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설비·소방공학과

설비공학전공
Department of HVAC & Firefighting Engineering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공과대학1 123-A호 / 수여학위명 : 공학석사, 공학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Engineering, 123-A
수여학위명 : Master of Engineering, Ph.D of Engineering

TEL : 031-750-5314  FAX : 031-750-5314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미래산업에 대비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with research/development capability in 

prepa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and green future industry 

▶ 전문 지식과 고급 기술 능력, 창의적인 연구 능력 함양

   Expertise and advanced technical skills, creative research capacity cultivation

▶ IT,BT,NT,ET 등 산업 발전과 연계된 고효율 설비시스템의 연구 개발능력 향상

   Enhancing research & development capability of high efficiency building systems 

with emerging industry IT, BT, NT, ET etc.

▶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창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Contribute to improving quality of life with comfortable and hygienic creation of space

▶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지성인 배출

   Producing intellectual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society and serving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국문/영문 별도작성)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건축설비 전공 건축설비 전공

연구분야

건물에너지, 공기조화설비 및 냉동, 위
생설비 및 배관시스템, 특수 설비시스
템 해석 및 제어, 환경친화형 건축설비
기술, 바이오 공기청정(GMP &
GLP)기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계 검증, 설비시스템 설계

건물에너지, 공기조화설비 및 냉동, 위
생설비 및 배관시스템, 특수 설비시스
템 해석 및 제어, 환경친화형 건축설비
기술, 바이오 공기청정(GMP &
GLP)기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계 검증, 설비시스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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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Master Ph.D

A Field
Major
of

Study

HVAC System Engineering HVAC System Engineering

A Field
of

Study

Building energy,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system,
Building plumbing and piping
system,
Building mechanical system
analysis and control,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mechanical system

bio-air clean technology and
extraordinary equipment
technology,
Design & verification of

Bio-safety level 3 laboratories,

Design of building mechanical

system

Building energy,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system,
Building plumbing and piping
system,
Building mechanical system
analysis and control,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mechanical system

bio-air clean technology and
extraordinary equipment
technology,
Design & verification of

Bio-safety level 3 laboratories,

Design of building mechanical

system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홍진관
공학박사(고려대학교,
MIT대 Post-Doc.)

HVAC, 공조시스템 및 열회수기술,
BEMS, Bio클린룸(GMP & GLP)및
공기청정기술, Bio Safety 연구시설
(BSL3)설계 및 검증 기술

jkhong@gachon
.ac.kr

교수 김명호
공학박사(광운대학교,
동경공업대 Post-Doc)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뇌파 기반 Intermedia 제어,
염파 통신

ibs@gachon.ac.
kr

교수 정웅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건물 에너지 최적화, HVAC, 건물 시
뮬레이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물부하
예측, 복사시스템 제어

wjchung@gacho
n.ac.kr

4. 학과내규

1) 입학

(1) 학생모집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3월 학기와 9월 학기로 1년에 2회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건축설비, 건축, 환경 관련 동일계열과, 기계공학, 기계설

계, 기계공학 관련 동일계열에서 학사학위(박사과정인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또

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전

학년 평점평균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단, 동일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자

격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입학 후 지정한 소정의 선수 과목을 24학점 이내에

서 이수해야 한다.

(3) 입학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일반전형의 필기시험, 구술시험 과목과 전형위원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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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교수

(1) 연구전공 분야는 건축설비공학분야, 건물에너지 분야, 공기조화설비 및 냉동 분야, 위

생설비 및 배관시스템 분야, 설비시스템 및 제어 분야, 특수설비 분야로 구분된다.

(2) 신입생은 입학 후 희망 연구분야를 신청하여 배정 받는 데 한 분야에 과다하게 신청

하는 경우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입학성적순으로 최종

결정한다.

(3) 논문지도교수의 지정은 제 2차 학기초에 대학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지정한다. 단, 제 1차 학기에는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사

및 연구 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대학원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

한다. 지도교수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한다.

(4)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 본 학과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박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하며 재학

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3년, 박사학위 과정은 5년으로 한다.

○ 본 학과 대학원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으로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

학위과정 60학점(석사학위 24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한다.

○ 원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입학생 중 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

학자는 지정된 선수과목을 24학점이내에서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 과목별 성적은 평점 2.0(C⁰)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의 경우에는 평균평점이

3.0(B⁰) 이상이여야 한다.

○ 과정별 이수 과목에서 필수와 선택은 구분하지 않는다.

4) 선수과목

유사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다음의 학부 전공과목에서 24학점 이내에서 이수하여야 한

다. 선수과목은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 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선수과

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종합시험과목

(1) 종합시험과목은 다음 과목 중 선택함 원칙으로 한다.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건축설비
전공

․위생설비특론 ․공조설비특론
․배관망 유동해석 특론 ․빌딩 전기설비 특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특론

총 3과목

박사과정
건축설비
공학

․위생설비특론 ․공조설비특론
․배관망 유동해석 특론 ․빌딩 전기설비 특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특론

총 4과목

(2) 종합시험과목 신청

지도교수의 지도에 의하여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

과목 개설이 되지 않아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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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의 연구계획서의 제출시기는 석사학위는 1학기 전으로 한다.

(3) 학위청구논문에 대하여 학위취득 최종일로부터 3개월전에 지도교수 책임하에 학과 주

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청

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4) 예비발표와 동일한 내용을 공인된 학회에서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예비발표를 면제할

수 있다.

(5)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예비발표 심사위원으로 한다.

(6)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학술발표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석사학위는 1학

기전, 박사학위는 1년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마쳐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3개월전에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학과

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청구자는 논문제출전에 관련 학회에 가입하고 가입한 학회의 학술발표회 또

는 학회지에 당해 논문의 내용을 1회이상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발표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시기, 심사과정, 심사방법,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을 준수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 건축설비공학

00796, 00800 공조시스템 세미나 1,2 (Building Air Conditioning Seminar 1,2)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조 시스템 개발 및 신기술의 실제 설계적용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이론과 그 응용 예를 토론함으로써 공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00801 공조설비특론 (Principle of HVAC System)

대학원과정 이수에 필요한 공조설비와 관련 관련된 기초 열 유체공학적인 원리, 습공기선도의 개념 및 사용
법, 건축물 외피의 열전달 기구, 부하산정방법 및 파이프와 덕트 시스템과 열원시스템에 대한 설비이론에 대
해 강의한다.

00802 공조시스템설계 (Design Research Seminar of HVAC System for Building)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공조시스템에 대해 그 기본 계획상의 요점과 설비설계
의 방법과 관련 신 기술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의하며 도면 제작에 대해 실습함으로써 공조시스템 설계능력
을 함양한다.

06693 설비시스템설계특론 (Design Research Seminar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각종 설비시스템에 대해 그 기본 계획상의 요점과 설비설계
의 방법과 관련 신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며 도면 제작에 대해 실습함으로써 건축물의 설비시스템 설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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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한다.

00803 냉동설비공학 특론 (Design of Refrigeration System)

냉동공학의 기본 지식이되는 열역학의 기본이론과 압축식과 흡수식 냉동사이클의 개념 및 냉동기, 냉동창고,
저온창고등의 냉동 system의 설계상의 요점과 신기술에 대해 조사하여 토론함으로써 냉동설비에 대한 이해
를 높힌다.

00804 빌딩 자동화설비 설계 특론 (Design of Building Automatic Control System Engineering)

빌딩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를 포함한 각종 설비들에 적용되고 있는 제어시스템의 설계 기법에 관한 이론 및
응용방법을 공부하며,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시뮬레이터의 구
성 능력을 배양한다.

00805 빌딩 전기설비 특론 (Theory of Electrical System in Building)

각 전기관련 공학의 원론이나, 이론, 공식을 기초로 환경 및 생산 설비에 응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원리

자체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나 경험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건축물의 건축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설계 방

법을 고찰하며 IB에서의 건축전기설비 기능과 구성요건에 대해 파악한다.

00806 빌딩제어공학 세미나 (Seminar on Building Automatic Control)

설비시스템의 제어에 관련된 신기술 및 최근 논문들의 연구 목적, 필요성 및 연구방법들을 고찰하고 이를

세미나를 통해 토의함으로써 연구 및 발표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논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계획

및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00810 I.B.S.특론 (Theory of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빌딩의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그리고 빌딩자동화를 위한 연계성을 공부하고,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설계방법, BAC Net 및 LonWorks기술등을 공부하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설비들의 기

능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인텔리젼트 빌딩의 설계에 대한 개념 및 그 응용력을 배양한다.

00811 열원장치설계 (Design of Thermal System)

에너지 절약적 이고 경제적인 열원장치를 설계에 필요한 목적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 최적시스템을 설

계하는 설계이론과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된 시스템 시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00812 열전달특론 (Advanced Heat Transfer Theory)

각종 열원장치와 운송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전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도, 대류 및 복사 열전달 기구

의 이해 등 대학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열의 전달원리에 대해 강의하고 설비시스템 내의 열의 전달현상에 대

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함양한다.

00813 위생설비시스템 세미나 (Seminar for Building Plumbing System)

위생설비 시스템은 급수와 배수통기에 관련되어진 각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해당 건

물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지․보수가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여 경제적인 시스템 설

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며 토의를 한다.

00814 위생설비특론 (Sanitation and Plumbing system)

급수․급탕․배수 및 통기․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과 최근 신기술로써 개발되어진 시스템들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토의를 한다.

00815 유체기계특론 (Advanced Hydraulic Machinery)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유체기기의 기본원리와 성능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심도 있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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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최적의 설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특히 펌프와 송풍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다룬다.

00816 유체역학특론 (Advanced Fluid Dynamics)

유체유동에 대한 기본 방정식을 이해하고, 특히 설비 시스템의 배관계 및 덕트계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배관내의 점성유동 해석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설비 시스템의 물분배 시스템, 공기 분배시스템 및

열매 수송시스템의 해석과 설계 개념을 갖도록 한다.

00817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절약적인 공조설계를 위해 건축물 내의 기류해석이나 열원시스템의 내부유동해석을
위한 유동수치해석 방법과 기본이론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습해봄으로써 전산유체역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능력을 높인다.

06692 열에너지응용설비 (Thermal Energy application system)

건축물, 산업공정 등에서 열에너지 응용과정과 시스템을 학습하고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에 대해

연구하며 토의한다.

03449 건물 리모델링 특론 (Building Remodeling System Design)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시스템의 환경․에너지 소비등의 조사․평가를 통하여 건물 리모델링의 도입 및 효과

를 알아 본다. 또한 LCC와 LCA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소비의 절약 방법 및 기법에 관하여

조사․토론한다.

03915 면역건물기술특론 I (Theory of Immune Building Technology I)

실내에서의 호학적인 오염원이나 특히 병원성미새물에 으한 오염방지 및 오염원제거와 평가 기술에 대해 강

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신기술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04018 면역건물기술특론 II (Theory of Immune Building Technology II)

실내에서의 호학적인 오염원이나 특히 병원성미새물에 으한 오염방지 및 오염원제거와 평가 기술에 대해 강

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신기술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04019 환기설계특론 (Design of Ventilation System)

건물에서의 오염원과 이들을 신선외기를 도입하여 희석시키고 오염원을 국소배기를 통해 제거하는 환기의

기본이론에 대해 강의하며 환기설계방법에 대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03917 CFD 해석 특론 I (Theory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

기류해석 및 열원시스템의 내부 유동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기초지식의 습득과 운영방법 및 해석 방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04021 CFD 해석 특론 II (Theory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I)

CFD의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응용에 이르는 심도있는 학습을 함으로서, 설비시스템의 각종 유동 해석을 통

한 시스템의 설계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03918 건물에너지 관리 및 제어 특론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Control)

건물에서의 설비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운전 및 관리, 그리고 제어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과 에너지절약을 이

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갖도록 한다.

06694 건물에너지 해석 (Building Energy Analysis)

건물에서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의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종 해석방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툴을 이

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함으로 올바른 시스템 선정과 에너지 절약방법을 습득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

및 운전을 위한 에너지 특성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04024 배관망 유동해석 특론 (Pipe Network Flow Analysis)

복잡한 배관망에서의 유체 유동특성을 해석하고, FLOWMASTER 등의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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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력을 갖도록 한다.

04025 설비 Remodeling 특론 (Facility Remodeling)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진단, 평가하여 설비 Remodeling 계획 수립에 관해 수업을 진행한다.

04026 설비 경제성평가 특론 (Facility Economic Evaluation)

건축설비의 설계시 Life Cycle Cost, Value Engineering, Life Assesment등의 기법을 통해 최적설계안

을 선정하는 내용에 관해 수업을 진행한다.

04027 Industrial Clean Room 특론 (Theory of Industrial Clean Room)

현 반도체등 많은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Clean Room에 관한 제반 지식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다.

06069, 06071 생물안전시설특론 1, 2(Bio-Safety Equipment System 1,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다루는 시설에서 생물안전의 개념과 생물안전시설의 설계개념 및 오염원 제거와

평가기술과 이를 적용한 설비시스템 대해서 조사, 토론한다.

06070, 06072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특론 1, 2 (Theory of Bio-Safety Level 3 Laboratories 1, 2)

실압제어가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 특수실험실의 최적 환기설계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안전성 평가 및 환경

성 유지기술과 기류제어, 시스템요소, 관련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의하고 신기술을 조사, 토론한다.

06073 바이오하자드 설비 특론(Biohazard System)

위험한 미생물을 일정경계내에 가두고 외계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생물에 의한 생물재해의 기본특성과 이를 방지

하기 위한 평면계획, 설계조건, 규격등에 대해 강의하고 모델설계에 대해 조사, 토론한다.

06074, 06075 바이오클린룸 특론 1, 2(Theory of Bioclean Room 1, 2)

생물학적 오염원이 제어되는 청정실의 기본원리와 적용분야별 특징 및 관련시설의 설계와 계획의 주안점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규격과 신기술에 대해 조사,토론한다.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Building Energy Simulation)

건물 에너지 소비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tool을 익혀 발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향상시킨다.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를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적용시켜 연구능력을 증진

시킨다.

건축 환경 계획 (Architectural Environmental planning)

전체적인 건축 설비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적인 계획을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패시브적인 절약요소와 액티브적인 절약요소를 나누어 계획을 세워 최적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배운다.

건물 열에너지 (Building Thermal Energy)

건물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해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해석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물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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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소개

 설비시스템 공학분야는 1989년 학과 설립 인가 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

진법 등에 근거하여 친환경 녹색건축, Zero Energy Building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 설계 및 시

공, 태양광(BIPV), 지열(Geothermal Heat Pump),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술의 도입과 BCR,

ICR등의 바이오 산업과 전자산업과 연계된 특수 설비 및 산업플랜트(EPC) 설비 등 주거생활과 첨단산업분

야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설비시스템 전공분야의 선두학과로 자리 메김

하였다. 이와같은 본 학과의 설비시스템공학 융복합/특성화 교육과정은 국내 대기업과 1군 상위건설업체에

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 본 학과 졸업생들은 높은 경쟁력을 입증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취업 및 기업체

채용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2월 졸업생의 경우 82%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었으며, 취업의 질에 있어서

졸업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글로벌 대기업 취업률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공분야에 약 82%

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설비시스템 분야의 비교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 “엔지니어링 산업 기본법”에서는 설비시스템분야를 기계, 원자력, 정보통신, 화학부문 등 총 15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국내에서 설비시스템분야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IT, BT,

ET 관련 산업과 연계된 중요성과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관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강화와 에너지 사용 고

효율화를 위해서 건물에너지평가사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BEMS등 건물

에너지 관리기술이 더욱 더 필요하다. 향후 건설산업의 생태변화로 인해서 신축되는 건설 시장 규모는 축소

등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고효율화와 첨단화에 필요한 설비시스템공학의 비중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융복합/특성화 설비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본 학과에서 융복합/특성화 설비시스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계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사회에서 요

구하는 녹색건축 및 Zero Energy Building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실제적인 적용과 바이오 산업과 전자산업

과 연계된 특수 설비시스템 및 산업플랜트(EPC) 설비 시스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

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의 해외 시장진출시 관련산업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시장에서 가능

하게 하는 기반기술로서 첨단 설비시스템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본 학과 설비시스템 분야 전

공 졸업생들의 전망과 진로는 더 확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