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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 소개 및 세부 연구분야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은 나노임프린트기반 나노패터닝 공정/장비 원천기술 및 나노
부품조립 및 나노측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
인 기초과목과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연구소의 관련 실험실에서 박사급 연구인력과 공동으
로 현장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과목 및 핵심응용과
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연구소의 실무연구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연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의 나노공정/장비/측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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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플랜트기계공학 전공 소개
한국기계연구원 캠퍼스 플랜트기계공학 전공에서는 에너지 생산, 변환 및 이용과 관련한 에너지 플
랜트의 공정 설계기술, 안전신뢰성기술, 핵심기자재기술에 대하여 열유체 기계기술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학부에서의 선행 이수 과목으로는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 고체역학, 응용수학 등
이며 본 전공에서는 상기 기본 과목에 대한 심화 과목으로써 응용수학, 고등 열역학, 고등 열전달, 고
등 유체역학 등을 우선 공부하게 된다. 또한 플랜트와 관련된 실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
여 플랜트 공정 설계, 플랜트 신뢰성 공학, 유체기계 특론, 전산 터보 기계 특론, 플랜트 화재폭발 특
론 등이 개설된다.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현장 응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현장연구와 플랜트 설계 특
론이 개설되며, 우리전공에서 공부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의 플랜트를 설계 하는 프로젝트 수행
형 과목으로 진행된다.

- 2 -

1. 플랜트기계공학 전공 세부 연구분야
(1) 열시스템연구팀: 마이크로열교환기/반응기 개발
o 미니/모듈형 플랜트의 핵심부품인 마이크로 반응기 개발
- 마이크로반응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위한 Power-to Fuel 시스템의 주요부품임
- 확산접합 기반의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 설계기술 개발
-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용 촉매코팅기술 개발
o 극저온 플랜트의 핵심부품인 마이크로 열교환기 개발
- 마이크로 열유동 채널 설계기술 개발
- 마이크로 열교환기 접합기술 개발

(2) 수소액화플랜트연구단: 수소액화플랜트용 소재/부품 개발
o 미래 수소경제의 운송/저장 관련 필수기술인 수소액화플랜트 관련 핵심부품 개발
- 수소액화용 극저온 열교환기 개발
- 수소액화 사이클 설계기술 개발
- 수소액화 시스템용 터보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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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에너지기계공학 전공 소개 및 세부 연구분야
환경에너지공학 기계공학은 최근의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 및 인류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합니다. 세부적으로 환경기계 연구팀. 청정연료 발전 연구팀, 그린동력연구
팀, 플라즈마 연구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범위를 갖습니다.
o
-

환경기계 연구팀
초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 청정시스템 기술
석탄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스템 유해가스 처리 기술
실내외 오염저감 기술
폐수 및 정수 처리를 위한 고도 수처리 기술

o
-

청정연료 발전 연구팀
저탄소 청정기술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
고효율 발전시스템 기술
바이오플랜트, 연료전지, 가스터빈 기술

o
-

그린동력연구팀
저탄소 연료인 신재생 또는 대체연료를 이용 엔진기술
기존 자동차 및 산업/발전용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요소기술
동력발생장치의 연비 및 배기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o 플라즈마 연구팀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핵심 제조공정용(플라즈마) 소재-부품-장비 기술
- 에너지, 환경 및 의료 분야 플라즈마 응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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