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시대에 이르기 까지, 인류의 역사는 소재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이러한 소재의 중요성을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 재료연구소가 함께 합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 NT･IT･BT
인식하고 모든 생산품의 기초인 소재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선 과학기술 확보는 곧 세계적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소재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한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소재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술 경쟁력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후진국의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는 다양한 미래 산업군에서 요구되는

재료연구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탄소

www.kims.re.kr

녹색성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재료연구소는 국가 발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재료연구소
Tel : 055-280-3000
Fax : 055-280-3333

소재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 산업 발전의 견인차이자
튼튼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고, 그 결과는 고객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재료연구소’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료연구소가 소재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세계로
뻗어가는 걸음마다, UST 가족, 졸업생, 국민 모두의 사랑과 성원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공 개요
현대 사회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우주항공,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등의 첨단산업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분야 발전의 근간인 신소재공학은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을 포함하는
신소재의 특성 향상 및 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소재의 특성 향상 및 새로운 혁신 신소재를 개발하는
학문 분야이며, 재료의 설계, 공정, 특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세부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존 소재의 성능을 개선한 금속 구조재료를 개발하는 신금속 재료분야,
전자재료, 생체재료, 에너지재료, 환경재료 등 다양한 세라믹 소재의 분말 합성, 가공, 성형, 소결
공정 기술을 연구하는 세라믹 재료분야,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표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신기능을 부여하는 공정 개발을 연구하는 표면재료분야, 첨단 복합재료의 구조 성능
향상과 신기능 구현을 위한 복합재료분야, 나노분말을 이용한 고강도 나노소재, 전자기/에너지 및
바이오 및 환경 나노분말소재분야로 나눌 수 있다. 신소재공학에서는 원하는 성질(properties)을 얻기
위해 공정(processing), 미세 구조(structure)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들 3가지를 일컬어 재료의 미시적
이해라 하며 구조-공정-성질간의 깊은 연관관계에 의해 재료의 거시적 이해인 성능이 좌우된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이러한 신소재의 미시적 및 거시적 이해를 통한 실무적인 능력을 갖는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즉, 산업체의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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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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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INTRODUCTION OF MAJOR
Modern societies are rapidly changing with the high technology developments in the areas
of precision machines, electronics, aerospace, energ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s
a basis of these developments,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MSE) is a
discipline intended to improve materials properties and develop new innovative materials
through the enhancement and functionalization of material properties for such materials as
metals, ceramics, and composites. AMSE is composed of various detailed subjects areas
centered on the design, processing, and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More specifically, AMSE
can be divided into several fields, including : (1) new metall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structural metals with improved properties, (2) ceramic materials for synthesizing,
processing, shaping, and sintering ceramic powders (3) enhanced surface engineering of
material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hysical or electrochemical processes, (4) composite
materials to enhance the functions and structures of materials, (5) nanopowder materials
for high-strength nanomaterials, electromagnetics, and energy and biological/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6)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assessment for the design and processing
of materials and components. Thus, the purpose of education in AMSE lies in the educating
specialists with practical abilities through microscopic and macroscopic knowledge of novel
materials. Through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and sophisticated course work suck as
practical seminars, we intend to cultivate engineers with practical experience to meet needs
from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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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신소재
중점기술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세계수준의 신소재기술 전문 인재양성
기술분야간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학생 상담/지도 시간 강화

연구부문

첨단 신소재공정 중점기술의 연구
교수진의 추가확보 및 역량 강화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연구 활성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전문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산업계, 선진외국과의 교류 강화에 의한 실무 전문 교육 강화
첨단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구축

연구부문

기업의 need에 기초한 신소재 전문 분야 교육 및 실험
전문 연구원 교수와의 공동 Project 수행으로 인한 실무능력 배양
신소재 공정/측정 장비의 운영으로 미래 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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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금속공학
∙ 세라믹공학
∙ 신소재공학
∙ 재료공학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재료공학특론 | Advanced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계면공학 | Interface Phenomena in Materials
금속 상변태 이론 | Phase Transformation of Metals
세라믹공정개론 | Introduction to Ceramic Processing
재료의 기계적 거동 |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학부 선수 권장과목

재료전기화학개론 | Introduction to Electrochemistry of Materials

∙ 재료공학

전자현미경 원리와 응용 | Electron Microscopy and Analysis
표면공학 | Surface Engineering
기능성세라믹특론
| Advanced Ceramic Materials for Functional Applications
나노재료공학 | Nano-Materials Engineering
복합재료소재특론 |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s
생체재료학개론 | Introduction to Biomaterials
재료설계특론 | Advanced Material Design
환경세라믹특론 | Advanced Material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
세미나

금속소재 세미나 | Seminaron Metallic Materials

(Seminar)

세라믹소재 세미나 | Seminar on Ceramic Materials
재료분석기술 세미나 | Seminar on Materials Analysis
표면처리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Surface Treatment Technologies
소재성형기술 세미나 | Seminar on Materials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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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전기화학개론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Introduction to electrochemistry

| Introduction to electrochemistry of materials

표면처리공학 | Surface Treatment Process

▶

표면공학 | Surface Engineering

환경세라믹특론

▶

환경세라믹특론

| Advanced Ceramics For Environmental

| Advanced Material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

••

재료전기화학개론

Application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금속가공학 | Plastic forming of Metals

▶

재료의 기계적 거동 |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도금공학 | Solution Based Plating Process

▶

표면공학 | Surface Engineering

박막공학특론 | Thin Film Technology

▶

표면공학 | Surface Engineering

복합재료 성형 및 수치해석

▶

복합재료소재특론 |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s

복합재료개론 | Introduction to Advanced Composites

▶

복합재료소재특론 |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s

부식공학 | Corrosion Engineering

▶

재료전기화학개론

분말재료 | Powder Materials

▶

| Fabrication and Simulation of Composites

| Introduction to Electrochemistry of Materials
기능성세라믹특론
| Advanced Ceramic Materials for Functional Applications
응고론 | Theory of Solidification

▶

금속 상변태 이론 | Phase Transformation of Metals

탄소나노복합재료 | Nano-Carbon Reinforced Composites

▶

복합재료소재특론 |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s

트라이볼로지 코팅 기술 | Tribology Coating

▶

표면공학 | Surface Engineering

복합재료 세미나 | Seminaron Composites

▶

소재성형기술 세미나 | Seminar on Materials Forming

분말재료 세미나 | Seminar on Powder Metallurgy

▶

세라믹소재 세미나 | Seminar on Ceram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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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재료계면공학
Interface Phenomena in Materials
재료의 계면 구조, 계면에서 발생하는 현상 및 계면이 재료 물성에 미치는

금속 상변태 이론
Phase Transformation of Metals
금속재료의 고상 상변태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기술을 익힌다.

기능성세라믹특론
Advanced Ceramic Materials for Functional Applications
전기, 자기, 열, 기계, 생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기능세라믹의 제조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응용부품 개발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영향에 대한 이해
To understand interface structures, interface phenomena, and
effects of interface on property of materials

재료공학특론
Advanced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의 미세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미세구조와 특성간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것을 목표로 함.
재료설계특론
나노재료공학
Nano-Materials Engineering
본 강의는 식품안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술활동과 발표회에

Advanced Material Design
재료의 물리야금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합금설계와 미세조직제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신합금 개발에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함.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여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all knowledge about

재료의 기계적 거동

food research tools. Students will participate scientific meeting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and workshop and also give a presentation in seminar.

∙ 재료의 변형과 파괴 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
Theories and practices for understanding of deformation and

복합재료소재특론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s
섬유보강 복합재료의 기지 소재/보강재와 관련된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소재의 제조법, 분석법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하여 소재 개발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fracture behavior of materials

∙ 강도이론 습득
Strengthening mechanism

∙ 소성이론 습득
Metal plasticity

∙ 재료 시험 및 공정 설계 이론 습득
Materials testing and process design

생체재료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aterials
Introduction to different classes of biomaterials (polymers, ceramics,
an metals) in medicine

재료전기화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chemistry of Materials
전기화학 시스템의 구성, 종류 및 특징을 소개하고 금속의 표면처리법 및
방식법 등의 실제 적용을 위한 전기화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세라믹공정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chemical systems and understanding of

Introduction to Ceramic Processing

electrochemical technologies for practical applications of surface

세라믹 소재 제조를 위한 공정 연구

finishing and corrosion protection methods

Processing study for the fabrication of ceramic components

전자현미경 원리와 응용
Electron Microscopy and Analysis
∙ 금속재료의 기초현상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전자현미경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이해
∙ SEM, EBSD, TEM 등의 대표적인 전자현미경의 활용 및 분석기법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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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표면공학

Seminar Course

Surface Engineering
각종 습식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 소재(금속, 폴리머, 세라믹)의
표면 기능성의 다양화화 고기능화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기술을 이해함을
목표로 함

금속소재 세미나
Seminar on Metallic Materials
금속 소재에 관한 관한 대내‧외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개발동향

환경세라믹특론

파악

Advanced Material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
본 강좌는 다양한 세라믹 공정을 통한 환경 세라믹스 소재 관련 기술
및 이론을 공부한다. 특히 다공성 세라믹 소재 제조 공정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studying the advanced ceramic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 through the various ceramic process. In

세라믹소재 세미나
Seminar on Ceramic Materials
세라믹 소재 및 공정에 관한 관한 대내‧외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
개발동향 파악

particular, we focussed on the ceramic process for the porous
materials.

소재성형기술 세미나
Seminar on Materials Forming
소재 및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성형기술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for materials plastic
forming.

재료분석기술 세미나
Seminar on Materials Analysis
다양한 재료분석 기술에 관한 관한 대내‧외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개발동향 파악

표면처리 기술 세미나
Seminar on Surface Treatment Technologies
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관한 대내‧외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개발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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