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학사과정에서는 먼저 교양과정에서 일반공학 및 기초분야의 필요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며, 그 후 항공우
주공학의 4개 분야에 관련된 필수 및 선택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항공우주공학은 비행체 전반에 대한 시스
템과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계 및 해석을 다루는 학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기초가 되는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그리고 동역학 등의 4대 역학 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그 후 항공우주공학 전
반에 대한 개론과 각 분야의 심오한 이론적 배경과 설계, 해석을 위한 공기역학, 비행체구조 및 재료역학, 항
공기 추진기관, 비행역학, 항공공학 실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공우주분야의 필수교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그
리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공 선택 분야의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설계 및 해석 등과 같은 첨단의 기법들을 이해,습득하여 심오한 이론과 현장에서 직접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연구와 졸업연구를 통하여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아래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현장 실습을 통하여 산
업체와 연구소 등지에서 현장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석･박사과정
석․박사과정에서는 학사과정을 통하여 얻은 기초 지식의 바탕 위에 항공우주공학의 4대 분야에 대해 각각
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 강의와 논문연구가 수행되며, 좀 더 깊이 있고 세분화된 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기역학분야는 공기역학, 기체역학, 전산유체역학, 경계층이론, 극음속유동, 공력음향학, 실험 공기역학 등
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항공기유동, 충격파유동, 점성유동, 엔진흡입구 유동, 제트 및 노즐유동, 날
개 및 동체유동, 와유동 등에 대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적 기법 및 아음속풍동시설, 음향풍동, 충격파관
을 이용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구조 및 구조동역학 분야는 구조역학, 복합재료역학, 구조동력학, 공
력탄성학, 유한요소법, 평판 및 쉘 이론과 실험응력해석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 분야들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기관분야는 추진기관, 연소공학, 열
전달에 등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추진기관의 성능예측, 연소장치, 로케트 추진제의 연소, 복사 열
전달, 그리고 여러 연소현상에 관한 수치해석에 의한 이론적 모델링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
역학 및 제어분야는 비행역학, 비행제어, 유도 및 항법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비행체의 안정성 해석,
제어 설계, 비행궤적 최적화, 유도방식 및 표적추적, 항법방식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항공우주공학전공 석·박사 과정은 항공우주공학이나 기계공학 계열 및 물리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들이 입학할 수 있다.

2. 연구 분야

항공우주공학전공의 학술 및 연구활동은 크게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구조역학 및 구조동역학, 추진기관
및 연소, 비행역학 및 제어 등의 네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분야
공기 및 일반유체의 운동에 관련된 광범위한 기초유동 및 응용 유동현상을 연구한다. 각종 비행체의 형상
과 관련된 외부유동, 공기흡입 엔진의 압축기 및 터어빈 등의 내부유동, 로켓 엔진의 터보펌프 및 재생냉각,
헬리콥터 회전익 공기역학, 희박기체 유동현상 등의 전반적인 유동 및 소음 현상을 이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또한, 아음속 및 초음속 풍동을 이용하여 광학적 방법 및 센서감응을 통한
실험적 유동 현상을 연구한다.
1)

복합재 구조 및 구조동역학 분야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각종 비행체 구조물의 구조 강도 해석, 구조 진동 및 공력탄성 등을 연구한다. 항
2)

공기 구조물에 대한 해석, 평판 및 쉘에 대한 좌굴 및 진동해석, 복합재료 구조의 특성 및 거동해석, 공력탄
성 해석 등을 이론과 실험 및 수치적 계산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각종 비행체 설계에 응용한다. 또한 광섬
유 및 압전재료를 이용한 지능구조물에 대한 연구, 신소재 진동 및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공위성 발사체
의 구조 동역학 해석 연구 등을 수행한다.
추진 및 연소분야
각종 항공기 및 운반체의 엔진과 추진계통의 성능 해석과 추진제의 연소특성 등을 연구한다. 공기흡입 엔
진의 추력 발생에 관한 해석, 고체 및 액체 로켓 추진제의 연소현상 해석, 화염의 발생 및 전파, 분무연소,
3)

복사 열전달 영향에 의한 연소현상 해석, 폭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비정상 화염전파, 이상유동,
유동장을 이용한 연소제어, 레이저 및 광학계를 이용한 측정, 에너지 시스템 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행역학 및 제어분야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등의 성능과 안정성을 비롯한 동역학적 특성과 항법, 유도 및 제어기법 등을 연구
한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성능해석, 발사체, 미사일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설계, 비행궤적 최적화, 시스템
4)

변수 추정 및 적응 제어,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장치 설계, 강인제어 및 비선형 제어이론, 항법장치 설계, 공
력 계수 등의 변수 식별기법, 신경 회로망 신호처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