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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 개설 편제

교과 
구분

교과목
학점
계

1학년 2학년

비고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필수과목
미래차핵심기술세미나 3 3 3

소계 3 3 3

전공선택

기계공학특론 3 3 3 신규

차량 동역학 및 제어 3 3 3

멀티스케일가공공정개론 3 3 3

자율주행개론 3 3 3 신규

전산응용해석개론 3 3 3

센서 및 구동기 3 3 3

연료전지 공학 3 3 3 신규

로봇공학 3 3 3

메카트로닉스개론 3 3 3

신뢰성공학 3 3 3

소계 30 6 6 9 9 9 9 6 6

산학협력
프로젝트

산학협력 프로젝트 I* 3 3 3 신규

산학협력 프로젝트 II* 3 3 3 신규

소계 6 3 3 3 3

학기별 학점 계 9학점 9학점 12학점 9학점

총 학점 계 39 39학점

   * 상기과목은 참여기업의 기술수요에 의해 개설

융합기계공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과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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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해설

학수코드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GW001

미래차핵심기술세미나
(Future Automotive 

Key Technology 
Seminar)

미래차핵심기술세미나는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분야 전반의 주제에 
관해 최근의 동향, 연구 및 개발 사례, 최신정보 등을 소재로 하여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

GW002
기계공학특론

(Advanced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특론은 미래차 관련 기계공학 전반의 기초역학을 다룬다. 
강의 내용으로 기계공학을 학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차 관련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을 기반으로 심화된 
전공지식을 강의한다.

GW003
차량 동역학 및 제어
(Vehicle Dynamics 

and Control)

차량 동역학 및 제어는 동적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위한 물리적인 
특성 및 모델링을 학습한다.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
이론 및 기법을 학습하고 자동차 제어시스템의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04
멀티스케일가공공정개론

(Fundamentals of 
Multiscale Fabrication)

멀티스케일가공공정개론은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멀티스케
일 가공공정의 기초지식 및 배경이론을 다룬다. 분자/입자 단위 조
립 방식과 벌크 물질 가공 제조 방식 및 두 방법이 결합한 하이브
리드 방법 등의 특징과 각각의 공정 최적화 방법을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05
자율주행개론

(Fundamentals of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개론은 각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자율주행 실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다룬다.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판단, 위치인식, 센
서 신호 처리 관련 강의를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배경지식 및 기술
을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06

전산응용해석개론
(Fundamentals of 
Computer Aided 

Engineering) 

전산응용해석개론은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에 대한 기
본 개념과 산업 현장 적용 방법론을 다룬다. 부품 설계, 금형 설계, 
성형공정 해석, 열·유동 해석 및 응용을 위한 해석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학습하며 산업 현장 응용 사례를 소개한다. 

GW007
센서 및 구동기

(Senors and 
Actuators)

센서 및 구동기는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센서와 구
동기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제작을 위한 재료 및 응용 분야를 다
룬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센서와 구동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관
련된 기술개발 과정을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08
연료전지 공학

(Fuel Cell 
Engineering)

연료전지 공학은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의 기본 원
리, 열역학 및 물질 전달 현상과 연료전지의 구성 요소, 연료전지의 
종류 및 기본 특징 등을 다룬다.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산화/환원 
반응 촉매, 전해질, 가스확산층 및 BOP 등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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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코드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GW009
로봇공학
(Robotics)

로봇공학은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운동학 및 동역학, 제어시스템의 설
계기법을 다룬다. 로봇용의 센서 및 Gripper의 작동원리 및 종류, 생산 
현장에서의 응용 등에 대하여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10
메카트로닉스개론
(Fundamentals of 

Mechatronics) 

메카트로닉스개론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및 응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공학을 다룬다. 디지털 데이터 처리, 서보기구의 설계 
및 제어, 로봇 동역학/제어, 유공압을 이용한 자동화 등 전자화된 기
계의 설계 및 응용을 학습하며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GW011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신뢰성공학은 기계 구조물 및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설계, 설치, 
개선 및 유지 관리를 다룬다.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실무 및 현장에
서 응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론을 바탕으로 차량 구조물 및 설비
의 설계, 고장예지, 점검, 예방보전, 사후보전 등을 학습하며 최신 기
술동향을 소개한다.

GW012
산학협력 프로젝트 I
(Industry-Academy 
Co-work Project I) 

산학협력 프로젝트 I은 미래차 부품소재 개발 관련 산업체와 협의하
에 프로젝트 주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한다.

GW013
산학협력 프로젝트 II
(Industry-Academy 
Co-work Project II) 

산학협력 프로젝트 II는 미래차 부품소재 개발 관련 산업체와 협의
하에 프로젝트 주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과정
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