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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2019 학년도 2학기)

본 강좌는 전공선택 I 과목으로서 기계공학부 학부 과정에서 생산시스템 공학의 기본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세부적인 학습내용에는 생산시스템의
개념과 기본구조, 자재와 정보의 흐름, 제품과 공정계획, 생산계획, 생산일정관리, 재고관리 등이 포함된다.  강의는 교수 주도의 수업으로 생산시스템 공학에
대한 개념 설명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질문과 토의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 시킨다. 과제는 주로 강의에서 설명된 개념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둔
다.

Ⅰ.강좌 및 담당교수

Ⅱ.강의내용(목적)

과목명 생산시스템공학 학수번호 EOA00043 수강반 151

외국어강의구 강의시간 월1, 수2, 3 [104-0406] 강의실 월1, 수2, 3 [104-0406]

이수구분 전공선택 강좌구분 인증구분

주수강자 학점구성 학점 : 3, 이론 및 실습 : , 설계 :

수강대상 기계융합공학과

담당

교수

소속 본부대학  기계융합공학과 연구실 104-0302

성명 추원식 E-mail wschu@gnu.ac.kr

전화번호 055-250-7302

작성일 : 2019.07.25

2019-10-03 21:13:49

구분 저자 도서명 출판사 비고

주교재1 Mikell P. Groover 현대 생산자동화와 CIM 시그마프레스 한영근, 김기범, 김종화,
박강, 서윤호, 신동목, 정

참고서적1 최성대, 강낙중, 이윤희, 석미정, 유종규 공학도를 위한 생산시스템공학 문운당

참고서적2 Roger G. Schroeder, Susan Meyer
Goldstein 생산운영관리 시그마프레스 민동권, 박철순, 손병규,

오중산, 황기현 옮김

Ⅲ.교재 및 참고서적

과제 과제명 참고사항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Ⅳ.과제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고사 기타 계

배점비율 10 30 40 20 0 0 100

Ⅴ.평가방법

기타 : 수업기여도, 예습상태, 수업태도, 발표능력

- 도우미(대필, 수강관련) 허용과 교재 및 강의자료 파일 제공, 강의 녹음 허락
- 평가 시간 연장(1.5배~1.7배 권장), 필요 시 별도 고사실 제공
-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출 및 응답 방식 조정, 필요한 경우 대체 평가 실시

Ⅵ.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사항

주차 강의내용 강의방법 활용기자재 비고

1 주 생산의 개요 및 제조공정

2 주 자동화와 제어기술

3 주 산업용 제어 시스템

4 주 자동화와 공장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요소

5 주 컴퓨터 수치제어

6 주 산업용 로봇, 이산제어와 PLC

7 주 자재취급과 식별기술

8 주 제조시스템의 개요

9 주 단일작업장 제조 셀

10 주 수동 조립라인, 자동 생산라인, 자동조립 시스템

11 주 그룹테크놀로지 및 셀형 생산, 유연생산 시스템

12 주 품질 관리 시스템

13 주 제품설계와 CAD/CAM

14 주 공정계획과 동시공학

15 주 생산계획 및 통제, JIT와 린생산

Ⅶ.주별 강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