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계
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Plant System and Machinery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UST-한국기계연구원 캠퍼스를 설립하여 나노메카트로닉스,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 평가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76년 설립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현장경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사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에너지기계공학, 플랜트기계공학의 전공과정을 두고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현장을 작접 경험하고 있으며, 연구실적 등을 통해
선발된 50여명의 우수 교수진이 국제적인 첨단연구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40년
이상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Tel : 042-868-7114
Fax : 042-868-7824

전공 개요
플랜트기계공학 전공은 에너지 생산, 변환 및 이용과 관련한 에너지 플랜트의 공정 설계기술, 안전신뢰성기술,
핵심기자재기술에 대하여 열유체 기계기술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플랜트와 관련된
실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플랜트 공정 설계 등의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며
플랜트 공정 및 핵심기계에 대한 설계 및 운용 전문가로 양성되어 플랜트 회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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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was founded in 1976 in order to contribute
to nation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by conducting machinery R&D, disseminating research
outcomes, and evaluating reliability.
The KIMM has established the UST-KIMM Campus and is providing master’s and doctoral
coursework for three majors. The goal of the UST-KIMM Campus is to cultivate practical
and creative talent who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core and comprehensive technologies
and the innovation of commercial technologies, by providing on-site experience and research
activities. At the UST-KIMM Campus, most students experience research in the field while
participating in national research projects. Approximately 50 competent professors are tasked
with passing on the KIMM’s expertise and technologies that it has accumulated for over
40 years to students using international high-tech research equipment and facilities.

INTRODUCTION OF MAJOR
In this major, students, use thermo-fluid machinery technologies to study and research safety
and reliability technologies, key equipment technologies, and energy plant process design
technologies related to energy production, conversion, and utilization. Students select an
advanced course such as plant process design in order to cultivate practical plant engineering
expertise. Later, they can go into a variety of machinery industry fields as plant process
and machinery design and operation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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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에너지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 구성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과목
플랜트 설계회사의 인력 활용

연구부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본설계 개념 정립
핵심 기자재 설계 개념 정립
플랜트 안전 및 신뢰성 설계 개념 정립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의 공통 교과 발굴
플랜트 설계 능력 배양
기업과의 연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연구부문

복합 텀 프로젝트 발굴
신개념 공정 설계
플랜트 개념 설계 및 기본설계 절차 완성

졸업 후 진로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
제조공정 및 제품 개발 기업/연구소

402 2019~2020 - UST CURRICULUM

UST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viding the expert
pool in energy
engineering

DEVELOPMENT GOALS
Education

Basic courses for plant engineering

sector

Courses related to the field work
Collaboration with plant design company

Research

Understand the basic design concept

sector

Understand the component design
Understand the plant safety and reliability design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Develop collaboration course with industry

sector

Plant design expert knowledge
Empower the work capability through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Research

Find term project topics

sector

Design novel processes
Complete the plant basic design procedure

AFTER GRADUATION
Companies/institutes for energy supply and management
Companies/research centers which develop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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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기계공학
∙ 에너지공학
∙ 조선･해양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필수

(Major)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응용수학 1 | Applied Mathematics 1
열유체공학 | Fundamental of Thermal and Fluid Sciences
전산열유체공학개론

학부 선수 권장과목
∙ 열역학
∙ 유체역학

|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and Heat
Transfer

플랜트공학개론 | Introduction to Plant Engineering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고등열공학 | Advanced Thermal Engineering
에너지 변환 및 저장 |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유압동력발생 시스템 | Hydraulic Power Generation System
응용수학 2 | Applied Mathematics 2
플랜트 공정설계 | Plant Process Design

플랜트 위해도 평가 | Plant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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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Ⅰ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Ⅰ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플랜트 위해도 평가 | Plant Risk Assessment

센서 공학 | Sensor Engineering

▶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열전달 | Heat Transfer

▶

열유체 공학 | Fundamental of Thermal and Fluid Sciences

저온공학 | Cryogenics

▶

열유체 공학 | Fundamental of Thermal and Fluid Sciences

플랜트 연소, 화재와 폭발

▶

플랜트 위해도 평가

CFD를이용한플랜트화재폭발특론
| Special Topics on Plant Fire & Explosion Using CFD

| Combustion, Fire and Explosion for Plant Risk Analysis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Ⅱ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Ⅱ

| Plant Risk Assessment

▶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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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응용수학 1
Applied Mathematics 1
본 과목은 여 강의한다. 강의와 연습 문제 풀이를 병행하여 수강생의

고등열공학
Advanced Thermal Engineering
열공학의 기초개념과 지배방정식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열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대표적인 열시스템
응용분야인 발전 사이클, 냉동 사이클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이클 해석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The aims of this course is to study various mathematical techniques
for thermal fluid resea7rch field. The lectures of numerical analysis,
ordinary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vectors and complex
numbers, special functions and boundary value problems will be
provided.

The lectures about the basic concepts of thermal engineering and
governing equations will be provided in this course. The aims of

응용수학 2

this course is that students have the ability to design and analyze

Applied Mathematics 2

the various thermal systems such as power generation cycle and

본 과목은 응용수학I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공학수학

refrigeration cycle, etc.

기법을 제공 한다.
The aims of this course is to study various advanced mathematical

에너지 변환 및 저장

techniques for the students who learned Engineering Mathematics I.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의 원리 및 발전방향을 이해한다.

전산열유체공학개론

This course covers the concepts and technology trends of energy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and Heat

conversion and storage.

Transfer
본 과목은 열유체 분야의 문제를 수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열유체공학
Fundamental of Thermal and Fluid Sciences
본 과목은 열유체 분야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열역학 및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열역학 제 1, 2법칙 상태량, 유체
지배방정식, 이상 유동, 점성유동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와 연습
문제 풀이를 병행하여 수강생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s of

위하여 필요한 과목으로서 비선형 지배방정식을 이산화 하는 방법,
수치해석 기법 등을 포함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CFD) and heat transfer methodology to quantitatively analyze
problems for thermal and fluid engineering fields. In this course,
the general concepts of numerical simulations and how to discretize
the generally used governing equations.

thermodynamics and fluid dynamics for doing research in the fields
of thermal, fluids and energy. The list of the specific topics is

플랜트 공정설계

provided as follows; - Laws of thermodynamics, Properties of

Plant Process Design

substances - Governing equations for fluid flow, Inviscid flow,

플랜트 공정 단위부터 전체 시스템에 이르는 설계 과정을 이해한다.

Viscous flow

This course covers from a unit process design to the whole system
design.

유압동력발생 시스템
Hydraulic Power Generation System
∙ Comprehension of hydraulic power unit
∙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hydraul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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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위해도 평가
Plant Risk Assessment
본 과목은 에너지 플랜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정 유체의 이용, 저장 시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정량화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위험도 기반 설계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을
목표로 플랜트 위해도 평가 개요, 정성적/정량적 위해도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특정 플랜트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해도 평가 예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acquire a basic knowledge on the
risk based safety design technology for energy plants in order to
cope with unexpected hazards or accidents occurring in the
produ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sage of process fluid for
energy plants. In this lecture, introduction to risk assessment for
energy plants, methodology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will be presented. In addition, case studies of the
quantitative risk evaluation for the specific plants can help student
understand the general aspect of the risk based safety design.

플랜트공학개론
Introduction to Plant Engineering
석유화학(Petro-chemical) 플랜트, 발전플랜트, 담수화플랜트, 해양
플랜트 등에 대하여 주요 공정과 설비들을 학습하고 열유체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해석 한다. 또한 플랜트설계에 필요한 지식인 플랜트 신뢰도
및 안전설계를 학습하여 학생들이 플랜트설계에 관한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유도 한다.
Main process and equipment for several plants such as
petro-chemical plant, gas or coal fired power plant, desalination
plant and offshore plant are introduced based on thermo-fluid
mechanics. Plant reliability and safety design concept are also given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general aspect for plant design.

플랜트제어공학 개론
Introduction to Plant Control Engineering
석유화학(Petro-chemical) 플랜트, 발전플랜트, 담수화플랜트, 해양
플랜트 등에 대하여 주요 공정과 설비들을 학습하고 열유체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해석 한다. 또한 플랜트설계에 필요한 지식인 플랜트 신뢰도
및 안전설계를 학습하여 학생들이 플랜트설계에 관한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유도 한다.
Main process and equipment for several plants such as
petro-chemical plant, gas or coal fired power plant, desalination
plant and offshore plant are introduced based on thermo-fluid
mechanics. Plant reliability and safety design concept are also given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general aspect for pla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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