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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스마트

에너지시스템학과

Department of Next Generation Smart Energy System

Convergence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한의과대학 100호 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연구소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Korean Medicine, # 100

수여학위명 : 공학석사, 공학박사
수여학위명 : Master of Engineering, Ph.D in Engineering

TEL : 031-750-8642  FAX : 031-750-8654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경제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전공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Techno-Economics 기반 융

합형 인재 양성 (Techno-economics-based convergence-typ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incubate new energy business and contribut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the understandings on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conomics)

▶ 시스템(System), 핵심기술(Technology), 경제성(Economics)를 축으로 융합형인재를

양성 (Convergence-type human resource incubating in system, technology, and

economics tracks)

▶ 에너지기술과 기술경제성을 접목한 특성화된 에너지 융합 커리큘럼으로 산업현장형 인재

양성 (Industry-oriented HRD with energy technology and

techno-economics-based energy convergent curriculum)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에너지, 시스템, 전기, 전자, 소재, 통신, 빅데이터, AI, 통계, 경제, 경영

연구분야 에너지기술, 기술경제성, 효율화, 분산화, 빅데이터, 정책 등

Degree Master Ph.D.

Field of
study

Energy, System,Electrics, Electronics, Materials, Communication, Big data, AI, Statistics, Economics, Management

Research
Area

Energy-related Technology, Techno-Economic, Efficiency, Decentralization, Big Data, Policy etc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손성용 공학박사 기계공학 xtra@gachon.ac.kr

교수 김경환 공학박사 전기공학 khkim@gachon.ac.kr

교수 손진근 공학박사 시스템 및 제어 shon@gachon.ac.kr

교수 김창섭 공학박사 전기공학 cskim407@gachon.ac.kr

교수 임준식 공학박사 인공지능 jslim@gachon.ac.kr

교수 하형태 공학박사 응용통계학 htha@gachon.ac.kr

조교수 박광진 공학박사 기계공학 ydmj79@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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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따라 서류심사, 전공과목 및 영어시험,면접심사로

하며, 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심사로한다.

(2) 석사과정은 차세대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학과의 교과수준을 기준으로 전공시험을 시

행하며, 박사과정은 차세대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학과 석사과정에서 개설된 교과수

준으로 전공시험을 시행한다.

(3) 전공구술시험은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공지식을 심사한다.

2) 지도교수
(1)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희망 연구분야를 신청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는데, 한

분야에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희망 연구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연구관련 사항을 지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3) 이외의 학점 관련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4) 종합시험 과목

(가) 석사과정 :

(나) 박사과정 :

학위과정 시험과목 비 고

석사과정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2과목으로 한다.

박사과정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4과목으로 한다.

5)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1)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심사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최소한 1학기 이전에 박사학위과정

1년 이전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성, 발표해야 한다.

(2)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학위논문 제출기한 3개월 이전에 예비발표를

해야한다.

(3) 학위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회, 학회지, 기타연구모임 등

에서 공개발표를 해야한다.

(4) 이외의 학위청구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조교수 이재람 공학박사 재무학 jaeramlee@gachon.ac.kr

조교수 한상욱 공학박사 전기공학 hswrain@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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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주요 내용 학점 이론 실습

필수 11680
에너지 산업/시장 개론
(Introduction to Energy
Industry/Market)

다양한 에너지 기술, 시장현황 및 전망, 관련
법/정책에 대하여 학습함

3 3 0
Study on technology, market trends,
and related policy and laws

선택 11682
에너지금융
(Energy Finance
Engineering)

기업재무관리, 포트폴리오 이론, 자본시장의 균
형모델, 위험관리 등을 포함하는 금융의 이론적
기초를 학습함

3 3 0
Study on theoretical foundations of
finance including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portfolio theory, capital
market equilibrium model, and risk
management

선택 11684
에너지시스템 분석모형
(Energy System
Analysis Model)

계량경제 및 최적화 이론, 에너지산업 I/O 분
석, 에너지기술DB 구성, 에너지시스템 공급망
분석, 에너지시스템 분석 모델링 등을 학습함

3 3 0
Study on econometric and optimization
theory, energy industry I/O analysis,
energy technology DB composition,
energy system supply chain analysis,
energy system analysis modeling, etc.

선택 11675
에너지최적운영
(Optimal Energy
Operation)

재생에너지, 화석,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
을 이용하여 가장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운영 기술을 습득함

3 3 0Study on optimal operation technology
for stability and economics with various
energy sources such as renewables,
fossils, and nuclear power

선택 11686
에너지빅데이터분석
(Energy Bigdata
Analysis)

에너지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빅데
이터(전압, 전류, 주파수, 열, 온도, 날씨, 기압
등) 흐름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안에 대하여 학습함 3 3 0
Study on data analysis and their
correlations using big data generated
during energy management

선택 11688
에너지정책 및 경제성분석
(Energy Policy and
Economical Analysis)

국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
에 대해 배우고, 그 흐름을 이해하여 에너지 정
책에 따른 경제성 분석기법을 학습함

3 3 0
Study on various national energy
policies to understand the main trend,
including their economic analysis

선택 11676
전력시스템
(Power System)

송변전, 발전, 배전 등 전력시스템에 대해 배우
고 안정도 해석 방안 및 고장해석, 전력계통 감
시/제어 방안 등에 대해 학습함

3 3 0
Study on power system including
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neration,
and distribution, and their stability
analysis, fault analysis, and power
system monitoring/control methods

선택 11690
에너지경제학
(Energy Economics)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인 관점 뿐 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에
너지 이용방안에 대해 학습함

3 3 0
Study on methodology for energy use
from the economic viewpoint as well as
from a technical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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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주요 내용 학점 이론 실습

선택 11692
에너지효율화
(Energy Efficiency)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정책을 학습하고, 기술적·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학습함

3 3 0Study on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policies for demand management
and their techn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선택 11677
에너지전환
(Energy
Transformation)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등
에서 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수소에너지 등으로
신에너지 전환에 대해 학습함

3 3 0
Study on energy transition from
traditional energy sources such as fossil
energy and nuclear power to renewable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hydrogen energy

선택 11694
xEMS 연계
(xEMS Integration)

xEMS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장별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연계
운영 기술을 학습함 3 3 0
Study on overall xEMS and their
integration in each site applied

선택 11678
에너지통합운영
(Integrated Energy
Management)

전기, 가스,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
여 열/전기/수소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학습함

3 3 0Study on integrated energy management
for power, heat, hydrogen, etc. using
various energy sources such as
electricity, gas, hydrogen

선택 11679
AI 응용 에너지 시스템
(AI application for
Energy System)

재생에너지 등 변화가 많은 발전원 들의 발전량
예측, 또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측에 AI 기
법을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함

3 3 0Study on AI application for power
generation and energy consumption
forecasting with intermittent generation
sources

선택 11681
계통연계운영
(Grid Integrated
Operation)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신에너지원 들을 전력
계통과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
여 학습함

3 3 0Study on methodologies to find
operation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to interconnect renewable and
distributed energy sources with power
grids

선택 11683
시스템플랫폼
(System Platform)

분산화된 에너지를 ICT 기반으로 통합하고 운
영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
로 운영 기술을 학습함

3 3 0
Study on ICT-based operation
technology for distributed energy sources
management via case studies

선택 11685
신재생 분산에너지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실제 계통에서 활용
되고 있는 다양한 분산전원에 대해 배우고 응용
방안에 대해 학습함

3 3 0
Study on various distributed energy
sources and their applications such as
PV, wind, and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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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통 개설 교과목 리스트

- 전기공학과와 교과목 공통 개설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주요 내용 학점 이론 실습

선택 11687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에너지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함 3 3 0
Study on various risks and their
solutions related to energy use

선택 11689
에너지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Energy
Management/Economics)

에너지 활용에 따른 경영/경제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함

3 3 0Study on statistical theories that can be
used in business/economics sectors
according to energy use

선택 11691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으
로 프로젝트를 설계, 관리, 평가하는 과정에 대
한 일정관리, 자금관리, 인력관리 등 제반 분야
를 학습함

3 3 0Study on various fields such as schedul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he
process of designing, managing, and
evaluating projects efficiently

선택 11693
창업교육
(Startup Education)

창업시장의 흐름, 창업절차, 아이템 분석, 사업
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프랜차이즈, 자금조
달, 세무 및 회계,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제
반 정보 및 지식 등을 학습함

3 3 0
Study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necessary for starting a business such
as the flow of the startup market,
startup procedures, business feasibility
study, business planning, franchise,
financing, taxation and accounting, and
marketing

선택 11760 전력계통기초이해

전력계통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해 배우고,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기본 목표와 운영 기준에 대하
여 학습함

3 3 0
Study on basic components of the power
system, and their basic goal and
operating standards for power grid

선택 11761 전기화학 및 LIB 물질 기초

이차전지를 위한 전기 화학 기초 이론 강의 및
리튬 이온 이차 전지 의 양극 물질 최신연구 파
악

3 3 0Study on the basic theory of
electrochemistry for secondary batteries
and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ion
batteries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선택 09457 신재생에너지 정책 응용 3 3 0

선택 08757 에너지관리최적화 3 3 0

선택 09539 태양전지공학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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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과소개

▶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경제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전공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Techno-Economics 기반 융

합형 인재 양성 (Techno-economics-based convergence-typ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incubate new energy business and contribut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the understandings on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conomics)

▶ 시스템(System), 핵심기술(Technology), 경제성(Economics)를 축으로 융합형인재를

양성 (Convergence-type human resource incubating in system, technology, and

economics tracks)

▶ 에너지기술과 기술경제성을 접목한 특성화된 에너지 융합 커리큘럼으로 산업현장형 인재

양성 (Industry-oriented HRD with energy technology and

techno-economics-based energy convergent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