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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세계
전 기 계 뉴 스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회사

관리자 연수교육

KEPCO Academy, 7일부터 15일까지

KEPCO Academy(한전 중앙교육원)가 기술력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 우리나라의 우수

배전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11일 KEPCO Academy에 따르면 이집트 북부카이

로 배전회사 소속 관리자 6명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

지 9일간의 일정으로 KEPCO Academy에서 배전기

술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륙 북동부에 위치한 이집트는 5개 발전

회사와 1개 송전회사, 9개 배전회사에서 전력을 공급

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력수요도 증가

(연간 최 7.5%)하고 있지만 부족한 발전용량과 낙

후된 송배전 시설∙운 기법으로 전력수급에 어려움

을 겪으면서 발전용량의 증설과 송배전시설의 효율

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전이 높은 배전 손실과 잦은 정전으

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의 전력품질을 높이기

위해 북부카이로 배전회사(NCEDC)를 상으로 시

행하고 있는‘이집트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수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회사 관리자들은 앞으로 ▲이론강의(배전일반,

지중설비 운 및 유지보수, 전력손실 감소, 원격검

침, 신배전정보시스템) ▲현장견학(본사 및 KOICA,

배전센터, 전력연구원, 전기박물관, 배전자동화관,

신림전력구, 배전스테이션 등 ▲산업시찰(LS산전, 인

텍전기전자) ▲문화탐방(난타공연, 남산타워, 민속

촌, 남 문시장, 롯데월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다.

KEPCO Academy는 이집트 전력분야 관계자를

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앞으로 이집트와의 해외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KEPCO Academy는 지난해 한전에서 연수교

육을 받은 해외 교육생이 수단을 비롯해 파라과이,

이라크, 서부아프리카 등 전 세계 14개국, 107명에 달

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유니슨, 국내∙외 풍력

발전단지 공동 개발

한국남동발전과 유니슨이 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을 위해 손을 잡았다.

남동발전(사장 장도수)과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인 유니슨( 표 김두훈)은 국내∙외 풍력발전 단지

개발에 나서기 위한 MOU를 지난 13일 롯데호텔월드

에서 체결했다. 

이번 MOU는 풍력발전사업을 양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니슨이 개발 완료한

750kW, 2MW 풍력발전기를 국내∙외 최적의 지역에

보급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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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기의 세계

▲ 선상진 KEPCO Academy 배전교육팀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한전 관계자들과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회사 관리자들이 입교식을
끝낸 뒤 한자리에 모 다.

▲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오른쪽)과 김두훈 유니슨 표가 MOU체
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기의세계
전 기 계 뉴 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원에 집중적인 투자

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을 본격

화하고 있다.

이에 양 기업은 국내 159MW, 해외 164MW 등 총

323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8000

억원을 투자해 국산풍력발전기의 보급을 확 할 계

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강원태백 45MW

(750kW급 60기) ▲경남의령 50MW (2MW급 25기)

▲경북울진 30MW (750kW급 40기) ▲재주표선

34MW (2MW급 17기) 등 4곳에 규모 풍력발전 단

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는 사업타당성 예비조사를 거쳐 ▲스

리랑카 109MW (750KW급 40기, 2MW급 40기) ▲중

국 55MW (750kW급 74기) 등 2곳에 풍력발전 단지

를 건설할 예정이다.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은 인사말에서“남동발전의

풍부한 발전설비 운 ∙관리능력과 유니슨의 풍력발

전기 기술력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

며“ 흥화력 내에 추진 중인 20MW 규모의 국산 풍

력실증단지 건설과 연계해 앞으로 공동개발에 탄력

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훈 유니슨 표도“이번 MOU는 양사만의 기

쁨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

로 국내에선 주민설득과 인허가 문제, 해외에선 단지

발굴에 한 경험 부족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부발전, 2500만달러상당국산품

수출성사
7일 카이킹유 中 전력연구원 부주임 초청

협력업체 우수기자재 해외 판로지원 '결실'

중부발전(사장 배성기)은 카이킹유(蔡靑有) 중국

전력과학연구원 부주임 일행을 7일 인천화력발전소

에 초청한 가운데 2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이

끌어냈다.

중국 전력과학연구원은 국내로 치면 한전 전력연

구원에 해당하며 3227명의 연구요원을 보유하고 있

다. 특히 인천화력을 방문한 카이킹유 부주임은 중국

전력회사 기자재 구매, 성능평가 등에 가장 높은 전

문성을 보유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에 앞서‘협력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

원사업’의 일환으로‘2008 중국 국제전력전’에 참가,

수출상담을 벌인 바 있다. 이 연장선에서 카이킹유

부주임이 방한했고, 마침내 2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협력업체인 (주)비엔에프는 지

난 3월 1일 중국 엠마우스(EMMAUS)사와 5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내년과 내후년 각각 1000만 달

러 상당의‘전자기판 무정지 먼지 세정제’를 추가 납

품키로 했다.

기존 전자기판 세정제와 달리 오존을 파괴시키는

물질인 할로겐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

은 것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 기술개발, 국

산 기자재 해외시장 확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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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킹유(蔡靑有) 중국 전력과학연구원 부주임(왼쪽 셋째) 등 중
부발전 방문단 일행이 7일 인천화력을 시찰하고 있다.



NEW PROJECT NEW TECHNOLOGY

● 신 기 술 신 제 품

최근,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전원(중소규모의 발전설비)이 각지에 건

설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전원(Distributed and Dispersed Power)이 기존의 전력망

에 다수 접속(연계)되면 만일 단락(short circuit) 사고 시에 전력망에 흐르는 전류가

증 되어 전력관련 시설이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책으로 사고전류를 제어하는 한류기(限流器, fault

current limiter)의 도입이 기 되고 있다. 또한 가정용 발전기가 상용전력계통에 연

계된 경우, 사고 시 순간전압 저하 책으로서 한류기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풍력발전과 같이 기상조건에 의해 발전량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전원을 기존의

전력망에 접속할 경우 과 한 사고전류에 한 책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상시 공급될 수 있는 출력과 발전기의 최 용량과의 괴리

가 크지만, 단락 사고전류는 발전기의 최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고

전류의 증 문제는 화력발전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전도박막을 이용한 한류기는 통상 시에는 제로 저항이지만, 임계전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고저항으로 되어 과전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전력망 사고전류를 순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분산전원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비용, 고신뢰성의 초전도 한류기의 실

현에 한 사회적 요청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초전도 한류기에 사용되는 초전도

박막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용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부문 초전도기술그룹은 분산전원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전류에 의한 전력관련 설

비의 손상방지 책으로 유망한 한류기의 실현을 위해 초전도산화물박막을 이용

한 독자적인 방식의 한류소자를 500V/200A급으로 용량화하는데 성공하 다. 

초전도박막한류소자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도포열분해법(금속 유기

산염 등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기판에 도포하고 가열처리함으로써

유기성분을 연소제거시켜 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한 초전도박막을 이용

하여 통상 시에는 전기저항이 제로인 면적 초전도막에 고저항률의 금은합금층

을 형성함으로써 동일한 길이의 기존 소자(순금층)의 4배 이상의 전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초전도박막의 필요량이 1/4 이하가 되어 폭적인 저비용화

가 기 될 수 있다. 

16 전기의 세계

분산전원 량

도입을가능케

하는새로운

전력소자개발

그림 1 500V/200A급초전도박막한류소자모듈 그림 2 단락 발전기를 이용한 한류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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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냉각된 소자는 237A(실효치)의 전류를 전기저항 제로로

흐르게 할 수 있었다. 고전압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류소자가 없으면

2.26kA의 사고전류를 순간적으로 1/3 이하로 제어하고, 20cm 정도의 길이이지만

5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5사이클 전류를 통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모듈을 8개 직렬

로 연결시키면, 3상(相) 6.6kV/200A급 한류기의 1상분(相分)을 제작할 수 있다. 따

라서 실용규모(수 kV/100A급)의 저비용, 컴팩트, 저손실로 고속응답하는 초전도

한류기를 실현할 수 있었다. 

히타치제작소

는 기존의 실리콘

을 체할 수 있

는 차세 파워소

자 용 재 료 로 서

SiC를 이 용 한

3kV급 내압을 가

진 쇼트키베리어

다이오드(SBD, Schottky Barrier Diode)를 개발하여 최 3.3kV의 내압을 확인하

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3kV급 SiC-SBD를 탑재한 파워 모듈을 시작하여 종래의

기술인 실리콘 pn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철도차량용 인버터의 전력변

환 손실을 약 30% 정도 줄일 수 있음을 검증하 다. 

SiC는 현재 파워소자용 재료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리콘에 비해 절연파괴

전계강도가 약 10배 정도 높아 고내압이라는 점에서 파워소자의 박형화에 의한 통

전 시의 온저항 저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워소자의 소형화와 냉각계의 간이화를

기 할 수 있는 재료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이번에 SiC의 저손

실 스위칭 특성에 주목하여 SiC의 특성을 최 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JBS(junction

barrier schottky) 구조에 의한 고내압 다이오드 기술과 전력변환 손실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턴온 손실, 리커버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고속구동 기술을 개발하

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 방지의 관점에서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철도는 환경부하가 적은 운송 시스템으로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더욱 저소비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환경특성이

우수한 철도차량용 파워 디바이스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는 시점이다. 철도차량용

인버터는 매우 섬세한 교류구동기(모터)의 제어를 수행하는 철도차량의 핵심 부품

이다. 철도차량용 인버터의 내부 구조는 Si-IGBT(insulated hate bipolar

tranasistor)와 다이오드가 병렬로 접속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종래의 기술인 실

리콘 pn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경우 온상태에서 오프상태로 이행할 때 불필요한 리

커버리 전류가 발생한다. 이것이 스위칭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변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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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인

버터의전력변

환손실을

30% 줄일수

있는

SiC 다이오드

파워소자개발

< SiC-SBD 소자 및 파워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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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히타치는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리커버

리 전류를 극한까지 억제할 수 있는 SiC-SBD를 철도차량용 인버터에 적용하는 것

을 목표로 고내압 파워소자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에 JBS 구조를 채

용함에 따라 철도차량용 응용에서 핵심 사양인 3.3kV 이상의 역방향 내압과 2V의

저통전 전압특성을 가진 SiC-SBD를 개발하 다. 

이번에 개발된 SiC-SBD 파워 소자의 기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래의 SBD에서는 다이오드의 도통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n형 드리프

트층의 불순물 농도를 늘려 저저항화하면 쇼트키 접합부의 전계가 강해져 역방향

고전압을 인가하 을 때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본질적인 트레이드 오프 문제가 있

어, 도통시 손실 저감과 누설전류 억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

다. 이번에 쇼트키 접합부의 전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쇼트키 접합과 pn접합을 조

합한 JBS 구조를 채용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고품질 전극/SiC 계면 형성 기술을 개

발하 다. 이에 따라 저통전손실과 누설전류의 억제를 양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인버터의 손실저감 기술이다. 종래의 철도차량용 인버터용 파워

모듈은 Si-IGBT와 Si pn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다이오드를 3kV급 SiC-

SBD로 체한 파워모듈을 시작하 다. 또한 고속구동기술을 병용하여 종래의 파

워모듈에 비해 턴온 손실을 약 1/6, 리커버리 손실을 약 1/10로 줄일 수 있었다. 

일본의 디스코는 고휘도 LED용

사파이어 기판의 칩공정의 품질

과 수율의 폭적인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서 사파이어 기판

의 [스텔스 다이싱프로세스]를 개

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명이나 자동차 부품 등

의 용도에 LED의 수요가 크게 늘

어나고 있어, LED의 고품질화, 저

소비전력화, 장수명화와 함께 저

가격화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프로세스의 혁신이 요망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칩 공정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버 공정은 오

퍼레이터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품질의 안정성 측면이나 수율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이를 신할 새로운 가공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사파이어 가공법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디스코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파이어의 레이저 스크라이빙 가공 공정

과 함께 하마마츠포토닉스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공여받은 스텔스다이싱(SD) 기술

을 응용한 사파이어의 SD 프로세스를 새롭게 개발하 다. 스텔스 다이싱 프로세

18 전기의 세계

고휘도LED의

고품질, 고수

율화를위한

사파이어

기판의신

가공공정개발
< 스텔스 다이싱 공정의 공정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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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SD 기술을 응용한 사파이어 가공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 LED의 휘도 저하

를 막으면서 고수율로 칩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레이저 스크라이빙 가

공 공정의 경우,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버 공정과 비교하여 약간의 휘도 저하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해 SD 프로세스는 휘도 저하 없이 고수율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휘도 LED의 칩공정에 최적인 가공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외 업체들도 고휘도를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디바이스에는 이 공

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SD 프로세스 적용에 의한 사파이어 가공 공정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동 운전방식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개

인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수율로 생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칩 공정이 어려웠던 두꺼운 웨이퍼의 경우에도 칩 분할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기

존의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버 공정에 비해 전자동으로 고속운전이 가능하여 생산

성을 폭 향상시킬 수 있다. 앞으로 디스코는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공정 평

가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1] 레이저 스크라이빙 가공: 레이저를 작업 상 표면의 미세한 역에 매우 짧은 시간

집광시켜 피가공물을 승화 증발시키는 가공 방법에 의해 사파이어의 표면에 홈을

만들어 절단함으로써 칩을 분할하는 가공 방법이다.

[주2] 스텔스 다이싱: 레이저를 작업 상 내부에 집광시킴으로써 내부에 개질층을 형성하

여 칩을 분할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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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펌프의 기술동향

김현진, 백찬수, 김현후 / 두원공

● 기 획 시 리 즈

I. 서 론

최근 마이크로 펌프기술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나 μTAS(micro total analysis systems)와 같은

생물학적 유체소자에 한 펌핑기구를 해석하기 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또한, 마이크로 펌프는 전자제

어 시스템에서 전자소자에 억제 요소인 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냉각장치에도 응용되고 있다[2]. 사실 전자부

품에서 열관리는 전자소자의 신

뢰성을 증진하고, 소자의 기능

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근 휴 용 각종 전자부품이나

소자의 크기와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냉각망

(cooling loop)도 마이크로 채널

을 장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냉각장치에서 사용하는 펌

프나 유체 흐름을 유도하는 마

이크로 채널은 전자 시스템의

제한된 공간에서 점차 작아지고

있다. 더욱이 셀이나 생물학적

분석기구에서 소재를 샘플링하

고, 분리하거나 검출,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해 미세유체소자(microfluidic devices)에

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분석이나 처

리를 실행함에 있어 미세유체소자가 많은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외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마이크로 펌프에

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펌프이론, 구

조 및 동작기구에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3,4]. 즉. 마이크로 펌프에 한 연구는 저전력의 낮

은 배기속도에서부터 높은 배기속도나 고압문제에 이

22 전기의 세계

그림 1 그림1. 동작기구에 따른 마이크로펌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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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마이크로 펌프

는 크게 2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

계변위형 마이크로 펌프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기운동

형 마이크로 펌프이다. 이와 같은 범주의 마이크로 펌프

는 다시 동작원리에 따라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으며,

그림 1에서 펌프기구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II. 기계변위형 마이크로 펌프기술

기계변위형 마이크로 펌프는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

기 위해 압력차를 일으키도록 기어나 다이어프램과 같

은 고체 혹은 유체의 운동을 이용한다. 물론 다이어프램

펌프가 가장 일반적이며, 매우 다양한 동작기구로 수행

한다.

2-1 다이어프램 변위펌프(diaphragm displacement

pumps)

그림 2는 표적인 다이어프램 변위펌프의 동작을 나

타내고 있으며, 펌핑용기(pumping chamber)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입구와 출구밸브를 포함한다. 펌

프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다이어프램은 그

림과 같이 편향하게 된다. 즉, 입구의 압력이 펌핑공간

의 압력보다 높으면, 입구밸브가 열리면서 액체는 펌프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압축과정에서는 다이어프램이

안으로 구부러져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액체는 출구밸

브를 통해 방출된다. 다양한 종류의 작동기구가 다이어

프램 진동하도록 하는데, 압전(piezoelectric), 정전

(electrostatic), 전 자 기 (electromagnetic), 공 압

(pneumatic) 및 열공압(thermopneumatic)등의 작동기

가 가장 흔하게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밸브의 형

태도 다양한 편이며, 동적이거나 정적인 밸브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수동적 혹은 능동적인 구조로 사

용되고 있다. 

이제, 다이어프램의 작동기구와 밸브의 형태에 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압전재료는 전압을 인가하면 기계

적인 변위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발생기구가 바로 다이

어프램 마이크로 펌프를 동작하도록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큰 변위량과 힘이 제공된다는 장점 때문이

다. 이러한 압전재료를 이용하여 최근 펌프의 다이어프

램이나 밸브의 설계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재 개발에 한 연구도 병

행되어 이루어졌다[5]. 표적으로 그림에서 나타나듯

이 다이어프램의 진동과 유체의 흐름을 일체화하는 구

조를 비롯하여 기존의 압전작동기를 개선한 LIPCA

(lightweight piezoelectric composite actuator)와 밸브가

없는 노즐 공급기형(nozzle-diffuser) 마이크로 펌프 등

이 있다.

다음으로 정전형 마이크로 펌프는 다이어프램을 움

직이도록 하기 위해 전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전력

(electrostatic force)을 이용한다. 다이어프램과 응하

는 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면, 가변 커패시터와 같이

동작하며 발생되는 정전력은 향 전극에 의해 다이어

프램이 변위하게 된다. 따라서 펌프공간에서 압력이 감

소하면, 펌프 안으로 유체가 들어오게 되고, 전압이 제

거되면 다이어프램은 반 로 움직이면서 펌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짐으로 유체는 방출한다.

사실, 그 동안 정전형 작동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펌프

에 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공기보

다 더 높은 유전율을 가진 액체나 유체 중에 전압을 인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정전형 마이크로 펌프에

한 연구가 확 되고 있다. 유전율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인가전압과 구조에서 배기속도와 힘도 커진다. 그러므

로 전극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액체를 통해 발생

하는 힘은 펌핑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Machauf

등[6]은 실험을 통해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50V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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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이어프램의 진동에 의한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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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가하여 1㎕/min 정도의 배기속도를 얻었다. 

그리고 전자기형 동작기구는 다이어프램에 부착된

구자석과 코일로 구성된다. 코일을 통해 전류가 흐르

면, 자계와 전계작용에 의한 Lorentz 힘이 다이어프램을

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전자기 동작을 위해

비교적 작은 전압(~5V)이 요구되며, 다른 기구방식과

비교하여 구동회로부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마이크로 펌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구자석과 코일을 통합한 방식을 이용

하여 크기가 더욱 소형화된 마이크로 펌프가 제작되었

다. 그리고 구자석, 다이어프램 및 밸브의 구조를 개

선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7].

열형 동작기구는 열을 가하면 체적이 증 하거나 수

축하는 소재를 이용하게 되며, 마이크로 펌프의 다이어

프램은 열공압 혹은 형상기억합금(SMA)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열에너지의 확산에 의존하므로 낮은 동

작주파수에 의해 구속된다. 열공압 동작은 구동하는 유

체와는 다른 2차 유체가 다이어프램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가열함으로서 발생한다. 최근 열전도성 소재인

ITO(indium tin oxide)를 이용하여 효율적이면서 투명

한 열공압 펌프가 개발되었는데, 다이어프램의 지름은

3.5㎜, 입??출구의 길이는 1.5㎜인 구조로 6㎐의 55V 펄

스전압에서 메탄올의 최고 배기속도는 약 78㎖/min이

었다. 그리고 형상기억동작은 TiNi와 같은 형상기억소

재를 이용하는데, TiNi는 고온 오스테나이트(austenite)

상과 저온 마르텐자이트(martensite)상과 같은 두 개의

고체상태 사이에 상변이를 가진다. 여기서 마르텐자이

트상은 오스테나이트상보다 더 연성이 많기 때문에 상

변이온도 이상에서 TiNi은 오스테나이트상으로 되며,

이와 같은 변형에서 TiNi는 제약이 없다면 초기 형태라

고 가정한다. 그러나 압박하게 되면, 원래 형태로 되돌

아가려는 큰 힘이 작용하게 되고, 형상기억합금은 약

6~8% 정도의 높은 회복 재생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최

근 Shin 등[8]은 박막 TiNi 9㎃펌프를 제작하여 2.53㎖/s

의 최 배기속도를 달성하 고, 이러한 배기속도는 기

존에 발표된 SMA 펌프보다 3배 이상이었다. 또한,

Zhang 등[9]은 저온에서 동작하는 TiNi(Cu)합금의 SMA

펌프를 개발하 다.

공압 펌프는 다이어프램이 진동하도록 가스압력의

변동을 일으킨다. 가스압력은 다이어프램으로 만들어

지며, 압축하면 휘어진다. 공압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공압 구동력은 다

음에 기술하는 연속적인 연동작용으로 진행된다. 다이

어프램 펌프는 이러한 왕복운동으로 유체의 흐름을 제

어하게 된다. 최근 Inman 등[10]은 양방향의 공압 다이

어프램 펌프를 제작하여 40kPa의 공압으로 약 2.6㎖

/min의 배기속도를 얻었다.

연동형 펌프(peristaltic pump)는 펌핑작용을 일으키

기 위해 직렬형태로 동작기를 설치하여 구동하게 된다.

부분의 연동형 펌프는 각각 다이어프램을 가진 3개의

펌핑공간을 직렬로 배치하며, 그림 3에서 연동형 마이

크로 펌프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각 다이어프램이 수축하면서

유체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다이어프램은 유체의 흐름방향으로 수축하여 밸브의

역할도 함께하게 된다. 그러나 동작방향이 역으로 진행

되면, 연동작용도 반 로 되기 때문에 연동형 펌프는 밸

브 없이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동형

펌프에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비

교적 높은 압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펌프의 구

동원리는 압전형이나 공압형들을 이용하여 동작하게

되며, 최근 다양한 구조와 설계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11]. 단순히 다이어프램에 의한 왕복운동

은 비방향성의 유체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밸

24 전기의 세계

그림 3 연동형 마이크로 펌프의 구조와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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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가 필요하다. 밸브는 동적이거나 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며, 또한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

나 펌프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밸브에 마모나 특

성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밸브 없는

펌프에 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림 4는 동적구조의 밸브로 동작하는 마이크로 펌프

를 나타낸다. 동적인 수동 다이어프램 밸브는 변형, 운

동 혹은 굴곡 등에 의해 유체의 흐름방향을 제공하는 구

조로 정의된다. 수동 밸브는 유체 흐름을 갖기 위해 전

기적 및 열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부분의 다이어프램 작동기는

동적인 수동 밸브의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밸브는

다이어프램 진동에 있어 동기적으로 개폐동작을 하게

되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다이어프램이 팽창하기 전

에 출구가 닫히게 되고, 수축하기 전에 펌프의 입구가

닫힌다. 따라서 유체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림 2의 구조와 유사하게 캔틸레버가 밸브구조

에 간혹 사용되기도 하며, 압전소재를 이용하여 수동적

인 조절하게 된다.

정적인 구조의 밸브는 운동 부위나 경계조건으로 유

체 흐름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며, 차라리 구조는 고정

되고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은 에너지의 적용으로 일어

나거나 구조에 의해 흐르게 된다. 그림 5는 여러 종류의

정적인 고정구조의 밸브들을 나타낸다. 그림 (a)은 점성

을 기초로 한 밸브를 가진 마이크로 펌프의 구조를 나타

낸다. 다이어프램이 진동하는 펌프의 공간은 입구나 출

구 채널과 연결되며, 채널은 국부적인 가열을 위해 B-

doped Si 히터를 가진 작은 단면의 초크로 구성된다. 다

이어프램이 수축하여 펌프공간이 작아지면, 출구초크

는 동시에 가열하여 출구 근처의 액체 점성을 떨어트려

출구로 방출하게 되다. 또한, 정적 구조의 능동형 밸브

는 전적으로 구조에 의존하여 유체 흐름이 결정하게 되

는데, 그림(b)에서 (d)까지의 노즐 공급기형이나 테슬라

밸브(Tesla valve)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b)과 (c)는 각각 수평형과 수직형 구조의 노즐

공급기 밸브를 나타낸다. 펌프공간이 확장되며, 입구

역은 공급기로 동작하고 출구는 노즐로 동작하여 유체

는 펌프공간으로 들어온다. 즉,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더

많은 유체가 출구보다 입

구를 통해 펌프 안으로 들

어오게 된다. 반 로, 다이

어프램이 수축하면 입구는

노즐로, 그리고 출구는 공

급기로 동작하여 결국 출

구를 통해 더 많은 유체가

밖으로 방출된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하여 유체의

순흐름(net flow)은 입구로

부터 출구로 이동하게 된

다. 그림 (d)에서 보여주는

테슬라 밸브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유체의 흐름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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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적구조의 밸브로 동작하는 마이크로 펌프

그림 5 여러 종류의 정적인 고정 구조의 밸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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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만 다시 중심채널에서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구

조의 개념은 1920년 Tesla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어 마

이크로 펌프에 이용되어 왔다[12]. 최근에는 Izzo 등[13]

이 노즐공급기와 테슬라형 밸브를 결합한 구조를 제안

하기도 하 고, 특정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

태의 밸브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2 유체변위 펌프(fluid displacement pumps)

유체변위 펌프는 다이어프램을 갖지 않은 구조를 2차

유체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직접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

다. 펌프를 구동하는 유체는 흐르는 유체와 접촉하지만

섞이지는 않는다. 액상에서 변위하는 액체의 경우 자성

액체(ferro fluid)가 주로 사용되며, 기상에서 변위하는

액체의 경우에는 동작기구로서 상변화와 기상 경계조

건 등을 포함한다. 자성액체는 다이어프램 없이 직접 유

체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여 왔으며, 최근 Yamahata

등[14]은 두 개의 능동형 초크밸브를 가진 Y형 채널에

자성액체 플러그를 마이크로 펌프에 적용하 다. 자성

액체의 동작은 외부 구자석의 주기적인 운동에 의해

수행되며, 따라서 자성액체의 피스톤 운동을 일으키는

데, 최 배기속도는 약 30㎕/min이고, 압력은 2.5kPa

정도로 보고되었다.

상변화 마이크로 펌프는 액상에서 기상으로 상변이

과정을 통해 유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체적의 변화를 이

용한다. 기포펌프(bubble pump)나 전기화학적 펌프가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펌프이다. 그림 6은 미세채널

을 따라 가열기를 제어함으로서 펌핑하는 기포펌프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가열은 채널을 통

해 기포증기가 발생하여 충분히 커지도록 오래 지속하

게 되며, 두 번째 가열기가 동작하면 기포의 증기압은

서서히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기포는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채널을 통해 차례 로 이동하게 된다. 최

근 전도성 유체나 혹은 비전도성 유체를 사용하는 기포

펌프에서 1~200㎕/min 정도의 배기속도를 얻었다고 보

고하 다. 전기화학 펌프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물이 채워진 작은 수조에 두 개의 전극이

향하고 있는 형태이며, 역시 액체로 채워진 채널과 연결

되어 있다. 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분해에 의

해 산소와 수소가스 형태의 기포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

포는 채널을 따라 유체를 어내면서 흐름을 유도하게

된다. 최근 Lee 등[15]은 유체의 흐름에 한 구동뿐만 아

니라 밸브로 이용되는 다이어프램의 굴곡 등은 포함하

는 전기화학 반응의 동작기구에 해 보고한 바 있다.

가스수축이나 침투를 이용하는 펌프는 유체가 이동

할 수 있도록 기상 경계조건을 응용하게 되며, 다이어프

램을 갖지 않은 열공압 펌프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데,

기체의 부피팽창이나 수축작용으로 펌핑하게 된다. 경

계를 통한 가스의 침투는 기체 저장이나 제거에 의해 유

체가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이어프램 없이 구동

하는 단일과정의 열공압 펌프는 약 0.34㎕/min의 배기

속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6].

2-3 회전 펌프(rotary pumps)

전형적인 회전 펌프는 유체 저장용기에 입구와 출구

부가 연결되어 있으며, 회전하는 톱니기어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 혹은 외부에 유체가 흐르는 경로에

다양한 형태의 회전요소를 가진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

펌프가 제안되어 왔다. 표적인 회전기어형 마이크로

펌프는 정교한 톱니기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전동기가

부착된 것이다. 즉, 유체는 기어의 톱니 사이에 끼어 회

전함에 따라 입구에서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와 같은 동작 원리와 구조가 그림 8(a)에서 나타난다.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마이크로 펌프로는 복합 구조를

26 전기의 세계

그림 6 기포펌프의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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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거나 그물망 회전기어 등이 제안되기도 하 다. 기

존의 회전축형 펌프는 0.165W의 입력전력으로 약 9.5

㎕/min의 배기속도를 얻었다고 Lei 등[17]에 의해 보고

된 바 있다.

회전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점성력을 이용한 유체변

위 펌프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림 8에

서 나타나듯이 각기 다른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펌프의 개념과 동작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특정분야와 다기능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예로서, 그

림 (c)에서는 채널에서 회전축을 따라 중심을 향해 이동

하는 나선형 마이크로 펌프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고, 그

림 (b)에서는 실린더가 회전하면 회전자의 반 편에 불

균형의 압박으로 유체가 흐르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펌

프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그림 (d)에

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채널 내에 경

계에서 점성으로

동작하는 디스크의

회전에 의해 유체

가 흐르도록 설계

된 점성형 마이크

로 펌프도 있다. 이

와 같은 점성형 펌

프는 기존의 Couette 흐름의 동작원리를 이용하며, 디

스크의 회전운동은 유체에 점성력을 가하여 입구에서

부터 채널을 따라 흐르도록 유도하게 된다.

Ⅲ. 전자기운동형 마이크로 펌프의 기술

전자기운동형 마이크로 펌프는 전기적 및 자기 형태

의 에너지를 바로 유체이동으로 적용한 펌프이다. 펌핑

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유체의 흐름은 일정

한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전기운동형 펌프

(electrokinetic pump)는 채널 내에 존재하는 이온을 끌

어당기기 위해 전계를 이용하며, 점성으로 발생하는 운

동량전달에 의해 차례 로 유체를 이송하게 된다. 그리

고 자기운동형 펌프(magne-tokinetic pump)는 표적

으로 Lorentz 힘을 이용하여 유체가 마이크로 채널을 따

라 흐르도록 유도한다. 더욱이 동적 펌프는 밸브 없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게 된다.

3-1 전기유체역학 펌프(Electro hydrodynamic pumps,

EHD)

EHD 펌프는 유전성 액체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정전

기력을 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EHD 펌프가 제안되었

는데, 표적인 특징으로는 하전입자가 유체 중에 포함

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유도형 EHD 펌프는 유체

가 흐르도록 전기전도도나 유전율의 구배

(gradient)를 이용하는데, 표적으로 이방성

유체 가열법이나 섞이지 않는 유체층에 불연

속성을 이용하여 제안되기도 하 다[18].

그림 9(a)에서는 교류전압을 유도형으로

인가하여 발생하는 진행파를 이용한 EHD

마이크로 펌프를 나타내는데, 교류전압은 유

체채널의 경계에 배치한 전극에 인가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가전압은 변하기 때문

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진행파가 생성된

다. 전도율이나 유전율의 구배가 발생하면,

매질의 경계면이나 체적을 통해 유체가 흐르

도록 전계에 의한 진행파가 전하를 유도한

다. 전하는 전계의 시간변화나 공간변화에

의해 끌리거나 리게 되며, 점성효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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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기화학적 마이크로 펌프의 구성도

그림 8 회전형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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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체를 흐르게 한다. 유체흐름의 방향은 진

행파와 온도구배에 의존하며, 인력형 EHD 펌

프의 경우에 포텐셜파가 속도에 의해 구속되

어 전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척력형 EHD에서는 진행파와 반 방향으로

전하를 어내게 되며, 진행파는 유체이동속

도를 구속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노즐공급기

다이어프램 펌프와 유도 EHD 펌프의 특성을

결함한 혼합형 펌프 (hybrid pump)가 보고되

기도 하 다.

주입형 EHD 마이크로 펌프는 전극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액체에 자유이온 (free

ions)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이온은 전

계에 의해 쿨롱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유체의

이동은 이온의 운동을 따라 나타난다. 기본적

인 주입형 EHD 펌프는 그림 9(b)에서 소개되

고 있으며, 유기액체나 무극성액체와 같은 저

전도율을 가진 유체에서 동작한다. 반면에 유도형 펌프

는 고전도율을 가진 유체를 이용하며, 탈이온수(DI

water)는 주입형 펌프에 사용된다. 

그리고 분극형 EHD 마이크로 펌프는 비동질성 전계

를 인가하여 전계 도의 변화에 따라 유체가 이동하도

록 만들며, 쌍극성 액체에서 쌍극자 에너지에 의한 구배

를 생성하게 된다. 고전계 하에서 쌍극자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채널을 따라 전극에 의해 구속되는

쌍극자는 전극에서 벗어난 역의 에너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림 (c)에서 나타나듯이 전극 밖에 있는 유체는

전극 사이에 설치된 채널로 이동하여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이크로 펌프는 최근 박막증착기나 3D마

이크로로 펌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19].

3-2 전기삼투성 펌프(electroosmotic pumps)

전기삼투성 펌프는 유체가 채널 벽에 접촉하면 자연

스레 만들어지는 표면전하를 이용하며, 인위적으로 전

극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유체 내에 하전이

온이 표면전하를 감싸게 되며, 이는 DC 혹은 AC 전계로

조절할 수 있다. DC 전기삼투성 펌프는 그림 10에서 나

타내듯이 용융 실리카 혹은 전극이 배치된 유리 모세관

으로 구성하며, 채널의 벽에 접촉하면, 표면 실라놀 그룹

(silanol groups)은 자발적으로 탈수소화하여 음으로 하

전된 경계면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음으로 유도된 표면

전하는 양이온을 끌어들이고, 용액 중에 음이온을 어

내기 때문에 모세관 벽을 따라 전기이중층을 구성하게

되며, 채널의 중심에서 전하 도는 중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DC 전계가 인가되면, 모세관

벽 근처에 유체에 가해지는 힘은 높은 전하 도 때문에

충분히 커지게 된다. 전하는 전계에 따라 이동하며, 유

체운동은 점성력에 의해 채널 안으로 전달된다. 최근 전

기삼투성 펌프를 직렬 혹은 병렬 형태로 구성하여 기존

의 펌프를 개선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 다. 그리고

AC 전기삼투성 펌프는 전도성 혹은 전해용액에서 마이

크로 수준의 펌핑기구를 실용화함으로서 부상하기 시

작하 다. DC 전기삼투성 흐름에서 채널표면의 탈수소

화 현상과는 달리,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전극은 채널

경계에 설치되며, 전기이중층을 만들기 위해 전하를 공

급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전계를 유도하기 위

해 비 칭 전극을 이용하며, 전극의 표면을 따라 전하층

이 확산하게 된다. AC 전기삼투성 펌프의 장점은 10V

보다 작은 전압으로 비교적 높은 배기속도를 얻을 수 있

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전압이 증

가하면, 흐름이 반전되어 양방향으로 흐르는 펌프를 실

현할 수 있다. 사실, 반 방향으로 흐를 경우, 배기속도

28 전기의 세계

그림 9 EHD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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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방향의 경우보다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최근 기본적인 AC 전기삼투성 펌프의 형태를 약간 다르

게 개선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즉 3차원 전극을 적

용하여 배기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기유체역학 펌프(magnetohydrodynamic pumps)

자기유체역학 펌프(MHD)는 자계 내에 배치된 도선

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Lorentz 힘을 이용하게 된

다. 생성되는 힘의 방향은 전계와 자계에 수직으로 작용

한다. 그림 12는 기본적인 MHD펌프의 구조와 동작원

리를 나타내고 있다. 채널의 향하는 벽에 설치된 전극

으로 전압을 인가함으로서 전계가 발생하며, 자계는 채

널의 상하면에 설치된 구자석에 의해 생성되는데, 전

계와 자계 방향은 서로 직각이다. 결과적으로 유체는 채

널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Lorentz 힘을 받아 흐르게 된

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과 배기속도는 최 전

류 도, 자계의 세기 및 채널의 단면에 의존하게 된다.

3-4 전기습식 펌프(electrowetting pumps)

전해용액과 접촉한 액체금속은 전기화학반응으로 인

하여 커패시터와 같이 작용하는 하전된 경계면을 구성

하며, 전해액 내에 액체금속방울(liquid metal droplet)

의 경계면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하는 재분포하여 경계

면의 표면장력에 구배를 만들게 된다. 만일 인가전압의

방향을 바꾸면 운동의 방향도 역시 변한다. 이와 같은

액체방울의 운동변화는 과거에는 다이어프램을 진동하

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 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

기습식법을 기초로 유체이동이나 제어하는 기술에 적

용하게 되었다. 전기습식법의 동작원리는 표면의 평면

방향으로 액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해 전극

어레이를 구성한다. 최근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습식

법에서 액체방울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21].

Ⅳ 결 론

최근 보고되고 있는 마이크로 펌프의 기술동향을 파

악하고 비교하여 기술하 다. 매우 광범위하고 특정한

응용분야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펌프의 동작기구가 선

택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개선되거나 향상되어 새

로이 제안되고 있고, 특히 기계변위 펌프에서는 밸브의

형태나 사용 여부에 해 장점과 결점 등이 고려되어 많

이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응용분야에서

적용하는 재료나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새로운 마이크

로 펌프에 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비교적 많은 진

보된 연구가 변위 다이어프램 펌프에 해 제안되고 있

으며, 열동작이나 자기동작하는 펌프를 제외한 부분

의 다이어프램 펌프는 전력소모는 낮추는 방향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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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C 전기삼투성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

그림 11 AC 전기삼투성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

그림 12 자기유체역학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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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PVDF나 고분자-금속 혼합물 등을 적용한 다

이어프램 재료는 전력소모나 인가전압을 감소하기 위

한 좋은 연구 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전기운동형 펌프

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주로 동작방법이나 성

능 개선을 위해 모델링하고 있고, 배기속도나 용량 측면

에서 복합적인 작용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응용분야

에 의존하여 펌프 시스템을 동작하는 방식이나 중요도

에 따라 더욱 소형화되거나 크기가 커질 수도 있다. 더

욱이 광범위한 응용분야 의해 펌핑기구가 결합한 혼성

형태(hybrid-type)의 마이크로 펌프가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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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년 후인 2011년은 네덜란드 K. Onnes에 의해 초전

도 현상이 처음 발견된 지 100년이 된다. 저온초전도체

로 시작된 초전도체에 한 열기는 1986년 스위스 IBM

연구소의 Bednorz와 Muller에 의한 LaBaCuO계 산화물

초전도체가 발견된 이래 본격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

고온초전도체의 시 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1987년

미국 휴스턴 학의 Chu와 알라바마 학의 Wu에 의한

임계온도 90 K 이상인 YBCO계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되

면서 TV와 신문을 포함한 각종매체를 통해‘제3의 산업

혁명’으로 부르며 그 열기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YBCO산화물 초전도체의 발견은 고자기장 역에서 높

은 전류 도 값의 실현이 가능해져 전력시스템 및 전기

기기분야에 상용화를 위한

실용화연구가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온초전도

응용기술은 전력, 수송, 에너

지, 의료, 전자 등 많은 분야

에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

다. 특히, 초전도전력응용분

야는 전력손실이 없으며 친

환경적이고 용량화가 가능

하면서 무게와 부피를 경감

시킬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본지에서는 초전도체 응

용기술동향에 해, 특히 전

력응용기술을 중심으로 미

초전도 응용기술 동향

-전력응용기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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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모 초전도 응용분야(출처 : CON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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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및 유럽의 초전도 선진국의 시장규모 예측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초전도체 응용기술 시장 전망

미국(CSAC : U.S's Council on Superconductivity for

American Competitiveness)), 일 본 (ISTEC :

International Superconductivity TEchnology Center) 및

유 럽 (CONECTUS : CONsortium of European

Companies determined To Use Superconductivity)의

선진국으로 구성된 국제초전도산업정상회의(ISIS :

International Superconductivity Industry Summit)은 초

전도체의 응용시장을 전자분야, 에너지분야, 수송분야,

의료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

하고 그 시장규모가 2010년

에는 60억불�90억불, 2020

년에는 150억불�200억불 규

모로 세계초전도응용시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1과 그

림 2에 세계 초전도체 응용기

술 시장에 해 나타냈다. 그

림 2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상

용화되고 있는 응용기술 분야

의 많은 부분은 저온초전도체

분야이며, 세부 응용분야로는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으로 인해 의료분야인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시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기

술(RTD)분야는 꾸준하게 증

가되는 추세이며 2010년 이

후 고온초전도체 분야의 응용

기술 약진이 두드러지게 예상

되고 있다. 

RTD와 MRI를 포함하는 사

업분야 외에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에 기초한 신규 사업분야

가 주목받고 있으며 에너지

32 전기의 세계

그림 1 초전도체 세계시장 예측(출처 : ISIS-2)

표 2 초전도체 세계시장 예측(출처 : ISIS-2)

표 3 초전도체 시장규모(단위 : 백만 유로, 출처 : CON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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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부가가치 상업시장과 정보통신 그리고 산업공

정과 수송분야 및 신규 의료응용분야가 포함된다. 표 2

에 규모 및 전자산업 응용기술 분야의 신규 사업분야

에 해 나타냈으며 그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6.2억 유로에 해당된다. 또한 표 2에서 보여준 저온초전

도체에 의한 응용기술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46억

유로, 고온초전도체에 의한 응용기술 시장규모는 5억

유로를 예측하고 있다. 

3. 규모 응용분야-전력응용기술

현 문명사회는 전력 없이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다.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들의 전력수요는 꾸준

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BRICS(브라질, 러시

아, 인도, 중국)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소비

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에너지

가격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환경보호 차원

의 에너지 사용 억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을 암시한

다. 초전도기술은 이러한 절박한 에너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기술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1조(KW-hours)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15조(KW-hours) 이상

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초전도체로 제

작된 선재는 전기저항이 없다는 이점으로 인해 전력산

업의 중요 핵심인자로 두되고 있으며 모터, 송전선로,

발전기, 변압기 등 기존의 전력기기를 초전도체 선재를

이용한 전력기기로 체함으로써 전력산업분야에 매년

기존의 도체로 인한 저항손실분 약 10억불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초전도체의 규모 응용기술 분

야는 선재(wires)와 테이프(tapes) 그리고 케이블

(cables) 및 시트(sheets), 기타 벌크 부분으로 크게 별

된다. 저온초전도체(LTS) 응용기술 분야는 부분

NbTi, NB3Sn에 기초한 선재와 케이블에 국한되고 있으

며 이러한 LTS선재들은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과 MRI용 초전도자석으로 응

용 및 상용화 되고 있다. 고온초전도체(HTS)를 이용한

선재의 경우 1세 BSCCO선재는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으며, 2세 인 YBCO coated conductor선재의

경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길이 500 m 임계전류

300(A/cm-width) 이상의 특성을 갖는 YBCO선재를 개

발 중에 있으며 액체질소 온도에서 212 m 길이에 245 A

를 흘리는데 성공하 다. 또한 66(KV), 200�300 m,

3(KA) "3-in-One" BSCCO케이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내에 요코하마(Yokohama) 상용화

송전망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

년 기준 연구목표는 100 m의 길이에 300(A/cm-width)

의 전류특성을 얻는 것으로, 4.4 mm의 폭과 길이 85 m

를 갖는 선재에서 165(A/cm-width)의 전류특성을 얻는

것을 포함해 206 m의 길이에 100(A/cm-width)의 특성

을 얻는데 성공하 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초전도체 제조업체의 참여와 함께 BSCCO선재를 이용

한 3개의 케이블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표 4에 나타내었다. 유럽의 연구목표는 2007년

기준 250 m 길이를 갖는 YBCO선재이며 MgB2 및 새로

운 초전도체 재료의 실용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BSCCO와 YBCO초전도체 응용을 포함한 새로

운 확장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2007년도에“HYDRA"로 명명된 YBCO선

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 에너지성(DOE)

에서는 YBCO선재와 YBCO한류기(fault current limiter,

FCL)로 구성된 새로운 HTS선재와 한류기 실증 프로젝

트를 2007년에 착수하 다. 일본의 경우,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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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BSCCO케이블 실증프로젝트

그림 2 저온초전도체 선재의 단면 모습(출처 : CON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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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O 전력응용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중

이며 REBCO를 포함한 YBCO선재를 이용한 전력케이

블,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시

스템, 변압기 등의 미래 상용화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

과, 병행해서 YBCO선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개발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LTS선재를 이용한 MRI와 NMR자석은 수년에 걸쳐 성

공적으로 상품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HTS자석이 상

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BSCCO선재를

이용한 소형의 3T의 자기장을 갖는 MRI자석이 상품화

되었으며 뉴질랜드도 이러한 HTS자석의 과학적, 산업

적인 신규 HTS응용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초전도자석

은 MRI와 NMR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

소로 이미 시장에서 그 이점과 가치차원에서 공인되고

있다. 

LTS응용기술에 부언해서 송전케이블, 한류기, 변압기

및 발전기들은 LTS선재로 제조되어 이미 성공적으로 시

험, 운전이 되고 있으나 액체 헬륨(Liq. He)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실제 장착하는데 있어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연유로 많은

초전도체 신규사

업들이 기술적, 경

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HTS에 기초

한 신소재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HTS

는 규모 응용분

야에 있어 1) 선재

및 테이프용 Bi-

34 전기의 세계

그림 3 Multi-filament BSCCO tapes (a), 그리고 MgB2 wires
(b)(출처 : CONECTUS)

(a) BSCCO 테이프

(b) MgB2 선재

그림 4 3상 BSCCO전력케이블의 개요(a)와 장착된 모습(b)(출처 :
CONECTUS)

그림5 2MJ LTS-SMES(출처: CONECTUS)

그림 6 900Mhz 초전도체 NMR시스템(Yokohama City Univ.)

그림 7 13KA BSCCO 전류도입선 (a) 와 Melt-cast BSCCO
HTS 한류기(출처 : CONECTU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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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HTS(BSCCO)와, 2) Melt-textured 벌크 type 및

coated conductor YBCO(Y-123)의 2종류로 별되며 최

근에는 LTS와 HTS 중간의 온도 역에서 동작이 가능한

MgB2 초전도체 제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

3. 결 론

에너지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부분을 석유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체할 안이 없는 것 또

한 사실이다.  석유 수입의 증가와 동시에 석탄 량의 소

비도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 두되

고 있다. 특히 계속적인 불안정한 국제 원유가격은 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

다.  석유와 석탄의 소비 증가는 탄소방출로 인한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 아니라 지구의 급격한 기

후변화를 가져와 가뭄, 홍수, 규모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의 소비를 계속 관망할

수만은 없는 것이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한 탄소방출이

지구 온난화 효과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

치적 중요 이슈중 하나로 보각되고 있다.  화석연료 에

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효율적으로 전기에

너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보다 효율적인

발전과 수송, 그리고 그 이용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전은 산업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그래서 더더욱 신뢰성 있는 안정된 전기 공급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전도기술은 이러한 절박한 경

제, 사회적 요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요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초전도 선재제조기술은 규모

전력응용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기초기술로, 초전도 선

재를 이용한 케이블, 변압기, SMES시스템, 한류기와 같

은 초전도 전력장치들은 전기의 송전 및 배전에 있어 도

심지역에 많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초전도체

전력장치는 에너지 효율, 소형, 경량화 차원에서 미래

전력산업의 여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력기술

의 연구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단계별 초전도체 전력응용기기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나 미국, 일본과 유럽의 경우처럼 활성화되고 있

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 미래

국가 중요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초전도전력기술응용분야에

한 지 한 관심과 이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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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KW, 300 rpm YBCO(bulk parts in the rotor,
diameter 70/148 mm) Reluctance Motor(출처 : CON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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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를 이용한 전력응용기술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력관련 기기(초전도 모터, 용량 자석, 발전기, 가속

기용 자석 등)에 사용되는 초전도 선의 개발이 필요하

다. 특히 가속기나 핵융합로 등 차세 에너지원에 사용

되는 초전도 자석에 사용되는 고자장용 초전도 선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고온 초전도 선은

입계의 약결합, 이방성 전류흐름 등의 여러 단점으로 인

해 초전도 선재의 상업적인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박막선재는 금속기판의 제조부터 완

충층의 증착, 초전도체의 증착등 증착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최근에 개발된 MgB2는 고온초전도체가 아닌 화

합물 초전도체의 특성을 갖는 초전도체로서 고온 초전

도체가 갖는 이방성 전류흐름이나 입계 약결합 같은 단

점이 없다. 또한 박막선재와 비교해서 초전도 선을 만드

는 공정이 단히 단순하므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다.

MgB2는 높은 자기장에서 전류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Nb3Sn는선재를 체할 선재

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력산업에는 20 K에서 가동하는

초전도 변압기, 모터, 발전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사업에는 의료용 MRI나 고자장 초전도 자

석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MgB2는 초전도체로 확인되

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개발되어 일반 산업에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초전도 물질에 한 특허활용에도 제약

요건이 없다. 또한 아직 이 분야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노력여하에 따라 원천기

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초전도 연구분

야에서도 차세 전력사업의 중심이 될 고전류특성

MgB2 초전도 선을 개발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MgB2는 화학회사에서 순수한 Boron을 만들기 위해

1950년 초에 개발되어 지난 40여 년이 넘도록 원료재료

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1년 초에 처음으로 일본 Akimitsu

교수팀에 의해 초전도 특성이 발견된 재료이다. 

초전도특성을 나타내는 임계전이온도는 Nb3Sn과 같

은 금속간 화합물 초전도체에 비해 초전도 전이온도가

2배나 높은 39K의 값을 갖고 있다.

MgB2 초전도체는 산화물계 고온 초전도체 보다는 초

36 전기의 세계

그림 1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변천 과정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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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전이온도가 낮지만 일반냉동기로도 쉽게 초전도

특성의 구현이 가능하고, 원료가격이 낮고, 고가의 은

피복재가 아닌 저가의 Fe계 피복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이를 이용한 많은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1에 DC 또는 AC 응용분야에 따른 사용되어질 수 있

는 금속 피복재를 나타내었다. 아직 까지는 상부임계자

기장 (Hc2)이 낮은 편이지만 비약적으로 향상되어지고

있어서 자기장이나 사용 온도 면에서 기존의 금속계 저

온 초전도체를 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gB2 선재 가격이 저렴하고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인 MRI의 가격 및 유지비를 크게 낮

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인 MRI의 보급을 확 할

수 있어서 일반 서민들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MgB2 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NIMS(물질재료연구기

구)를 중심으로 선재특성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호주, 유럽 등지 에서도 기본물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MIT를 중심으로 전

력응용기기에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MgB2 초전도 선재는 일반적으로 분말충진법

(Powder-in-tube)중 in-situ 또는 ex-situ 법에 의해 제조

되고 있다. MgB2 초전도 선재는 기존의 고온 초전도 선

재와 달리 피복재의 선택의 폭이 넓고, 선재 제작이 비

교적 용이하고, 원료의 가격이 낮은 것 등 많은 이점들

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장 하에서의 특성 향상만 이루어

진다면 실용화에 큰 기 를 갖게 하는 재료로 해외

MgB2 초전도 선재 분야 연구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g 분말 신 나노 Mg 분말을 사용

하여 MgB2 선재의 자장 하에서의 특성을 실용화가 가

능한 수준까지 근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MgB2 선재를 자기 부상열차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 및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MgB2 선재를 이용한 전력응용기기 개발 현황을 정리

하 다.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MgB2 전류인입선 개

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MIT와 미국 보

건원을 중심으로 저개발국가, 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MgB2 선재를 이용하여 저렴

한 MRI를 제조하는 project가 진행 중이며, 20-30K,

0.2T정도의 낮은 자장 하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MgB2

선재를 이용한 변압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20K 1T에서 4T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MRI, FCL개

발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02년 3월에 개최

된 미국 물리학회에서 Paul Grant가 발표한 각각의 Cu

를 포함한 초전도재료로 변압기를 제조하 을 때 드는

제조원가를 비교한 표 3을 보면 MgB2가 비교우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고자장에서 전류특성을 유지하려면 자장에 한 내

자장 전류특성이 우수해야 한다. 플럭스 피닝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초전도체 내에 비 초전도 나노분말을 미

세분산해야 한다. 강력한 초전도

특성을 발휘하는 비초전도 물질

을 찾는 연구가 중요하다. 플럭

스 피닝 역할을 하는 나노 물질

을 찾아 초전도-나노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면 원천기술의 확보

에 유리하다.

MgB2 초전도 선재의 경우 주

요 핵심기술로는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기술, 장선화 공정 기

술, 교류 손실 및 자장 열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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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gB2 초전도 선재제조 공정도 (ex situ).

DC applications (low-field MRI): Ex-situ Ni and Ni-alloy sheathed

low-cost & multi wire & tape In-situ Cu-sheathed

AC application: Ex-situ Ni-alloy sheathed

Multifilamentary wire & tape In-situ Cu-sheathed

SFCL application:
Ex-situ very high resistance

High resistance multifilamentary Ni-alloy with outer Stainless Steel
tape 

표 1 MgB2 초전도체의 피복재료로 선택에 따른 교류 및 직류 응용분야

(ref. from G. Grasso, ICMC 2004, W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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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인데, 일본, 미국, 유럽을 중

심으로 이에 한 많은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ISS 2003 과

ICMC 2004 학회에서의 최근 연구동

향을 보면 MgB2 초전도 선재의 자장

하에서의 특성향상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어서 MgB2 초전도 선재의 개

발이 고 자장 역에서의 응용으로

일보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미

국 MIT를 중심으로 한 MgB2 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MRI, 변압기, 모터 등

의 proto type 형태의 연구 개발이 진

행 중이다. MgB2 초전도 선은 차세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차세 반

도체 분야의 구경 웨이퍼 단결정

성장용 초전도 마그네트와 바이오 신

약 분야의 단백질 분석용 고해상도

NMR등에서 도체재료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 되어 지고 있다.

향후 전력 및 에너지, 전자, 정보통

신, 교통, 생명, 의료, 거 과학,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응용되어져

반도체 이후 제 3의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초전도기술은 그 막

한 시장규모만큼이나 인류의 생활

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실용화 시기도 향후 10년 내외로 바

로 목전에 와 있다. 유럽초전도산업

공동체(CONECTUS)의 전망에 의하면 초전도 관련분야

별 현재 및 미래시장 점유율과 세계 시장 규모는 현재로

는 세계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 이나 2010년경에는 60

억 달러 까지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향후

지속적인 특성향상으로 금속계 저온 초전도체를 체

하고 선재화 공정 및 경제성에서 Bi계 고온 초전도 선재

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초

전도 전력 응용기기들의 기본재료로 사용되어져 에너

지 사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체용 motor

(>1,000 hp), 변압기, 발전기, 한류기, 자기분리용 자석

분야에 응용이 확 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8 전기의 세계

표 2 초전도 선재재료별 변압기 제조 단가(ref. from P. Grant, APS 2002.3 U14.011).

그림 2 초전도응용기기의 세계시장

Worldwide Markets Superconductivity
Conectus,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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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ED(Light Emitting Diode)란 발광다이오드의 줄임

말로써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지칭한다. 반도체

의 P-N 접합 구조를 이용하여 주입된 소수캐리어를 만

들어내고, 이들의 재결합에 의해 발광되는 소자이다.

LED는 반도체에 첨가하는 원소와 불순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색광 밖에는 낼 수 없어 백색을 표시하기 위해 삼원

색의 조합이 필요하며, 따라서 청색 LED의 등장이 백

색 LED 상용화의 주요 발단이 되었다. 이들 발광 다이

오드(LED)는 소비전력이 낮고 장수명이며 수은을 사

용하지 않은 친환경적 특징이 있어 교통 신호등이나

각종 인디케이터, 일반조명까지 현재 LED 기술이 파고

들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차세 광원으로서

고속 성장하고 있다. 

세계 LED 시장은 현재의 고속 성장 추세로 말미암아

DRAM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0년

에는 110억 달러, 2012년 221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58%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1, 표1).

고휘도 청색 LED의 상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

의 칩에 형광체를 접목시키는 방법 으로 청색 LED로

부터 발산하는 청색광과 Y3Al5O12:Ce3+(YAG:Ce) 황

색형광체를 여기 시켜 얻어지는 Color Conversion 방

식의 백색 LED가 처음 등장하 다. 백색 LED 광원은

청색 LED와 이 황색형광체를 이용하거나, 단파장 LED

와 이 단자파장을 청색, 녹색 그리고 적색으로 전환하

는 형광체 소재를 이용하여 태양광의 광 분포와 유사

한 광을 방사하도록 구성된다. 백색 LED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종래에는 형광체 사용 없이 적색(R)∙녹색

김 광 복 / 금호전기 기술연구소

구 경 완 / 호서 학교

그림 1 세계 LED 조명 시장 전망

표 1  LED 조명의 세계 시장전망 (단위: 억달러, %)

구분 2008 2010 2012 2015
연평균

성장률

형광등 375 453 453 695 9

백열등 678 662 662 497 -4

LED조명 34 110 221 463 45

계 1,087 1,225 1,382 1,655 6

LED용 발광소재 개발 동향

표 2  LED 시장동향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휴 폰 13 11 9 7 6

노트북 0.6 0.8 0.8 0.6 0.5

모니터 0.2 0.9 0.9 0.7 0.6

LCD TV 0.1 2 4 4 4

자동차 9 9 10 12 12

일반조명 12 13 14 16 17

기타 65 63 61 60 60

출처: ‘LED 시장 동향(2008.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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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청색(B) LED의 합성으로 백색을 구현했으나, 현

재 청색 LED에 형광체를 도포해 백색 LED를 구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형광체는 LED로부터 빛을 흡수해 여러 파장 의 빛

을 내는 물질로, 청색 LED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

전자가 여기 되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

어지며 빛을 내는 물질을 말한다. 이 형광체의 성능에

따라 빛∙색∙온도 등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색

LED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각광을 받고 있

다. 이에 따라 형광체의 중요도가 점점 부각되고 있으

며 형광체의 고효율, 신뢰도 등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형광체 핵심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

고 있다. 미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에 따

르면 2025년까지 현재의 조명(백열전구, 형광등)을 백

색 LED로 바꾸면 에너지 사용을 29%까지 줄여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미 에너지국에

서는 GE 로벌리서치∙이스트맨코닥∙오스람실베이

니아 등에 연구비를 지원해, LED 칩 및 백색 LED 관련

나노형광체 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LED에서 형광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만,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는 손에 꼽힌다. 미국의 인티

매틱스, 일본의 니치아∙도요타고세이(TG), 독일의

LWB∙오스람 정도이다. 형광체 개발 성공을 위해서

는 기초연구 노력뿐 아니라 많은 실패 경험 필요해 사

업화 성공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LED의 핵심 기술

로 부상하고 있는 형광체 기술 개발 동향에 해 기술

하고자 한다.

2.  백색 LED 구현 기술

GaN 또는 InGaN을 이용하는 백색 LED의 제작 방법

은 청색 LED 칩이나 UV/NUV LED 칩 위에 형광체를

도포하여 백색을 구현하는 방법과 두 개나 세 개의 각

기 다른 색을 발광시키는 LED 칩을 복수로 조합하여

백색을 얻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백색 LED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색

LED 칩 위에 황색 형광체인 YAG:Ce계 형광체를 도포

한 것이다. 이 청색광과 황색광의 조합으로 얻는 백색

광은 고휘도이기는 하나 적색 성분이 적어 연색성지수

(Color Rendering Index)가 좋지 않다. 백색 LED를 조

명에 응용하기 위해 색온도와 연색지수를 제어하기 위

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Nichia사와 Osram 사

의 경우 YAG:Ce와 적색 형광체를 혼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연색지수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Eu2+이온을 활성제로 넣은 M2Si5N8:Eu2+ 혹은

MS(M=알카리토금속) 형광체를 사용하 다. 

그림 3는 미쯔비시사에서 개발한 적색 CaAlSiN3:Eu

형광소재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이다. 이 형광 소재

는 청색뿐만 아니라 근자외선에서도 효율이 뛰어나다.

현재 개발 중인 적색 형광 소재 중에서 황화물 형광체

보다는 효율이 낮지만 물리화학적 안정성은 매우 양호

하다. 이 형광 소재와 녹색 Ca3(Sc,Mg)2Si3O12:Ce형광

소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 LED의 광 스펙트럼은 그

그림 2 Nichia사 백색 LED 소자의 연색지수

그림 3 청색 LED와 형광체 Ca2(Sc,Mg)2Si3O12 :
CeCaAlSiN3:Eu를 이용한 백색 LED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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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와 같이 녹색과 적색이 보완되었으며, 이 백색

LED의 색좌표는 (0.32, 0,33)이고, 연색지수는 90에 이

른다.

연색 지수 향상을 위한 3종 내지 4종의 형광체를 이

용해서 제작한 백색 LED에 한 사진을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형광체를 주된 조성별로 구분하

면 Aluminate계, Silicate계, Sulfide계, Nitride계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3~5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주요

LED용 형광체를 나타낸다. 이제부터 각 조성별 형광

체의 특ㆍ장점 및 개발 동향에 해 보다 자세히 논하

고자 한다. 

3.  Aluminate계

표적인 형광체로 앞서 설명한 니치아의 YAG:Ce

형광체와 오슬람의 TAG:Ce 형광체를 들 수 있다. 현재

YAG가 전 세계 형광체 시장의 70% 정도를, 실리케이

트 형광체가 나머지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YAG:Ce은 470nm 여기에서 약 90%의 효율을 나타낸

다. 그림 6에는 YAG:Ce 형광체의 SEM 이미지를 보여

그림 4 3가지 형광체를 조합한 White-LED

그림 5 4가지 형광체를 조합한 White-LED 예시

표 3  색상별 LED용 형광체의 종류 - 황색계 형광체

형광체 특허/문헌 회사

(Y,Gd)3Al5O12:Ce YAG:Ce US 5 998 925 (Jul 29, 1996) Nichia

Tb3Al5O12:Ce TAG:Ce US 6 669 866 (Jul 23, 1999) OSRAM

(Ca,Sr,Ba)- BOSE US 6 943 380 (Dec 28, 2000) Toyoda Gosei

orthosilicate:Eu US 6 809 347 (Dec 28, 2000) /LWB/Tridonic

CaxSi12-(m+n)Alm+nOnN16-n α-Sialon JP 2002-363554(2001) NIMS

(BaSr)Si2N2 Chem.mater.,17.3242-3248 

(2005)

M-orthosilicate:Eu,halide US 7 267 787(Sep 11, 2007) Intermatix 

Sr3SiO5:Eu US 7 045 826(May 16, 2006) KRICT

(Sr,Ba,Mg)-orthosilicate KR 10 0670478(Jan 10, 2007)

표 4  색상별 LED용 형광체의 종류 - 녹색계 형광체

형광체 특허/문헌 회사

Ca3Sc2Si3O12:Ce Mitsubishi

CaSc2O4:Ce Mitsubishi

(Ba,Sr)2SiO4:Eu BOSE TWO02002/054502 (2002) Toyoda Gosei

Si6-zAlzOzN8-z β-Sialon JP 2002-363554 (2001) NIMS

표 5  색상별 LED용 형광체의 종류 - 적색계 형광체

형광체 특허/문헌 회사

CaAlSiN3:Eu CASN K.Ueda, N.Hirosaki, H.Yamamoto, Mitsubishi

Ab2073, The Electrochem. Soc. 

206th Meeting. Oct. 3-8, 2004

M2Si5N8:Eu (M=Ca,Sr,Ba) H.A Hoppe,   

J.Phys. Chem. Solid, 61,   

2001-20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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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YAG 형광체의 경우, Al을 Ga으로 부분 치

환하면 발광파장을 단파장 쪽으로, Y를 Gd으로 부분

치환하면 장파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연

색성을 높이기 위한 백색 LED의 색좌표를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알루미네이트계 SrAl2O4 녹색

형광체와 Sr4Al14O25 형광체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Aluminate 계열 황색 형광체는 황색과 청색 사이

의 넓은 파장 간격 때문에 색분리가 일어나기 쉬워 색

좌표가 동일한 백색 LED의 양산이 어려우며, 조명용

광원에서 중요한 변수인 색온도와 연색성 평가지수의

조절도 매우 어렵다. 또한 주변온도에 따른 색 변환 현

상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Silicate계

실리케이트는 일본 니치아의 YAG, 오스람의 TAG

등과 함께 세계 3 LED 형광체로 꼽힌다. 현재 가장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LED용 형광체 분야가 silicate계

형광체라 할 수 있겠다. 오슬람, GE, 도요다 고세이,

LWB, Intematix, 포스포텍 등 국내외의 부분의 업체

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형광체를 둘러싼 특허 전

쟁도 뜨겁다. 초기에는 YAG 형광체가 휘도∙신뢰성

등이 우수해 라이선스 계약된 LED업체가 사용해왔으

나, 그렇지 못한 업체는 일본 니치아 특허 공격을 피하

기 위해 혹은 YAG의 유일한 안으로 실리케이트 형

광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YAG 비 발광효율은 약

95% 수준이며, 장기 신뢰성 부분에서 다소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6).

표 조성으로는 M2SiO4 조성과 M3SiO5 조성을 들

수 있다. 서울반도체에 한 니치아의 특허 공세가 시

작되자 업체들은 오스람 및 실리케이트 진 과 거

특허 사용계약을 맺었다. 서울반도체∙삼성전기가 오

스람의 TAG 형광체 특허 사용 및 공유 계약을 체결했

으나 최근에는 두 회사 모두 TAG 형광체를 거의 사용

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니치아가 YAG 형광체를

외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안

이 실리케이트”라며“앞으로도 국내 LED 시장은 실리

케이트 형광체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LED 업계는 실리케이트 형광체가 독식한 상태이

며, 크게 일본 도요다 고세이 진 과 인터매틱스 진

으로 양분됐다(표 6).

실리케이트 형광체의 효율은 (Ca,Sr,Ba)2SiO4:Eu 는

90�95%, (Ca,Sr,Ba)2SiO4:Eu 는 95�98%라고 보고되

어 있다. 또한 Ca3Sc2Si3O12:Ce 녹색 형광체와

Ca8MgSi4O16Cl2:Eu 형광체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이들 실리케이트 형광체는 광도와 신뢰성이

YAG:Ce 형광체에 비해 낮은 반면 간단한 조성의 변화

로 방출스펙트럼의

조절이 가능하여 다

양한 색의 구현이

가능하다. YAG:Ce

형광체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그림 7 YAG:Ce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LED

그림 6 YAG:Ce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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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새로운 조성의 형광체 개발에 많은 노력

을 기하고 있다.

5.  Sulfide계

황화물계 형광체의 원천 특허는

미국‘사노프社’가 보유하고 있다.

황화물계 형광체 재료, 구조, 공정에

관련된 특허 만료는 약 2020년 전,후

이다. 국내∙외 형광체에 한 연구

는 크게 산화물계 형광체와 질화물

계 형광체로 양분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 산화물계 연구가 선진국의 경

우 질화물 형광체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는 실정이다. 

황화물 형광체는 황이 가지는 공

유결합성에 의해 질화물과 함께

표적인 고효율 적색 형광체 조성이

가능하다. 그림 8에는 황화물 형광

체 중 하나인 SrGa2S4:Eu:xGa2S3 형

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

다. 

그림 9에는 CaS:Eu 조성의 SEM 이

미지를 나타내었다. CaS:Eu의 경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습기

에 약해 열화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이들 황화물계 형광체의 경

우 짧은 수명과 습도, 온도등 외부환

경에 쉽게 변질되는 특성 때문에 산

화물 / 질화물 형광체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

으나 황화물계 형광체의 광효율 및 연색성 면에서는

니치아의 YAG, 인티매틱스의 Silicate, 오스람의 TAG

등과 견주어 등한 성능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미루

어 황화물계 형광체의 합성과 내습성 개선을 위한 코

팅기술의 개발은 선진기업들이 특허권을 앞세워 장악

한 세계 LED형광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될

것이다. 

6.  Nitride계

질화물계 형광체는 고온, 고압 조건하에서 생성되는

강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광체로 실리케이트 형

광체에 비해 열적(그림 10),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크

표 6  LED용 형광체 현황

형광체 종류 생산업체 국내 수입업체

YAG 니치아(일본) 자사 사용 물량 외 외판 없음

TAG 오슬람(독일)
삼성전기,서울반도체가 사용했으나

현재 수입량 거의 없음

도요타고세이(일본) 外 서울 반도체, LG이노텍, 알티반도체,

Silicate
3사 공동 특허 루미마이크로 등

인티매틱스(미국)
삼성전기, 앤하이테크, 이츠웰, 우리

LED 등

출처: 전자신문(2008.12)

그림 8 SrGa2S4:Eu:xGa2S3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

그림 9 CaS:Eu 조성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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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의 강한 공유결합의 특징으로 고 효율 적색 형

광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질화물계에서 Eu의 발광은

산화물에 비해 장파장 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유

는 황화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체 결정 중의 음이

온과 발광중심인 Eu이온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

유결합성에 기인하게 된다. 즉 음이온이 산소에서 질

소로 바뀜으로써 공유결합성이 증 하고 그에 따라 발

광 피크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질화물 형광

체는 산화물계인 실리케이트 형광체 다음으로 가장 활

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온 고압의 합성공정, 고 비

용의 설비 투자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질화물의 표적인 판매회사는

미쯔비시화학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NIMS은 SiAlON 계열 형광체 개발을 선

두로하여 가장 활발한 질화물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그림 11, 12).

(Ca,Sr,Ba)2Si5N8:Eu 은 470nm 여기

에서 약 55%, CaAlSiN3:Eu(그림 13) 에

서는 약 70%의 효율을 나타낸다. 신조

성 발광물질은 고온 고압의 공정이 필

요치 않은 산질화물계가 주요 이슈이

며, Ba2Si6O12N2:Eu 등의 신 조성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

7.  결 론

현재 국내외 형광체의 개발 방향은

1) 기존 형광체의 고효율화 및 고신뢰

성화, 2) 신규 조성물 확보, 3) 응용제품

군의 특성 부합, 및 4) 신뢰성 확보 등

에 적합한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110억 달러 규모의 조명시장에 LED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LED 칩의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형광체 휘도, 신뢰성 향

상 등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하이츠

(Haitz) 법칙에 따르면 10년마다 LED 가격이 10배 하

락하고, 성능은 20배 향상된다고 한다.

조명의 경우 초기 시장은 아직 일반 소비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일반전등의 체보다는 경관∙외곽∙오

락∙특수 용도의 조명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조명을 타깃으로 하게 되면 빛의 밝기뿐 아니라

색온도 및 연색지수 등에서 세 한 조정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초기의 조명시장은 밝기 향상과 가격경쟁이 될 것이

그림 13 CaAlSiN3:Eu 형광체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

그림 10 질화물 형광체의 열화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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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향후 전개될 미래의 조명 시장은 여기

서 더 나아가 단순히 빛이 어두운 곳을 밝혀

주던 시 에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

게 만드는, 자연에 가까운 고품격의 빛을 만

드는 시 가 도래하고 있으며, 여기서 형광

체는 칩과 더불어 빛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

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반도체

조명중 LED 조명에서 형광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특허확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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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우형주 학술상

수상자

한양 학교 구자윤 교수

인물소개 한양 학교 구자윤 교수

안진우 이사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기학회 편집이

사 안진우 교수입니다. 항상 전기학회에 관심과 애

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우형주 학술상을 수상하신 교수님께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우선 교수님의 약력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자윤 교수 : 안녕하십니까? 한양 학교 전자정보시

스템 전공에 구자윤 교수입니다. 저는 1984년 프랑

스 있는 ENSIEG 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985년

에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한 후 1988년에 한양 학교에 부임하 습니다.

현재 여러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한양 학교 안

산캠퍼스 내에 있는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센터의

센터 소장으로써 미래의 한국형 차세 전력기술개

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이사 : 수상소감을 말 해 주시겠습니까?

구자윤 교수 :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

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러한 광스런 상을 학회가

부여하신 이유는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한

층 더 노력을 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앞

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전기학회 회원 모든 분들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진우 이사 : 교수님의 최근 연구내용과 성과를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구자윤 교수 : 최근 제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심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Development of Electro Fusion Technology

based on RAMS for Energy Management system

- Diagnosis Technology for Condition Based Risk

Assessment

- Fault location in Gas Insulated Power

Components using UHF sensors

- Application of Optical technology for Partial

Dischar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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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학회 편집이사 경성 안진우 교수입니다. 이번 호는 우형주 특별상을 수상하신 한양 학교

구자윤 교수님과 인터뷰하 습니다. 지난회와 같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습니다.



2009년 제58권 제6호 47

2008년 우형주 학술상 수상자

상기 연구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실규모 시험 공간이 절 적으로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에

기획을 하여 2002년에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사

업인“퓨전전기응용연구센터(EFT Center: Center

for Electro Fusion Technology)”은 국내 전기 분야

의 표적인 성과로 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하여, 진 학교, 호서 학교, 순천향 학교의 교

수님들과 함께 전력기반기금 지원을 받아 한국전력

공사 외 7개 참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아시아

학 중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5년에 걸쳐 사진

과 같이 2008년 9월에 완료하 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사업은 국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전력기술

경쟁체계에 적합한 미래 지향 산업구조로 국내기업

들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입니

다. 또한 산학연 전문인들이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특화된 전문

기술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진우 이사 : 한전기학회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

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자윤 교수 : 지난 10여 년간의 전기학회의 변화 과정

은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위원장 직 등을 수행하

면서 저의 발전과정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하계학술 회가 축제와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더임에 부합되도록 혁신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2009년에는 한전기학회 학술 담

당 부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학회의 입장을 정부기관

이나 기업에 변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이사 : 교수님께서는 연구 못지않게 각종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구자윤 교수 : 내적으로는 한전기학회 부회장, 한

국 공학 한림원 정회원, LS Cable 사외이사, 한양

학교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활동으로는 1921년에 창립된 국제

전력망 협의체“CIGRE (International Council on

Large Electric System)”에 한국을 표하여 1986년부

터 활동을 하여 현재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의 위원으

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IGRE-AORC(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

회 )를 창 립 하 여 3 회 장 을 역 임 하 으 며 ,

ISH(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Voltage

Engineering) 자문위원, ACED, Jicable, CMD 등의

Steering member로 활동하면서 Power Grid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Opinion Leading Group Member 활동은

국내기술들을 기술선진국에 소개시키고 동시에 차

세 기술 개발이나 국제적 기준 제정에 국내기업의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면서 적합한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안진우 이사 : 교수님의 실험실 소개와 향후 연구계획

에 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구자윤 교수 : 연구실 소개를 하자면, 한양 학교 안산

캠퍼스 공학 학 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에 소속된

SMDT(SMART MEASUREMENT & DIAGNOSIS

TECHNOLOGY Lab) 연구실입니다. 1988년 이후, 박

사 7명, 석사 38명이 배출되어 학과 기업 및 국가

출연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내 Power Technology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소속 인력

은 박사과정 7명, 석사과정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향후 연구계획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전력설비의 안

전성 확인을 위한 Power Component의 Sensing&

Diagnosis Technology 뿐만 아니라 IED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를 포함한 디지털 전자장비들의

과도 전자파환경에 한 EMI/EMC 신뢰성 평가 설

비구축 및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

bility, Safety)기반 I&C System 개발 등 한국형 차세

기술 개발연구를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 속에 추

진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이사 : 끝으로 젊은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구자윤 교수 : 산∙학∙연이 협력하여 국가 기술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화된 전문분야에 우수 인인력

양성하는 것이 공과 학 교수님들의 의무라 생각하

며 간단히 부탁의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학

문은 기초가 중요하며, 엔지니어의 경우, 수학과 물

리, 그리고 언어가 미래를 비할 수 있는 주요 지식

이므로 기초 학문을 연마하여 응용의 바탕이 되는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이 응

용분야에만 중점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는, 향후 20년 또는 30년이 지나면 시장의 환경이 변

화되어 요구되는 응용기술들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

기 때문에, 기초가 허약한 경우, 변화된 환경에 적응

능력이 취약하여 고용시장에서 퇴출이 빨라지게 됩

니다. 특별히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국내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언어 소통의 도구

로서 커뮤니케이션 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마

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디지털이 아

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인생역전이 화 속 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하나 거쳐야 할 단계는

밟아가야 하고 단지 역량이 있는 경우 그 시간만 단

축될 뿐 입니다. 부분의 인생에는 한 단계가 끝나

면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이 있게 마련이므로

점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

선을 다해 살았으면 합니다. 

48 전기의 세계

인물소개 한양 학교 구자윤 교수

연구실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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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의 표면온도가 400oC 에 육박하는 이

유가 금성을 둘러싼 이산화탄소 등의

그린하우스 가스 (Greenhouse Gas / 온실가스) 

향이라는 것이 미국 NASA 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

환경 관련 과학자들은 지구에서도 유사한 온난화 징

후가 발생 하고 있다고 경고하게 되었다. 실제로, 북

극의 빙하가 녹아서 거처를 잃고 먹이 감을 찾아 얼

음 위에서 표류하는 북극곰의 애처로운 상황을, 온

난화 때문에 높아진 해수면으로 십 수년 후에는 바

다에 잠기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아름다운 섬의 안

타까운 얘기들을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심심친 않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경고 수위를 넘어 이젠 무엇인가

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심각해 진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계적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가 2001

년 타결되었고 2012 년까지 1 차적인 공약 내용을 지

키기 위한 일부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2012 년 이후의 감축 목표치에 한 합의를 끌어 내

기 위한 UN 기후 변화 협약이 2009 년 11월에 코펜

하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실 가

스 감축에 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도 오

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온실 가스 감축에 한 긍

정적인 참여의지 와 정책을 발표하여, 향후 세계적

인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토 협약 사

항에 해서는 큰 의무 사항을 지고 있지 않으나,

2012 년 이후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의무를 지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질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년

말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 협약은 실질적인 내

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무역 보복에 한 방

어적인 입장 표명 차원이나, 선진국들간의 체면 치

레용 협약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이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고 시행 되야 한다. 예를 들

자면, 탄소 도에 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단위

GDP 당 탄소 배출 감축량이 정해지는 방식 / 출처:

한국경제신문) 전력 생산 부분을 집중 겨냥한 구체

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부유국

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배출된 이

산화탄소에 한 국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개발

도상국들의 산업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을 감축 또는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이 수반된 실질적인 배상 방법도 강구가 되야 한다.

한 예로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개발 도

상국의 탄소 배출권을 살 수 있는 청정 개발 체제

전력의 새로운 변곡점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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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교토의정

서에서 합의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 건 이

상의 CDM 프로젝트 유치에 한 기사도 접할 수 있

다. 하지만, CDM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향력이 미비 하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하는 새로운 체제 마련도 제시가 되야 한다는 시각

도 있다.

온실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

장 간단한 방법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방법, 이산화

탄소가 많이 들어간 상품의 원재료를 저 탄소 재료

로 바꾸는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조

업체의 공장 굴뚝에 이산화탄소 포집기를 설치하여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 매연가스를 내 뿜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 신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전지 자

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등 상당히 많은 기술, 제품이

연일 소개가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항공기에 탄

소세를 부과하려는 계획 (항공기가 기중에 뿜어내

는 이산화탄소 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를 차지

함), 건물 건축비의 일 부분을 반드시 저 탄소 신 재

생 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태양광, 연료

전지, 지열등) 설비 구축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도

등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공통분모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것과 같이 보여 진다. 이러한 여러

방안 중에서도 가장 효력이 큰 것으로써 화석 연료

를 사용한 발전 신에 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

전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통계적인 차이나, 지역

적인 차이는 있으나,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에

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

며, 각 국가의 전력 생산 중 상당 부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 국내에서도 발전 차액 지원제도에 힘 입어 상당

수 의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지난 수 년간 세워져 그

전체 용량이 수백 MW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 또한 지난 3-4 년간 수십 MW 에 달하는 시

스템이 설치 완료, 진행 중에 있다. 한 민국 정부

는 2012 년도를 기점으로 국가 발전량의 3% 를 신

재생 에너지로 체 하며, 매년 0.5%씩 증가시켜

2022 년도까지 총 국가 발전량의 10% 이상을 신 재

생 에너지로 체 한다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 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시행안을

이미 발표, 구체적인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 권장

이나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 이므로 의무 공

급량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제

성을 띠고 있다.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은 보는 이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유럽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 세

계의 어느 나라들 보다 환경에 한 이슈를 크게 받

아들이고 있는 곳이 유럽이고, 그에 상응하는 법 제

도와 규제들이 토론의 단계를 지나 많은 부분에서

시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는 얘기이다. 시장이 있으므로, 기업체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을 가속화 하고 제품의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뒤이어 미국과 일본의

추격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에

반해 국내의 기술은 선진 기술과는 짧게는 2-3 년,

일부 분야에서는 10 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민/관의 특별한 노력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

가 생각한다.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은 크게 (본고 에서는 전기 부

분에만 집중함)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의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 개의 기술은 서로

경쟁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도 있겠으나, 서로 다

른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의 기술이

기 보단 상충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를 들

자면 태양광은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많고 공기의 오염도가 비

교적 적은 도시 외부 지역에 설치 하는 것이 가장 좋

으며, 풍력 또한 바람의 세기와 지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부지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므로, 발전 시스템으로써 신뢰

성(Reliability)이 다소 떨어지며 설치 환경/장소에 제

약조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무한한 태양

광과 바람을 무비용으로 이용하여 발전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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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세계적으로 채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신 재생 에

너지 기술이다. 이에 반해 수소 연료전지는 작은 공

간으로도 높은 효율을,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

로 발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기를 만드는 화학 반

응 에서 발생한 열을 회수하여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이므로 도시의 건물 이나 도

시에 근접한 발전소에 최적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소를 연료전지에 주입하기 위하여

LNG, LPG 와 같은 연료를 사용한다는 경제적인 단

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수소

를 값싸게 얻어 내고, 운송하

는 기술 개발에 막 한 연구비

를 투자하고 있는 바, 가까운

시기에 수소를 직접적으로, 저

가로 공급받아 연료전지에 사

용할 수 있을 때는 현존하는

타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비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여 줄 메

가톤급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

다.

전력계통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환경적으로나 경제

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부하가 신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고, 각 부하의 모든 전력

을 신 재생 에너지로부터 저가

또는 무 비용으로 공급받는 것

이다. 즉, 신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완벽한 분산전원

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

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이고, 규모의 경제 라는 측

면에서 보자면 완벽한 분산 전

원화는 사실상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전 후 송전, 변전, 배전 시스템에서

의 효율을 더 높이는, 즉 손실을 줄이는 기술과, 동일

한 전력을 공급받더라도 부하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또한, 화석 발전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발한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라는 개념이 국

내에 도입/소개 되어, 지식경제부의 주관으로 사업

이 가시화 되고 있다. 즉, 국가 전력 계통의 모든 요

소를 지능화 (Intelligent) 하여, 손실을 줄이고, 효율

을 높이자는 기본 철학 위에,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그림 1 연료전지 구성도

그림 2 친 환경 그린 빌딩 개념도

전력의 새로운 변곡점 : 환경



52 전기의 세계

IT전력/전력경제/에너지

첨단 정보 통신과의 융합을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루려는 거 한 움직임 과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

고 있다. 부하단 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제품

도 상당수가 있으나, 그 중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있

는 LED 사업도 한민국 조명부하의 규모를 생각하

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존의 전력을“생산”하고“전송”하고“활

용”하는 분야가 이제는 전력을“저 탄소 생산”하고

“저 손실 전송”하여야 하며“고 효율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과 사회 구조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술들이 구현된 친환경 그린 빌딩을 그

림 2 에 소개 하 다. 건물 소비 전력은 태양광,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연료전지

를 통하여 공급받고, 고 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며,

부하사용의 최적화는 Smart Meter 와 Energy

Management Center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현

하며, 전기 /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개념

으로 일반 빌딩의 에너지 소모량의 약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상당량의 이산화 탄소 배

출 감소와 직결된다. 

하지만, 온실 가스 배출을 절감 하려는 세계 각국

의 정책안은 관련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들의 상당한 저지를 받고 있으며, 한 민국에서도

RPS 시행에 한 공청회가 수 차례 열릴 정도로 산

업계와 정부의 입장의 추가 적인 조율이 필요한 실

정이다. 탄소 배출을 폭 줄이려는 각 국의 원 한

목표를 달성 하려는 제한 조치들은 각 산업계의 변

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희

생과 손실로 직결 된다는 이해 관계들이 서로 립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성장통”이 수반되게 마

련이다. 정보 통신이 1990 년 산업의 르네상스를

만들게 되면서, 전 세계는 첨예한 기술 특허 전쟁을

치 고, 각 기업들은 서로 유리한 무선 주파수를 확

보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 다. 이렇게, 지난 20 년

간 IT로 급성장한 시 다면 향후 또 다른 20 년은

에너지 와 그린 이라는 기술로 세상은 또 한번 바뀌

고 성장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한

민국이 90년 의 세계적인 기조에 등한시 했다면 지

금의“IT 강국”이라는 칭호는 아마 듣지 못했을 것

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산업

에 우리가 지금 범 국가적으로 뛰어 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모든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자원적인 열세를 극

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장통은 극복하고 나가야 한

다고 생각하며, 기업들도 위기 나 손해라는 생각보

다는 기회로 여겨 새로운 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 사

업 모델 모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

정부도 주변국들에 공언한 환경 보존 약속을 지키

면서도,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 할 수 있

는 제도와 규제를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하여“시장”

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한다. 즉, 환경과 성장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필

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 중점을 두고 다룬 새로운

에너지, 전력 동향은 현재 학의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새로운 분야이므로, 인재 양성을 위해

서라도 교육기관의 새로운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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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논∙문∙목∙차

C권 전기물성∙응용부문
전기재료 및 반도체

▷ 면적 박막 태양전지 적용을 위한 CdTe 박막의 화학적기계적연마 공정 특성 / 양 정 태∙신 상 헌∙이 우 선 ����������������������������������������1146

방전 및 고전압

▷ AC PDP의 오방전 개선을 위한 어드레스 방전 특성 연구 / 전 원 재∙김 동 훈∙이 석 현������������������������������������������������������������1151

▷ AC PDP의 저온에서의 오방전 개선을 위한 구동 방법 / 김 근 수∙이 석 현�������������������������������������������������������������������������1157

광전자 및 전자파

▷ 전력증폭부의 광 역 특성 개선을 위한 최적의 부하 임피던스 설계 방안 연구 / 이 한 �������������������������������������������������������������1166

▷ 광-마이크로파 기반 유도플라즈마의 과도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 왕 설∙최 유 순∙박 종 구∙김 용 갑���������������������������������������������1174

D권 정보 및 제어부문
의용생체공학

<특집논문> 

▷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의 이동형 측정 시스템 / 송 철 규∙서 정 환∙한 상 형∙김 거 식∙안 양 수���������������������������������������������1180

▷ 심장 전기활동 계측을 위한 소형 섬유전극 개발 및 특성 고찰 / 이 재∙이 정 환∙양 희 경∙이 주 현∙강 다 혜∙조 현 승∙안 인 석 ����������������1186

▷ 맥파의 주기 검출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 이 현 민∙김 동 준 �������������������������������������������������������������������������������������1194

▷ 치아 플라그 인덱스 도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 신 승 원∙김 경 섭∙이 선 주∙김 동 인∙김 기 덕∙박 원 서���������������������������������������1200

▷ 컬러 상 분할 기법을 활용한 치아 역 자동 검출 / 이 성 택∙김 경 섭∙윤 태 호∙김 기 덕∙박 원 서 ���������������������������������������������1207

제어계측

▷ 구간 시변 지연이 존재하는 카오스 보안 통신시스템의 동기화 / 권 오 민∙박 주 현∙이 상 문∙박 명 진����������������������������������������������1215

컴퓨터 및 인공지능

▷ 퍼지 kNN과 Conditional FCM을 이용한 퍼지 RBF의 설계 / 노 석 범∙오 성 권������������������������������������������������������������������1223

▷ Context-based 클러스터링에 의한 Granular-based RBF NN의 설계 / 박 호 성∙오 성 권������������������������������������������������������1230

신호처리 및 통신시스템

▷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협업전송을 위한 노드선택 알고리즘 / 고 상∙박 형 근 <속보논문> ���������������������������������������������������������1238

▷ FFT를 위한 효율적인 Signal Reordering Unit 구현 / 양 승 원∙이 종 열������������������������������������������������������������������������1241

의용생체공학

▷ 이두박근의 등척성 자의 수축시 표면근전도 신호에서 검출한 스파이크 변수들의 재현성 분석 / 이 진������������������������������������������������1246

B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전기기기

▷ 구자석의 overhang 길이 및 skew 효과를 고려한 LSM 추력함수 도출 / 장 기 봉∙표 세 호∙김 규 탁 ��������������������������������������������1105

전력전자

▷ 발진 이론에 근거한 유도결합형 방전광원의 안정기 설계에 관한 연구 / 김 철 진∙임 연 찬�����������������������������������������������������������1110

전기교통신기술

▷ 철도신호시스템 중첩운 으로 인한 전자파장해현상 분석 및 책 / 고 환∙윤 선 호∙최 규 형 ����������������������������������������������������1116

친환경전기기기

▷ 풍력발전용 시뮬레이터 개발 / 서 거∙이 지 은∙고 종 선���������������������������������������������������������������������������������������1123

▷ 풍력터빈시뮬레이터와 매트릭스 컨버터를 적용한 PMSG 풍력발전 시스템 모델 개발 / 윤 동 진∙한 병 문∙차 한 주∙이 옥 용∙최 남 섭��������������1130

▷ 농형유도 풍력발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동작특성 분석 / 이 지 헌∙심 명 보∙이 혜 연∙한 병 문∙양 승 철������������������������1138

A권 전력기술부문
전력계통

▷ Bounded QEA 기반의 발전기 기동정지계획 연구 / 장 세 환∙정 윤 원∙김 욱∙박 종 배∙신 중 린 ������������������������������������������������1057

▷ Dynamic Link Library 기법을 이용한 과전류 계전기 모델링 / 성 노 규∙서 훈 철∙여 상 민∙김 철 환��������������������������������������������1065

▷ 협곡풍에 의한 송전선로점퍼선 횡진고장 방지 책 / 고 봉 언∙표 광 찬∙박 재 형∙강 범 ∙정 현 종 ����������������������������������������������1071

▷ 광역계통의 실시간해석을 위한 고속 저주파수 파라미터 추정 / 김 은 주∙심 관 식∙김 용 구∙김 의 선∙남 해 곤∙임 철 ��������������������������1078

전력경제

▷ 퍼지이론을 활용한 변동비 반 전력시장의 용량요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 종 혁∙김 발 호����������������������������������������������������1087

▷ 마이크로 전력계통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전기/열의 최적운 기법 연구 / 이 주 원∙박 종 배∙김 수 덕∙김 창 섭������������������������������1093

▷ 135MVA 수력 발전기의 전력 시스템 안정화 장치 적용 효과 분석 / 옥 연 호∙이 은 웅∙변 일 환∙오 석 ������������������������������������������1100

<제58권 제6호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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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회에서는 4월

23일(목) 정책포럼과 4월 24일(금) 춘계학술 회를

강원 학교 삼척캠퍼스에서 2009년도 정책포럼 및

춘계학술 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끝마쳤다.

4월 23일(목)에는“부품 소재 산업 육성 방안”이라

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전국 각 학의 교수

와 산업계의 전문기술인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전동력융

합기술 현황과 전망”안진우 교수의 특강과, 정만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부품∙소재산업의 정책성

과와 제2차 기본 계획 정책 방안”에 한 주제발표

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백수현 한전기학회

장님을 비롯한 발표자들을 패널로 하여 발표된 주제

에 하여 참석한 산∙학∙연 연구자 및 학생들이 열

띤 토론을 행하여 부품 소재 산업 육성 방안에 한

이해 도모 및 협조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열띤 토

론이 이루어 졌다.

전전기기기기기기 및및 에에너너지지변변환환시시스스템템부부문문회회

2009년도 정책포럼및춘계학술 회개최보고

※ 정책포럼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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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학∙회∙소∙식

4월 24일(금)에는 개회식, 초청강연,

학술발표회가 있었으며, 학술발표회는

총 89여 편의 논문이 참가인원 150명에

의해 전기기기 연구회, 전력전자 연구

회, 전기교통신기술 연구회, 신재생 에

너지시스템 연구회, 친환경 전기기기 연

구회 등 5개의 전문연구회가 6개의 세션

으로 나누어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행하 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구 현

박사의“자기부상기술 동향과 응용”에

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18시 부터 세종기술(주), 조전설(주)에서 준비한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식당에서 만찬이 있었

으며, 만찬석상에서 이번 학술 회의 우수논문시상

도 있었다.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춘게학술 회 일정표



56 전기의 세계

끝으로 이번 정책포럼 및 춘계학술 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강원 학교 삼척 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수, 직원 여러분, 학회의 임원

및 각 연구회 위원장, 한전기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기기기 및 에

너지변환시스템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

록 후원 협찬하여 주신 협찬업체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학회

소식

※ 2009 B부문 춘계 우수논문 수상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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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09년 5월 8일(금) 17:00-18:30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 석：백수현, 박종근, 이 희, 구자윤, 김호용, 권 수, 김철진, 정도 , 이건 , 조금배, 문 환, 이병준, 황종 , 

민석원, 안진우, 이상철, 장재원, 이상렬, 강희전, 문 현 (총 20명)

●● 회회의의내내용용

1. 전차 이사회 회의록(2009년 제4차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기타사항에 학회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제안(차기회장) 승인사항을 추가하기로 함.

과학재단 우수논문목록 수정요청건에 해 과학재단으로 부터 WCU 사업에 해서만

Scopus와 Tomson사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널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전화

답변을 받음. - 한전기학회에서는 부문회별 주요 저널목록을 추가 요청하 음.(5/7) 

2. 보고 사항

가. 총무

(1) 부문회 이사회 개최 현황

(2) [과총]2009년도 학회 학술활동지원금 배정 통보

: 학술 회 일정을 최 한 조정해서 겹쳐지지 않게 하는 것을 요청.

(3) 2009년도 논문지 구독 현황

나. 재무

(1) 2009년도 수지현황

(2) 2009년도 특별회비와 단체회비 납부현황

다. 회원교육

(1) 2009년도 월별 납부자 현황

(2) 2009년도 회원수 보고

: 차기회의때 최근 3년간 월별 현황표를 보고키로 함.

<시니어 회원 승격 신청자 명단 보고>

: 신청방법을 가능한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을 5/22일 까지 연장하여 각 부문회장들이 적

극 홍보를 하여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함.

라. 편집

(1) 제2차 본부편집위원회 개최보고

(2) 전기의 세계, 전기학회논문지, 문논문지 발간현황

(3) 논문 접수 및 심사현황

마. 학술

(1) 하계학술 회 논문제목 접수현황 보고 (5/8 현재 총 1,186편)

바. 윤리

(1) 윤리관련 행사 학진에 지원 신청 보고 (신청금 : 700만원)

사. 국제

(1) ICEE 2009 한국 표단 5명 중국측에 통보 보고

(2) 2009 하계학술 회 중국전기공정학회(CSEE) 표단 명단요청

(3) 중국전기공정학회(CSEE) 정기총회에 당 학회장 초청공문 접수

: CSEE의 중요한 의미의 행사임을 감안하여 참석하기로 하고, 이 기회에 CES와도 미팅을 갖고 CES와의 관계복원

에도 힘쓰기로 한다.

3. 심의사항

(1) 신입회원 승인

학∙회∙소∙식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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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로 승인하다.

(2) 사무국직원 인건비(보수) 규정

- 18조 퇴직금 환산식을 수정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나머지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통과함.

(3)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저작권 계약서

- 원안 승인하되, 계약서 문구를 이건 이사가 수정,검토하기로 함.

4. 기타 토의사항

(1) 용역 가불금 지급 건

- 원안 로 지급하기로 함.

(2) ICEE 예산사용 방안

- ICEE 한국위원회에서 정한 로 승인함.

���전기기기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

■ 제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09년 4월 24일(금) 15:00

■ 장 소：강원 학교 삼척캠퍼스 세미나실

■ 참 석：김희준, 김 석, 장석명, 차귀수, 신흥교, 박창순, 김종겸, 안진우, 김 조,

조금배, 최경달, 장홍순, 허 진, 한병문, 이병국, 정상용, 위상봉, 노의철 (이상 14명, 무순)

●● 주주요요 회회의의내내용용

1. 부문별 현황보고 (총무, 재무, 편집, 사업, 학술)

(총무)

- 연구회별 회원현황 (2009년도 4월 24일 현재 회비납부자 기준) : 총 821명

- 국/ 문 논문지 구독신청현황 보고

(재무)

- 2009년도 4월 24일 현재 재무 관계 수지현황보고, 15,722,445원

(편집)

- 국/ 문 논문지 4월호 발간현황 보고

- 국/ 문 논문지 심사진행현황보고 (4/21 현재)

(학술 및 국제)

- 2009년도 EMECS 춘계학술 회 개최(4/23일~25일) - 강원 학교(삼척)

- EMECS 동계학술 회 개최 보고

- ICEMS 2009 국제학술 회 개최(11/15일 ~ 18일) 일본 동경

(Intelec 2009)

- Intelec 2009 진행경과 보고

(Intelec 2009 행사 홍보, Digest 모집 관련 활동, Tutorial & Special Session 신청, 기조연설자 확정, 전시 및 후원 참가

현황, 행사 홍보 활동 등)

2. 토의사항

(1) 논문 투고 확 관련 심사비 지원 건

- 기술조사전문위원회별 Special Issue 논문 진행하기로 함.

- Special Issue 논문의 진행비 중 투고료를 지원하기로 함.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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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회 춘.추계학술 회 우수논문 심사 건 논의

3. 토의 사항

1) IJEMS 저널 진행사항 토의

4. 기타사항

1) 2009년 4차 이사회 회의일정의 건 : 7월 하계학술 회 기간에 무주리조트에서 개최

���정보및제어 부문회

■ 제 3 차 이사회 및 의원회 회의록

■ 일 시：2009년 5월 7일(목)15:30

■ 장 소：군산 해림호

■ 참 석：김 철 , 김갑일, 심재선, 남상원, 주 훈 ,손 익, 김경섭 ,오성권,위임 22명 (이상 28명 위임포함)

●● 주주요요 회회의의내내용용

1. 전 차 회의록 검토

2. 보고사항

1) 총무현황

- 2009년 회원현황 및 논문지 구독현황 보고

2) 재무현황

- 2009년 재무 현황 보고

3) 편집현황

- 2008~2009년도 국문지 및 문지 현황 보고

4) 학술현황

- 정보 및 제어심포지엄 일정 보고

- 정보 및 제어학술 회 준비 보고

3. 토의 및 심의사항

1) 2009년도 부문회 예산 변경 건

-수정된 부문회 예산변경 건에 하여 승인

2) 2009년 전기인상 추천 건

-5월 18일까지 부문회 임원님들께 추천을 요청

���전력기술부문회

■ 제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09. 5. 8(금) 16:00 - 

■ 장 소： 한전기학회 회의실 본관 506호

■ 참 석：김호용, 김재철, 김규호, 김철환, 문 환, 박상규, 배주천, 손학식,

장길수, 조종만, 차준민, 위임 12명 (위임포함 총 23명)

●● 주주요요 회회의의내내용용

가. 성원보고

나. 회장 인사

다. 200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결과보고

학∙회∙소∙식
학∙회∙소∙식



60 전기의 세계

라. 보고사항

(1) 재 무 부 문

▣ 전력기술부문회 수지현황(2009년 5월 7일 현재) 보고

▣ 2009년도 전력기술부문회 수입?지출 현황 보고

(2) 편 집 부 문

▣ 전기학회 국문논문지(통합발간) 발간 현황 보고

▣ 전기학회 문논문지 발간 현황 보고

(3) 학 술 부 문

▣ 부문회 소속 4개 연구회 춘계학술 회 개최 및 계획 보고

▣ 2009년도 전력기술부문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 회 계획 보고

▣ 2009년도 한전기학회 하계학술 회 개최 일정 보고

(5) 국 제 부 문

▣ IEEE T&D Asia 2009 경과 보고

(6) 총 무 부 문

마. 토의사항

▣ IEEE T&D 가불금 요청 건 보고

6. 토 의 사 항

▣ 전력계통연구회 산하 워킹그룹 신설 논의.

1. 전력 IT 실증 사업 주제로 연구회 내 워킹그룹으로 활동

2. 워크샵 등의 연구회 학술 행사 개최

바. 기타사항

▣ 차기 이사회 일정(제4차 이사회)

일 시 : 209년 7월 하계학술 회 개최 기간 중

장 소 : 무주리조트

���전기물성∙응용부문회

■ 2009년도 제 3 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09. 5. 15. (금) 16:00 - 

■ 장 소： 전원력연구원 국제연구원 회의실

■ 참 석：권 수,여인선, 이우선, 안창회, 송홍준,이동일, 박정호 , 신훈규, 

이준호 , 이성갑, 송일근, 이상헌, 이동희, 이 희 ( 14명 참석 무순) 

●● 주주요요 회회의의내내용용

1. 보고사항

1). 총무현황

�부문회 2009년도 사업목표 보고

�2009년도 연구회별 회원현황

�2009년도 논문지 구독 신규 신청현황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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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회 회원확보를 위한 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함

2). 재무 현황

�부문회 수지 현황 보고

3). 편집 현황

�2008~2009년도 국문논문지(A,B,C,D,권) 접수 및 진행현황 보고

�2008~2009년도 문지(JEET) 진행현황 및 발간현황 보고

�국문지 및 문지 투고가 작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음, 임원님들이 투고 및 주위에 투고 권유를 요청함.

4). 학술현황

�2009년도 연구회 학술행사보고

�2009년도 본부 하계학술 회 발표신청 편수 보고

5). 국제현황

�K-J 심포지움 개최 개회 보고

�K-J 진행사항 보고

2. 심의 사항

1. Techno-Fair 및 추계학술 회 준비 건

�학술 회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부문회 회원 및 부문회 임원께 지속적 홍보

2. 연구회 학술 회 우수논문 추천건

�각 연구회 학술 회때 발표논문에 10%내외에서 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부문회 회장 명의로 논문상을 수여, 학술

회 제출된 논문에 하여 학회 논문지에 투고를 적극적으로 연구회에서 독려

3. 2009년도 부문회 전기인상 추천 건

�부문회 임원께 이메일로 추천 상자를 요청하고, 추천 상자 중 회장단에서 검토 결정하여 본부에 상자 추천

4. 회원승격제도 신청 건

�해당되는 부문회 임원님들이 신청을 요청 함. 부문회 소속회원들에게도 신청을 독려

5.기타 사항

▷ 2009년도 이사회 4차 회의일정

�하계학술 회가 개최 되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함

�추후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여 공지하도록 함.

학∙회∙소∙식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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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비납부현황>

■ 신입회원(09. 4. 16 ~ 09. 5. 15) 

� 신규가입을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 정회원-103명

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강재환 200903001 충북 200102 한국한의학연구원 전

고준호 200902952 한국기술교육 200902 한국기술교육 전

김경원 200903161 충북 200802 KIST 서울,경기

김규언 200903092 남부 200902 호남 광주전남

김남렬 200903181 인하 200902 중원전기(주) 서울,경기

김동락 200902867 부산 200502 삼성SDI 서울,경기

김명호 200903193 서울 200802 서울 서울,경기

김문겸 200903183 서울 200608 서울 서울,경기

김병각 200902861 홍익 199602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

김병기 200903149 인제 200802 성균관 서울,경기

김상인 200903046 경북 199102 삼성전자 서울,경기

김수용 200903034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김수철 200902848 건국 200802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 서울,경기

김순용 200902843 조선 199202 한국수력원자력 전

김승택 200903013 광주과학기술원 20000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

김 범 200902991 경희 200702 (주) 일진전기 서울,경기

김 천 200903016 포항공과 200602 포항공과 구경북

김우용 200903143 부산 199102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김우현 200903195 카이스트 200902 카이스트 전

김원철 200903114 연세 200802 연세 서울,경기

김종권 200903059 부산 200502 (주)준성이엔알 광주전남

김종열 200902919 인하 200908 인하 서울,경기

김지 200903044 고려 200402 한전KDN 서울,경기

김지현 200902950 여의도여고 200302 성균관 서울,경기

김진홍 200903057 우석 200202 한국광기술원 광주전남

김창수 200903041 남 200902 한국전력공사 구경북

김태경 200902845 경북 199502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김현철 200902837 조선 200902 한국폴리텍V 학 광주전남

김형수 200903194 경남 199002 효신ENG 경남

김희규 200903132 단국 200608 쌍용태권도 서울,경기

남궁혁 200902871 강원 199602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전체 37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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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도준형 200903015 KAIST 200802 한국한의학연구원 전

류재근 200903167 신슈 (일본) 200603 서울 서울,경기

류정현 200903099 경기 200208 일진전기(주) 서울,경기

문공보 200903170 서울 200508 서울 서울,경기

박동훈 200903116 단국 2009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박송일 200903185 서울 200602 서울 서울,경기

박연출 200902876 부경 199002 한전KPS 서울,경기

박용훈 200903179 경남 200902 경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팀 경남

박인수 200903047 한국폴리텍청주 200802 (주)이씨엠 충북

박일호 200902910 한양 200308 한전KPS주식회사 서울,경기

박종민 200902875 인천 200602 (주)에너지코리아 서울,경기

박준범 200902913 연세 200702 KIST 서울,경기

변상윤 200902839 충남 200808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서기봉 200902874 호서 200602 (주)동아일렉콤 서울,경기

서상원 200903038 우석 200102 두얼메카닉스 전북

선현규 200902841 동아 198902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송동재 200903108 동래고 200402 성균관 서울,경기

송병천 200902974 한밭 199802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송의섭 200903077 배재 20090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

송현식 200902968 광주과학기술원 200302 고려 전

송현아 200903026 충남 199803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안종수 200902855 부경 200402 (주)플라스포 서울,경기

양성은 200903106 연세 200502 연세 서울,경기

양정태 200902836 조선 200902 한국폴리텍V 학 광주전남

양호욱 200902949 광운 198702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오승찬 200903056 건양 200202 충남 전

우 재 200902951 연세 200803 한국한의학연구원 전

윤재식 200903192 숭실 200102 (주)플레넷 서울,경기

이건호 200902948 성균관 200902 성균관 서울,경기

이동재 200903120 성균관 200908 성균관 서울,경기

이득희 200903068 금오공과 2009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이민호 200902869 라이스 200605 전자부품연구원 서울,경기

이상봉 200903199 부경 200202 (주)에쎈테크 서울,경기

이상현 200902907 충북 200003 한전선(주) 전

이석배 200903180 광운 199902 (주)유투에스 서울,경기

이인성 200902960 전남 199208 한국수자원공사 전

이인우 200903006 금오공과 199802 삼성전자 서울,경기

이주헌 200902914 한국방송통신 199902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이준규 200902937 경북 200302 경북 구경북

이찬희 200902993 서울 200608 서울 서울,경기

이현진 200903052 수원 200702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임은혜 200903014 전남 200408 한전 전력연구원 전

장익규 200903086 강원 200502 강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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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장준용 200903033 서울사이버 200707 한전KDN 서울,경기

전기만 200903061 한양 200002 전자부품연구원 서울,경기

정경원 200903075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정광균 200902862 인하 200303 한국전력공사 전

정상웅 200902958 서울산업 20060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서울,경기

정상훈 200902935 서울산업 200502 한전선 전

정석 200903090 서울 200208 고려 서울,경기

정종연 200902990 연세 199602 한국전력공사 서울,경기

정진관 200902992 조선 199502 한국수자원공사 서울,경기

정창규 200903155 조선 199702 한국수력원자력 전

정효경 200902849 미국애리조나 200212 동서울 학 서울,경기

조성구 200902945 서울산업 200902 서울산업 서울,경기

조시남 200903198 군산고 197102 (주)에쎈테크 서울,경기

조완진 200903160 원광 200502 한양 서울,경기

조정민 200902916 명지 20040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경기

진수환 200902850 강릉 200208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최수일 200903094 호남 200902 호남 광주전남

최용구 200902858 충남 200702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최태섭 200903107 서울 200308 서울 서울,경기

최홍석 200902975 고려 200809 한국전력거래소 서울,경기

최홍열 200902927 충남 200802 한국수자원공사 전

파라그 200903031 Assiut 200406 과학기술연합 학원 경남

표민태 200902977 한밭 199702 한국수자원공사 전

한성구 200903178 수원 200702 노이즈 프리미어 랩(주) 서울,경기

허혜성 200902957 건국 200802 (주)포스콘 서울,경기

황수명 200903144 전공업전문학교 197802 (주)다우 전

황승호 200902894 군산 199808 한국폴리텍V 학 광주전남

황 관 200903009 수원 200802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후씬 200903131 FSS 2008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 학생회원-268명

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강동규 200903029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강두병 200903102 숭실 200802 숭실 서울,경기

강문봉 200902847 동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강종진 200903101 동의 200912 동의 부산

강현오 200902930 인제 200802 경북 구경북

공지현 200903191 한밭 200808 건국 전

구본길 200902892 부산 200802 부산 부산

구자경 200903081 순천향 200802 순천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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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구자민 200903040 고려 200908 고려 서울,경기

구현 200903163 MSU 200612 서울 서울,경기

권구민 200903073 성균관 200502 성균관 서울,경기

권혁문 200902851 경성 200902 경성 부산

김강수 200902976 서울 200712 서울 서울,경기

김광민 200903005 창원 200908 창원 경남

김광용 200902891 인하 200802 인하 서울,경기

김광은 200903049 고려 200902 고려 서울,경기

김근 200902896 단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김기민 200903048 국민 200902 국민 서울,경기

김기상 200903126 수원 200902 수원 서울,경기

김남경 200902971 경북 200702 경북 구경북

김 원 200902969 인제 200903 창원 경남

김 정 200902865 고려 200708 고려 서울,경기

김덕철 200902842 전남 200802 전남 광주전남

김동명 200902940 금오공 200902 경북 구경북

김동옥 200902864 한양 200902 한양 서울,경기

김동환 200903118 동의 200902 부산 부산

김동희 200902838 성균관 200902 성균관 서울,경기

김명후 200903032 안양 200902 숭실 서울,경기

김문환 200903121 충북 200102 충북 충북

김미현 200903154 원광 200902 고려 서울,경기

김민기 200903142 경북 200808 서울 서울,경기

김민석 200902890 면목고 200302 성균관 서울,경기

김민석 200903019 부산 200802 부산 부산

김민성 200903037 호남 200702 전남 광주전남

김민주 200903039 능인고 200202 성균관 서울,경기

김민혁 200903076 건국 200902 서울 서울,경기

김병열 200903082 숭실 200902 숭실 서울,경기

김새로 200902886 동의 200912 동의 부산

김성민 200903100 동의 200912 동의 부산

김세훈 200902955 호남 200908 호남 광주전남

김 진 200902887 서울 200702 서울 서울,경기

김 훈 200903124 수원 200902 수원 서울,경기

김용진 200903128 연세 200902 서울 서울,경기

김욱동 200903140 수원 200902 수원 서울,경기

김원규 200902901 한밭 200902 한밭 전

김윤성 200903027 서울산업 200802 한양 서울,경기

김재경 200903104 충북 200912 충북 충북

김정철 200903085 인하 200905 인하 서울,경기

김정환 200903021 호서 20040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

김종완 200902924 서울 200802 서울 서울,경기

김준호 200903043 성균관 200912 성균관 서울,경기

김지훈 200902853 경성 200708 경성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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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903175 명지 200902 명지 서울,경기

김진현 200902906 거창 성고 200402 성균관 서울,경기

김진희 200903122 진 200912 진 서울,경기

김창훈 200902998 포항공과 200802 포항공과 구경북

김태우 200902878 창원 200802 창원 경남

김태헌 200903020 경성 200702 고려 서울,경기

김태호 200902899 동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김택원 200902893 한양 200802 서울 서울,경기

김택현 200902964 서울 200912 서울 서울,경기

김한형 200903186 인하 200802 김한형 서울,경기

김해중 200903096 서울산업 200802 한양 서울,경기

김현우 200902881 창원 200902 창원 경남

김현태 200903050 군산 200602 군산 전북

김형규 200903190 울산 200908 울산 울산

김희 200902972 중앙 2008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나 준 200902860 서울 200912 서울 서울,경기

남형욱 200903058 전남 200903 전남 광주전남

노 록 200903136 한양 200902 한양 서울,경기

노지형 200903097 고려 200708 고려 서울,경기

두진석 200902879 인하 200902 인하 서울,경기

류선미 200902898 동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류승한 200903088 조선 200902 조선 광주전남

류진욱 200903188 울산 200908 울산 울산

류한희 200902934 위덕 200602 경북 구경북

맹상우 200903089 강원 200808 강원 강원

문지 200903115 일산동 200602 성균관 서울,경기

문현수 200902963 군산 200902 군산 전북

박경호 200903146 전북 200802 고려 서울,경기

박광원 200902854 동 200902 성균관 서울,경기

박래호 200902832 호서 200902 호서 서울,경기

박성민 200903168 서울 200802 서울 서울,경기

박성완 200903010 홍익 200902 홍익 서울,경기

박성철 200903008 군산 200902 군산 전북

박세범 200903169 서울 200608 서울 서울,경기

박세현 200902830 학점은행 200808 진 서울,경기

박용기 200902986 건국 200502 건국 서울,경기

박용석 200902994 상당고 200402 충북 충북

박용순 200903145 서울 200808 서울 서울,경기

박은주 200902844 동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박이수 200903111 순천 200905 순천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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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록 200903137 진 200912 진 서울,경기

박종로 200903173 서울 200708 서울 서울,경기

박주선 200903079 조선 200702 조선 광주전남

박주용 200903182 광운 200902 광운 서울,경기

박준우 200903083 동아 200902 동아 부산

방정환 200903135 한양 200902 한양 서울,경기

배병준 200903074 한국기술교육 200808 서울 서울,경기

배효원 200903095 부산 200902 부산 부산

변광섭 200903062 고려 200602 고려 서울,경기

서정열 200903007 숭실 200502 숭실 서울,경기

석오균 200903141 국민 200808 서울 서울,경기

석진욱 200903125 수원 200902 수원 서울,경기

성기찬 200903084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성창훈 200903197 부산 200808 한국 과학 기술원 전

손주환 200902938 경남 200902 경남 경남

손준호 200903162 한국기술교육 200909 한국기교육 부산

송민 200903098 한림 200902 광운 서울,경기

송정태 200903156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신덕진 200903093 동의 200902 동의 부산

신동광 200902863 동국 200808 성균관 서울,경기

신동주 200902941 한양 200808 한양 서울,경기

신연수 200902953 호남 200908 호남 광주전남

신우주 200902970 동 200802 한양 서울,경기

신재호 200902973 한밭 200602 삼창기업 전

신정독 200902995 진 200912 진 서울,경기

신정호 200903117 창원 200803 창원 경남

심명섭 200903166 인하 200902 인하 서울,경기

심준보 200902872 동의 200912 동의 부산

심충환 200903110 부산 200902 부산 부산

심형욱 200902944 성균관 200909 성균관 서울,경기

아리프 아르살란 200903152 Peshawar 200602 한양 서울,경기

안석호 200902868 인천 200902 과학기술연합 경남

안양수 200902834 전북 200908 전북 전북

안 준 200902889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안정식 200903055 인하 200808 인하 서울,경기

안창한 200902985 경북 200902 경북 구경북

안현모 200903067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안효진 200903164 동의 200912 동의 부산

양병철 200903151 극동 200708 극동 서울,경기

양한진 200902932 군산 200802 군산 전북

여인식 200902840 한국폴리텍 학 199902 단국 서울,경기

예창희 200902833 계난고 200402 한국산업기술 서울,경기

오경록 200902962 성균관 200912 성균관 서울,경기

오덕수 200902915 인하 200902 인하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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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준 200902905 명지 200912 명지 서울,경기

오은태 200903065 단국 200802 명지 서울,경기

오준호 200902954 호남 200908 호남 광주전남

오창석 200902859 서울 200408 서울 서울,경기

원윤아 200903119 진 200912 진 서울,경기

유성록 200902902 원미고 200302 명지 서울,경기

유일경 200903139 숭실 200902 숭실 서울,경기

윤경하 200903023 진 200912 진 서울,경기

윤경현 200903147 목포해양 200902 목포 광주전남

윤민한 200902931 고려 200902 고려 서울,경기

윤상훈 200902925 경남 200502 경남 경남

윤성준 200903053 창원고 200202 성균관 서울,경기

윤지선 200903066 덕고 200602 성균관 서울,경기

윤진규 200903189 울산 200902 울산 울산

윤태원 200903002 한밭 200902 한밭 전

윤호현 200902980 개금고 200602 성균관 서울,경기

이권우 200902982 홍익 200702 성균관 서울,경기

이동진 200903127 수원 200903 수원 서울,경기

이동환 200902999 건국 200803 연세 서울,경기

이목형 200903134 경일 200902 경북 구경북

이민우 200902984 전북 200708 전북 전북

이병택 200902939 인하 200902 인하 서울,경기

이보람 200902981 충남 200702 성균관 서울,경기

이상곤 200902988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이상훈 200902908 동의 200912 동의 부산

이성오 200903187 울산 200802 울산 울산

이성호 200903130 동의 200503 부산 부산

이수연 200902965 서울 200902 서울 서울,경기

이승태 200903042 숭실 200802 숭실 서울,경기

이승호 200902959 동의 200900 동의 부산

이 재 200902829 건국 200802 건국 서울,경기

이우종 200903064 충남 200902 충남 전

이원용 200903054 군산 200902 군산 전북

이윤성 200903051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이윤환 200902866 충주 200802 고려 서울,경기

이일교 200903004 한밭 200902 한밭 전

이임용 200903071 목포 200702 목포 광주전남

이재상 200903045 광운 2008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이재열 200902996 경복 200402 성균관 서울,경기

이정수 200902966 연세 200802 서울 서울,경기



2009년 제58권 제6호 69

학∙회∙소∙식
학∙회∙소∙식

성 명 회원번호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지 역

이정환 200902883 경일 200802 남 구경북
이제곤 200903153 진 200912 진 서울,경기
이제원 200902895 포항공과 200707 포항공과 구경북
이지 200903091 동의 200802 동의 부산
이지혜 200902877 충남 200902 충남 전
이철문 200902978 인천 200802 성균관 서울,경기
이태근 200903024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이태훈 200903003 한밭 200902 한밭 전
이현석 200902918 창원 200802 창원 경남
이혜원 200902909 전북 200902 전북 전북
이호 200903165 동명 200602 전남 광주전남

이호림 200902946 성균관 200912 성균관 서울,경기
이호선 200903035 명지 2008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이호 200902873 계명 200902 경북 구경북
이효근 200903028 창원 200912 창원 경남
임동순 200903112 순천 200905 순천 광주전남
임채 200903018 동아 200902 동아 부산
임호경 200903159 한양 200903 한양 서울,경기
장광용 200902929 호서 200702 한양 서울,경기
장동욱 200903171 한양 200908 한양 서울,경기
장보경 200902897 동국 200902 동국 서울,경기
장우성 200902921 창원 200808 창원 경남
장재 200903184 연세 200708 연세 서울,경기
장진주 200903072 부경 200702 부산 부산
장훈 200902888 동의 200912 동의 부산

전승규 200903078 호남 200802 전남 광주전남
전용주 200902928 경북 200802 포항공과 구경북
전재완 200903087 자양고 200302 광운 서울,경기
전정표 200902947 강원 200902 강원 강원
전현호 200903138 진 200912 진 서울,경기
정기 200902852 경성 200902 경성 부산
정민재 200902989 경북 200906 경북 구경북
정민혁 200902903 동국 200802 동국 서울,경기
정성찬 200903129 동신 200802 동신 광주전남
정의환 200903177 충북 200902 충북 충북
정재호 200903123 중앙 200802 한양 서울,경기
정천호 200902961 한라 200902 한라 강원
정태철 200902900 한밭 200102 한밭 전
정학상 200902922 경기 200902 경기 서울,경기
정현석 200902979 군산 200902 군산 전북
정훈 200902846 호서 200902 호서 충북

조규원 200902920 창원 200902 창원 경남
조수연 200902926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조 국 200902936 동국 200912 동국 서울,경기
조 한 200902983 안양 200802 성균관 서울,경기
조위근 200902967 동국 200808 동국 서울,경기
조인해 200902942 한양 200802 한양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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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우 200902870 고려 200802 고려 서울,경기
조준석 200903113 경남 200902 경남 경남
주경진 200902943 창원 200802 한국전기연구원 경남

주나이드 이크람 200903012 UET Lahore 200512 한양 서울,경기
주 석 200902882 부경 200802 부경 부산
주상문 200903022 마산고 200602 창원 경남
주진홍 200902856 부경 200702 경북 구경북
주형렬 200903030 창원 200802 창원 경남
지근양 200902912 연세 199602 연세 서울,경기
지선범 200903174 서울 200808 서울 서울,경기
지양근 200903070 우송 200602 건국 서울,경기
지한결 200903150 극동 200902 극동 서울,경기
진용하 200903202 수원 200902 수원 서울,경기
채승희 200903158 한양 200902 한양 서울,경기
천이경 200902857 한양 200802 서울 서울,경기
최동찬 200902917 홍익 200902 홍익 서울,경기
최병진 200902885 동의 200912 동의 부산
최성촌 200902884 동화고 200603 강원 강원
최세권 200903060 경남 200902 경남 경남
최승현 200902904 성균관 200905 성균관 서울,경기
최 민 200903036 동두천 200502 강원 강원
최 철 200903017 인하 200808 인하 서울,경기
최용석 200903109 부경 200902 부산 부산
최윤용 200903000 운호고 200402 한밭 전
최은식 200902880 단국 200902 과학기술연합 경남
최재혁 200902923 군산 200802 군산 전북
최형섭 200903080 강원 200802 강원 강원
코이 200903176 HCM univ. 200704 경성 부산

탁명환 200902933 군산 200902 군산 전북
태용민 200903196 고려 200802 한국과학기술원 전
푸락 200903063 Khulna Univ. 20060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경기

하종익 200902835 성균관 200908 성균관 서울,경기
하철종 200902987 경북 200708 경북 구경북
한상진 200902997 한밭 200912 한밭 전
한성지 200903011 숭실 200903 숭실 서울,경기
한철 200902956 호남 200908 호남 광주전남

허동오 200903148 충북 200902 충북 충북
허재선 200902911 숭실 200902 숭실 서울,경기
홍용희 200903069 숭실 200902 숭실 서울,경기
홍창호 200903103 강원 200902 강원 강원
황 진 200903105 연세 200702 연세 서울,경기
황준원 200903025 조선 200902 동신 광주전남

황트루 킨 200903157 하노이공 200806 한국전기연구원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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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회비 납부자(09. 4. 16 ~ 5. 15) 

정회원(244명)

강재환(한국한의학연구원) 고경진(충남 ) 고석범(한전 제주지사) 고준호(한국기술교육 )

고창민(창원 ) 구경완(호서 ) 구 현(한국전기연구원) 권봉현(LS산전ㄜ)

권 진(명지 ) 길형준(전기안전연구원) 김거식(전북 ) 김경원(KIST)

김경태(두산건설ㄜ) 김규언(호남 ) 김남렬(중원전기(주)) 김동락(삼성SDI)

김동명(한전 전력연구원) 김동헌(경남 ) 김두진(한전 송변전건설처) 김명기(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명호(경원 ) 김명호(서울 ) 김문겸(서울 ) 김문수(동의과학 학)

김민규((주)포스콘) 김병각(한국수자원공사) 김병기(성균관 ) 김상인(삼성전자)

김석수(한국전기연구원) 김성수(충북 ) 김수용(한양 ) 김수철(신일종합시스템ㄜ)

김순용(한국수력원자력) 김승택(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민(전남도립 학) 김 범((주) 일진전기)

김 천(포항공과 ) 김 홍(LS전선) 김용준(연세 ) 김용하(인천 )

김우용(한국수자원공사) 김우현(카이스트) 김원철(연세 ) 김윤성((주)동아일렉콤)

김은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김의찬(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인동(부경 ) 김인성(한국전기연구원)

김인성(한국전기연구원) 김재식(광운 ) 김종권((주)준성이엔알) 김종열(인하 )

김종필(한양 ) 김종화(한전 동해전력소) 김지 (한전KDN) 김지현(성균관 )

김진근((주)지엠지시스템) 김진이(한국전력거래소) 김진홍(한국광기술원) 김창수(한국전력공사)

김태경(한국전력공사) 김태균(고려 ) 김태형(경성 ) 김필석(LS산전ㄜ)

김현철(한국폴리텍 학) 김형길(ㄜ설텍) 김형수(효신ENG) 김홍규(한국전기연구원)

김홍균(한전) 김희규(쌍용태권도) 남궁혁(한국수자원공사) 남상수(LS산전ㄜ)

남정세( 한전선ㄜ) 노창일(한국전기연구원) 도준형(한국한의학연구원) 류재근(서울 )

류정현(일진전기(주)) 문공보(서울 ) 문성욱(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승일(서울 )

민세동(연세 ) 민완기(조선이공 학) 박동훈(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상호(한국산업기술 )

박송일(서울 ) 박수식(ㄜU2S) 박연출(한전KPS) 박용훈(경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팀)

박인수((주)이씨엠) 박일호(한전KPS주식회사) 박정도(위덕 ) 박정수(세메스(주))

박종민((주)에너지코리아) 박준범(KIST) 박지훈(충남 ) 박포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희두(강원 ) 백병산(현 중공업ㄜ) 백종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백주원(한국전기연구원)

변상윤(한국수력원자력(주)) 변승현(한전 전력연구원) 부창진((주) 원계전산업) 서기봉((주)동아일렉콤)

서상원(두얼메카닉스) 서효룡(창원 ) 서효룡(창원 ) 선종호(한국전기연구원)

선현규(한국수력원자력(주)) 손진만(LS산전) 송동재(성균관 ) 송병천(한국전력공사)

송의섭(한국표준과학연구원)송재혁( 한전선ㄜ) 송현식(고려 ) 송현아(한국전력공사)

신경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신권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승원(건국 ) 신중린(건국 )

신중선(한국전력거래소) 심관식(전남 ) 안교상(한국전력공사) 안종수((주)플라스포)

안창환(인하공업전문 학) 안해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양성은(연세 ) 양정태(한국폴리텍V 학)

양호욱(한국전력공사) 엄상오(양산 학) 여상민(성균관 ) 연준희(인천국제공항공사)

오석현(인천 ) 오승찬(충남 ) 왕법광(창원 ) 왕용필(한국전기산업연구원)

우승진(청주 ) 우 재(한국한의학연구원) 유동현(위드로봇(주)) 유병선(와이투케이일렉콤(주))

유용민(한양 ) 유행수(LS산전ㄜ) 윤경한(국방과학연구소) 윤동희(고려 )

윤병돈(성균관 ) 윤재식((주)플레넷) 윤중락(삼화콘덴서) 윤진열(한전 전력연구원)

이건호(성균관 ) 이기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남형(한국수자원공사) 이도훈(LS산전ㄜ)

이동재(성균관 ) 이동현(티엠에스아이엔씨) 이득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민호(전자부품연구원)

이병준(고려 ) 이상렬(한국과학기술원) 이상봉((주)에쎈테크) 이상봉(성균관 )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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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한전선(주)) 이상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석배((주)유투에스) 이석찬(LS 산전)

이세인((주)유투에스) 이세훈( 원과학 학) 이양수((주)나우테크) 이연우((주) 동전자)

이을재(이경산전ㄜ) 이인성(한국수자원공사) 이인우(삼성전자) 이정빈(한국폴리텍 학)

이종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종한(예산전자공업고) 이종호(경북 ) 이주헌(한국전력공사)

이준규(경북 ) 이중호(한밭 ) 이진걸(인천기능 학) 이찬희(서울 )

이현진(한국원자력연구원) 임성일(경남 ) 임성훈(숭실 ) 임용운(한국폴리텍5 학)

임은혜(한전 전력연구원) 장경배(보건복지가족부) 장기성(연세 ) 장성익(한국전력공사)

장익규(강원 ) 장준용(한전KDN) 장진행(LG전자) 전기만(전자부품연구원)

정경원(한국수자원공사) 정광균(한국전력공사) 정광현(강원 ) 정기찬((주)유니테크)

정동현(고려 ) 정상웅(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상훈( 한전선) 정석(고려 )

정윤도(수원 ) 정종연(한국전력공사) 정주 (한국전기연구원) 정중일(한국전기연구원)

정진관(한국수자원공사) 정창규(한국수력원자력) 정채균(한전 전력연구원) 정태 (경북 )

정현성(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정효경(동서울 학) 조병우(석우엔지니어링(주)) 조성구(서울산업 )

조시남((주)에쎈테크) 조완진(한양 ) 조정민(한국철도기술연구원) 조필훈(한국전력공사)

조현철(울산과학 학) 주준 (한국전력거래소) 진문광(LS산전ㄜ) 진수환(한국수력원자력ㄜ)

차준민( 진 ) 최가형(연세 ) 최명규(LS전선ㄜ) 최명일(한국전기안전공사)

최수일(호남 ) 최용구(한국수력원자력ㄜ) 최익순(한국전기연구원) 최준 (전주 )

최태섭(서울 ) 최홍석(한국전력거래소) 최홍열(한국수자원공사) 최효열(한전전력연구원)

파라그(과학기술연합 학원) 표민태(한국수자원공사) 한상욱(고려 ) 한성구(노이즈 프리미어 랩(주))

한창동(한국수자원공사) 허동렬(ㄜ에너지코리아) 허민호(전남 ) 허혜성((주)포스콘)

홍상은(순천향 ) 황수명((주)다우) 황승호(한국폴리텍5 학) 황 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학생회원(296명)

강동규(한양 ) 강두병(숭실 ) 강문봉(동국 ) 강종진(동의 )

강현오(경북 ) 공지현(건국 ) 곽희성(호서 ) 구본길(부산 )

구자경(순천향 ) 구자민(고려 ) 구현(서울 ) 권구민(성균관 )

권혁문(경성 ) 김강수(서울 ) 김광민(창원 ) 김광용(인하 )

김광은(고려 ) 김근(동국 ) 김기남(강원 ) 김기민(국민 )

김기상(수원 ) 김남경(경북 ) 김 원(창원 ) 김 정(고려 )

김덕철(전남 ) 김동명(경북 ) 김동옥(한양 ) 김동환(부산 )

김동희(성균관 ) 김명후(숭실 ) 김문환(충북 ) 김미현(고려 )

김민기(서울 ) 김민석(성균관 ) 김민석(부산 ) 김민성(전남 )

김민주(성균관 ) 김민혁(서울 ) 김병열(숭실 ) 김상협(성균관 )

김새로(동의 ) 김성민(동의 ) 김세훈(호남 ) 김 진(서울 )

김 훈(수원 ) 김용진(서울 ) 김욱동(수원 ) 김원규(한밭 )

김윤성(한양 ) 김재경(충북 ) 김정철(인하 ) 김정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완(서울 ) 김준호(성균관 ) 김지훈(경성 ) 김진우(명지 )

김진현(성균관 ) 김진희( 진 ) 김창훈(포항공과 ) 김철호(원광 )

김태우(창원 ) 김태헌(고려 ) 김태호(동국 ) 김택원(서울 )

72 전기의 세계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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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현(서울 ) 김한형(김한형) 김해중(한양 ) 김현규(충남 )

김현우(창원 ) 김현태(군산 ) 김형규(울산 ) 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준(서울 ) 남형욱(전남 ) 노 록(한양 ) 노지형(고려 )

두진석(인하 ) 류구현(숭실 ) 류선미(동국 ) 류승한(조선 )

류진욱(울산 ) 류한희(경북 ) 맹상우(강원 ) 문종현( 남 )

문지 (성균관 ) 문현수(군산 ) 박경호(고려 ) 박광원(성균관 )

박래호(호서 ) 박성민(서울 ) 박성완(홍익 ) 박성철(군산 )

박세범(서울 ) 박세현( 진 ) 박용기(건국 ) 박용석(충북 )

박용순(서울 ) 박은주(동국 ) 박이수(순천 ) 박자록( 진 )

박재균(한국기술교육 ) 박종로(서울 ) 박주선(조선 ) 박주용(광운 )

박준우(동아 ) 박태흡(경성 ) 방정환(한양 ) 배병준(서울 )

배효원(부산 ) 백범민(인천 ) 변광섭(고려 ) 변군익(제주 )

변길성(고려 ) 서정열(숭실 ) 석승훈(경성 ) 석오균(서울 )

석진욱(수원 ) 성기찬(동아 ) 성창훈(한국과학기술원) 손주환(경남 )

손준호(한국기교육 ) 송민 (광운 ) 송정태(동아 ) 신덕진(동의 )

신동광(성균관 ) 신동민(호남 ) 신동주(한양 ) 신연수(호남 )

신우주(한양 ) 신재호(삼창기업) 신정독( 진 ) 신정호(창원 )

심명섭(인하 ) 심준보(동의 ) 심충환(부산 ) 심형욱(성균관)

아리프 아르살란(한양 ) 안석호(과학기술연합 학원) 안양수(전북 ) 안 준(동아 )

안정식(인하 ) 안창한(경북 ) 안현모(동아 ) 안효진(동의 )

양병철(극동 ) 양한진(군산 ) 여인식(단국 ) 예창희(한국산업기술 )

오경록(성균관 ) 오덕수(인하 ) 오예준(명지 ) 오은태(명지 )

오준호(호남 ) 오창석(서울 ) 우성민(인천 ) 우성현(홍익 )

원윤아( 진 ) 유성록(명지 ) 유일경(숭실 ) 유정희((주)한화종합기술단)

유제연(인하 ) 유진완(강원 ) 윤경하( 진 ) 윤경현(목포 )

윤민한(고려 ) 윤상훈(경남 ) 윤성준(성균관 ) 윤지선(성균관 )

윤진규(울산 ) 윤태원(한밭 ) 윤호현(성균관 ) 이권우(성균관 )

이동진(수원 ) 이동환(연세 ) 이목형(경북 ) 이민우(전북 )

이병택(인하 ) 이보람(성균관 ) 이상곤(동아 ) 이상훈(동의 )

이성오(울산 ) 이성호(부산 ) 이수연(서울 ) 이승수(충북 )

이승태(숭실 ) 이승호(동의 ) 이 재(건국 ) 이용식(순천 )

이우종(충남 ) 이원용(군산 ) 이유진(성균관 ) 이윤성(한양 )

이윤환(고려 ) 이은재(광운 ) 이일교(한밭 ) 이임용(목포 )

이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재열(성균관 ) 이정수(서울 ) 이정환( 남 )

이제곤( 진 ) 이제원(포항공과 ) 이지 (동의 ) 이지혜(충남 )

이철문(성균관 ) 이태근(한양 ) 이태훈(한밭 ) 이현석(창원 )

이혜원(전북 ) 이호(전남 ) 이호림(성균관 ) 이호선(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호 (경북 ) 이효근(창원 ) 임경섭(성균관 ) 임동순(순천 )

임채 (동아 ) 임호경(한양 ) 장광용(한양 ) 장동욱(한양 )

장보경(동국 ) 장성록(UST) 장우성(창원 ) 장원혁(성균관 )

장재 (연세 ) 장진주(부산 ) 장형택(홍익 ) 장훈(동의 )

전승규(전남 ) 전용주(포항공과 ) 전재완(광운 ) 전정표(강원 )



전현호( 진 ) 정기 (경성 ) 정민재(경북 ) 정민혁(동국 )

정성찬(동신 ) 정의환(충북 ) 정재호(한양 ) 정천호(한라 )

정태철(한밭 ) 정학상(경기 ) 정현구(홍익 ) 정현석(군산 )

정훈(호서 ) 조규원(창원 ) 조수연(한양 ) 조 국(동국 )

조 한(성균관 ) 조위근(동국 ) 조인해(한양 ) 조정우(고려 )

조준석(경남 ) 조해인(성균관 ) 주경진(한국전기연구원) 주나이드 이크람(한양 )

주 석(부경 ) 주상문(창원 ) 주진홍(경북 ) 주형렬(창원 )

지근양(연세 ) 지선범(서울 ) 지양근(건국 ) 지한결(극동 )

진용하(수원 ) 채승희(한양 ) 천이경(서울 ) 최동찬(홍익 )

최병진(동의 ) 최성촌(강원 ) 최세권(경남 ) 최승현(성균관 )

최 민(강원 ) 최 철(인하 ) 최용석(부산 ) 최윤용(한밭 )

최은식(과학기술연합 학원)최재혁(군산 ) 최형섭(강원 ) 코이(경성 )

탁명환(군산 ) 태용민(한국과학기술원) 표세호(창원 ) 푸락(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종익(성균관 ) 하철종(경북 ) 한상진(한밭 ) 한성지(숭실 )

한철(호남 ) 허동오(충북 ) 허재선(숭실 ) 홍용희(숭실 )

홍창호(강원 ) 황 진(연세 ) 황준원(동신 ) 황트루 킨(한국전기연구원)

■ 6월 논문구독자(09. 2. 16~09. 3. 15) 

전기학회논문지 : 2명

정회원 준회원

김인동(부경 ) 최명현(군산 )

전기학회논문지 + IJCAS : 2명

정회원(2명)

심관식(전남 ) 조현철(울산과학 학)

전기학회논문지 + JEET : 6명

정회원(5명)

김형길(ㄜ설텍) 고경진(충남 ) 안해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지훈(충남 )

신중린(건국 )

종신회원(1명)

최경달(한국산업기술 )

전기학회논문지 + P : 5명

정회원(5명)

김 달(한밭 ) 안창환(인하공업전문 학) 엄상오(양산 학) 왕용필(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연우((주) 동전자)

전기학회논문지 + P + JEET : 1명 전기학회논문지+P+JEET+IJCAS : 1명

정회원(1명) 정회원(1명)

이양수((주)나우테크) 최명규(LS전선ㄜ)

IJCAS :1명 JEET :1명

74 전기의 세계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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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학∙회∙소∙식

정회원(1명) 정회원(1명)

추철민(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유행수(LS산전ㄜ)

P : 2명

정회원(2명)

김남오(조선이공 학) 민완기(조선이공 학)

■ 2009년도 평의원 회비납부자 명단(2009. 1. 1 ~ 5. 15) 

임원 (29명)

백수현(동국 ) 박종근(서울 ) 이 희(광운 ) 김호용(한국전기연구원)

김희준(한양 ) 권 수(동아 ) 김 철(충북 ) 문 현(연세 )

김철진(한라 ) 황종 (한국전력공사) 명근식(한전 남서울본부장) 한성진(동아 )

이상렬(한국과학기술연구원)김동현(한전 경기북부본부장) 이상철(동서울 학) 김재언(충북 )

김상식(고려 ) 장재원(한국전력공사) 안진우(경성 ) 조금배(조선 )

심재선(강원 삼척캠퍼스) 강희전( 한전선(주)) 박 희(원광 ) 송재륜( 조전설(주))

김 용(동국 ) 민석원(순천향 ) 이병준(고려 ) 이 주(한양 )

문 환(한국전기연구원)

학계 (47명)

강상희(명지 ) 권병일(한양 ) 김규탁(창원 ) 김낙교(건국 )

김동희( 남 ) 김민회( 남이공 학) 김 석(인하 ) 김용권(서울 )

김일환(제주 ) 김재철(숭실 ) 김정태( 진 ) 김정훈(홍익 )

김종겸(강릉 원주캠퍼스) 김진오(한양 ) 김철환(성균관 ) 김흥근(경북 )

남광희(포항공과 학) 남부희(강원 ) 문승일(서울 ) 박태곤(창원 )

배선기(인천 ) 백 식(경북 ) 백형래(조선 ) 성만 (고려 )

신중린(건국 ) 신흥교(경상 ) 여인선(전남 ) 유인근(창원 )

원충연(성균관 ) 위상봉(한국기술교육 ) 이기식(단국 ) 이복희(인하 )

이우선(조선 ) 이흥재(광운 ) 임기조(충북 ) 장석명(충남 )

정현교(서울 ) 좌종근(제주 ) 차귀수(순천향 ) 최규하(건국 )

최재석(경상 ) 최재호(충북 ) 추진부(충남 ) 한병문(명지 )

한상옥(충남 ) 홍순찬(단국 ) 황갑주(울산 )

산업계 (33명)

강도현(한국전기연구원) 고원식(전기안전연구원) 권평수((주)태 건설) 김경태(두산건설(주))

김문식(한국전기산업진흥회)김 남(현 중공업(주)) 김용주(한국전기연구원) 김우겸(한전)

김평중(동우전기공업(주)) 박경엽(한국전기연구원) 박상덕( 한전기협회) 박완기(LS전선(주))

박천진( 한전기협회) 박현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장선(부산정관에너지(주)) 성하경(전자부품연구원)

송원순(한전KDN(주)) 송진호(세종기술(주)) 신 준(진광이앤씨) 여 길((주)에스피지)

오성욱((주) 우건설) 오재형(한전 강남지점) 유권종(한국에서지 기술연구원)유병언(비츠로테크(주))

이상호(서호전기(주)) 이종섭( 한전기협회) 장세창((주)파워맥스) 정인성(전자부품연구원)

정재기(한빛EDS(주)) 최명규(LS전선(주)) 최진용(일진전기(주)) 한후석(기초전력연구원)

허 엽(한국전력공사)



■ 특별∙단체회비 납부 명단(09. 4. 16 ~ 5. 15)

특별회원(8개)

코오롱건설(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철기술연구원 성보전기공업(주)

SK건설(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두산건설(주) (주)에쎈테크

단체회원(13개)

성균관 도서관 동아 도서관 구 도서관 브리티씨도서관- 국

호남 도서관 인천전문 학 도서관 아주 도서관 경기공업 학 도서관

단국 도서관 한밭 도서관 강원 도서관 한라 도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6 전기의 세계

학회

소식

♠ 신규가입 ♠

=   성보전기공업 주식회사(http://www.isetec.co.kr)   =

-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17 - 표자 : 배 호

- 가입일자 : 4월 23일 - 전화번호 : 042-630-9155

=   (주) 에 쎈 테 크(http://www.essentech.co.kr)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0-4 - 표자 : 조 시 남

- 가입일자 : 5월 15일 - 전화번호 :  032-820-6772

발전을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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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특별회원사소개

성보전기공업 주식회사는 1973년 개인회사로 출발하여 1998년 법인으로 전환, 무선전력, 조명, 자동제어, 감시제

어 및 수∙배전반 제작 및 전기공사 업체로서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생산과 전력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업체입니다.

1996년부터 ISO9001/ISO14001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 우수제품마크 인증(GQ)을 획득하 으며, 2005년

이후,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지정, 중기청성능인증, 유망중소기업 선정, 부경 학교 산업협력가족회사, 동명 학

교 산업협력업체 인증,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국내특허등록(2건), 국내특허출원(3건), 디자인등록, 프로그램등

록(3건), 중국특허(1건), 직접생산증명(5건)을 통해 더욱 성장하 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력감시, 조명제어, 자동제

어에 무선통신을 적용한 기술, 수배전반의 판넬 소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선진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

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표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청장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기업경쟁

력 향상 모범적 기업 경 표창, 부산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에서 알 수 있듯이, 30년간 축적된 다양한 현장경험

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을 제조, 판매, 시공하는 회사로써,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수한 기

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들은 전력산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진출하여 녹색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객 가치 창조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기술과 고품질 및 고객 감동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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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특별회원사소개

저희 에쎈테크는 1985년 창립 이래 국내 황동 밸브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언제나“정도경 ”을 신념으로“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동합금 밸브류는 정 부품산업제품으로 가스, 주택, 전자, 전기, 자동차, 산업기계, 냉동 공조 산업분야에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정 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품질과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코자 창사 이래 꾸준한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위하여 선진기술의 도입 및 최신 설비의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실현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하 으며, 

이러한 결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출증 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 에 국내 황동밸브 산업의 리더로서, 나아가 부품소재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서, 명실상부한 기업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으로 미래 목표를 향해 전진 하겠습니다.

저희 에쎈테크인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객의 만족 및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참다운 기업, 정직한 기업”을 만

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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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지 ∙∙∙∙∙∙∙4. 16 ~ 5. 15

회원님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우리학회 잡지인「전기의 세계」는 회원 모두가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는

열린 저자 체제로 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 모집의 어려움으로 담당 편집위원을 년간 계획과 같이 지정하여 원고를 모으

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다음 칼럼에 한 원고를 널리 모집하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 회원소리：과학기술계, 전기계, 전기학회에 한 제언이나 느낀 점을 포함한 임의 내용으로 분량은 A4기준 4면 내외

입니다.

- 회원/회원사 동정：회원이나 회원사의 동정을 공지하는 난이므로 동정이나 새소식을 보내주세요. 

- 건강/취미 이야기：건강이나 취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량은 A4기준 3면내외 입니다.

- 탐방/소개：학회 잡지를 통하여 회사의 현황 및 생산품, 발전 전략 등을 소개하실 회사는 연락주시면 담당 위원이 방문

하여 취재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한전기학회 사무국 김정훈 리

전화：02-553-0151

E-mail：electran@kiee.or.kr

4. 23(목) ☞ B부문회 춘계학술 회 (강원 삼척캠퍼스)

~ 24(금)

5. 7(목) ☞ 정보 및 제어 심포지움 (군산 해림호)

~ 8(금) ☞ D부문회 제3차이사회 (군산 해림호)

4. 24(금) ☞ 제2차 본부편집위원회 (학회 회의실)

5. 1(금)
☞ 회지「전기의 세계」58권 5호(5월호) 발간

☞ 전기학회 국문논문지 5월호 발간

☞ 제5차 본부이사회 (학회 회의실)

5. 8(금)
☞ A부문회 제3차이사회 (학회 회의실) 

☞ 기획정책위원회 (학회 회의실) 

☞ 본부학술위원회 (학회 회의실)

5. 15(금)
☞ C부문회 제3차이사회 (한국원자력연구원)

☞ C부문회 학술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편`집`위`원`장

김상식(고려 )

∙편집부위원장

장재원(한전전력연구원) 안진우(경성 )

문승일(서울 )

∙편`집 `위 `원

차준민( 진 ) 김홍래(순천향 )

김태균(한전전력연구원) 고창섭(충북 )

김창업(호서 ) 김창선(목포 )

이상헌(선문 ) 이상렬(KIST)

구상모(광운 ) 주 훈(군산 )

심덕선(중앙 ) 송화창(서울산업 )

구경완(호서 ) 우천희(명지전문 )

주성관(고려 ) 이재림(전기닷컴)

한후석(기초전력연구원) 조재신(특허청)

박정욱(연세 ) 정상용(동아 )

양광호(한국전기연구원)

■`편집위원

본산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회장:백수현)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1호

Tel: 02)553-0151/E-mail: kiee@kiee.or.kr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지회장:박준호) 부산 전기공학과

Tel: 051-510-2370/E-mail: parkjh@pusan.ac.kr

전지회 전 유성구 문지동 103-16

(지회장:장재원) 한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소

Tel: 042-865-5800/E-mail: changj6@kepco.co.kr

울산지회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

(지회장:김권태) 현 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Tel: 052)202-0085/E-mail:kimkt@hhi.co.kr

구∙경북지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동 55

(지회장:윤 ) 포항1 학 전기과

Tel: 054)245-1091/E-mail: young@pohang.ac.kr

광주∙전남지회 전남 나주시 호동 252

(지회장:이경섭) 동신 학교 전기공학과

Tel: 061)330-3203/E-mail: kslee@dsu.ac.kr

전북지회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68

(지회장:이성룡) 군산 전자정보공학부

Tel: 063)469-4703/E-mail: srlee@kunsan.ac.kr

경남지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지회장:이순 ) 경상 전기공학과

Tel:055)751-5344/E-mail: leesy@gnu.ac.kr

충북지회 충북 제천시 신월동 21번지

(지회장:황락훈) 세명 전기공학과

Tel:043)649-1302/E-mail: lhhwang@semyung.ac.kr

강원지회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1

(지회장:조양행) 동전문 학 전기과

Tel: 033-642-8472/E-mail: yhcho@gyc.ac.kr

제주지회 제주도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

(지회장:이개명) 제주 전기전자공학부

Tel: 064)712-0757/E-mail: myounglk@cheju.ac.kr 

■`지회주소

∙이 책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일부 재정지원에 의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일부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습니다. 

� 사무국장 : 구성완(kuso@kiee.or.kr)

� 용역/하계학술담당 : 전필준(jun@kiee.or.kr)

� 총무/ 문지/국제담당 : 이상필(elecproc@kiee.or.kr)

� 국문지/A∙B부문회담당 : 송호석(elecjour@kiee.or.kr)

� 회지/C∙D부문회담당 : 김정훈(electran@kiee.or.kr)

� 회원∙정보화담당 : 최순례(member@kiee.or.kr)

� 회계담당 : 서 은(account@kiee.or.kr)

한전기학회사무국

Tel. 02-553-0151, Fax 02-566-9957/8
www.kiee.or.kr, kiee@ki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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