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메카트로
닉스
Nano-Mechatronics

주관캠퍼스 소개
오늘날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가 보유한 과학기술력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산업경쟁력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찍이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및 금속 공업 분야의
산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입 기계류의 국산화와 품질의 국제화 수준에 기여하고자 지난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출범하여 우리나라 기계분야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30년 역사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임직원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적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수행하여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향상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Tel : 042-868-7114
Fax : 042-868-7824

전공 개요
나노메카트로닉스학과는 나노임프린트기반 나노패터닝 공정/장비 원천기술 및 나노부품조립 및
나노측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과목과

참여기관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연구소의 관련 실험실에서 박사급 연구인력과 공동으로 현장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과목 및 핵심응용과목을 교육한다.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연구소의 실무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연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의
나노공정/장비/측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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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firercely to seize the initiative in the
development of ting-edge technologies and to secure superiority 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realized early on that scientific developmen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thus established a number of
state-invested research institutes. As part of such governmental efforts,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KIMM) was launched in 1976, initially under the name of the
Kor ea Test Institute of Machinery and Metals, in order to improve industrial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machinery and metal working as well as to domestically manufacture machinery,
th ereby replacing imports and upgrading machine quality to international levels. The KIMM
has thus far led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machinery in Korea. With the backing of
its 30 years of experience and research capabilities, the KIMM is determ ined to pool all
its capabilities to develop into an agency that will lead the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t KIMM, all our staff members are well aware of the goals and missions that
the country a nd its people expect us to fulfill.With the support and confidence of Korean
nationals, we w ll perform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trengthen natio nal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We are ready to listen attentively
to people's wisdo m and advice. Thank you.

INTRODUCTION OF MAJOR
The department of nano-mechatronics at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education in the core-courses and major subjects of the nanoimprint-based nano-patterning
process and equipment, the assembly of nano-particles, and mechanical and optical properties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nanostructures, all of which are key technologies to develop
nano-manufacturing technology. The department provides education in the application of
technologies and practices of business for the nano-manufacturing field, all of which skills
can be used in the industry. Since 2002, several members of the nano-mechatronics faculty
have received local or national recognition for outstanding achievements in nano-mechatronics
research areas including nanoimprint processes and equipment, nano-particle assembly, and
nano-measurement /analysis for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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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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개론 | Introduction to Optics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론
|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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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전자 응용 | Printing Process for Device Application
초정밀 메커니즘 설계 및 제어
| Precision Mechanisms Design and Control
생산시스템 특론 | Advanced Production System
공작기계특론 | Advanced Machine tools
세미나

극초단 펄스 레이저 응용 기술 세미나

(Seminar)

| Ultra-Short Pulse Laser Application Technology Seminar
기계가공 기반 광부품기술 세미나
| Seminar for Optical Components Technology Based on
Mechanical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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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나노공정장비기술 세미나

(Seminar)

| Seminar for Nano Manufacturing Technology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 세미나
| Seminars on Nanomechatronics Technology
나노소재 물리 물성 이해 및 응용
| Physical Chemistry of Nanomaterials
나노소재 응용 기술 세미나
| Current Topics on Nanomaterials and Applications
나노패터닝 소재 응용 기술
|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Nanopatterning Materials
열전소자 | Seminar for Thermoelectric Device
원자층 증착 공정 기술/응용 세미나
| Seminars on Atomic Layer Deposition and its Applications
유연소자 제작 공정 및 측정 세미나
| Seminars on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Flexible
Electronics

음향메타기술 | Seminar for Acoustic Metamaterials Technology
인쇄전자 기술 | Printed Electronics Technology
채터이론 | Chatter Theory
초정밀 기계가공기술 세미나
| Seminar for Nano/Micro Machining Technology
초정밀 폴리싱기술 세미나
| Seminar for Ultra-Precision Polish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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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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여기에 부응할수 있도록 생산수단으로서의 고성능 공작기계는
필수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Mother of machine) 이므로 그 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산공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공작기계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공작기계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세를 고취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계제작과 공작기계에 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수업의 주된 목표로 함. 정밀스핀들의 해석 및 응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광학개론
Introduction to Optics
1. 기하광학및파동광학의기초이해
2. 광학식측정의원리및응용
3. 광응용시스템광학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광학설계기초 개념 확립

기초 고체물리
Elementary Physics of Solid
기본적인 고체물리 지식 습득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basic knowledge of physics of
materials.

나노 박막 공학
Nano Thin Film Engineering
이 강의는 나노박막 형성을 위한 진공 박막 증착을 이용한 코팅 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진공 코팅 장비기술을 파악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vacuum coating
process for nanoscale thin film growth and to provide information
of recently developed vacuum co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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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공정 및 소자

나노메카트로닉스개론

Nano Process and Devices

Introduction to Nano Mechatronics

1. 다양한 나노소자의 기초원리 이해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분야의 폭넓은 이해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of nano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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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역학측정
Nano-Mechanics Measurement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력 및 이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입자와 입자 사이, 입자와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표면력 및 이로 인한 점착, 마찰, 윤활 현상을
다룬다.

- 다양한 표면상에 마이크로 및 나노구조물 제작
- 표면에너지 및 젖음특성에 대한 분석

나노패터닝 소재 및 응용

- 공학적 응용을 위한 미세구조물 및 표면의 특성평가

Nanopatterning Materials and Applications

*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노 패턴 및 구조물제작 공정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소자 응용을 위한

This class will provide basic understandings about the surface and

나노 패터닝 재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공정

interface properties. Especially, this class focuses on the following

및 소자적용에 필수적인 표면 이형 처리와 접착력 향상 공정을 기상 및

subjects.

액상 방법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 분야에 새로운 연구동향을

- Fabrication of micro or nano structures on various surfaces

제공하고자 한다.

- Experiments and analysis on the surface energy and wettability
- Evaluation of the micro/nano structures or surfaces for engineering
application
* The contents of this class may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ject
situation.

본 강의는 아래의 두분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함.
1) 마이크로기전시스템 및 이를 위한 마이크로/나노 공정기술
-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의 제작공정
- 포토리지스트 및 고분자 층의 구조적 이용
- 측정기술, i.e. 전자주사현미경
2) 이 강의는 비메모리/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반도체

나노패터닝공학
Basic of Nanopatterning Lithography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하여 MOSFET, 나노광전소자, 나노센서,
Flexible display, Graphine 패터닝, 에너지소자 등과 같은 기능성 소자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반적인 나노패터닝 리소그래피 기술기술의
원리와 특성, 나노패터닝 소재 및 특성을 소개하고, 나노패터닝장비에서
사용될 수 있는 Flexure mechanism 및 Compliant mechanism 및
나노패터닝기술을 이용한 광학기반, 전기기반 나노바이오소자 응용을 위한
기초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소자기술을 파악한다.
*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This class will provide basic knowledge of microfabrication

레이저 응용 공학
Applied Engineering of Laser

process. Especially,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following

레이저와 재료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기본적인 가공원리부터

subjects.

가공시 발생하는 현상을 알아본다.

- Fabrication of micro or nano structures
- Structural use of photoresist/polymerlayer
- Measurement, i.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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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시스템 특론
Advanced Production System
생산시스템 동향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생산, 감시/계측/보정 등 가공관련
공정 지능화 기술을 소개 및 심층강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생산시스템 아키텍쳐 및 컨셉이해, 이에 따른 핵심 공정요소 기술 파악과
공정지능화 및 무인화 요소기술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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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전자 개론:장비 및 재료 기반기술

초정밀 광부품 제조기술론

Introduction to Printed Electronics: Based Techniques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Ultra-Precision Optical Components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about printed

초정밀 광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광학개론, 디스플레이개론, 절삭

electronics. In particular, printing machin system and ink material

가공개론 등)을 다룸으로서 디스플레이, 조명 등 광관련 산업 기술에

will be introduced as basic techniques of printed electronics.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This lecture deals to overview about various types of ultra-precision

인쇄전자 응용
Printing Process for Device Application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about printing
processes for device fabrication. Principal concept of various printing
techniques will be introduced with charterization method of printed
materials.

자연모사/생체모방 공학
Nature-Inspired Engineering/Biomimetics
자연모사공학과 생체모방공학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함

optical components and covers introduction of basic optics, displays
and manufacturing methods.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hance 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display and lighting
industries

LED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부품의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LED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초정밀 메커니즘 설계 및 제어
Precision Mechanisms Design and Control
나노패터닝공정수행을위한기계시스템(장비)을이해하고,기초이론을학습
하며설계기술을익힘 나노패터닝 공정 수행을 위한 기계시스템(장비)의 고급
설계 기능을 습득함 탄성힌지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탄성힌지 및 메커니즘의
정역학 동역학 유도, 이를 이용한 설계 및 해석방법 탄성힌지를 이용한

정밀공학 특론

초미세 구동 메커니즘의 수학적 모델링 를 제어를 통해 구동특성 향상

Advanced Precision Engineering
최근들어 고부가가치산업의 발전에 따라 정밀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현장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음.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론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Introduction
반도체 공정 기초 이론 및 패키징 기술 기초 이론 소개 차세대 융복합
패키지 기술 경향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

초정밀 센서 및 구동기 개론
Introduction to Precision Sensors and Actuators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및 액추에이이터에 대한 원리 및
응용에 대한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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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가공학

Topics include vector space, hypothesis testing, Bayesian

Ultra-Precision Micromachining Technology

estimation, Kalman filter and stochastic process.

미세가공시스템의 기본동작, 공구의 상대운동, 절삭역학, 미세절삭특성,
미세가공표면의 특성분석 및 측정 관련 분야를 공부하여 미세절삭공정의
이론적 이해와 응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나노절삭가공기술,
미세지립응용가공기술, 미세소성응용가공기술, 미세방전가공기술,
고에너지빔응용가공기술, 기계화학응용가공기술 등 나노/마이크로 표면과
구조체를 제조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미케니컬 나노머시닝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나노/마이크로 제품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 및 응용가공기술 습득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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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세미나과목

측정학 개론

Semina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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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초단 펄스 레이저 응용 기술 세미나
Ultra-Short Pulse Laser Application Technology Seminar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포함한 레이저 응용 가공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와 미래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based on various optical phenomena like Gaussianoptics,
interference, diffraction, etc., will be discussed.

기계가공 기반 광부품기술 세미나
Seminar for Optical Components Technology Based on

나노소재 및 소자의 측정정을 위한 나노광학현미경 및 나노프로브 현미경의

Mechanical Machining

원리를 익히고 소자 측정에 응용원리를 공부한다.

기계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디스플레이, 포토닉스 분야의 최신

Some practices about measurement instruments like a laser

광부품기술을 내외부 세미나를 통해 살펴봄

interferometer will advance the understandings of optical metrology.

We will search and discuss the latest technologies of the optical
components for display and photonics through seminars presented
by several researchers

나노공정장비기술 세미나
Seminar for Nano Manufacturing Technology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 세미나
Seminars on Nanomechatronics Technology

나노소재 물리 물성 이해 및 응용
Physical Chemistry of Nanomaterials
This course will cover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nanomaterials.

나노소재 응용 기술 세미나
Current Topics on Nanomaterials and Applications
This course will introduce topical, various applications using
nanomaterials

나노패터닝 소재 응용 기술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Nanopatter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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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소자

초정밀 폴리싱기술 세미나

Seminar for Thermoelectric Device

Seminar for Ultra-Precision Polishing Technology

학회발표 및 참가, 내부세미나를 통해 열전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한

비구면 및 자유형상 광학부품의 폴리싱 기술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관의

학습을 심화한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개별적 관심 분야를 찾아 당면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개발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직접적인 연구개발

원자층 증착 공정 기술/응용 세미나
Seminars on Atomic Layer Deposition and its Applications
원자층 증착공정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새로운 응용처를 모색해 봄
We will explore hot issues in ALD technolgies and new possible
research directions using ALD via paper survey and seminars

유연소자 제작 공정 및 측정 세미나
Seminars on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Flexible
Electronics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연소자 제작 기술과 소자 평가를 위한 측정기술의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음향메타기술
Seminar for Acoustic Metamaterials Technology
학회발표 및 참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음향메타소재 기술에 대한 기술동향
및 학위연구주제 내용을 심화한다.

인쇄전자 기술
Printed Electronics Technology
Process/Material/Equipment/Device for Printed electronics

채터이론
Chatter Theory
공작기계에서의 Chatter현상은 가공정밀도 저하는 물론 공작기계의 성능
저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가공품의
고품질화가 요구되는 최근에 와서는 절삭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은 반드시
해결 되어야만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생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채터현상에 대한 이론과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한다.

초정밀 기계가공기술 세미나
Seminar for Nano/Micro Machining Technology
미케니컬 나노/마이크로 가공기술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개별적 관심 분야를 찾아 당면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개발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직접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논문작성을 유도하는 등
연구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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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논문작성을
유도하는 등 연구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