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시스템공학과 교과목 해설
□ 기계공작법(Manufacturing Processes)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주조, 성형, 절삭, 연삭 및 용접
등 기계를 제작하는 주요 공정의 기본 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각종 기계 부품 및
조립체의 적절한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선정할 수 있게 한다.
□ 기초에너지역학I (Basic Energy Engineering I)
수소시스템 설계와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역학에 대해 공부하며, 기초 수학, 물리, 전
기전자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 기초공업수학 (Basic Mathematics in Engineering)
공학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 미적분학을 바탕으로 상미분방정식, 선형미분방정식, 미분방
정식의 급수 및 급수해, Laplace Transportation의 기본 원리 및 법칙 등과 이를 확장하여 진
동계의 모델링, Laplace Transportation 및 Inverse Transportation에 의한 미분방정식의 해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공학적 문제에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사고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응용능력 및 수학적 소양을 배양한다.
□ 대학생활과 진로설계Ⅰ,Ⅱ(College Life & Career PlanningⅠ,Ⅱ)
직업과 직장의 선택은 졸업 후 장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본
강좌는 1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과 인생에 관한 올바른 마인드를 진작시키고, 진로설계와 올
바른 직업관 형성에 중점을 둔다.
□ 기계공작실습(Manufacturing Processes Practice)
범용공작기계의 실습을 통하여 수기가공, 절삭가공 및 용접접합 등의 작업 기법과 측정기기
의 사용법 등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치공구설계 및 공정설계 능력을 배양하고, CNC 가공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기계 부품 및 시스템 개발과 설계,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교과목이다.
□ 기초에너지역학II (Basic Energy Engineering II)
수소시스템 설계와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역학에 대해 공부하며, 기초 수학, 물리, 전
기전자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 정역학 (Statics)
본 강의는 외력을 받는 어떤 구조물의 힘의 평형과 자유 물체도 개념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구속된 구조물이 온도의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나는 구조 거동도 함께 배운
다. 본 교과목으로 구조물의 자중과 외력의 분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할 수 있어
고체역학 및 기계요소설계 교과 학습에 유용하고, 부품 및 시스템 설계업무에 있어 설계자
의 기본적인 실무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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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이상 유체 및 비압축성 유체와 관련된 문제의
해석에 필요한 기초방정식을 유도한다. 또한, 이 기초방정식들의 활용법이 공학에 어떻게 응
용이 되는지를 연습문제를 통하여 학습한다.
□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고체의 거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소개하고, 자유 물체도 개념을 도입하여 힘의 평형 조
건을 논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정계와 부정정계를 해석하기 위한 3단계인 평형 방정
식, 기하학적 적합성, 응력-변형률 관계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보의 처
짐 및 비틀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본 교과목은 설계 안전성을 판단하고 적정의 소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 설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 부
품 및 구조물 설계, 개발, 평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CADⅠ(Computer Aided Design I)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의 기본적인 기법을 익히고, 개념설계, 부품설계 및
조립체 설계 과정을 학습한다. 아이디어 및 생산 제품의 3차원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개론 (Introduction to Renewable Energy)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에너지, 바이오,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하는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설계 엔지니어의 역할은 공학 설계를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술발전의 이익과 혜택을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다. 본 교과에서는
신제품 개발, 제품 개선, 공학 설계, 설계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의한다.
□ 전공탐구와진로개발Ⅰ,Ⅱ(Career Pursuit & Career Development Ⅰ,Ⅱ)
대학기간의 경력개발은 향후 취업과 사회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2학년 동안 경력개발과정에 대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동역학(Dynamics)
본 교과목은 운동중인 물체를 벡터적으로 해석하는 역학의 한 분야로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질량과 물체의 운동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학습하고, 주어진 힘에 의하여 일어나는 운동
을 예측하거나 임의의 운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본 교
과목은 운동시스템의 해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설계 및 연구개발 분야, 자동화시스템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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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역학(Thermodynamics)
역학의 기본 법칙들인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밀폐시스템 및 개방시스템에 대하여 적
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본 지식들을 공식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열역학
적 상태량들의 변화를 계산하고, 복잡한 현상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개
념을 확립시키는 학습이 수행된다. 본 교과목은 열전달,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활용된다.
□ CAD II (Computer Aided Design II)
CAD I에 연계되는 교과목으로서 모델링 된 조립체의 모션해석과 제품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
는 기법을 학습한다. 제품 생산에 앞서 설계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하여 설계 적합성을 검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본 교과는 CAM, CAE 분야의 업무를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서
의 실무능력으로 활용되므로 제품 개발 및 설계 분야, 컴퓨터 활용 가공 및 해석 분야로 진
출이 가능하다.
□ 신재생에너지 기초실험 (Renewable Energy Basic Experiment)
기초적인 실험실 안전, 여러 가지 물리량과 단위, 실험 데이터의 처리, 실험 보고서 작성법,
여러 가지 물리량의 측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간단한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와 태양전지에 관련된 간략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
된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한다.
□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각종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의 원리, 구조 및 특성을 각종 계측 장비들을 활용하여 실험 실
습한다. 상기 교과목은 각종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의 원리, 구조 및 특성을 각종 계측 장비
들을 활용하여 실험 실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쌓게 함
□ 연료전지개론(Introduction to Fuel Cells)
연료전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한다. 연료전지의 기본원리는 전기화학에
그 근원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연료전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와 화학 등의 기초 학문을
비롯하여 화학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 여러 응용 학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
다. 연료전지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응용에 대하여 설명
한다.
□ 전산해석I (Computational Analysis I)
본 강의에서는 재료역학, 구조해석, 진동해석 등에서 배운 이론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물의 해석을 다룬다. 본 강의에서는 유한요소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자동차,
항공기 구조해석뿐만 아니라 산업일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 구조해석 프로그
램의 소개 및 사용법을 다룬다. 이론 및 사용법을 바탕으로 선형정적해석, 좌굴해석, 동적해
석 등에 대한 예제를 다루어 봄으로써 구조해석에 대한 훈련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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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시스템설계 및 셀제작(Fuel cell system design and cell manufacturing)
연료전지 셀/스택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연료전지 스택 구조 설계 및 구성부품 설계, 연료
전지 셀 구조 설계 및 구성 부품 설계, 연료전지시스템 조립 및 활성화, 연료전지 공기공급
시스템을 다룬다.
□ 창의설계및실습(Creative Design & Practice)
공학교육에 입문한 자동차공학부 학생들에게 공학 문제의 특성과 그 문제들의 창의적 해결
방안인 공학설계를 얻는 과정을 이해시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팀웍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전공심화와경력개발Ⅰ,Ⅱ(Expertism and Career DevelopmentⅠ,Ⅱ)
대학기간의 경력개발은 향후 취업과 사회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3학년 동안 경력개발과 취업과정에 대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여 취업 성취의 필수요건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 수소생산공학(Hydrogen Production Engineering)
수소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 개질과 물 분해를 통한 수소 제조 기술, 핵심 요소 기술, 통합
시스템에 대해 학습한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고효율 수소 및 합성가스 제조 방법 또는 수소
스테이션용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수소 제조 시스템, 고압가스, 액체수소 등 효율적인 수소
저장 방식과 방출 특성과 관련 기술을 다룬다.
□ 전산해석II (Computational Analysis II)
본 강의에서는 재료역학, 구조해석, 진동해석 등에서 배운 이론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물의 해석을 다룬다. 본 강의에서는 유한요소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자동차,
항공기 구조해석뿐만 아니라 산업일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 구조해석 프로그
램의 소개 및 사용법을 다룬다. 이론 및 사용법을 바탕으로 선형정적해석, 좌굴해석, 동적해
석 등에 대한 예제를 다루어 봄으로써 구조해석에 대한 훈련을 수행한다.
□ 에너지전달현상(Energy Transfer)
본 강의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달현상에 대해 다룬다. 에너지 전달
현상이 수소시스템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연료전지제조 및 성능평가(Fuel Cell Manufactu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본 강의에서는 연료전지제조 및 성능평가를 다룬다. “연료전지시스템설계 및 셀제작”을
선수강 하는 것을 권고한다.
□ 수소사회와 미래사회(Hydrogen Society and Future Society)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미래사
회에 대해 학습한다.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수소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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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며, 장단점과 문제점 및 이슈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을 모두 다루어 본다.
□ 수소시스템개발정보시스템(Hydrogen System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수소시스템 개발시 필요한 제품개발 과정, 제품 정보, 정보시스템에 대해 학습한다. CAD,
CAE, PDM, PLM, ERP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취업준비와사회진출Ⅰ,Ⅱ(Employment Preparation & Advancement Ⅰ,Ⅱ)
경력개발과 직업정보습득 과정 및 방법, 자기평가 및 눈높이 조절방법, 채용서류 작성법 및
면접대응법 습득, 인성과 직장예절 습득 등을 통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 수소시스템공학(Hydrogen System Engineering)
수소연료전지 및 개질기를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설계하고 생산/평가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화학적인 접근법에 기계공학적 접근법을 포함하여 수소장치를 시스템공학 방법론을 이용하
여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성을 다룬다.
□ 수소안전공학(Hydrogen Safety Engineering)
수소가 연료로서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
초 지식, 수소에너지의 활용분야, 수소의 누출, 화재, 폭발 이론, 수소 활용 시설의 안전기술
및 정책분야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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