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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2019 학년도 2학기)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dynamics of particles and rigid bodies. The material, based on a Newtonian formulation of the governing
equations, is illustrated with numerous examples ranging from one-dimensional motion of a single particle (질점 운동학) to planar motions of rigid
bodies (강체의 평면 운동) and systems of rigid bodies (3차원 강체 동역학).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Reintroduce students to Newton's 3 laws; introduce rigorous kinematical analysis of particles and rigid bodies;
discuss creation of equations of motion for particles and rigid bodies in planar motion; discuss orbital mechanics and general momentum conservation
problems; introduce energy-based approaches to determining system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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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도서명 출판사 비고

주교재1 백태현 외 4인 역 Beer의 알기 쉬운 동역학 McGraw Hill Beer &amp; Johnston의
"Fundamentals of

참고서적1 송철기, 홍장표 저 동역학 교보문고 3판

Ⅲ.교재 및 참고서적

과제 과제명 참고사항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Ⅳ.과제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고사 기타 계

배점비율 5 20 30 25 20 0 100

Ⅴ.평가방법

기타 : 수업기여도, 예습상태, 수업태도, 발표능력

- 시각장애학생: 강의 파일 제공, 대필 도우미 허락, 강의 녹음 허락 등 
- 청각장애학생: 강의 파일 제공, 대필 도우미 허락, 원격강의 지원 허락(수화, 속기) 등
- 지체, 뇌병변장애학생: 강의 파일 제공, 대필 도우미 허락, 강의 녹음 허락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Ⅵ.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사항

주차 강의내용 강의방법 활용기자재 비고

1 주
동역학의 기본 개념 및 응용분야 설명 - 교재의 활용방법 및 강의방
향 소개 - 질점 운동학(1): 직선 및 상대 운동

빔프로젝터, 컴퓨터

2 주 질점 운동학(2): 질점의 곡선 운동, 직교 좌표 아닌 성분 빔프로젝터, 칠판

3 주
질점 동역학: 뉴우튼의 제2법칙, 선형 운동량, 각 운동량, 궤적 운
동

빔프로젝터, 칠판

4 주 질점 운동역학(1): 일과 에너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빔프로젝터, 칠판 Quiz #1

5 주 질점 운동역학(2): 충력량과 운동량, 충격 빔프로젝터, 칠판

6 주 질점계: 뉴우튼의 제2법칙, 에너지와 운동량 법칙 빔프로젝터, 칠판

7 주
강체 운동학(1): 병진 운동, 고정축 회전 운동, 일반 평면 운동의
속도

빔프로젝터, 칠판

8 주 질점 및 강체 운동학 review 빔프로젝터, 칠판 중간고사

9 주 강체 운동학(2): 회전 운동의 순간 중심, 일반 평면 운동의 가속도 빔프로젝터, 칠판

10 주 강체 운동학(3): 회전계에 대한 운동 해석 빔프로젝터, 칠판

11 주 강체의 평면 운동(1): 힘과 가속도 빔프로젝터, 칠판

12 주 강체의 평면 운동(2): 강체에 대한 에너지 방법 빔프로젝터, 칠판 Quiz #2

13 주 강체의 평면 운동(3): 강체에 대한 운동량/모멘트 방법 빔프로젝터, 칠판

14 주 3차원 강체 동역학 빔프로젝터, 칠판

15 주 강체 동역학 review 빔프로젝터, 칠판 기말고사

Ⅶ.주별 강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