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변환
공학
Energy and Power Conversion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경남 창원에 본원, 서울 인근 의왕, 안산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설립당시에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출발한 우리 연구원은
2009년 현재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30여년간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이용 및 전기재료 기술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65kV
계통설계 및 기기 개발, 화력발전소용 디지털 여자시스템 개발, 고속전철용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자기부상시스템 개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개발, 반도체 제조공정용 청정이송시스템 개발 등 산업과
직결되는 기술은 물론 전력수급정책, 전력수요관리, 극저주파 전자파 환경 및 지하매설물의 전기부식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초전도 재료 및 응용기술, 차세대전자가속기, 테라헤르츠파, 영상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KERI)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에 대한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www.keri.re.kr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국제공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Tel : 055-280-1114
Fax : 055-280-1216

국내용 제품은 물론 수출용 제품,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도 시험의뢰를 받을 정도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계측기기에 대한 검교정, 전력기기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고전압 대전류 측정에 대한 국가표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기술과
성과를 토대로 우리 연구원은 전기에너지의 이용 및 수급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
전기산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며,
국가발전과 세계 인류의 복지실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과학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공 개요
에너지 변환기술은 전기, 기계, 화학, Bio 등 다양한 에너지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상호
변환 하는 기술과 이들의 각각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관련 참여 전공은
전자기 에너지 변환, 전력변환, 초전도 및 전지/연료전지로 구성되어있다. 전자기 에너지변환기술은
전자계 원리를 이용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기 및 기계에너지를 상호 변환하는 기술이며,
전력변환/저장기술은 산업설비의 주 동력원인 전기에너지를 각종 부하에 적합한 전압/전류원, 직/교류
상호변환, 및 주파수변환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초전도기술은 미래 핵심
전기기기인 초전도기기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전지/연료전지기술은 미래의 독립형 전원으로서 고출력,
청정에너지원을 전기적-화학적 에너지 변환 기술 분야이다. 본전공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
시키는 기본지식을 축적하여, 첨단과학기술과 고도의 산업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현장 지향적인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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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AMPUS INTRODUC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6, as a government-sponsored institute and internationally
accredited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y, the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has been carrying our R&D in the electrotechnology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business
for power apparatuses. For the last 30 years, KERI has also achieved a variety of technological
achievements for power systems, the power industry, electric materials and electronics Medicare
instruments including IT convergence technologies can be included here as well. Moreover,
KERI has made itself into a top-notch testing and certification organization, covering diverse
electric apparatuses manufactured both at home and abroad. KERI is now taking a leadership
role for the enhancement of the electric industry Its business goes around the globe. It is
engaged in R&D and testing & certification activities, with excellent researchers, engineerss
and 0 technicians. KERI boasts over thirty-years of accumulated expertise and brand new
dedicated facilities. And KERI is making strong efforts to meet the needs of ou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KERI requests your further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make KERI of the utmost service to all of you.

INTRODUCTION OF MAJOR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has been one of the central themes in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 It is concern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energy from sources
such as fossil and nuclear fuels and the sun into conveniently usable forms such as electrical
energy, rotational and propulsive energy, and heating and cooling. A multitude of choices
and challenges face the modern energy conversion engineer. A few years ago major segments
of the energy conversion industry were settled into a pattern of slow innovation. Now,
However, energy conversion is seeing very significant scholarship. because of the oil embargo
of the 1970s, high fuel prices, and threatened shortages. Also, the public and country
legislatures have begun to recognize that air pollution produced by factories, power plants,
and automobiles, and other for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harmful. Moreover, the
limitations of the Earth’s resources and of the environment are coming into clearer focus.
These and other factors have been helping to create a more favorable climate for consideration,
if not total acceptance, of energy conversion alternatives and new concepts. So, more open
attitudes have become established. New as well as previously shelved ideas are now being
considered or reconsidered, tested, and sometimes implemented. We are living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hat requires continuing adaptation of old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ones.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is a more stimulating, complex, and viable field
today because of this altered climate.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323

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신공간 개발 분야의
세계 일류 R&D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에너지 변환 공학 관련 기초 소양 함양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R&D 현장 경험
차세대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성 확보
고출력 전기 에너지 전문가 육성
저 전력형 신 개념 센싱 기법 창출

연구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R&D 발전방향 이해
다분야 기술간 융복합 및 연구분야 활용 능력 함양
차세대 R&D 발굴 및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
고전압, 대출력 전기기술 전문화 개발
신 개념 센싱 기법 응용 R&D 창출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연구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R&D 능력 배양
에너지변환 응용 분야별 다양한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 이해도 증진
진행중인 R&D 사업 참여를 통한 창의적 사고 방식 고취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고전압, 대전류 분야의 경험자에 의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우수 인력확보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연구부문

다양한 R&D 사업 참여로 선배 연구원들 Know-How 취득 및 연구경험 증진
에너지변환 응용 분야별 융복합 기술 활용 및 전문 시설, 장비 활용을 통한
전문가 양성
대출력 에너지 응용 연구 적극 동참
창의적인 R&D 과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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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전기공학
∙ 전자공학
∙ 제어공학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플라즈마 공학 | Plasma Engineering

(Major)

선택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 Microgrid System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 Renewable Energy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변환공학 | Energy Conversion Principles

학부 선수 권장과목
∙ 전기공학
∙ 전기물리
∙ 전자공학
∙ 제어시스템

전기기기 다목적 최적설계
| Multiobejctive Optimal Design of Electrical Machines Using
RSM and GA

전기기기 설계이론 | Design of Electric Machines
전동기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 Microprocessor for Electric Motor Control
전력계통연계형 전력변환시스템
| Power Conditioning System for Grid-Tied
전력변환회로 설계 | Design of Power Conversion Circuit
전력전자 | Fundamentals of Power Electronics
공학물리 | Engineering Physics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신
| Communication for Controller Interface
공학 커뮤니케이션 | Engineering Communication
DSP를 이용한 컨버터 제어
| Converter Control Using Digital Signal Processor
Prototype 프로그래밍 개론
| Introduction to Prototype Programming
기계요소설계 이론 및 해석
| Machine Component Design Theory and Analysis
소음 및 진동 이론 및 해석 | Theory and Analysis of Noise Vibration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1
|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
공진형 컨버터 | Resonant Converter
동역학 특론 |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미래전력망용 전력변환설계
| Design of Power Conversion System for Future Power System
대전력 초고주파 공학 | High-Power Microwave Engineering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2
|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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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ESS 세미나 | ESS Seminar

(Seminar)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세미나
| Power Conditioning System Seminar
고속전동기 설계 및 해석 세미나
| Design and Analysis for High Speed Machine Seminar
다목적 최적설계 | Multiobjective Optimization Design
릴럭턴스전동기 설계 및 해석 | Design of Reluctance Motor
산업용 전원장치 | Power Supply for Industrial Application
시스템 기반의 전기기기 설계
| Electric Machine Design Based on the Specific Systems
에너지변환공학 일반 | Introduction to Energy & Power Conversion
열-전자계 수치해석
| Computation of Thermal and Electromagnetic Fields
유도전동기 설계 | Design of Induction Motor
전력변환 | Power Conversion
전자파 에너지 응용 세미나
| Applied Electromagnetic Wave Energy Seminars
특수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및 응용
| Special Pm Motor Design and Application
펄스파워시스템 | Pulse Power System
하전입자 응용 세미나 | Charged Particle Application Seminar
비접촉 자기기어 기술 | Non-Contact Magnetic Gear Technology
멀티피직스 해석기술 | Multiphys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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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고전압방전플라즈마공학
| High voltage discharge plasma engineering

▶

플라즈마 공학 | Plasma Engineering

전자기파 에너지 변환공학 1
| EMW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I

▶

공학물리 | Engineering Physics

전자기파 에너지 변환공학 2
| EMW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II

▶

대전력 초고주파 공학
| High-Power Microwave Engineering

하전입자 가속 공학 세미나
| Charged particle acceleration engineering

▶

하전입자 응용 세미나
| Charged Particle Application Seminar

seminar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펄스파워공학 | Pulsed Power Engineering

▶

플라즈마 공학 | Plasma Engineering

전력전자 제어시스템 기초
| Fundamentals of Power Electronics & Control Systems

▶

전력전자
| Fundamentals of Power Electronics

전기회로와 수학
| Mathema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 in Electric

▶

공학물리 | Engineering Physics

전기추진 시스템 | Electric Propulsion System

▶

에너지변환공학 | Energy Conversion Principles

영구자석 선형전동기 설계 및 응용
| Permanent Magnet Linear Motor Design and Application

▶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2
|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I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 Smartgrid Sysrem

▶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 Microgrid System

로봇용 스마트액추에이터
| Smart Actuators for Robot Systems

▶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1
|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

Circuitry

전동기 제어 및 응용
| Control and Applications for Electric Motors

▶

특수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및 응용
| Special Pm Motor Design and Application

에너지변환원리에 의한 전동기 및 인버터설계
| Electrical Motor and Drive Design by the Energy

▶

에너지변환공학 일반
| Introduction to Energy & Power Conversion

▶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세미나
| Power Conditioning System Seminar

로봇용 액추에이터 설계 및 해석 세미나
| Design and Analysis for Robot Actuator Seminar

▶

특수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및 응용
| Special Pm Motor Design and Application

고전압 공학세미나1
| High Voltage Engineering Seminar 1

▶

펄스파워시스템
| Pulse Power System

고전압 공학세미나 2
| High Voltage Engineering Seminar 2

▶

산업용 전원장치
| Power Supply for Industrial Application

Conversion Principle

신재생 발전시스템 및 계통계
|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ystem & Grid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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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기계요소설계 이론 및 해석
Machine Component Design Theory and Analysis
기계요소설계 이론 및 해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 응용 사례를 연구

DSP를 이용한 컨버터 제어
Converter Control Using Digital Signal Processor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Various Industrial Sites through
Mechine Component Design Theory and Analysis

DSP를 이용한 컨버터 제어를 위한 DSP 기초, 제어기 설계, 주변회로
설계에 대한 이론적 학습 및 실습

대전력 초고주파 공학

Theoretical study and practice about fundamental of a digital signal

High-Power Microwave Engineering

processor (DSP), controller design, and interface circuit for the

전기 에너지를 고출력의 초고주파로 변환하는 진공전자 공학 원리를

converter control using DSP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 동력학의 주요 주제를 학습한다. 이를
심화시켜 진공전자 공학의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Prototype 프로그래밍 개론
Introduction to Prototype Programming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과 시험 능력을
향상시킨다.
To improve the ability to develop and test prototypes for reducing
system development time.

공진형 컨버터
Resonant Converter
소프트 스위칭 기반의 공진형 컨버터 의 이론 학습
To provide theory of the resonant converter based on soft-switching
technique

진공전자소자들의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several topics of electrodynamic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vacuum electronics, which is essential
unit to understand how electric energy is converted into high power
and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 Intensifying basic and
common theories for vacuum electronics, operation principles of
several representative vacuum devices are understood.

동역학 특론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Force and moment vectors, resultants. Principles of statics and
free-body diagrams. Applications to simple trusses, frames, and
machines. Properties of areas, second moments. Internal forces
in beams. Laws of friction. Principles of particle dynamics.

공학 커뮤니케이션

Mechanical systems and rigid-body dynamics. Kinematics and

Engineering Communication

dynamics of plane systems. Energy and momentum of 2-D bodies

To build up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focusing on

and systems.

engineering-related environments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공학물리

Microgrid System

Engineering Physics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기 에너지 변환의 기초가 되는 고전역학과 전자기학의 주요 주제를

Understanding on Microgrid system

학습하고 물리학의 기본 원리들이 어떻게 공학적 응용과 연계되는 지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문제점 분석

이해한다.

Analysis about necessity and problem of microgrid system

This course will focus on several topics of classical mechanics
and electromagnetism particularly related to how electric energy
is converted. This course will also bridge the gap between physics
principles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미래전력망용 전력변환설계
Design of Power Conversion System for Future Power System
미래전력시스템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변환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DC 전력망기반( LVDC, MVDC, HVDC용) 전력변환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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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이론 및 해석

전기기기 다목적 최적설계

Theory and Analysis of Noise Vibration

Multiobejctive Optimal Design of Electrical Machines Using

소음 진동 이론 및 해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 응용 사례를 연구

RSM and GA

Case study on the Various Industrial Field Applications through

RSM 및 GA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예제를 통해 다목적 최적설계 기법을

the Theory and Analysis of Noise Vibration

익힌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전기기기 설계이론

Renewable Energy System

Design of Electric Machines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기기기 설계 기본이론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 이론을 적용해서 동기기,

Understanding on Renewable energy system

유도기, 직류기, 변압기 등의 기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 및 문제점 분석
Analysis about necessity and problem of renewable energy

전동기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for Electric Motor Control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동기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제어보드

Energy Storage System

설계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동기 제어용 범용 DSP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

TMS320F28335의 사용법 및 기능, OP-amp를 이용한 아날로그 주변

Understanding on Energy storage system

회로 설계 및 디지털 주변회로 설계 등에 대해 강의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정책 및 표준화 분석
Analysis of policy and standards of energy storage system

전력계통연계형 전력변환시스템
Power Conditioning System for Grid-Tied

에너지변환공학

전력저장시스템 및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부터 발전되는

Energy Conversion Principles

전력을 계통에 연계 및 제어에 대한 이해 및 응용

에너지와 전련 변환의 원리와 응용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energy and power conversion

전력변환회로 설계
Design of Power Conversion Circuit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1

전력변환회로(AC/DC, DC/AC, DC/DC) 설계 학습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

To provide theory of power conversion circuit including rectifier,

T.J.Miller저의 교과서를 활용한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기본 이론 학습

inverter, and converter

To provide basic theory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 The text book is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 written by T.J.E Miller.

전력전자
Fundamentals of Power Electronics
전력용 반도체소자, 전력변환회로 등 전력전자의 기본적인 이론 학습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2

To provide basic theory of power electronics including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II

semiconductor switches, DC/DC converters, and magnetic

T.J.Miller저의 교과서를 활용한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기본 이론 학습

components.

To provide basic theory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 The text book is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achines” written by T.J.E Miller.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신
Communication for Controller Interface
제어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직렬통신, CAN 및 Ethernet 등의
통신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329

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플라즈마 공학

Seminar Course

Plasma Engineering
양자물리 기초, 기체운동학, 방전공학, 절연파괴의 기초에 대한 이론 강의
Lectures on the fundmental of quantum physics, gas dynamics,
discharge engineering

ESS 세미나
ESS Seminar
ESS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학습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세미나
Power Conditioning System Seminar
Power Conditioning System 연구 분석 및 설계(Simulation기법,
PLECS, MATLAB)

고속전동기 설계 및 해석 세미나
Design and Analysis for High Speed Machine Seminar
고속전동기 설계 및 해석
Understanding of design and analysis for high speed machine

다목적 최적설계
Multiobjective Optimization Design
Understanding of Multiobjective optimization design

릴럭턴스전동기 설계 및 해석
Design of Reluctance Motor
To provide basic theory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resluctance
motors.

멀티피직스 해석기술
Multiphysics Analysis
멀티피직스 해석 Multiphysics analysis

비접촉 자기기어 기술
Non-Contact Magnetic Gear Technology
비접촉 자기기어 관련 기술 해석 및 실험적 검증
Analysis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non-contact magnetic gear
technology

산업용 전원장치
Power Supply for Industrial Application
고효율 컨버터 기반의 산업용 전원장치 연구 분석 및 설계
To Investigate and design the industrial power supplies based on
high-efficiency converter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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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반의 전기기기 설계

하전입자 응용 세미나

Electric Machine Design Based on the Specific Systems

Charged Particle Application Seminar

Understanding of Electric machine design based on the specific

하전입자 가속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 응용 사례를 연구

systems

Case study o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charged particl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harged-particle acceleration

에너지변환공학 일반
Introduction to Energy & Power Conversion
에너지 변환공학 전공자들의 입문과정으로서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과
에너지 개념, 모터를 통한 전기/기계에너지 변환, 에너지/파워 변환 중심의
펄스파워 및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배터리 분야에 대한 개념정립을
목적으로 함.

열-전자계 수치해석
Computation of Thermal and Electromagnetic Fields
Understanding of Computation of Thermal and Electromagnetic Field

유도전동기 설계
Design of Induction Motor
To provide basic theory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three-phase
induction motor. The text book is “Introduction to AC Machine
Design” written by T.A. Lipo.

전력변환
Power Conversion
전력 변환에 개념적 접근

전자파 에너지 응용 세미나
Applied Electromagnetic Wave Energy Seminars
전자기파의 산업, 과학, 의료 분야 응용에 대한 세미나
Seminars on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s in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fields

특수 영구자석 전동기 설계 및 응용
Special Pm Motor Design and Application
특수 영구자석 전동기의 종류와 특징을 사례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이해

펄스파워시스템
Pulse Power System
펄스파워시스템과 응용분야에 대한 학습
To develop basic understanding of pulsed power system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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