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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활하중을 고려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대 설비용량 선정기법

Determining the Maximum Capacity of a Small Wind Turbine System
Considering Live Loads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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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come an inevitable measure to be taken. Among others, the building sector accounts for 50% of total carbon dioxide

emissions, which is significantly high.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of the buildings,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by utilizing wind power among renewable energy sources is recommended. In case of buildings in

the planning stage, it is possible to take the load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s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installed capacity. Already completed buildings, however, should be connected to small wind electric systems according to

the live loads of the buildings based on the architectural design criteria. In order to connect to a building that has

already been comple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ad of the small wind electric system as well as the live load of

building. In addition, we need to generate the maximum electricity possible by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ed

capacity in a small area.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for determining maximum capacity for building integrated

small wind electric system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connecting small wind electric

systems to completed buildings. This can be developed into a system linked to solar power, which makes it possible to

improve the energy independence of the building. In addition, carbon dioxide reduction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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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적 환경문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환

경오염 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BAU기준 ‘50년까지 87Gton·CO2까지 증

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는 유엔인간환경회의(‘72), 리우

환경회의(‘92), 교토의정서(‘97) 등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며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기준들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행 기간에 있는 교토의정서에서의 ‘20년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에 의한 배출 감축목표는 지구온도 2°C 유지 목표 달성

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및 중국 등 감축의무

불참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체결된 파리협정은 ‘20년 이

후 세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한 국제협약으

로서, 기존의 2°C 이내 보다 강화된 지구온도 상승목표

1.5°C 달성을 제시하며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1, 2].

주요국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중 미국은

‘25년 까지 ‘05년 대비 26~28%를 감축목표로 제출하였고 중

국은 ‘30년까지 GDP단위당 ‘05년 대비 60~65%를 감축목표

로 설정하였다. EU는 ‘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목표로 설정하여 제출한 상태이다[3].

우리나라 또한 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15년 6월 국

무회의를 통해 ‘30년 BAU대비 37%로 설정, 이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4]. 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11)을 제정하고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

립·추진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3)을 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인 기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3]. 현재 ‘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한 세부이행계획은 작성 예정 중에 있다.

전년도 ‘20년 부문·업종별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대분류로

분류된 건물부문이 약 26.7%로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으로 갈수

록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의 추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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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이에 따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

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5].

선진국들은 친환경 주택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Energy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효율

이 높은 건물을 지향하며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또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거건

물의 에너지 성능지표를 요구,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

며 건물 에너지효율화 평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적용

하고 있다[6]. 우리나라 또한 건물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마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등으로 건물의 설계

부터 운영까지 에너지효율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에는 건물 내 에너지자립화를 위해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연계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5].

그 중 풍력발전시스템은 무공해, 무제한인 바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원 중 오랜 운영경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대

형화에 따른 경제성 향상 등으로 인해 계통연계가 가장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다[7]. 최근 풍

력발전시스템은 바람 자원이 풍부한 해안지대 등은 점차 대

형화되고 있으며, 내륙은 도심에 적용하기 위해 소형화되고

있다[8].

도시형 풍력발전시스템은 가로등, 건물 조형물, 통신 중계

기 등에 적용되는 독립형 풍력발전과 건물연계형 풍력발전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건물연계형 풍력발전은 신축

건물에 풍력발전을 일체형으로 연계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

의 외형과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연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9].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연계할 경

우,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의거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활

하중으로 인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운전 시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비율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연계하

기 위해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가지는 중력하중과 바람

으로 인해 받는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건물의 활하중을 고려한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의 최대 설비용량 선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소형풍력발전기별 최대 설치용량을 설정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각 시스템별 연간총발전량 예측을 통한 최적 시스템

선정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다. 최대 설치용량 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별 중력하중, 풍하중을 건

물의 활하중과 비교하여 각 소형풍력발전기별 최대 설치가

능 용량을 설정한다. 그 후, 건물의 높이 및 각 소형풍력발

전시스템의 타워 높이에 따른 풍속데이터의 변화를 분석하

여 각 시스템별 연간총발전량 예측을 통해 최대의 연간총발

전량을 출력하는 최적 시스템 용량을 선정한다.

2. 건물연계형 소형풍력발전 특성

풍력발전(Wind Turbine: WT)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

전자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

산하는 것을 말한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특성은 그림 1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며 출력이 시작되는 Cut-in speed, 정

격 용량이 출력 되는 Rated speed, 발전기의 기계적 Cut-out

speed 가 존재한다[10].

그림 1 풍력발전 출력 특성

Fig. 1 Wind Turbine output characteristic

풍력발전은 질량이 인 공기가 속도 로 움직일 때의 역

학적 에너지는 물리학적인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과 동

일하다. 이때 공기가 가지는 질량은 풍력발전시스템의 로터

면적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움직임이 되며 이는 공기밀도

와 로터의 면적  , 풍속 로 표현되며 로 나타낸

다. 따라서 풍력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또한

회전자에 의해 기계적인 출력을 내는 과정에서 모든 공기가

회전자를 지나고 난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효율을 고

려해야한다. 회전자 효율은 최대 0.59이며 이를 간략화 하여

0.5로서 계산한다. 회전자의 효율을 고려한 풍력발전기의 연

간평균발전량은 식 (1)과 같다[10].

   


 

 (1)

임의의 지역에 풍력발전설비 연계 시 연간평균발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RMC: Root Mean Cube)값이 필요

하며 이는 식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은 풍력발

전 연계 지역의 풍속 별 발생확률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2)

 : 의 확률밀도 함수

표 1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기준이며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

기준의 내용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풍하중을 구하기 위한 극한풍속을 규정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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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초소형풍력

발전시스템

날개의 회전 면적 : 6.5이하

정격 출력 : 1kW이하

정격 전압 : AC 1000V, 1500V 이하

소형풍력

발전시스템

날개의 회전 면적 : 200이하

정격 출력 : 30kW이하

정격 전압 : AC 1000V, 1500V 이하

표 1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기준

Table 1 Standard of small wind power generation

식 (3)은 풍력발전의 출력그래프 그림 1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 구간의 연간평균발전량을 구한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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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 높이 에서의 풍속

 : 풍속계의 높이

 : 허브의 높이

 : 풍력발전시스템의 Rated 풍속

  : 풍력발전시스템의 Cut-in 풍속

  : 풍력발전시스템의 Cut-out 풍속

 : 소형풍력발전기 용량

 : 풍속의 확률밀도함수

이 때, 식 (3)을 제외한 풍속 구간의 발전량은 0으로

한다.

3. 건물의 활하중을 고려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최대

설치 하중

건물연계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

서 말한바와 같이 이미 완공된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

이다. 따라서 건물의 활하중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하중보다

커야한다( ).

     (4)

     (5)

   (6)

여기서,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하중

 : 건물의 활 하중

 : 중력하중

 : 풍하중

 : 발전부 하중

 : 타워 하중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하중은 중력하중 식 (4)과 운전 중의

풍하중 식 (5)의 합 식 (6)으로 나타난다. 전체하중은 발전

부와 타워의 하중의 합에 해당한다. 첨자 blade는 발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중을 나타낸다.

표 2는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부분의 건물 지붕 활하중에

대한 기준이다[12].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지붕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나. 산책로용도 3.0

다. 정원 및 집회용도 5.0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표 2 기본등분포활하중[kN/ ]

Table 2 Basic uniformly distributed live load

3.1 중력하중

발전부의 중력하중 해당하는  은 제조사에서 제공

한다. 타워의 높이는 실제 설계자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식 (7)을 이용하여 타워의 높이에 따른 타워의 중력하중을

구한다. 이들의 합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중력하중이 된다.

  






 


 

× × ×

(7)

여기서,

 : 타워가 원뿔 형태일 때 전체 빗면

 : 타워 상단부 지름

 : 타워 하단부 지름

 : 중력가속도

 : 타워 높이 에 해당하는 빗면

 : 타워 두께

 : 타워 재료의 밀도

3.2 풍하중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풍하중 또한 발전부와 타워부문으로

나누어 구한다. 풍하중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받을 수 있

는 최대 풍하중에서의 풍속인 극한풍속을 이용한다.

식 (8)을 이용해 발전부에 해당하는 풍하중을 구한다. 이

때 발전부의 높이에 따른 극한풍속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가지는 Cut-out 풍속을 이용한다. 이는 Cut-out 이후의 풍

속에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발전을 중지하고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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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일설치 배치도

Fig. 2 Single installation layout

 : 블레이드 높이에서의 풍속

 : 블레이드가 받는 풍력계수

타워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공기밀도의 변화와 타

워의 지름 변화를 고려해 식 (9)를 이용해 타워가 받는 풍

하중을 구한다[13].

  







  (9)

여기서,

 : 높이에 따른 풍속

 : 타워가 받는 풍력계수

 : 높이에 따른 타워의 지름

이때 타워가 받는 최대 풍속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

부기준에서 제안하는 극한풍속 모델을 이용한다.  인

높이에 따른 공기밀도의 변화는 식 (10)을 이용한다[10].

   
 

 
(10)

여기서,

 : 고도 0m에서의 공기밀도 1.225 kg/m3

4. 건물 옥상 면적을 고려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최대 설치용량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 될 수 있는 개수는 건물의 활

하중과 건물의 옥상 면적에 의해 결정되며, 한 대의 발전량

은 허브의 높이에 따른 풍속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은 선정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의 옥상에 단

일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최대한 설치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배치도이다. 최대 설치 가능 개수는 홀수행

식 (11)과 짝수행을 식 (12)를 통해 구분하며 최대설치개수

를 식 (13)로 구하며 이에 선정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용

량을 곱하면 최대 설치용량이 나온다. 그림과 같이 건물의

가장자리는 하단 설치면적을 고려해야한다.

 ⌊ ⌋×⌊cos


⌋ (11)

 ⌊ ⌋×⌊


⌋ (12)

    (13)

여기서,

 : 건물옥상의 가로길이

y : 건물옥상의 세로길이

 : 행간거리

5.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위해 대구 시내 인근 신서혁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 근처의 52010년-2014년 5년간 풍속데이터를 기상청에

서 제공받아 실시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완공된

건물과 신축 건물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가상 설치할 건물의 조건은 건물의 옥상

가로 75m, 세로 16m, 높이 47.5m로서 옥상에 적재화물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기준의 적용범위 기준에 해당

하는 각 용량별 발전기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지역의 주

풍향 방향으로 설치, 자동풍향 추적시스템이 적용된 수평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모의하였다.

발전기

모델

[kW]

Rotor

dia.

[m]

Tower

Height

[m]

cut-in

speed

[m/s]

Rated

speed

[m/s]

cut-out

speed

[m/s]

상단

지름

[m]

하단

지름

[m]

0.5 0.58 4.5 2.5 10.5 18 18.7 29.6

1 1.05 7.5 2.5 13 25 37.5 59.2

3 2.12 9 2.5 13 25 41 74

10 3.7 15 3 14 25 75 118.3

표 3 풍력발전기 모델별 데이터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wind turbine models

모델을 용량별로 각각 나누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워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와 단위면적당 하중은 표 4와 같다.

대구의 조도계수를 산정하였으며, 풍속계의 높이가 기본적으

로 10m인 것을 기준으로 풍속데이터를 높이에 따라 교정하

였다[8].

타워의 상단, 하단의 지름을 식 (6)을 통해 중력하중을 구

하였으나 실제 타워를 설계할 때는 기둥의 높이, 기둥 높이

에 따른 크기,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부의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실제 설계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

고 타워의 중력하중을 산정하였다.

타워의 두께는 6t로 모든 높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으며 타워의 재료 밀도는 아연용융합금으로 가정하여 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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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W]
이격거리에 따른 단위면적당 하중[N/m

2
]

4D 4.5D 5D

500 720.83 569.55 461.33

1k 760.24 600.68 486.55

3k 274.63 216.99 175.76

10k 269.08 212.61 172.21

표 4 이격거리에 따른 단위면적당 하중

Table 4 Load factors based on the separation distance

그림 4 높이에 따른 풍속데이터

Fig. 4 Wind data based on the height

중을 산정하였다. 설치 종열 이격거리는 4D-5D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8].

교정 풍속데이터의 출현 확률은 모델의 Cut-in 풍속에서

부터의 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이전의 풍속에서는 발전기가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정 풍속데이터의 출현 확률은

그림 3과 같다. 풍력발전기 모델별 타워의 높이가 높아질수

록 풍속계에서 Rated speed 발생확률과 Cut-in 풍속의 출

현 확률보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므로 특히 Rated speed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Cut-in 풍속의 확률만 본다면

0.5kW급 모델이 발전을 시작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3 발전 가능한 풍속 확률

Fig. 3 Wind speed probability for the power generation

높이에 따른 풍속데이터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풍

속은 식 (1)-(2)에 의해 분석 가능하다. 10kW급의 모델이

타워의 높이가 가장 높으므로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연

간평균발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높이에 따른 풍속데이

터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모델별 연간총발전량을 이격거리에 따라 비교하면 그림 5

와 같다. 먼저 한 대의 연간총발전량을 산출할 때 그림 3의

풍속출현확률과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특성 그래프를 분석

하였으며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수를 건물의 옥

상 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한 대의 연간발전량

과 설치가능개수를 곱하여 모델별 연간총발전량을 산출하였

다. 결과적으로 사례조사에 의해 선정된 건물의 옥상에 설치

할 건물연계형 소형풍력발전기의 모델은 연간총발전량이 가

장 높게 나타난 0.5kW급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그림 4에서

의 높이에 따른 풍속데이터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 된

결과와 상이하다.

그림 5 단일설치 연간총발전량

Fig. 5 The annual generation for each wind turbine model

따라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것이 용량의 크기보다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로터의 지름이 커질수록 이격

거리가 늘어나며 이는 설치 가능 개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연간총발전량의 감소를 보여준다.

6. 결 론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건물연계형 단일

종의 소형풍력발전기의 최대 설비용량 선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건물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옥상에 최대 설치

가능한 소형풍력발전기의 용량을 선정하는 기법으로써 건물

내 에너지자립율 향상을 위해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신규

건물에 소형풍력발전 설비 연계 시 고려 가능한 기술적 근

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단일 종의 소형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이격거리가

상이한 다종의 소형풍력발전 설비 연계에 따른 최적 용량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풍력발전 설비 연계에

따른 발전 설비 간 후류의 영향 및 건물 간 난류 등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소형풍력발전 설비의 연계 기법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학회논문지 65P권 3호 2016년 9월

170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R1C1A1A02037544).

References

[1]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orld Energy

Market Insight”, No.16-10, Mar, 2016.

[2] C. G. Lee, “Gangwon-Do Policy Strategy after COP

21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Climate

Chang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No.2015-32, Dec,

2015.

[3] D. G. Won, “Post 2020 Regional Analysi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KEPCO Economy and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o.29, Aug, 2015.

[4]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of

Korea, “2016 Main Business Plan”, Feb, 2016.

[5] Ministry concerned, “Road Map for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Jan, 2014.

[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limate Change Research Buildings”, Jun, 2009.

[7] N. S. Yu, “Small Wind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pp.18-25, Dec, 2015.

[8] J. C. Park, N. H. Kyung,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mall Wind Power System in

Apartment Housing,”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pp.21-34, Jun, 2003.

[9] W. P. Hong, “Small Wind Power Systems

Technology Trends for Green Cities”,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27, No.1,

pp.57-70, Jan, 2013.

[10] Mukund R. Patel, “Wind and Solar Power System:

Design, Analysis, and Operation-Second Edition”, Jul.

2015.

[11] New Renewable Energy Center in the Korea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Equipment

Examination Standards Details-Small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2014

[1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uilding Construction Standards”, 2011

[13] H. Kawai, K. Michishita, A. Deguchi, “Design Wind

Loads on a Wind Turbine for Strong Wind”, BBAA

VI International Colloquium on: Bluff Bodies

Aerodynamics and Applications Milano, Italy, Jul.

2008.

저 자 소 개

이 여 진 (Yeo-Jin Lee)

2016년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

업. 현재 계명대학교 전기전자융합시스템

공학과 석사과정.

김 성 열 (Sung-Yul Kim)

2007년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

부 졸업. 2012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

업(공박). 2012년~2013년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SCAL 연구원.

현재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