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Advanced Energy and System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석유경제사회라 불리는 지금의 세계는, 유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가정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석유소비국이면서도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빠르고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설립당시인
1977년부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여 깨끗한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산업과 수송 그리고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의 개발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개척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선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세계최고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해 주어진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조직을 새롭게 하고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하는 체제 변화를 기했습니다.

www.kier.re.kr

앞으로 에너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신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그린에너지기술 중심연구기관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el : 042-860-3114
Fax : 042-861-6224

전공 개요
신에너지 및 시스템 공학 전공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재료, 청정연료 및 온실가스, 고효율
시스템등 5개의 연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전공에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새로운 에너지 재료, 화석연료 전환, 온실가스 포집,이용,저장,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시스템 운영 관련 핵심기술 중에서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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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The world, often dubbed an oil economy, is directly affected by the volatility of oil prices,
the effects of which range from the national economy to the local and to families and
individuals. In particular, Korea, the 10th world's largest oil consumer which imports most
of its energy, can be easily influenced by rises and falls in the price of oil. The world seems
to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we must do something to counteract climate change and
reduc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In that context green industries are growing fast. That's
why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direction of...

INTRODUCTION OF MAJOR
The major of advanced energy & system engineering is divided into five research fields
which are hydrogen energy, fuel cells, energy materials, fuel conversion and greenhouse
gases, and high efficient systems.
Students can learn intensively their field of interest among the key technologies about
hydrogen and fuel cell, advanced energy materials, fuel conversion and CCUS (ca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efficient energy use, and system operation etc. as well as
overall energy enginee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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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신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화석연료 전환분야의 선진국 이상의 이론 확립
전문적인 에너지시스템 엔지니어링 인재양성

연구부문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 보유
고 효율 에너지시스템 연구개발의 국제화
기술 선진국을 초월하는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차세대 기술의 이론 및 실제의 이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연구 시스템 구축
연구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R&D 능력 함양

연구부문

신에너지분야의 설계 및 응용 분야 직접 참여
에너지 융합기술 도출을 통한 인류복지에 기여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졸업 후 진로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전공 졸업생은 에너지산업, 정밀화학산업, 석유화학 및 고분자 산업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기업, 국공립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진출해 있습니다. 본 전공은 물리, 수학, 생물 등을
기초로 하여,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재료, 청정연료 생산 및 CCUS를 위한 촉매 및 공정,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등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기업체, 학계, 연구소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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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DEVELOPMENT GOALS
Education

Education for new energy technolog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sector

Establishing more innovative theory than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s of fossil fuel conversion technology
Creating professionals in energy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Obtaining key technologies for hydrogen and fuel cells

sector

Globalization of high efficiency energy systems R&D
Achievement of outstanding research results beyond advanced
countries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Understanding theory and practical work for next generation

sector

technologies
Preparation of energy research system to meet climate change
Enhancement of R&D capability through field based training

Research

Participation in design and application for new energy development

sector

Contribution to human welfare by energy convergence technology
Promotion of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projects

AFTER GRADUATION
Students in advanced energy & system engineering are entering into the domestic major
conglomerates,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venture companies at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energy industry, fine chemical industry, petrochemical and polymer industry.
This major is preferred by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because it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r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ydrogen energy, fuel cell, energy material, catalyst
and process development for clean fuel production and CCUS, and high efficiency energy
system, which are based on physics, mathematics and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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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고분자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물리학
∙ 에너지공학
∙ 자동차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필수

(Major)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에너지공학개론 |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연료전지 개론 | Introduction to Fuel Cells
에너지 소재 개론 | Introduction to Energy Materials

∙ 재료

청정연료개론 | Basic Course on Clean Fuel Technology

∙ 전기공학

에너지 시스템 특론 | Advanced Energy Systems

∙ 전자공학

연료전지소재 특론 | Contemporary Fuel Cell Materials

∙ 제어계측공학

연료전지 시스템 공학 | Fuel Cell Systems

∙ 화학

연료전지 설계 및 해석 입문

∙ 화학공학

| Introduction to Fuel Cell Design and Simulation

∙ 환경공학

신에너지 전기화학
| Electrochemistry for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기기분석 및 원리 | Principles of Analysis Technique
에너지소재 심화 | Advanced Energy Materials
반도체 에너지소자 개론
|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Energy Device
고온에너지 소재기술 | High-Temperature Energy Materials
이온전도성세라믹소재공학 | Ion-Conducting Ceramic Materials
청정연료심화 | Advanced Course on Clean Fuel Technology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 | 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고급반응공학 및 설계
| Advanced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Design
열공학 특론 | Advanced Thermal Engineering
유체공학 특론 | Advanced Fluid Engineering
제어공학 특론 | Advanced Control Systems
전기에너지 특론 | Advanced Electrical Energy System
세미나

고분자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PEMFC

(Seminar)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SOFC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세미나
| Seminar on High Efficient Energy System Technology
기체흡착 및 분리 전환 세미나
| Seminar on Gas Adsorption, Separation and Conversion
기후변화대응기술 세미나
| Seminar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y
신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Advanced Fuel Cell
연료전지 기술 동향 세미나 | Seminar on FC Technology Trend
연료전지 산업동향 세미나 | Seminar on FC Industri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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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청정연료기술 세미나 | Seminar on Clean Fuel Technology

(Seminar)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DMFC
무기재료 합성 및 분석 세미나
|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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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에너지공학개론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전산유체역학

|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고분자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PEMFC Seminar

에너지공학개론
연료전지 설계 및 해석 입문
| Introduction to fuel cell design and simulation

▶

고분자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PEM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 SOFC Seminar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세미나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SOFC

▶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세미나
| Seminar on High Efficient Energy System

| High Efficient Energy System Technology

Technology

기체흡착 및 분리 전환 세미나

▶

기체흡착 및 분리 전환 세미나
| Seminar on Gas Adsorption, Separation and

| Gas Adsorption, separation and conversion

Conversion

기후변화대응기술 세미나

▶

기후변화대응기술 세미나
| Seminar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y seminar

Technology

신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 Advanced Fuel Cell Seminar

연료전지 기술 동향 세미나

| Seminar on Advanced Fuel Cell

▶

| FC Technology Trend Seminar

연료전지 산업동향 세미나

▶

연료전지 산업동향 세미나
| Seminar on FC Industrial Trend

▶

| DMFC Seminar

유체기계 세미나 | Fluid Machinery Seminar

연료전지 기술 동향 세미나
| Seminar on FC Technology Trend

| FC Industrial Trend Seminar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신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 Seminar on DMFC

▶

청정연료기술 세미나
| Seminar on Clean Fuel Technology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실험계획법 및 최적설계
| Design of Experiment and Design Optimization

▶

-

열시스템 설계
| Design and Simulation of Thermal Systems

▶

-

열저장 시스템 설계 및 응용
| Design and Application of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

-

터보유체기계 | Fundamentals of Turbomachin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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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스템 특론
Advanced Energy Systems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전기, 기계, 열에너지 시스템에

고급반응공학 및 설계

대한 이해

Advanced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Design
연료전지 및 청정연료 화학반응 공학 원리, 공정과 생산 물질 개발 응용

에너지공학개론

그리고 에너지 환경 생산 설계 및 반응기 응용/전달/실험 자료 분석/반응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속도 해석 평가 등 전반적 이론 등을 소개한다.

에너지공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현재 기술과 향후 발전방향을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 process

모색한다.

and product development for fuel cell and clean fuel. Evaluation
of reaction rates from mechanisms and experimental data,
quantification of pertinent transport effects and application to reactor

에너지소재 심화

and product design in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

Advanced Energy Materials
무기재료와 유무기 하이브리 재료의 합성과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학습함

고온에너지 소재기술
High-Temperature Energy Materials

연료전지 개론

고온에너지용 소재 개발을 위한 기본개념 학습

Introduction to Fuel Cells
연료전지 연구에 필요한 연료전지 관련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To study theory and practice of fuel cells for reseach and

기기분석 및 원리

development

Principles of Analysis Technique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여러 종류 분석의 원리와 응용에 관해 공부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연료전지 설계 및 해석 입문

materials, and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analysis techniques.

Introduction to Fuel Cell Design and Simulation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위한 핵심 이론 및 해석을 통한 설계 기법 소개

반도체 에너지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Energy Device

연료전지 시스템 공학

반도체 물리와 소자에 대한 이해

Fuel Cell Systems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의 기본원리, 물성, 설계, 운전제어 및 응용
fuel cell stack and system : basic fundamentals, materials properties,

신에너지 전기화학

design, operating control and application

Electrochemistry for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신에너지기술 분야의 에너지변환/저장/생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전극열역학 및 속도론, 결함화학, 전기화학 측정법 등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aspects of electrochemistry for

연료전지소재 특론
Contemporary Fuel Cell Materials

energy conversion/storage/production systems in the area of

연료전지 특성에 따른 핵심소재의 이론, 설계, 제조, 분석에 대한 이해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including electrode

Understandings on the Basics, Designs, Synthesis and Analysis

thermodynamics/kinetics, defect chemistries, and electrochemical

of Fuel Cell Core Materials

methods.

열공학 특론
에너지 소재 개론

Advanced Thermal Engineering

Introduction to Energy Materials

열 발생원, 변환, 이용, 발전 등 에너지 흐름을 좌우하는 열 물질 전달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에 따른 미래에너지 기술과 에너지소재, 저차원

및 관련 열역학에 대한 심화 학습

나노재료와 초분자 재료의 합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에너지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심 소재의 중요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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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유체공학 특론

Seminar Course

Advanced Fluid Engineering
유체역학 및 유체기계의 미시적 및 거시적 설계/해석에 관한 학습

고분자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

Seminar on PEMFC

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고분자연료전지 기술 이해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에 대한 기본 이론 습득 및 응용 공정 이해
This course involves fundamental theory and applications for CO2
capture and utilization.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Seminar on SO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이해

이온전도성 세라믹 소재공학
Ion-Conducting Ceramic Materials
결정구조와 결함, 확산반응에 대한 이해 물질내에서 결함의 확산현상과
에너지소재의 물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함.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세미나
Seminar on High Efficient Energy System Technology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세미나
High Efficient Energy System Technology seminar

전기에너지 특론
Advanced Electrical Energy System
전기전자분야의 응용기술로서, 반도체 광원, 전기에너지의 변환 및 시스템
제어에 관한 이론 습득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소개

기체흡착 및 분리 전환 세미나
Seminar on Gas Adsorption, Separation and Conversion
기체 흡착 및 분리, 전환에 관한 학습
Study for Gas adsorptin, separation and conversion

제어공학 특론
Advanced Control Systems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동화에 관련된 계측,
제어, 시스템 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습

청정연료개론
Basic Course on Clean Fuel Technology
청정연료기술 관련 기술에 대한 기본 이론 습득
This course involves fundamental theory for clean fuel technology

청정연료심화
Advanced Course on Clean Fuel Technology
청정연료기술 관련 기술에 대한 응용 기술 이해

기후변화대응기술 세미나
Seminar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y
외부인사 초청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무기재료 합성 및 분석 세미나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Materials
고체산화물 합성 및 분석

신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Seminar on Advanced Fuel Cell
신연료전지 기술 이해

This course deals with application of clean fuel technology

연료전지 기술 동향 세미나
Seminar on FC Technology Trend
연료전지 기술동향 이해

연료전지 산업동향 세미나
Seminar on FC Industrial Trend
연료전지 산업동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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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메탄올연료전지 기술 세미나
Seminar on DMFC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기술 이해

청정연료기술 세미나
Seminar on Clean Fuel Technology
청정연료전환기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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