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공학과 교과과정
173101 금속열역학특론(Advanced Metallurgical Thermodynamics) [3]

열역학 제1, 2 및 제3법칙, 단일 및 다성분계의 평형, 용액의 성질 및 자유에너지와 평형상태도와
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습득케하여 금속공학의 여러 현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예상되
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173102 응용상변태론(Applied Phase Transformation in Metals) [3]
확산, 핵생성이론, 확산변태이론, 석출이론 및 무확산변태 등의 상변태이론은 금속학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173301 정밀화학야금(Fine Chemical Metallurgy) [3]
첨단과학 기술발전의 기초소재가 되는 기능성 재료, fine ceramic재료, 정밀기계, 부품재료의 원
료인 고순도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황화물, 붕화물 및 금속 분의 정제, 생성입자의 성장 및 결정
형 변태에 관한 이론을 연구 학습한다.

173302 금속조직학특론(Advanced Structural Metallurgy) [3]
금속결정, 합금상태도, 고용체, 금속간 화합물, 규칙, 불규칙변화, 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등
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다.

173303 주조공학특론(Advanced Foundry Engineering) [3]
주조공정에 관련된 주조금속 중의 가스거동, 용융금속의 주조성, 용융금속과 주형간의 반응, 주
물의 잔류응력과 변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173304 제련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for Making) [3]
용융금속 및 slag의 산화반응에 따른 물리화학 현상의 이해 및 제어

173305 재료과학특론(Advanced Materials Science) [3]
구조용 재료, 전자 및 자성재료 등 재료 전반에 걸친 재료선택과 공학응용에 관한 이론, 공학설계 
및 공정응용에 이바지한다.

173306 통계열역학(Statistical Thermodynamics) [3]
물리화학적으로 표현되는 거시적 계의 성질을 그 계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계(원자, 분자, ion, 
전자 등)의 성질로부터 규명하며 또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속도보다도 평형상태의 거시적 계의 
성질에 대하여 취급한다.

173307 금속열처리학(Heat Treatment of Metals) [3]
합금의 경화이론, 금속재료의 열처리특성분위기, 가스반응기구, 용질원자의 확산과 변태, 진공열
처리특성, 플라즈마 열처리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논한다.

173308 금속강도학특론(Advanced Mechanical Behavior) [3]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결정결함의 영향과 가공경화, 석출경화, 분산강화, 섬유강화 등의 재료의 
강화 기구를 공부한다.

173309 철강제련특론(Advanced Iron and Steel production Metallurgy) [3]
철강 제련시 H, O, N, P, S, C 함유 원소와 상호반응기구 및 극적 농도화.

173310 비철제련특론(Advanced Non-Ferrous Production Metallurgy) [3]
비철금속의 제련에 따른 물리화학적 반응기수 및 제련장치에 대하여 논함.

173311 금속결정학(Crystallography in Metals) [3]
결정의 대칭, 역격자, 금속의 결정구조, 스테레오 투영법 등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다.

173312 금속전자론(Electron Theory of Metals) [3]
결정의 결함에너지, 자유전자이론, Zone이론, 도체와 부도체, 자성이론, 초전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여 금속의 전기 및 자기적 성질의 응용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양한다.

173313 특수주조론(Special Casting Process) [3]
금형주조법, 원심주조법, 다이케스팅법, 저압주조법, 연속주조법, 진공주조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173314 응고이론(Theory of Solidification in Metal) [3]
순금속 및 합금의 액체-고체 변태과정에 있어서 열유동, 핵생성, 결적성장조직 등을 기초로 강의
한다.

173315 계면전기화학(Interfacial Electrochemistry) [3]
2상 경계면에서의 전기2중층, 확산2중층 전기모세관에 관한 이론과 화학야금적 응용을 논한다.

173316 전기야금특론(Advanced Electro-Metallurgy) [3]
전해질 용액의 열역학, 전극반응 기구 및 속도론의 기초를 설명한 후 수용염 및 용융염의 전해제
련과 정련방법을 공부한다.

173317 금속확산론(Diffusion in Metals) [3]
미세구조적 확산, 확산계수, 자기확산, 결정립계확산, 침입형 원자의 확산모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논한다.

173318 계면공학(Interfacial Phenomena) [3]
고체면의 열역학, 계면평형과 자유에너지 계면구조와 성질 등 계면현상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서 
금속과 합금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한 계면의 역학을 이해한다.

173319 용접론(Welding Metallurgy) [3]
용접에너지원, 용접열이동, 용접부의 미세구조 및 잔류응력, 용접품의 열처리, 각종 용접법에 의
한 기계적 제특성 등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다.

173320 재료파괴론(Fracture of Materials) [3]
재료의 조직과 파괴역학에 바탕을 두고 재료의 파괴거동을 공부한다.

173321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3]
상미분방정식을 기초로 Laplace변환, Fourier급수, 편미분방정식, 벡터, 텐서 등 금속학에 응용되
는 수학의 기초를 배양한다.

173322 정량조직학(Quantitative Metallography) [3]
정량조직인자의 통계이론, 석출입자의 정량분석이론, De Hoff이론, 결정립크기분포, 형상결정법
에 대하여 논하고 그 응용력을 전개한다.

173323 야금반응속도론(Reaction Kinetics in Metallurgy) [3]
야금반응속도 기-고, 기-액, 응고 및 전기화학반응속도에 관하여 논한다.

173324 야금단위조업(Unit Process of Metallurgy) [3]
제련공정에 따른 물질수지, 열수지 및 에너지수지 등의 계산에 의한 설계제원과 조업관리에 관하
여 논한다.

173325 철강및비철재료특론(Advanced Ferrous and Non-Ferrous Materials) [3]
철강 및 비철재료의 결정구조와 차이점 및 조직과 기계적 성질, 열처리 등에 관한 실제와 활용을 
논한다.

173326 자성및초전도재료(Magnetic and Superconducting Materials) [3]
연질자성, 경질자성, 자기기록소재 및 초전도 재료의 특성과 그 응용에 관하여 논한다.

173327 회유금속제련(Rare Metal Metallurgy) [3]
회유금속(W, Mo, Nb, Ta, V)의 제련과 정련에 관하여 논한다.

173328 습식제련(Hydro-Metallurgy) [3]
무기화합물 및 금속의 칠출, 고-액 분리, 정제 및 합성시의 이론과 장치에 관하여 논한다.

173329 X-선 회절론(X-Ray Diffraction) [3]
각종 재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X-선 회절의 기본 원리와 응용방법을 다룬다.

173330 전자현미경학(Electron Microscopy) [3]
자계렌즈, 전자회절, 회절패턴의 해석, Kikuchi패턴 콘트라스트를 이해하여 전자와 물질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금속과 합금의 조직 및 구조분석을 이해한다.

173374 재료역학특론(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3]
구조물이나 공업재료 등의 역학적인 문제를 이론 및 실험적으로 연구한다. 



173331 주형재료학(Molding Materials and Methods) [3]
주형의 제조방법과 필요로 하는 주형재료의 특성과 이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173332 비정질재료(Amorphous Materials) [3]
결정질재료와의 차이점과 비정질재료의 제조법, 특성 및 물성과 공업적 응용에 관하여 논한다.

173333 고온재료(High Temperature Materials) [3]
내열재료 등의 고온재료에 대한 제조법, 특성 및 조직에 관한 이론과 응용을 논한다.

173334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3]
금속계 복합재료를 중심으로 복합소재, 구조와 조직, 적층재료, 다공질금속, 탄소강화 복합재료, 
세라믹계 복합재료 등을 이해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한다.

173335 물리야금특론(Advanced Physical Metallurgy) [3]
석출입자의 핵생성과 성장이론, Lifshitz-Wagner이론, 성장이론과 고용이론의 관계, 재결정, 상
변태의 kinetics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173336 부식및방식(Corrosion and Protection of Metals) [3]
전기화학이 기초를 설명한 후 부식전위, 분극곡선을 이용하여 부식반응을 이해하며 부식속도의 
측정, 부식억제제, 음극방식, 양극방식, 응력부식 등을 공부한다.

173337 전위론(Dislocation Theory) [3]
금속결함론을 바탕으로 전위의 기하, 이동과 응력, 전위에 의한 강화 등을 논한다.

173338 탄소성이론(Theory of Elasticity and Plasticity) [3]
응력과 변형율텐서, 텐서의 좌표변환, 응력과 변형관계, 그리고 탄성변형과 응력해석법 등을 설
명하고 이방성 재료의 탄성 및 소성거동, 항복조건 등을 공부한다.

173339 격자결함론(Crystal Defects Thoery) [3]
점결함, 선결함, 적층결함, 결정입계 등의 형성원리와 재료에 미치는 성질 및 영향을 공부한다.

173340 표면처리특론(Advanced Surface Treatment) [3]
금속의 각종 표면반응에 대한 전기 화학적 원리, 금속의 부식으로부터의 보호 및 표면의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처리방법을 다룬다.

173341 금속가공특론(Advanced Deformation Processing of Metals) [3]
소성가공의 기초이론으로서 슬래브해석법, 상계해석법, 슬림선장이론을 설명한 후 압연, 압출, 단
조, 신선, 판금성형 등의 소성가공법을 공부한다.

173342 이동현상론(Transport Phenomena) [3]
유체의 성질, laminar flow turbulent flow, 유체의 에너지 balance, 열전도계수, 열전달과 에너지 
방정식, 고체의 전도 응고시 열전달 등의 이동현상이 금속학에 응용되도록 한다.

173343 프라즈마금속학(Plasma Processing in Materials Processing) [3]
프라즈마금속학의 원리와 법칙을 다루고 이를 금속공학적 조업에 실제 응용단계를 둔다.

173344 합금설계학(Alloy Design) [3]
금속조직학을 기본으로 재료합금을 위한 이론과 설계 및 응용에 관하여 논한다.

173345 분말야금론(Advanced Power Metallurgy) [3]
분말의 물리 및 화학준비법, 고상소결과 액상소결이론, 소결방법, 소결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및 
전기적 성질 등을 이해한다.

173346 기능재료(Functional Materials) [3]
금속재료 이론을 기초로 자성, 무기, 복합재료, 생체재료등 고기능, 고강도 특성을 가진 재료의 
성질과 활용을 익힌다.

173347 화학야금특수연구 1(Special Topics on Chemical Metallurgy 1) [3]
화학야금 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48 화학야금특수연구 2(Special Topics on Chemical Metallurgy 2) [3]
화학야금 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49 물리야금특수연구 1(Special Topics on Physical Metallurgy 1) [3]
물리야금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50 물리야금특수연구 2(Special Topics on Physical Metallurgy 2) [3]
물리야금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51 제조야금특수연구 1(Special Topics on Process Metallurgy 1) [3]
제조야금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52 제조야금특수연구 2(Special Topics on Process Metallurgy 2) [3]
제조야금분야의 중요한 특수 Topic을 선정, 연구하여 발표, 토론한다.

173353 가공야금특수연구 1(Special Topics on Mechanical Metallurgy 1) [3]
재료의 기계적성질 및 소성가공과 관련한 연구를 위한 특수문제를 선정하여 강의한다.

173354 가공야금특수연구 2(Special Topics on Mechanical Metallurgy 2) [3]
그 내용은 가공야금 특수연구 1에 준한다.

173355 주물재료학(Physical Metallurgy of Cast Metals) [3]
철강주물 및 비철금속주물의 평행상태도, 조직, 주조법, 열처리효과 등 주물재료로서 특성과 활
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173356 생체재료(Biomaterials) [3]
인체 삽입재료로 사용되는 금속, 고분자, 세라믹, 복합재료의 특성 및 인체와의 생체적합 특성을 
익혀 가장 적합한 생체재료를 개발하는데 있다.

173357 용액반응공학(Solution Reactions in Metallurgy) [3]
산 염기반응 또는 이온반응 등이 가역반응과 유기물 또는 열분해 반응의 비가역 반응에 대한 열
역학적 및 속도적 고찰

173358 열분석학(Quantitative Heat Analysis) [3]
물질의 온도변화와 화학반응의 진행에 따른 열역학적성질 및 물리적성질의 측정방법을 강의, 이
해시켜 시차열분석(DAT) 및 열중량측정(TG) 등을 직접 실험케하여 그 결과를 얻도록 한다.

173360 응고가공학 1(Solidification Processing 1) [3]
응고과정의 제어에 필요한 계면안정이론, 응고시의 전달현상, 고정응고 과정 등에 관련된 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

173361 응고가공학 2(Solidification Processing 2) [3]
Clean metal processing, Squeeze casting, Thixo -and compo-castion Rheocasting, 연속주조, 
Spray casting, Thin slab casting, EPC Processing, 금속기 복합재료 제조공장 등의 최근 응고과
정 제어기술을 다룬다.

173362 금속공정의컴퓨터응용(Computer Application of Materials Processing) [3]
응고현상, 확산, 열처리, 용접, 열전달, 액상의 흐름, 결정성장등 금속공정의 해석시 접하게되는 
여러 현상들의 모델링과 수치해석법을 습득한다.

173363 주철재료학(Metallurgy of Cast Iron) [3]
공정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주철재료 전반과 흑연화 이론, 접종이론 등에 관한 이론과 제조공정을 
따른다.

173364 결정성장론(Theory of Crystal Growth) [3]
완결정의 응고과정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공정들의 종류와 그 특성을 다룸으로서, 반도
체 재료, 산화물 단결정, 광학 소재 등 기능소재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한다.

173365 표면공학특론(Advanced Surface Engineering) [3]
공학재료의 표면특성, 표면준비, 표면보호, 표면의 기계적 성질, 표면처리 및 표면공학의 개발 등
에 관한 Topic을 다룬다.

173366 금속표면화학론(Chemistry of Metal Surface) [3]
공학재료의 표면과 관련된 표면열역학, 계면 및 표면과 가스간의 상호반응, 표면원자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심도 있게 다룬다.



173368 박막 제조공학(Thin fim Process) [3]
현대 IT 사회에 중요한 반도체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정들에 대한 원리와 방법들에 대
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공정들과 NT 소자의 제작을 위한 기초 지식을 익힌
다.

173369 반도체재료 분석법(Characterization of semiconductor materials) [3]
메모리 및 광소자와 같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들의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장
비들의 원리와 분석법에 대해 익히고, 이를 실제 실험에서 적용하는 예들을 배움으로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 광, x-ray 등을 이용한 분석법 들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173370 용접프로세스(Welding Process) [3]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용접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용접시방서(WPS)에 관하여 논한다.

173371 신소재공학특론(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3]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의 소개와 함께 그 재료를 생산하는 프로세스와 재료의 특성 등을 공부하
여, 실제 적용분야의 파악과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173372 분석화학특론(Advanced Analytical Chemistry) [3]
물질중에 어떠한 성분이 함유되어있음을 검출,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그 성분의 함유량을 구하는 
정량분석에 대한 이론과 평형에 소유하고 있는 분석기에 의한 실험을 직접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
성을 습득케 한다.

173373 금속표면개질론(Advanced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ies) [3]
공학재료의 표면과 관련된, 내마찰성, 내마멸성, 내식성, 내피로강도특성 및 우수한 광학특성 등
을 부여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처리방법과 장치 및 이들 특성의 적용성에 관해 다룬다.

173374 재료역학특론(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3]
구조물이나 공업재료 등의 역학적인 문제를 이론 및 실험적으로 연구한다. 

신설 현장실습(Field Experience) [3]
대학원의 교과목을 통해 배운 전공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업무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실습시간은 4주 이
상(90시간 이상)으로 하며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점은 실습 종료 후 
다음 학기에 부여한다. 

신설 창의적캡스톤디자인(Creative Capstone Design) [3]
한 학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기술이나 연구주제를 학생들이 독창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 및 실기를 적용하여 해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
적 기술역량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논문연구>

173801 석사논문연구(Thesis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2]
173901 박사논문연구 1(Thesis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1) [2]
173902 박사논문연구 2(Thesis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