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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ystem & 

Smart Energy 

Network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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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구성 및 재학생 현황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풀타임 5 명 

파트타임 1 명 

석사과정 

풀타임 6 명 

파트타임 2 명 

학부 학부연구생 1 명 

연구교수 BK21 연구교수 1 명 

● 2019년 연구실 총 인원 

● 졸업생 배출 현황 

박사과정 1 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 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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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님 소개 

시작년도 종료년도 학교명 전공 학위 

2009.04 2012.03 동경대학교 전자정보학 박사 

2005.09 2007.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1997.03 2002.02 한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최종학위 논문명 Vehicle-to-Grid Frequecy Regulation for Smart Grid  

● 학력 

성 명 한세경  

직 장 

기관명 경북대학교 전 화 053-950-7230 

부 서 전기공학과 E-mail skhan@knu.ac.kr 

직 위 부교수 직장 경북대학교 공대8호관 312호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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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종료년도 기관명 직위 

2002.03 2005.08 창와텍(주) 연구원 

2007.09 2009.03 SK 에너지(주) 연구원 

2012.04 2013.08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국립연구소) 
연구원 

2013.08 2015.02 국립한밭대학교 조교수 

● Career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관명 직위 

2014.01 2014.12 대한전기학회 학술위원 

2014.01 2014.12 한국전기전자학회 운영위원 

2014.01 2015.02 전력경제연구회 학술위원 

2014.02 2015.01 
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 분과) 
기술서치커미티 

2014.02 2015.01 
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 송배전 분과) 

이노베이션로드맵 

기획위원 

2015.01 2015.12 국제 HVDC 학회 조직위원 

2015.01 2015.12 국재 HVDC 2015 conference 조직위원 

2015.01 2015.12 대한전기학회 Tutorial 조직위원 

2016.01 2016.12 전력경제연구소 운영위원 

2016.01 2016.12 대한전기학회 본부 기획이사 

2017.01 2017.12 대한전기학회 본부 사업이사 

2017.01 ~ 현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전기차분과 위원장 

2018.01 2018.12 대한전기학회 본부 국제이사 

● Domest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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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력 

2013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2013 국재인명센터 세계 100대 과학자 등재 

2014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 저서 

2007 뇌를 자극하는 프로그래밍 원리 

2013 쉽게 읽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원리와 구조 

2019 스마트그리드 연감 2019 (북챕터) 

● Consulting 

2014 Vehicle-to-Grid 기술 자문, 녹색기술센터  

2014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전력사용데이터 분석자문, 전력연구원  

2015 V2G 및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관련 규정 연구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15 ESS용 BMS 기술 자문, 전력연구원  

2016 주파수제어용 ESS 평가 자문  

2018 ESS 사고 조사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2018 ESS 사고대책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 International Activity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관명  

2015.4 2016.3  Visiting Researcher at AIST, Japan 

2015.4 2017.3 Visiting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2018.3 ~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전기차 및 전력시스템 관련 전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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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생 현황 

구분 이름 학력 및 경력 

박사과정 

Kodaira Daisuke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수료 

박진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수료 

Agyeman Kofi Afrifa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Jin Yuwei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Siddiquee S M  

Shahnewas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배철희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석사과정 

유병구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정중호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조훈연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박정주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서민규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정주연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김경각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김민재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윤종대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학부연구생 이재원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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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PhD (2017.7~)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Grid Performance Evaluation and Optimality in Dynamic 

Operation and Control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My research interest includes  the design of intelligent 

automatic control platform for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Reliability Analysis.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Frequency Reli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FRDF) 

-   Ancillary Service Support with BESS for Frequency Reliability Evaluation 

-   V2X: Real-time Dynamic Peak Logic Control of EV Load 

-   KT Estates: Dynamic Scheduling of Building Loads 

-  ESS for shared apartment energy resource 

 -   Grid Impact Analysis: ADB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Transport for All(E-mobility)  

-    KERNEL API: Distributed Energy Resource Network Estimation Library 

-   gridOS: Dynamic Operations of DERs for distributed System 

-    LLP: Loss of Load Probability Reliability Index evaluation and worth analysis 

-   Real-time Recognitive Non-Intrusive Electrical Appliance Monitoring Algorithm for Residential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Voltage and Line Capacity Sensitivity Analysis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Load on Power Network”, ISER 

2018, Montreal, Canada 

- “Local and Global Adequacy Assessments of Power Network with EVs Considering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and Auxiliary Service Support”, IEEE- REPE 2018, Toronto, Canada  

- “Development of frequency control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of BESS for ancillary service: A case 

study of frequency regulation by KEPCO”, ISGT-Asia 2017, New Zealand  

- “A new approach for frequency based short-term reliability for a power system”, PMAPS 2016, Beijing 

China 

- “Evaluation of reliability index and worth analysis for on day-ahead unit commitment using LLP”, ISGT 

Asia 2016, Australia 

- “A frequency based short-term reliability index considering feedback control constraints and renewable 

energy source incorporation”, IEEE PESGM 2016, Boston, USA 

- “Real-Time Recognition Non-Intrusive Electrical Appliance Monitoring Algorithm for a Residential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MDPI Energies, vol:8, issue: 9, 2015 

 

* 취미 (Hobby) 

- Thought experiment 

Kofi Afrifa Agy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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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Ph.D. course (2016.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Vehicle-to-Grid, Impact Assessments of  

EV Integration on Distribution Networks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I currently working on the projects with KEPCO as 

follows: 

1. Peak load shaving with Energy Storage System (ESS): 

The peak of the distribution line is mitigated using the 

ESS. 

2. V2B (Vehicle to building): To minimize electricity 

cost of building s, electric vehicles are controlled as 

energy storage system. 

 

I interested in controlling EVs, distribution network, big 

data analysis and optimization.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Peak load shaving with Energy Storage System (ESS) , 2017.03-2019.03; 

- V2X project, 2018.03-2020.03;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D. Kodaira and S. Han, Optimal Energy Storage System Operation for Peak Reduction in a Distribution 

Network using a Prediction Interval, IEEE Trans. Smart Grid, Accepted.  

 D. Kodaira and S. Han, Impedance Estimation with an Enhanced Particle Swarm Optimiz ation for Low -

Voltage Distribution Networks, Energies, Accepted.  

 D. Kodaira and S. Han, Topology-based estimation of missing smart meter readings, Energies, vol. 11, no. 1, 

2018. 

 M. A. Acquah, D. Kodaira, and S. Han, Real -time demand side management algorithm using stochastic 

optimization, Energies, vol. 11, no. 5, 2018.  

 S Han, D Kodaira*, S Han, B Kwon, Y Hasegawa, H Aki, An automated impedance estimation method in 

low-voltage distribution network for coordinated voltage regulation, IEEE Trans. Smart Grid, vol. 7, no. 2, 

pp. 1012–1020, 2016. (*corresponding author) 

* 취미 (Hobby) 

- Movie, reading 

* 한마디 (Say a word) 

- Adversity makes a man wise .  

 

Kodaira dais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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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박사과정 (2016.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배전선로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신경망 

기반 전압/무효전력 제어 연구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압강하 등의 영향으로 각 수용가의 

전압 안정화를 위하여 신경망 기반의

전압/무효전력 협조 제어 알고리즘 

설계. 

수용가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최

적의 ESS 용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집합주택 공동시설의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25kWh급 능동형 ESS 및 EMS 개발,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362kV급 개폐제어형 다빈도 차단기의 전자계 및 개폐 제어 해석 모델 개발, 한국전력공사 

- 파워모빌리티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실증사업, 대구광역시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Optimal Capacity Determination of BESS for Customer using Investment Cost and Electric 

Cost, 전기학회 논문지, vol 64, no 2, pp208-213, 2015  

-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ESS 용량 최적화 및 경제성 분석,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2016.07 

 

* 취미 (Hobby) 

- 사진촬영, 영화포스터 수집 

* 한마디 (Say a word) 

- “Drive thy business; let it not drive thee”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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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박사과정 (2018.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Vehicle-to-Grid, Impact Assessments of  

EV Integration on Distribution Networks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Nowadays, due to the larg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connected 

to the grid, which seriously affects the stability of the grid, the 

impact of the grid is evaluated and the optimal control method is 

used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economy of the grid.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Research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based on Four -net intelligent substation, Chin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5.06-2016.05; 

- Research on the Key Technology of Distributed photovoltaic grid-connection and dissipation, Chin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6.07-2017.12; 

- Impact As sessments of EV Integration on Distribution Networks,  ADB, 2018.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Intelligent Substation integrated protection algorithm with fault -tolerance, China,201610511727.5; 

- An integrated protection method for intelligent substation, China, 201610830194.7; 

- Huang Liangliang, Jin yuwei, ”Research on Intelligent Substation Domain Protection with Fault -tolerance 

Performance”, in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Weihai, 

China, 15-17 Sep.2017. 

- Hua Liangliang, Jin yuwei, “Wide Area Backup Protection Algorithm Based on Information Fusion ”, 

Northeast Dianli University, vol36, no6, pp:15-17,2016. 

- Jin Enshu, Jin yuwei, “On the New Integrated Protection of Intelligent Substation ”, Northeast Dianli 

University, vol36, no6, pp:25-29, 2016. 

- Kofi Afrifa Agyeman, Jin yuwei, S. Han, “ Voltage and Line Capacity Sensitivity Analysis  of Elect

ric Vehicle Charging Load on Power Network ”, in t 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ngineers and 

Researchers (ISER) , Montreal , Canada, 29-30 Dec. 2018. 

- Kofi Afrifa Agyeman, Jin yuwei, S. Han, “ Local and Global Adequacy Assessments of Power Network 

with EVs Considering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and Auxiliary Service Support ”, in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newable Energy and Power Engineering (REPE) , Toronto, ON, Canada, Canada , 24-26 

Nov. 2018. 

* 취미 (Hobby) 

- Movie, reading 

* 한마디 (Say a word) 

- Two heads are always better than one 

 

Jin Yu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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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PhD (2018.7~)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Building Energy Management,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Intelligent Control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My research interest includes the design of 

intelligent automatic control platform for 

building heat source equipment and 

electrical equipment, which is the top level 

of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Integrated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Optimized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for efficient Industrial Electrification.” iCEEiCT 

2015, Dhaka, Bangladesh.  

- “Implementation and Control of Low voltage Dynamic Voltage Restorer Using Park’s 

Transformation for Compensating Voltage Sag “, iCEEiCT’2015 Dhaka, Bangladesh.  

- “Efficient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for Industrial Sector with Off-Grid Time 

Management System.” ICGET’2015, University of Dhaka 

- “Optimization of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for a Base Transceiver Station (BTS) in 

Bangladesh “, ICDRET’2014, Dhaka, Bangladesh,  

* 취미 (Hobby) 

- Travelling, Cycling, Reading 

* 한마디 (Say a word) 

- “Set your life on fire. Seek those who fan your flames” 

 

S M Shahnewas Siddi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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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7.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Vehicle-to-Grid, EV-Grid Application 

및 Aggregator 설계, 전력 시장, BEMS  

등.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기자동차의 효율적인 충전 방법 및 

전력시장 참여 방법. 특히 대규모 전

기차 집단(fleet)을 대상으로 실시간성

을 보장하는 Aggregator 운영 알고리

즘을 설계 하였음. 이외에 ESS와 같은 

배터리를 활용한 건물의 BEMS 등 제

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음.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배전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기술 개발, 한국전력공사 

- 362kV급 개폐제어형 다빈도 차단기의 전자계 및 개폐제어 해설모델 개발, 한국전력공사 

- EV의 수요자원화를 위한 VGI 통합제어기술 개발 및 V2G 실증, 에너지기술평가원 

- BEMS 연계형 V2G 기술 실증 사업, 대구광역시 

- 국내 전력계통 연계형 분산 ESS 및 전기자동차 통합 운영 로직 및 전력시장 참여 모델 개

발, 한국 연구재단 

- 집합주택 공동시설의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25kWh급 능동형 ESS 및 EMS 개발, 산업통상

자원부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실시간 기기 인식을 위한 Smart AMI의 개발,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2014.7 

- Economic Assessment of BESS for Frequency Regulation from Korea Case, ICESI 2016, 2016.3 

- Optimal Control of the Plug-In Electric Vehicles for V2g Frequency Regulation using Quadratic 

Programming, ICESI 2016, 2016.3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ESS 용량 최적화 및 경제성 분석,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2016.7 

- V2G Aggregator의 전력시장 최적 참여모델 개발,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2017.7(우수 

논문상 수상) 

- FR용 ESS의 운전사례를 통한 배터리 열화 관점에서의 ESS 경제성 평가, 대한전기학회 하계

유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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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7.3~2019.02)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Battery Management System 

Algorithm 및 Energy Storage System 

Economy Evaluation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배터리 열화를 고려한 BMS 알고리즘 

연구. 건물의 부하 특성 분석을 통한 

BESS의 최적 스케줄 생성 및 경제성 

평가.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계통 운영 특성을 고려한 BMS 알고리즘 개발’, 전력연구원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Data Clustering 및 Peak Reduction Algorithm을 이용한 BESS의 최적 용량 산정 및 경제성

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11 

- 건물의 전력량 피크 절감형 BESS의 최적 용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 석사 학위 논문, 

2018.12  

- 배터리 수명 예측장치 및 방법(APPARATUSAND METHOD FOR REAL-TIME BATTERY LIFE 

ESTIMATION) / 등록번호: 10-1937591 / 등록일자: 2019.01.04 

- 빅데이터 기반의 배터리 열화도 추정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REAL-

TIME STATE OF HEALTH ESTIMATION BASED ON BIG DATA) / 등록번호: 10-1946163 / 등록일

자: 2019.01.30 

* 취미 (Hobby) 

- 축구, 게임,  

* 한마디 (Say a word) 

- “일단 해보자” 

 

정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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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7.9~)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Machine Learning 기반의 확률론적 수요 

전력 및 PV예측 모델 개발 

피크 제어를 위한 1분단위 단기(15분) 예

측 모델 개발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지역 및 건물의 입력데이터에만 의존한 

수요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단일 모델로 모든 적용 건

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Peak제어, 요즘 절감 등) 

 현재 15분마다의 전력 피크 제어를 위

한 1분단위 단기 예측 알고리즘 개발 중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연구개발형 KBEMS 종합시험설비 개발 및 구축,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인공지능 기반 계통연계형 Micro-Grid 수요관리시스템 개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산업 

- 2018년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기온데이터와 부하 예측의 상관관계 분석,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18.4 

-  확률론적 예측 기반의 동적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소프트웨어 등록 

 

* 취미 (Hobby) 

- 영화/음악 감상,  

 

* 한마디 (Say a word) 

-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조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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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학부 연구생(2015.12~2018.9) 

석사 과정 (2018.9~)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기화학적

모델링 등 Lithium-ion Battery 분석 

및 관련 알고리즘 개발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기화학적 등가 모델을 통해 내부 구

성 및 동작 원리를 파악하고 충전 및 

방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충

전 및 방전)에 따른 열화(노화)를 전기

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배터리의 상

태를 추정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제어

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알고리즘

을 연구 진행 중.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계통운영 특성을 고려한 BMS 알고리즘 개발, 한국전력공사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Matlab 기반 배터리 과도 현상에 대한 전압, 전류, 시간 데이터를 통한 Randle 회로(배터리 

내부 등가 회로) 파라미터 추출법 개발 

- Matlab Simulink 기반 SOC(State of Charge), SOH(State of Health),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류 Profile에 따른 전압 값을 출력하는 배터리 모사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전기화학적 배터리 분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논문 작성을 준

비 중. 

 

* 취미 (Hobby) 

- 배드민턴, 테니스 

 

* 한마디 (Say a word) 

- “보상보다는 만족을 위해” 

 

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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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8.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Battery Management System 

Deep learning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기화학적 배터리 모델링 

배터리 열화 요인 화학적 분석 

배터리 딥러닝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계통운영 특성을 고려한 BMS 알고리즘 개발, 한국전력공사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담지용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전극 개발 

 

* 취미 (Hobby) 

- 농구, 드라이브 

* 한마디 (Say a word) 

- “강하고 담대하라” 

 

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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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8.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Vehicle-to-Grid, Vehicle-to-Building 기반 

차량 제어 및 Aggregator 설계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건물 피크제어, 배전

선로 안정화 알고리즘 설계. 특히, 대규모 

전기차 집단(fleet)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행

동 예측 및 운용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

즘을 설계하였음. 

 현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전기자동차를 통한 실증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배전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기술 개발, 한국전력공사 

- EV의 수요자원화를 위한 VGI 통합제어기술 개발 및 V2G 실증, 에너지기술평가원 

- BEMS 연계형 V2G 기술 실증 사업, 대구광역시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Quantile regression에 기초한 배전 부하 경향 분석,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18.4 

- Peak shaving of an EV Aggregator Using Quadratic Programming,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y Asia, 2019.5 

- 지역 단위 파워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방법, 이를 수행하기 위한 파워 모빌리티 관리서버 및 이

를 포함하는 지역 단위 파워 모빌리티 시스템, 10-2018-0067339 특허 출원중 

- 건물 단위 파워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방법, 이를 수행하기 위한 건물 에너지 관리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건물 단위 파워 모빌리티 시스템, 10-2018-0067338, 특허 출원중 

 

* 취미 (Hobby) 

-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 한마디 (Say a word) 

- “말보다 행동” 

  

서민규 



21 

 

*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9.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데이터 마이닝, 빅 데이터, 인공

신경망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전기수요 및 분산전원 발전량 예

측을 이용한 건물 피크제어 알고

리즘 설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을 위한 신경망 모델 개발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중.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인공지능 기반 계통연계형 Micro-grid 수요관리 시스템 개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산업 

- 연구개발형 KBEMS 종합시험설비 개발 및 구축,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BEMS 연계형 V2G 기술 실증 사업, 대구광역시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엄청난 연구실적을 가질 계획임! 

* 취미 (Hobby) 

- 스포츠, 게임, 산책 

* 한마디 (Say a word) 

- "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김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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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박사과정 (2016. 9~)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EMS (BEMS / FEMS) of Buildings and 

Factories, Energy demand forecasting, 

Peak correspondence ESS, Distributed 

power prosumer, Autonomous Stand-

alone Micro-grid System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미얀마 전력 미공급 마을에 태양광기

반의 자율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

스템 실증을 완료하고, 현재 라오스 

전력 미공급 마을에 친환경에너지타

운 조성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사업 수

행중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스마트그리드연계형 Smart Watt Meter개발, 중소기업청 

- 빌딩 파워 매니지먼트 개발, 중소기업청 

-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 단말 플랫폼 개발, 지식경제부 

-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etwork Factory Energy Management 플랫폼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동남아도서지역용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 삼중열병합 발전시스템용 EMS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수행중),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건물 및 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다중화 운용방안, 2016.6 

-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JECT OF ICT-BASED MICRO-GRID SYSTEM IN MYANMAR, 

2017.11 

- EMS를 위한 무선 프로토콜 통합 제어 시스템, 특허등록 1017916110000  

- EMS를 위한 대기 전류 제어 시스템, 특허등록, 1018187070000 

- EMS를 위한 LED 원격통합제어시스템, 특허등록, 1019208790000 

-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 1016846590000 

- LED 직관등의 LED 모듈 구조, 실용신안등록, 2004832840000 

-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실용신안등록, 2004821840000 

* 취미 (Hobby) 

- 음악감상, 독서 

* 한마디 (Say a word) 

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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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7. 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저에너지형 용수공급을 위한 방안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전기에너지의 사용을 낮춤으로서 

값싸고 질좋은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

표로 함. 특히 수송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90%이

상 차지함에 따라 이를 절감하기 위해 각 배수지의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을 연구. 

* 취미 (Hobby) 

- 음악감상, 독서 

* 한마디 (Say a word) 

- 최선을 다하자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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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8. 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EMS, ESS.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기반 지식 습득 및 데이터 수집 중. 

  

* 취미 (Hobby) 

- 초경량/경량항공기 조종, 스쿠버다이빙, 사진 

* 한마디 (Say a word) 

- 오랫동안 날개를 접고 머물러 있는 새는 한번 날면 높게 난다.  

 

 

 

-  

 

윤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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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학부과정 (2016.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배터리, 전력계통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배터리 SOC, SOH, 온도에 따라 전류 

프로파일에 따른 OCV를 나타내는 시

뮬레이터 연구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배터리 시뮬레이터 

* 취미 (Hobby) 

- 노래듣기,  

* 한마디 (Say a word) 

- “결자해지”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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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생 현황 

졸엽년도 구분 성명 진로 

2017.02 석사 손영익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취업 

2018.02 

석사 
Agyeman Kofi   

Afrifa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진학 

석사 조현덕  LG 화학 연구소 취업 

석사 최정현  LG 화학 연구소 취업 

2018.08 

석사 
Siddiquee S M   

Shahnewaz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진학 

박사 
Acquah Moses 

Amoasi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조교수 임용 

2019.02 석사 박승현 현대일렉트릭 연구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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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s Amoasi Acqu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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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제로에너지 빌딩, 전력거래 및 스마트 

시티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 나주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

력 및 탄소거래 플랫폼 개발.  

- 대형사업장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

트로핏 방안 제시.  

-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이트 

구축 및 실증.  

- 제로에너지 빌딩 달성을 위한 패시

브 및 액티브 알고리즘 개발.  

- 통한 EMS의 한 기능으로 에너지 성

능평가 시스템 구현.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스마트시티 에너지 플랫폼 및 도시 응용 서비스 개발(진행) 

- 대형사업장(마트, 병원 등) 에너지절감 솔루션(진행) 

-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기차 및 프로슈머 전력거래 서비스 모델 개발(완료) 

- 제로에너지 빌딩 실증에 관한 연구(진행) 

-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고객유형 맞춤형 통합EMS 구축(신규)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없음 

* 취미 (Hobby) 

- 장난감 수집, 스케이트 보드(휴업 중) 

* 한마디 (Say a word) 

- “Enjoy and exciting” 

 

손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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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학부 연구생 (2015.3~2016.2) 

석사과정 (2016.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PV 발전 관련 변수 상관관계 분석 및 PV

예측 모델 개발 

실제 계통에 FR용 ESS투입으로 인한 성능 

평가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다중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 기반의 PV예

측 알고리즘 개발 

실제 계통 주파수로 입력되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계통 주파수 예측을 통한 신뢰 

안정도 파악 및 동적계통모델 시뮬레이션 

능력 배양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SGS EMS 종합제어 알고리즘 및 BEMS 개발 실증, 한국전력공사 

- FRDF – 기초연구과제, 한국전력연구원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실용 태양광 예측모델 개발  

-  FR용 ESS 성능 평가 연구  

 

* 취미 (Hobby) 

- 명상, 요리, 라켓볼  

 

* 한마디 (Say a word) 

- “어찌됐건 움직여야 시작이다” 

 

조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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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6.3~)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Battery Management System 

Energy Storage System 

State of Health(SOH)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1. 계통운영 특성이 반영된 BMS 알

고리즘 개발 

2. ESS용 리튬이차전지 수명열화인자

를 도출하고 SOH추정 모델 개발 

3. F/R용 ESS 운용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부터 특이점들을 발견하

고 분석하여 장기적 운용을 위한 

검토사항 제시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계통운영 특성을 고려한 BMS 알고리즘 

- 주파수 조정용 ESS(24MW-6MWh) 운영평가 보고서 

- 2030 변전운영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수립연구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Economic Assessment of BESS for Frequency Regulation from Korea Ca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 Vehicle, Smart Grid and Information Technology, Jeju, March 2017 

- FR용 ESS의 운전사례를 통한 배터리 열화관점에서의 ESS 경제성 평가, 2017년도 대한전기

학회 제 48회 하계학술대회, July 2017 

- BESS life span evaluation in terms of battery wear through operation examples of BESS for 

frequency Regulation, IEEE PES Conference on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ISGT 2017), 

Oakland, Dec 2017 

- 빅데이터 기반의 배터리 열화도 추정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Real-Time 

state of health estimation based on Big Data) / 등록번호 10-1937591 등록일자 2019.01.04 

- 실시간 배터리의 수명 예측 및 SOC 보정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Real-Time 

battery life estimation) / 등록번호:10-1946163 등록일자:2019.01.30 

* 취미 (Hobby) 

- 자전거, IT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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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Course) 

석사과정 (2017.03~2019.02) 

 

* 연구분야 (Research Field) 

Smart Grid, AI 

 

* 연구내용 (Research Contents) 

인공지능 기반 전력수요 예측 알고리

즘 개발 

 

* 수행과제 (Research Project) 

- SGS EMS 종합제어 알고리즘 및 BEMS 개발 실증, 한국전력공사 

 

* 연구실적 및 특허 (Publications & Patents) 

- S. Park, S. Han and Y. Son, "Demand power forecasting with data mining method in smart 

grid," 2017 IEEE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 Asia (ISGT-Asia), Auckland, 2017, pp. 1-6. 

doi: 10.1109/ISGT-Asia.2017.8378423 

 

* 취미 (Hobby) 

- 운동 

 

* 한마디 (Say a word) 

-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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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웠던 겨울이 가고 2019년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의 빈자리가 신입생들의 활기와 열정으로 채워지고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졸업 후 연구실을 방문하지 못해 이제는 아는 후배님들이 거의 없겠지만, 기

고문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먼저 졸

업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나은 연구실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능력 있고 열

정적인 젊은 교수님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학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사회에 나오고, 다른 연구실들과 비교

를 해보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연구해나가는 분위기의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학생들

은 외국인 학생들보다 그 장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보다 조금 수동적인 성

향이 있습니다. 세미나나 연구 진행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친다면 연구실 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즐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실 생활이 am 10:00시부터 PM 10:00시 까지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인데 각자 스타일에 맞게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간

을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석사로 

전향한 케이스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실 생활을 되게 타이트하게 효율적으

로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본인만의 루틴을 형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굴러가는 연구실 생활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학생 시절이 가장 좋다고 합

니다. 연구 성과나, 과제 진행, 졸업 후 취업 등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인만큼 연장된 학생 신분

을 좀 더 즐겁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화로움입니다. 대나무는 부러지지만 갈대는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

대에는 때로는 대나무 같고, 때로는 갈대 같은 조화로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서 공통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일해야 하지만, 본인을 위해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는 기준이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에너지IT융합연구소 대리 

손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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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에만 밀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의 기준을 통해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 조화로운 사람이 된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벌써 2019년도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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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후배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학부연구생으로 시작한 저의 3년간의 연구실 생활이 어느덧 지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석

사를 졸업하고 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생활해보니 그 시절만큼 자유롭고 즐겁게 공부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

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절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대단할 

것 없지만 같은 시기를 먼저 지나온 선배로서 아쉬움이 남는 점들 몇가지를 남겨 후배 연구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학부생 시절의 공부와 석박사 시절의 공부가 명확히 다름을 빠르게 인지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공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원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혹은 누군가가 맡긴 일이나 업무를 할당받기만을 기다려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원에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태도는 자신을 갉아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같은 일을 수행해도 본인이 얻어가는 것이 월등히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업무나 연구를 수

행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몰입할 경우 교수님에게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것

도 확실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흔한 자기개발서에 적혀있는 글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

기하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해외 학회를 목표로 최대한 빨리 논문을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구실 출신의 많은 석 박사를 만나보

면 한세경교수님 만큼 좋은분이 매우 드뭅니다. 특히 학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

금와서 생각해보면 왜 더 빨리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많이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논문

을 통해 무료로 해외학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후배님들께서는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마시고, 국내 학회를 목표로 어서 빨리 논문을 투고하

셔서 그것을 발전시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석사 초기에 제 연구성

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그대로 발표를 하고 수차례 수정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

을 거쳐야 더욱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우쳤습니다. 그만큼 해외학회에 나가 많은 경험을 할 시기가 늦어졌

으니 후배분들은 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에 주어진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으니,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소중한 가족 

및 친인들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자신의 일에 가장 집중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후회가 남아서 끄적여보았습니다.  

LG화학 기술연구원 ESS전지 개발 시스템팀 연구원 

조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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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놓고 살펴보니 잔소리만 늘어놓은것 같네요. 그 시절을 아쉽게 보낸 한 사람의 미련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니 아쉬운 것들이 한없이 많지만, 즐거웠던 기억들도 참 많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세경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 해외여행, 캠핑등 다양한 경험을 연구실에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학교를 졸업

하니 비로소 알게되더군요. 원한다면 한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지나고나면 아쉬움과 미련, 후회가 남

을 것이라는걸 반드시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후배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P.S. 3년간 연구실 생활을 했던 모든 친구, 동료, 후배들, 그리고 교수님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

게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대화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때보다 

시간은 부족하게 되었으나, 그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해주세

요. 감사합니다. 

 

-조현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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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연감에 기고문을 쓰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훗날 이 연감이 우리 PSSENL 연구실의 큰 자산으로 남았

으면 합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맘때쯤이면 공대 9호관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는데, 

가끔 연구실 학생들과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학부생부터 시작한 석사생활은 너무

나 좋은 사람들과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좋은 경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이따금 돌이켜보면 연구와 프로젝트 수행

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밤새우고,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기고문에 쓰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졸업 후 취업 및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에 다들 힘들어 

할 것 같아,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배터리, BMS, V 2G 등의 에너지 신사업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데 이런 융합적인 

연구들이 차후 취업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에너지 신사업이 어느 특정 분야 하나

만 뛰어나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대부분이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모든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는 취업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

부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 짓지 못해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종종 방문하면 든든히 

뒤에서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신 교수님 이하 연구실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연구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큰 도움을 분명 줄 것이며 한결 마음도 편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취업에 도전할 때 인적성, 서류, 면접 등에서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때가 있을 것입니

다. 그러니 부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고문에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힘들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실에 나가 교수님,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

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 격의 없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LG화학 과천R&D캠퍼스 ESS전지 개발 시스템 팀 사원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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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고프시면 100% 환영입니다. 

 

 첫 번째 연감 발행에 기고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한세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면 연구, 취미면 취미 모든 

분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항상 많은 것을 배우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감 발행을 축하하며, 우리 연구실이 10년, 20년 후에도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를 이끌어 주었

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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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교수님 이하 선후배 여러분. 

 

우선 졸업생으로서 우리 연구실이 연감을 만들고 거기에 실릴 기고문을 쓰게 된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아직도 학

부 연구생으로 들어가 인사를 나눴던 모습이 생생한데 그때를 떠올리며 떠나보니 드는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다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저는 대학원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연구의 흐름을 살리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3개월 단위로 연구 내용

을 블럭처럼 만들어 마무리 짓고 나머지 보완해야 할 점들은 그후 조금씩 보완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금 돌

이켜 보니 전체를 한번에 만들고 보완해 나가려고 하다 다양한 연구 내용을 다루지 못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

니 조금씩이나마 마무리 짓고 다음 흐름으로 얼른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대학원 생활을 잘했다 싶은 점은 우리 연구실에서의 연구 내용이 현업에서의 사업과 현실성에 있어서 결

코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취업을 생각한다면 별도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현

재 하고있는 연구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취업 준비로 바쁜 연구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대학원 생활에서 생각해봐야할 점은 책임감과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책임감은 현재 연구에서

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내 담당이 아니니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라는 생각

이 든다면 옆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다 보면 속해 있는 조직 전체의 손해로 이어지니 결국 본인의 손해

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나 후배가 앞으로도 많이 생각 날겁니다. 사회에서도 다양한 자

리에서 일을 하며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동료로 남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 전체도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19. 02. 20. 박승현. 

현대일렉트릭 용인R&D본부 전력시스템연구실 스마트에너지과 연구원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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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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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해석 및 제어 기술 

시스템, 특히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ESS,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파수 및 전압을 제어하는 통합제어 기술 연구 

● 배터리 분석 및 모델링 

ESS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수명평가 및 SOC 추정 기술 연구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건물, 캠퍼스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발전기, 제어가능부하 등의 

최적 운전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구 

● Vehicle to Grid(V2G)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합하고 전력 시장에 참여시키는 신 기술인 V2G 분야에 있어 세계적

인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음. 본 연구실의 관련 논문은 현재 700회 이상 피인용되고 있음 

● 계통 해석 및 신뢰도 모델 설계 

전력의 공급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계통의 사고에 대한 안정적 운용방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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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내역 

● 계통 연계형 분산 ESS의 통합 운영 로직 및 플랫폼 기술 개발 

: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과학부), 2014.05.01. ~ 2017.04.30. 

● 리튬이차전지 수명열화 핵심변수 도출 및 예측 모델 기반 

: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2014.01.01.~2014.12.31 

● 집합주택 공동시설의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25kWh급 능동형 ESS 및 EMS 

개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2015.08.01.~2017.07.31. 

● 362kV급 개폐제어형 다빈도 차단기의 전자계 및 개폐제어 해석 모델 개

발 

: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2015.08.01.~2018.07.31 

● 2030 변전운영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2015.10.28.~2016.10.27 

● 주파수변동 모델에 기반한 전력계통 신뢰도 지수 개발 및 응용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2015.12.01.~2017.11.30. 

● 미래 전기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팀 

: 한국연구재단(교육부), 2016.03.01.~2020.08.31 

● SGS EMS 통합제어 알고리즘 및 BEMS 개발 실증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2016.03.01.~2018.10.27 

● 경제성 분석 기반 배전계통 ESS 계획 기법 및 운영 알고리즘 개발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2017.02.21.~2019.01.20. 

● 국내 전력계통 연계형 분산 ESS 및 전기자동차 통합 운영 로직 및 전력시

장 참여 모델 개발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3.01.~2020.02.29. 

● 계통운영 특성을 고려한 BMS 알고리즘 개발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2017.04.03.~2019.01.31. 

● 인공지능 기반 계통연계형 Micro-grid 수요관리시스템 개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2018.04.01.~2020.12.31 

● 파워모빌리티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실증사업 

: 대구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2018.08.01.~2018.12.10. 

● 20108년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 대구광역시(산업통상자원부), 2018.04.01.~2019.03.31. 

● EV의 수요자원화를 위한 VGI 통합제어기술 개발 및 V2G 실증 

: 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통상자원부), 2018.10.01.~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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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TEST-BED 연구센터 

 

＊ 열원과 전기 통합 시스템 구축 → 알고리즘 및 실 제어 환경 기반 검증 

＊ 실제 연구원들 생활 환경 기반의 Living Lab 환경 연구 

＊ 공대 8호관의 5개실에 총 74개의 IOT센서 설치 → 통합운영실에서 전체 설비에 대한 실시간 관측 및 

제어 가능 

 

[TEST-BED] 공대 8호관 층별 설비 구성 

통합운영실 내부 통합운영실 외부 

실제 모습 및 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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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구실 총 인원 

● 정수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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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학위수여식 

● 제주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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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기념 

● 경산변전소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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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평 하계학술대회 

● 금원산 계곡 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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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후기 학위수여식 

● 플랜트설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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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 견학 

● 대구 미래차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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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모델 세미나 

●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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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SSENL Yearbook 

제 1판 1쇄 2019년 4월 인쇄 

제 1판 1쇄 2019년 4월 발행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공대8호관 404호 

http://powerlab.knu.ac.kr/  

Power System & Smart Network Lab. 

* 무단 복사 복제를 금하며,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