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메카트로
닉스
Nano-Mechatronics

주관캠퍼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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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UST-한국기계연구원 캠퍼스를 설립하여 나노메카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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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은 나노임프린트기반 나노패터닝 공정/장비 원천기술 및 나노부품조립,
나노측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과목과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의 나노공정/장비/측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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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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no-Mechatronics Major provides education on basic and in-depth subjects which are
necessary to conduct nano-mechatronics research to develop comprehensive technologies
related to nano-imprint-based nano-patterning processes and equipment, nano-component
assembly technologies, and nano-measurement technologies. This major cultivates nano
process/equipment/measurement technology experts by teaching applied technologies which
can be immediately transferred to the industr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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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나노공정/장비,
나노소자제작 및 나노측정
기반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소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 인재양성
나노공정/장비 및 나노측정기술 인재양성

연구부문

세계수준의 나노제조기술 연구역량 확보
나노공정/장비 및 나노측정기술 연구역량 확보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국내외 우수학생 선발 배출
대학/연구소간 연구실교류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공유/습득을 통한
인력양성

연구부문

학제간 융합/응용연구 추진
대학/연구소/산업체간 실험실교류를 통한 관련분야의 연구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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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Nurturing human resources
needed by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through nano process /
equipment, nano device
manufacturing and nano
measurement based nano
mechatronics technology
development

DEVELOPMENT GOALS
Education

Teaching on nano Mechatronics Technology

sector

Teaching on nano process / equipment and nano measurement
technology

Research

Securing world-class research capability on nano manufacturing

sector

technology
Acquiring research capability on nano process / equipment and nano
measurement technology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Selection of excellent students at home and abroad

sector

Cultivating human resources by sharing knowledge and acquiring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rough technology exchange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fusion and applied research

sector

Ensuring research expertise in related fields through exchange of labs
betwee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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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광학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반도체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필수

나노메카트로닉스개론 | Introduction to Nano Mechatronics

(Major)

선택

나노공정 및 소자 | Nano Process and Devices

∙ 신소재공학

나노 에너지 기술 | Nano Energy Technology

∙ 에너지공학

나노역학 측정 | Nano-Mechanics Measurement

∙ 재료공학

나노패터닝 공학 | Basic of Nanopatterning Lithography

∙ 전기공학

나노 박막 공학 | Nano Thin Film Engineering

∙ 전자공학

나노 전자 재료 공학 | Nano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 화학공학

기초 고체물리 | Elementary Physics of Solid
자연모사/생체모방 공학
| Nature-Inspired Engineering/Biomimetics
인쇄전자 개론:장비 및 재료 기반기술
| Introduction to Printed Electronics: Based Techniques
인쇄전자 응용 | Printing Process for Device Application
광학개론 | Introduction to Optics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론
|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Introduction
초정밀 메커니즘 설계 및 제어
| Precision Mechanisms Design and Control
초정밀 센서 및 구동기 개론
| Introduction to Precision Sensors and Actuators
추정 및 검출 이론 |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
측정학 개론 | Introduction to Metrology
정밀공학 특론 | Advanced Precision Engineering
고분자 성형 공정 | Polymer Molding Process
나노패터닝 소재 및 응용
| Nanopatterning Materials and Applications
초미세가공학 | Ultra-Precision Micromachining Technology
초정밀 광부품 제조기술론
|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Ultra-Precision Optical Components
레이저 응용 공학 | Applied Engineeringof Laser
레이저가공기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실습 | Programming for Laser
Machines and Process

레이저용접 및 모니터링기술 | Laser Welding and Monitoring
Technology

로봇 공학 개론 | Introduction to Robotics
로봇 공학 응용 및 특론 | Robot Systems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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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생산시스템 특론 | Advanced Production System

(Major)

선택

공작기계특론 | Advanced Machine tools
3D프린팅개론 | Introduction to Additive Manufacturing
3D 프린팅 시스템 제작 및 창의 설계
| 3D Printing System and Creat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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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전공과목
Major Course

나노 에너지 기술
Nano Energy Technology
나노기반 에너지 저장, 태양 전지, 열전등의 원리, 소재/소자 제작, 측정평가

고분자 성형 공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olymer Molding Process
본 과목은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나노/마이크로 구조물 제작을 위한 성형

나노 전자 재료 공학

공정과 관련된 고분자 소재 및 다양한 성형 공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Nano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한다. 열가소성 고분자 수지를 이용한 사출, 압출등의 성형공정에서

이 강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구동을 위한 다양한 나노 전자

발생하는 용융수지의 유동현상, 열전달현상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이해

소자의 종류 및 각각의 동작원리, 그리고 적용 전자 재료를 이해하고,

및 나노/마이크로 구조성형공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목표로 함.

최신 나노 전자 소자 기술을 파악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공작기계특론
Advanced Machine tools
최근들어 자동차산업,반도체산업,항공우주산업 등 고도기술산업이 발달

nanoscale electrical devices and applied electrical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display application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recently developed device technology.

되면서 여기에 부응할수 있도록 생산수단으로서의 고성능 공작기계는
필수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나노메카트로닉스개론

(Mother of machine) 이므로 그 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에 직접적인

Introduction to Nano Mechatronics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산공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분야의 폭넓은 이해

공작기계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공작기계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세를 고취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강생들로

나노역학측정

하여금 기계제작과 공작기계에 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Nano-Mechanics Measurement

수업의 주된 목표로 함. 정밀스핀들의 해석 및 응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력 및 이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입자와 입자 사이, 입자와

광학개론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표면력 및 이로 인한 점착, 마찰, 윤활 현상을

Introduction to Optics

다룬다.

1. 기하광학및파동광학의기초이해
2. 광학식측정의원리및응용

나노패터닝 소재 및 응용

3. 광응용시스템광학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광학설계기초 개념 확립

Nanopatterning Materials and Applications
나노 패턴 및 구조물제작 공정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소자 응용을 위한

기초 고체물리

나노 패터닝 재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공정

Elementary Physics of Solid

및 소자적용에 필수적인 표면 이형 처리와 접착력 향상 공정을 기상 및

기본적인 고체물리 지식 습득

액상 방법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 분야에 새로운 연구동향을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basic knowledge of physics of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나노패터닝공학
나노 박막 공학

Basic of Nanopatterning Lithography

Nano Thin Film Engineering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하여 MOSFET, 나노광전소자, 나노센서,

이 강의는 나노박막 형성을 위한 진공 박막 증착을 이용한 코팅 공정에

Flexible display, Graphine 패터닝, 에너지소자 등과 같은 기능성 소자를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진공 코팅 장비기술을 파악한다.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반적인 나노패터닝 리소그래피 기술기술의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vacuum coating

원리와 특성, 나노패터닝 소재 및 특성을 소개하고, 나노패터닝장비에서

process for nanoscale thin film growth and to provide information

사용될 수 있는 Flexure mechanism 및 Compliant mechanism 및

of recently developed vacuum coating system

나노패터닝기술을 이용한 광학기반, 전기기반 나노바이오소자 응용을 위한
기초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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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공정 및 소자

레이저 응용 공학

Nano Process and Devices

Applied Engineering of Laser

1. 다양한 나노소자의 기초원리 이해

레이저와 재료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기본적인 가공원리부터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of nanodevices

가공시 발생하는 현상을 알아본다.

2. 기초 나노공정기술 습득
Experience of fundamental techniques for nanofabrication

3. 나노공정기술의 응용능력 함양
Achievement of abilities for the application of nanofabrication
techniques

본 강의는 표면 및 계면에 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임.
- 다양한 표면상에 마이크로 및 나노구조물 제작
- 표면에너지 및 젖음특성에 대한 분석
- 공학적 응용을 위한 미세구조물 및 표면의 특성평가
*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This class will provide basic understandings about the surface and
interface properties. Especially, this class focuses on the following
subjects.

레이저가공기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실습
Programming for Laser Machines and Process
레이저 가공기 구성을 위한 광학설계 프로그램 (Virtual Lab Fusion,
Zemax Optic studio)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광학
모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공 기초인 광학개론에서
배운 기하광학과 파동광학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atlab으로 레이저 ablation과 welding 공정을 모사하면서 해당
공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lecture, students can enhance their knowledge of optics
via the practice series of Virtual Lab Fusion and Zemax programming.
A purpose of it is to help them for applying their optical knowledge
to industrial field. Prerequisite of this class is the introduction to
Optics. In addition, students have a chance to see the physical

- Fabrication of micro or nano structures on various surfaces

phenomena underneath of laser ablation and welding process via

- Experiments and analysis on the surface energy and wettability

Matlab coding.

- Evaluation of the micro/nano structures or surfaces for engineering
application
* The contents of this class may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ject
situation.

레이저용접 및 모니터링기술
Laser Welding and Monitoring Technology

본 강의는 아래의 두분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함.

본 과목은 레이저 응용 기술 중 용접에 대해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1) 마이크로기전시스템 및 이를 위한 마이크로/나노 공정기술

용접 공정 모니터링 기술을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레이저 용접을

-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의 제작공정

적용하는 실제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심화시키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 포토리지스트 및 고분자 층의 구조적 이용

응용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레이저 용접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 측정기술, i.e. 전자주사현미경

대한 학습을 통해서 레이저 용접부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측정 및 검사

2) 이 강의는 비메모리/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반도체
소자기술을 파악한다.
*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This class will provide basic knowledge of microfabrication
process. Especially,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following
subjects.
- Fabrication of micro or nano structures
- Structural use of photoresist/polymerlayer
- Measurement, i.e. SEM

기술을 익힐 수 있다.
This course enables in-depth learning about welding among laser
applied technologies and enables learning in parallel with welding
process monitoring technology. Through practical examples of laser
welding, theories are intensified and applied techniques applicable
to the field are studied. Also, by learning the technology to monitor
the laser welding process, you can learn measurement and
inspection techniques to determine the integrity of the laser welding
part.

2)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logic and memory
semiconductor devices and to provide information of recently
developed semiconductor devices
* The contents of this class may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jec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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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로봇공학개론

인쇄전자 응용

Introduction to Robotics

Printing Process for Device Application

로봇의 종류, 구성요소 등 전반적인 로봇 시스템 개요를 포함하여, 로봇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about printing

시스템 설계, 해석을 위한 좌표계, 자유도, 벡터표현법, 행렬변환 이론,

processes for device fabrication. Principal concept of various printing

위치 기반 로봇 정기구학 및 작업영역 해석, 속도, 가속도 등 강체 모션

techniques will be introduced with charterization method of printed

기반의 로봇 해석 및 자코비안 연산 이론, 로봇 머니퓰레이터, 다자유도

materials.

로봇의 운동 방정식 및 정동역학, 관절 좌표계, 공간 좌표계 기반의 로봇
경로 계획, 로봇 위치제어, 힘제어 이론 등 로봇 시스템의 해석, 설계,

자연모사/생체모방 공학

제어 전반적인 주제를 포함함.

Nature-Inspired Engineering/Biomimetics

This course includes the general overview of the robot systems

자연모사공학과 생체모방공학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such as types and components of the robot / the coordinate system,

연구 동향을 파악함

vector representation, matrix transformation theory for analysis and
design of the robot system / position-based robot kinematics and
workspace analysis / dynamics of the robot systems based on velocity

정밀공학 특론

and acceleration / trajectory planning according to the coordinate

Advanced Precision Engineering

systems / robot position, force control theory and so on.

최근들어 고부가가치산업의 발전에 따라 정밀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로봇 공학 응용 및 특론
Robot systems and application

현장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음.

로봇의 타입별, 적용분야별로 실제 개발된 로봇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로봇 공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내용과 응용 기술에 대한 사례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론

중심으로 진행됨. 다양한 산업용 로봇 분야에 활용되는 기술과 응용 사례를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Introduction

분석하고, 협동 로봇, 양팔 로봇, 병렬 로봇, 조립 공정 자동화 로봇 등

반도체 공정 기초 이론 및 패키징 기술 기초 이론 소개 차세대 융복합

다양한 주제를 포함함.

패키지 기술 경향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

This course covers various robot systems by robot types and application
field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robotics theory and technology.
This includes cooperative robots (human-robot cooperation), dual
arm robots, parallel robots, assembly robots and so on.

초미세가공학
Ultra-Precision Micromachining Technology
미세가공시스템의 기본동작, 공구의 상대운동, 절삭역학, 미세절삭특성,
미세가공표면의 특성분석 및 측정 관련 분야를 공부하여 미세절삭공정의

생산시스템 특론

이론적 이해와 응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나노절삭가공기술,

Advanced Production System

미세지립응용가공기술, 미세소성응용가공기술, 미세방전가공기술,

생산시스템 동향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생산, 감시/계측/보정 등 가공관련

고에너지빔응용가공기술, 기계화학응용가공기술 등 나노/마이크로 표면과

공정 지능화 기술을 소개 및 심층강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구조체를 제조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미케니컬 나노머시닝기술에

생산시스템 아키텍쳐 및 컨셉이해, 이에 따른 핵심 공정요소 기술 파악과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나노/마이크로 제품개발에

공정지능화 및 무인화 요소기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응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 및 응용가공기술 습득을 목표로 함.

인쇄전자 개론:장비 및 재료 기반기술

초정밀 메커니즘 설계 및 제어

Introduction to Printed Electronics: Based Techniques

Precision Mechanisms Design and Control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about printed

나노패터닝공정수행을위한기계시스템(장비)을이해하고,기초이론을학습

electronics. In particular, printing machin system and ink material

하며설계기술을익힘 나노패터닝 공정 수행을 위한 기계시스템(장비)의 고급

will be introduced as basic techniques of printed electronics.

설계 기능을 습득함 탄성힌지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탄성힌지 및 메커니즘의
정역학 동역학 유도, 이를 이용한 설계 및 해석방법 탄성힌지를 이용한
초미세 구동 메커니즘의 수학적 모델링 를 제어를 통해 구동특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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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초정밀 광부품 제조기술론

3D프린팅 개론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Ultra-Precision Optical Components

Introduction to Additive Manufacturing

초정밀 광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광학개론, 디스플레이개론, 절삭

3D프린팅 기술의 역사, 개념, 분류, 원리, 활용 등 3D프린팅 기술의

가공개론 등)을 다룸으로서 디스플레이, 조명 등 광관련 산업 기술에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3D프린팅 기술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This lecture deals to overview about various types of ultra-precision

대해 탐구한다. 수업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산업에서의

optical components and covers introduction of basic optics, displays

3D프린팅 기술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는

and manufacturing methods.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것을 목표로 한다.

enhance 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display and lighting

This lecture aims to introduce to the additive manufacturing (AM)

industries

including history, concept, classification, principle and applications.

LED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부품의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In addition, the research trends of AM technology will be studied

LED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will be explored. The goal is
to understand AM technology through the class and to have the

초정밀 센서 및 구동기 개론
Introduction to Precision Sensors and Actuators

ability to judge the applicability of the AM technology in various
industries.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및 액추에이이터에 대한 원리 및
응용에 대한 기술 소개

3D프린팅시스템제작 및 창의설계
3D Printing System and Creative Design

추정 및 검출 이론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신호 검출 및 추정을 위해 벡터 공간, 가설 검증,
Bayesian 추정, Kalman 필터 및 불규칙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 습한다.
Topics include vector space, hypothesis testing, Bayesian estimation,
Kalman filter and stochastic process.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프린터를 직접 제작한다.
또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창의 설계 및 제작을 주제로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수업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기반의 제품 설계
및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uild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3D printers. In addition, team projects on the subject of creative
design and production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are carried
out. This course aims to have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product
design and analysis based on 3D printing technology.

측정학 개론
Introduction to Metrology
본 강의에서는 광학현상의 기본적 원리와 함께 Gaussianoptics,
Interference, Diffraction 등의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광학적 측정법의
기본을 다룬다.
또한 간섭계를 비롯한 광학적 원리의 측정기에 대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측정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In this lecture, basic principles of optics and optical metrology, based
on various optical phenomena like Gaussianoptics, interference,
diffraction, etc., will be discussed.

나노소재 및 소자의 측정정을 위한 나노광학현미경 및 나노프로브 현미경의
원리를 익히고 소자 측정에 응용원리를 공부한다.
Some practices about measurement instruments like a laser
interferometer will advance the understandings of optical met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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