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소재
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지난 30여년간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이용 및 전기재료 기술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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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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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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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eri.re.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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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연구원

국내용 제품은 물론 수출용 제품,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도 시험의뢰를 받을 정도로

Tel : 055-280-1114
Fax : 055-28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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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능소재공학은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성 확보, 미래 녹색전력원 확보, 인류행복 증진을
위한 재료와 소자, 모듈기술을 다루는 분야로, 초전도 물질과 그 물성, 차세대 고온초전도선 기술과
아울러 이의 용용기술을 연구하는 초전도재료기술과, 전력기기의 박형화, 고효율화, 고밀도화, 저렴화
관련 핵심 소재 및 소자기술과 친환경･고기능 전기전자 디바이스 기술을 다루는 나노기반
전기부품소재기술, 고효율 에너지 변환 및 저장을 위한 리튬전지와 리튬이온커패시터, 금속공기전지,
인쇄형 전지, 유기태양전지, 신 열전변환 관련 재료와 소자, 모듈기술을 다루는 친환경 녹색에너지원
기술, 나노 멤브레인이나 나노구조 기반 소자기술을 환경이나 생의학에 응용하고자 하는 나노기반
전기이용 환경 및 생의학기술을 포함한다. 본 전공을 통하여 상술한 분야의 고부가가치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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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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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is a field dealing with materials, devices and modules
related to the efficient use of electrical energy. this field seeks device stability, with the aim
of developing future green power sources and also the enhancement of the happiness of
humankinds. The field involves superconducting material technology, in which superconducting
materials,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the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next-generation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coated conductors, are studied. Nanotechnology based electrical
materials and parts technologies can make electrical machinery thinner, more highly efficient,
more highly dense and cheaper, and can make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s
environmentally-friendly and multi-functional. Environmentally-friendly and green energy
source technologies related to lithium batteries, lithium ion capacitors, metal-air batteries,
printed batteries, organic solar cells, and nano-embedded thermoelectric materials and modules
for high-efficiency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and nanotechnology and electricity based
bio-medical technologies that can be applied to nano membranes and nano structures for
bio-medical fields are also subjects of interest. The present major aims to cultivate experts
in the above mentioned fields, people who will play leadership roles in implementing the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by developing high value products
and bringing them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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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고부가가치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킴
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국내는 물론 세계수준의 에너지, 환경, 생의학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인재교육
전기기능소재공학 관련 기초 및 전공과목 교육
산업계와의 활발한 교류
현장위주의 생생한 연구 및 산업적응력 제고

연구부문

에너지, 환경, 생의학 첨단재료기술 연구
국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한 교류증대
최고 분석장비의 증설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산업 연계한 다양한 진로모색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국내 전문기관의 견학기회 추진

연구부문

수준 높은 교수 인적자원의 꾸준한 영입
연구 공간 및 시설의 확충
학제간 융합 및 응용기술 연구

졸업 후 진로
전기기능소자 관련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엔지니어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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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고분자공학
∙ 에너지공학
∙ 재료
∙ 전기공학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전기기능소재공학 특론1

필수

|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1

(Major)

선택

∙ 화학공학

에너지 변환용 소재 및 소자
| Materials and their Devices for Energy Conversion
2차원 나노소재 기초 및 응용

학부 선수 권장과목

| Fundamental and Application of 2 Dimensional Nanomaterials

∙ 일반 물리

3D프린팅기술과응용

∙ 일반 화학

| 3D Printing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 재료공학 개론

Sol-gel 기술기반 유무기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 Organic-Inorganic Nanohybrid Materials Based on Sol-Gel
Technology

반도체 나노소재 개론 | Semiconductor Nanomaterials
나노카본소재 개론 | Nanocarbon Materials
소프트 전자소재 기초 및 응용
| Introduction to Soft-Electronic Materials
열역학과 상태도
| Thermodynamics and Phase Diagram for Materials
X-선 결정구조 해석 | X-Ray Crystal Structure Analysis
나노카본소재 공정 및 응용
| Nanocarbon Material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마이크로파와 나노소재 | Microwave Heating of Nano-Materials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 Analytical Chemistry & Instrument Analysis
전기기능소재공학 특론2
|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II
전기화학 특론 | Advanced Electrochemistrys
전지측정법 | Battery Evaluation
초전도 특성 평가론 | Evaluation of Superconducting Properties
콜로이드 과학 | Colloid Science
표면 및 계면과학기술과 응용
| Introduction to Surface and Interface Science and Engineering
세미나

소프트 전자소재 응용 연구 세미나1

(Seminar)

| Seminar for Soft-Electronic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1
소프트 전자소재 응용연구 세미나2
| Seminar for Soft-Electronic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2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1 |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1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2 |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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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전자기 재료공정 연구 세미나 1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Seminar on electromagnetic processing of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1
|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1

materials 1

전자기 재료공정 연구 세미나 2

▶

| Seminar on electromagnetic processing of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2
|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2

materials 2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이차전지 모델링 | Battery Modeling

▶

전기화학 특론 | Advanced Electrochemistrys

전자기 재료공정 특론

▶

전기기능소재공학 특론2

| Advanced Electromagnetic Processing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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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나노카본소재 공정 및 응용
Nanocarbon Material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나노카본소재 용액공정

2차원 나노소재 기초 및 응용
Fundamental and Application of 2 Dimensional Nanomaterials
2차원 나노소재인 그래핀, MoS2, WS2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기전자
및 에너지 저장소자 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Solution process of nanocarbon materials

나노카본소재의 유연전극 응용
Applications of nanocarbon materials as a soft electrode

나노카본소재의 유연소자 응용
Applications of nanocarbon mateials in soft electronics

3D 프린팅 기술과 응용
3D Printing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과목내용 (개요, 소개) :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의 프린팅 원리, 재료와
실제 응용에 이르기까지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최신 연구논문 등의 발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개발과 응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학습한다.

마이크로파와 나노소재
Microwave Heating of Nano-Materials
마이크로파가 파장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소재를
만나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작용을 통해 가열을 하게 된다. 이
강의에서는 마이크로파와 나노소재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노소재를 효과적으로 선택 가열할 수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Sol-gel기술기반 유무기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Organic-Inorganic Nanohybrid Materials Based on Sol-Gel
Technology
전기 기능성 소재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첨단 소재개발에 있어 열적, 기계적,
전기적특성 향상을 위하여 유무기간 결합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sol-gel

반도체 나노소재 개론
Semiconductor Nanomaterials
반도체 소재의 기초 및 나노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한다.

기술에 기반한 화학공정을 통한 유무기 나노하이브리드 소재에 관련된
기본 이론 및 기술 응용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Analytical Chemistry & Instrument Analysis

X-선 결정구조 해석
X-Ray Crystal Structure Analysis
X-선 회절분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X-선 회절 장치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회절 장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 및 Rietveld법과 같은
정밀구조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소재의 결정구조
및 결정구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습식화학분석의 지식 및 실습을 통한 연구 기법을 습득하며, 전극, 전해액
및 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에 대한 계면 등의 물성 및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의 원리 및 분석방법 강의
A subject of analytical chemistry & instrument analysis focussed
to study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s of chemical and instrumental
analyses of materials including gaseous, liquid and solid phases.

다결정소재, 분말, 나노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의 설계 및 신소재
개발에 X-선 회절 기술을 원할히 할용할 수 있도록 교육

소프트 전자소재 기초 및 응용

Understanding of X-ray crystallography for material sciences

Introduction to Soft-Electronic Materials

including principles of X-ray diffraction, manipulation of X-ray

소프트 전자소재로서 유연 및 웨어러블 전기전자소자에 응용가능한

apparatus, analysis of obtained Xray data, and Rietveld method.

나노소재의 기초와 응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 Understanding of soft electronic materials such as nanocarbon

나노카본소재 개론
Nanocarbon Materials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나노카본소재 기초
Basic principles of nanocarbon materials such as carbon nanotubes

materials and various nano-materials, - Introduction to application
of soft-materials for instance flexible energy storage devices,
transparent conducting film, thin film transistors, and nano
structured 3D printing method.

and graphene

노카본소재의 제조 및 기초응용
Synthesis of nanocarbon material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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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에너지 변환용 소재 및 소자

초전도 특성 평가론

Materials and their Devices for Energy Conversion

Evaluation of Superconducting Properties

에너지 변환 (열전, 압전, 화학 등) 소재 및 소자에 대하여 설계 및 공정을

초전도체 특성평가 방법의 이론적 이해 및 실습

현장 실험실에서 교수와 같이 실습과 이론으로 진행함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To provide the theory and practice

습득한다
콜로이드 과학
열역학과 상태도

Colloid Science

Thermodynamics and Phase Diagram for Materials

콜로이드 소재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기본적인 계면현상에 대한 기초

열역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에너지, 화학포텐셜의 개념을

이론을 강의한다.

확립한 후, 다성분계 소재의 상태도를 이해하여 소재 개발과 활용에 응용.

this course mainly focuses on the fundamental concepts of colloidal

Analysis and application of phase diagram of multi-component

systems and their related interfacial phenomena.

materials system based on understanding concepts of
thermodynamic principles, free energy and chemical potentials.

표면 및 계면과학기술과 응용
Introduction to Surface and Interface Science and Engineering

전기기능소재공학 특론1

기능성 물질 코팅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양한 표면 및 계면현상에 대한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1

이해 및 이를 이용한 기술적 응용 소개

재료과학 전공자를 위한 전자구조에 따른 절연체에서부터 초전도체에
이르는 전기적 성질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개한 후, 그 응용 사례를
강의함

전기기능소재공학 특론2
Electro-Functionality Materials Engineering II
재료과학 전공자를 위한 전자구조에 따른 절연체에서부터 초전도체에
이르는 전기적 성질 이외의 다른 물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개한 후,
그 응용 사례를 강의함

전기화학 특론
Advanced Electrochemistrys
전기화학 원리의 이해, 적용 분석 기법 이해와 활용, 직류 및 교류 전기화학을
이해하고 전지기술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화학 학습
Electrochemistry subject focussed to study the principle of
electrochemistry and applications of electrochemical principles to
develop battery, fuel cell, photovoltaic cell etc.

전지측정법
Battery Evaluation
전기화학 지식을 이용하여 이차전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
Battery evaluation method based on electro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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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소프트 전자소재 응용 연구 세미나 1
Seminar for Soft-Electronic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1
소프트 전자소재 제조와 전기전자/에너지 소자 응용을 위한 소재 개질
및 특성평가관련 최신연구동향을 습득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관해
토의하고자 한다..

소프트 전자소재 응용연구 세미나 2
Seminar for Soft-Electronic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2
소프트 전자소재기반 전기전자/에너지 소자 응용에 대한 최신연구동향을
습득하고, 연구결과를 토론한다.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1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1
전자기 재료공정 연구의 특성과 최신 연구동향, 기술동향, 연구방법을
세미나를 통해 학습한다.

전기기능소재연구 세미나2
Seminar on Functional Materials 2
전자기 재료공정 연구의 특성과 최신 연구동향, 기술동향, 연구방법을
세미나를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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