 기반 휴먼 케어 로봇 기술
- 의료 훈련용 안드로이드 로봇 기술
o 동역학 기반 로봇의 파지 및 조작 제어 연구
- 로봇핸드의 물체파지 연구
- 양팔로봇의 물체조작/조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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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부품소재그룹
o 전기차 관련 기반 기술 연구
- 전기차 요소 부품 및 자율주행 솔루션 연구
- EV 자율주행 가변 아키텍쳐 플랫폼 개발 및 연구
- EMS 기술을 통한 전·후륜 모터 최적화 연구
o 자율주행차·UAV 등 무인 이동체의 구동 요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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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
산업소재ㆍ스마트제조공학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의 산업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금속, 세라믹 등 첨단 희소소재에 대하여 희소소재산업의 선순환 구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용접접합그룹
o IT 융합, 환경친화형 용접·접합기술 개발
o 전자부품 접합공정 및 소재기술 개발
o 용접·접합부 평가 기술

(2) 융합공정소재그룹/희소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o 희소소재의 개발 및 산업화
o 경량금속 주조/가공 기술 산업화
o 융합 공정기술 개발
o 기후변화 경제 및 인더스트리 4.0에 부합하는 뿌리기술

(3) 디지털제조공정그룹
o 제조분야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
o 대형목형 대체용 하이브리드 3D 프린터 개발
o 주조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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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정공정ᆞ에너지시스템공학
청정공정ㆍ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 재료 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구합니다.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분야에 있어 청정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에너지, 원료생산 시스템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저급 연료, 폐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이용한 청정 생산 및 에너지 고효율화
요소기술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고온에너지시스템그룹
o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전환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o 초청정, 고효율 연료다변화형 발전 시스템 개발 기술
o 수치해석/공정해석 기반 에너지 시스템 개발

(2) 청정화학응용소재그룹
o 산업용 송풍기/압축기 고효율화 및 운전효율 향상기술
o 산업용 펌프 성능향상 및 최적설계 기술
o 펌프/수차 설계 기술, 실험 및 CFD 활용한 유동특성 분석 기술

(3) 열유체시스템그룹
o 산업용 송풍기/압축기 고효율화 및 운전효율 향상기술
o 산업용 펌프 성능향상 및 최적설계 기술
o 펌프/수차 설계 기술, 실험 및 CFD 활용한 유동특성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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