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1964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는 현재까지 5,4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1,800여 명의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

였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기계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와 연구 기관에서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현재 28명의 교수진과 60여 명의 외국유학생을 포함한 900여 명의 학부생, 31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BK21 PLUS 사업단 선정과 공학교육인증(ABEEK) 교육,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산학연 연

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Since 1964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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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공학

기계란 뭘까요? ‘기계’라 불리는 물건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사전

적 정의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정의가 우리가 오늘날 기계라고 부르는 모

든 것들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모

든 물건’, 에너지(사람의 힘,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등)를 이용해 특정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

도 기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공학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기원전에 만들어진 바퀴나 

나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그 역사만큼이나 기계공학은 공과대학 안에 있는 다른 학과의 내용을 거의 

전부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계공학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

기보다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기계공학의 엔진  무엇이든 상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주인

공이 제법 큰 유리구슬을 들고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구슬 안에 자기

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가 실제로 펼쳐져 나옵

니다. 대화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의 영상통화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계공학은 이렇게 과거의 인류가 상상했던 황당무계

한 바람들을 현실의 세계에서 구현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무심히 거는 전화, 습관적으로 타는 자동차, 비행기, 모두 과거의 

인류가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구현된 기계들입니다. 기계는 이러한 식으

로 작동의 편리함과 높은 효율, 친환경성,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

러한 욕구가 상상력을 키우죠.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계공학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공수업  모든 기계공학은 수학으로 통한다

우리 주변의 기계들은(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규모로 작업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플 아

이폰은 수천만 대가 동일한 디자인과 사양으로 제작되고, 자동차 역시 한번 설계되면 5년 이상 동일한 틀을 유지한 채 만들어집

니다. 따라서 기계 제작 과정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작동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량생산을 위

한 효율적인 방법과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경제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정

량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여기에서의 수학은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등 기계 

작동에 관여하는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 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풀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포괄

합니다. 다시 말해 기계공학은 세부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수학적인 기초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부터 미래지향적인 건축까지

고체 · 재료 분야  기계를 구성하는 고체 재료에 걸리는 힘, 변형량 등을 계산해서 기계가 외부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도록 하

고, 기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특성을 연구합니다. 고체역학, 공학재료학, 유한요소법, 재료거동학 등의 과

목이 있습니다.

열 · 에너지 분야  1700년대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로 열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열역학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고등학교 물리2에 있는 열역학 관련 내용과 연관이 있으며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열역학, 열전달, 냉동, 공기조화, 에너지공학, 내

연기관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유체 분야  공기나 물 등의 유체의 유동과 기계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합니다. 유체의 움직임을 서술하기 위해 수학적 표현이 필요

하며 미적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체역학, 유체기계, 열유체응용설계, 응용유체역학 등이 있습니다.

 http://me.korea.ac.kr

이런 학생 기계공학에 

•  수학과 물리, 화학은 내 손 안에 있다.

•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을 본다.

•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상상력의 연료를  

꽉 채웠다.

•  기계가 너무 사랑스럽다.

•  무얼 보든 “저건 어떻게 움직이지?”를 늘 상상하고 

궁금해한다.

•  나는 대기업 CTO가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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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 제어 · 로봇 분야  대부분의 기계요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

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고등학교 때 배우

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전기회로에 대한 기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역학, 자동제어, 메카트

로닉스, 로봇공학 등을 배웁니다.

생산 · 설계 분야  ‘어떤 기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만

들 것인가?’ 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계의 설계, 기계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주로 배

우게 되며, 기구학, 전산기이용기계제도, 전산기응용설계, 기계요소설계, 생산공학 등의 과

목이 포함됩니다.

바이오 · 나노 분야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내용을 생물

학에 응용하거나, 마이크로 / 나노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계공학적인 이론으

로 해석 및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기계를 일컬어 MEMS(Micro 

Electrical Mechanical System)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된 초소형기전공학, 생체공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기계공학부의 어제와 오늘  튼튼한

학문적 기초와 다양한 응용분야 교육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면서 첨단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분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자동차와 같이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

지로 바꿔주는 장비도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중간 또는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내

는 플랜트도 로봇이 활용된 자동화된 생산설비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도 하늘을 나는 항공기도 미지의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우주선의 개발도 기계

공학이라는 학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첨

단분야의 연구도 기계공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기계공학부에서는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분야 교육뿐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응용분야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의 미래

더 편리한 세상을 꿈꾸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도모하라
기계가 더 진화할 수 있을까요? 기계로 일어나고, 기계로 먹고, 기계로 놀고, 기계로 

사람을 만나고 기계로 건강을 유지하고 기계로 잠을 자고 기계로 여행하고 기계로 

아름다움을 가꾸고 때론 기계로 숨을 쉬고 기계가 수술을 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계의 꿈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원리와 가치체계를 뒤집

을 또 다른 기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고 전기나 기름 없이도 

자동차는 달립니다. 기계가 기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기계 진화의 최종목표는 기계를 통해 인간이 세상의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넘나

드는 것입니다. 더 멀리 우주까지 더 빠르게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더 작아져 우리 몸의 

세포 속까지 넘나들고, 더 닮아 우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내고 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학문융합은 유행

처럼 지나가는 시대적 이슈가 아니라 기계공학에서도 철저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새로운 분야로의 발전이 매우 빠른 현대 기술의 특성상 단일 학문만으로는 접근이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산학장학생이란 대

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학기 중에는 회사로

부터 일정 규모의 장학금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

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프로

그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두산인프라

코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여

러 대기업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안정적인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에

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PACE센터 PACE (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는 제너럴 모터

스, 휴렛패커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파트너 사로 참여하는 국제적 

산학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미국 

MIT 공과대학을 비롯, 캐나다, 독일, 스웨덴, 멕시

코, 중국 등 전 세계 35개 대학에 이어 2006년 36

번째 PACE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제품 개

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PACE 

프로그램 경연 대회(PACE Competition)를 통해 

학생들이 PACE 관련 교과목에서 수행한 과제물

을 GM 엔지니어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대내 · 외
평가 및 수상실적

·  기계공학 학문분야 평가 대학 및 대학원 전

국 1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교육인적

자원부 평가)

·  2017년 QS 세계대학평가 Mechanical, Aero-

nautical & Manufacturing 부문 59위

· 2018년 QS 세계대학 평가 47위

해외 교류 현황

·  동아시아 4개 대학 정기 워크샵 개최(고려대학

교, National Chen Kung University, Hokkaido 

University,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

versity)

· 일본 게이오 대학과 정기 교류회 개최

·  다양한 해외 유수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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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공학의 경우 포괄하고 있는 분

야가 넓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학문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전기공학, 재료

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블루오션

●

로봇공학 

분야

혼다의 ‘아시모’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무인 정찰 ·탐

지로봇, 초소형 로봇, 수술을 위한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 분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효율 태양전지, 풍력발전기 등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치와 

연료전지, 2차전지 등 전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에 대

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

극소 암세포 검지기술, 치매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연구, 소량의 

혈액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랩온어칩(Lab on a chip), 인공피부, 

인공조직 등을 만들기 위한 조직공학(tissue engineeing), 수술용 

장비를 만드는 의생명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등 생명공학 

분야와 연계된 바이오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 학회(학생 자치 활동)

어울수레, 카시모프, 모엔, 축구부, L.E.F.T, 무적카메라 등

학과 부설 연구소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졸업 후의 진로

졸업생 수  5,400여 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기계공학부 졸업생들은 기계, 자동차, 중공업, 엔지니어링, 건설, 전자, IT, 금융분야 등의 다양한 

산업체뿐 아니라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 공기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은 

본교 또는 외국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한 후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의 교수 등으로 임용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기계공학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일. 김영사. 2007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펼치는 급진

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800페이지

가 넘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

로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미래에 관심

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읽어볼 만합니다.

인간이 초대한 대형참사

제임스 R. 차일스. 수린재. 2008

타이타닉 호, 우주왕복선, 체르노빌 원전, 비행기 

사고 등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엔지니

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나노기술의 이해

서갑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기계공학은 물론 각종 공학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나노기술에 대한 소개와 

여러 응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

작된다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청림출판. 2014

인공지능에서 무인 자동차와 로봇공학에 이르기

까지 기술의 최근 발전 사례들을 살펴보고, 기술

이 현재 빚어내는 경제적 상황들을 분석하였습니

다. 특히 풍요와 격차라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경제

적 결과를 탐구하며 생존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찾아내고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

는 흥미로운 도서입니다.

기계공학은 발전할수록 더욱 새롭게 발견할 것

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남아있

는 한, 기계공학은 그 상상력을 동력으로 삼아 

끝없이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동

일하지만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삼으려는 

학생이라면,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