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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준비 및 참석자 협조요청 사항
2021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21. 11. 10.(수) ~ 12.(금)

행사장 준비 사항
객실

•발표장 거리두기 지침 안내

•실내 및 강의장내 전원 마스크 착용 시행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인사

•로비 손 소독제 비치, 마이크 커버 다수 비치

- 손세척, 소독 실천과 좌석은 거리두기와

•강의장내 환기 공조기 상시 가동
•좌석배치 간격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식사 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식당 입구 손소독제 비치
식음

참석자 협조 요청 사항

•입실 전 객실 방역 소독 실시

•매일 방역 소독 실시

강의장

•장   소 :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지그재그식 착석 요망
- 논문포스터발표시 거리두기 발표, 질의 요망
(※포스터 부착용 테이프 개인용 지참 요망)

•식사제공 안내
- 11.11.(목) : 중식(샌드위치)

•사회적 거리두기 착석
•개인별 음료 지급

거리두기 식사요망
- 11.11.(목) : 만찬은 스쿨식으로 배치하고
개인용 도시락으로 배부합니다.

•로비 입구 발열 체크 (1F)

•등록절차 안내 (B2)

출입동선 통제 → 손소독 → 1층 전자출입명부 작성

명찰수령 후 → 제공물수령(자료집, 음료, 기타)  

→ 발열 검사 → 등록처로 이동(B2)

→ 행사장 출입

발열검사,
등록절차,
출입통제

•고열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프로세스
준수

•출입통제 안내
코로나19 관리지침에 따라 명찰 미착용 시 행사
장 출입이 통제되며, 금번 학술행사 미등록자는
참석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
(※개인 필기도구 지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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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도 2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셨던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내년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도 가을 추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제주도 부영호텔
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이 변동되면서
추계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서 학술 부문에서는 각 분야별 연구논문 발표와 학부생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조명 분야의 워크숍으로는 KIIEE 표준위원회와 수송·교통안전조명연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워크숍 행사가 2일동안 개최됩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분야의 워크숍으로는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분야의 전면 개정(안) 성과발표회가
개최되며,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는 ‘KEC 특별교육’으로 LH의 KEC 부합화 설계기준 사례 및 전기
안전공사의 KEC 검사기준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며, 또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세션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연상 팀장님께서 ‘스마트 LED 조명 고효율 인증 제도’를, LH의
공공주택전기처 어진명 처장님께서 ‘KEC 부합화 설계기준’을 요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조명 및 전기설비 분야의 기준과 표준에 대해서 중점 발표할
예정이며, 산학연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추계학술대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단체, 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기업 등의
관계자 여러분과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회원 여러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  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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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동

행사장 배치도
이벤트홀 B2

[ 에메랄드 B ]

[ 사파이어 ]

•좌장회의
(09:00~09:30)
•조명/전기설비		
Oral 발표
   (09:30~11:30)
   (13:00~15:00)

[ 우정홀 ]

<11. 10.(수)>
•창원강소연구 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 	
워크숍
   (15:00~   )
<11. 11.(목)>
•KIIEE 표준위원회 워크숍
   (09:30~11:30)
•수송·교통안전조명 연구회
워크숍
   (13:00~14:50)
•특별세션(초청강연)
   (15:00~15:50)
•정기총회
   (16:00~16:50)

[ 에메랄드 A ]
•HVDC 시험인증 & 지능
전기기반 제조혁신 워크숍
   (09:30~11:30)
•국가건설기준(전기설비분야)
성과발표회
   (13:00~14:50)
창고

[ 로비 B ]

AV실

현황판

등록처

•캡스턴디자인경진대회
   (14:00~14:50)
내빈실

E/V

신부
대기실

[ 로비 A ]

진행실
올라감

내려옴

•조명/전기설비 Poster발표
   (14:00~14:50)

EV홀1

[ 보드룸 ⅠB1 ]
< 대한전기협회 주관 >
•KEC 특별교육

리조트
연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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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회임원
회

장

부회장
감

사

김세동(두원공과대 교수)
김수길(호서대 교수)

류홍제(중앙대 교수)

박승남(국가참조표준센터 책임)

송상빈(한국광기술원 본부장)

신효섭(더힐이앤씨 회장)

이태훈(한국조명ICT연구원 실장)

이봉섭(강원대 교수)

유홍국(건일엠이씨 사장)

최안섭(세종대 교수)

안창환(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유동환(케이디엔지니어링 사장)

강형구(한국교통대 교수)
김봉수(전기설계협인 본부장)
김성찬(세홍 회장)
김윤상(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겸(강릉원주대 교수)
김진규(경북대 교수)
김현지(스마트조명연구센터 연구교수)
류우찬(부경대 교수)
박차수(동의과학대 명예교수)
박철원(강릉원주대 교수)
박희재(더힐이앤씨 대표)
송세헌(한국전기공사협회 본부장)
안기봉(중앙L&C 사장)
양영준(삼우전기컨설턴트 부사장)
오호진(진전기엔지니어링 대표)
이

사

윤성식(대일이엔씨기술 부사장)
이미애(Ilight 대표)
이영준(성진테크윈 이사)
이재필(태화이엔지 대표)
이종혁(지화기술단 상무)
이찬수(영남대 교수)
임성훈(숭실대 교수)
임채현(현대산업개발 부장)
장성규(하이텍엔지니어링 대표)
정진수(한국전기안전연구원 책임)
조병우(석우엔지니어링 대표)
주강필(SK건설 부장)
최서영(한국조명ICT연구원 본부장)
최은혁(경일대 교수)
한석우(국제대 교수)
홍현문(기획재정부 사무관)

04 • 2021 추계학술대회

고재완(진우씨스템 대표)

고태호(태헌 대표)

김상웅(코오롱글로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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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전남대 교수)

박창용(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

박천돈(천일 대표)

박혜리(동아대 교수)

박훈양(에네테크 대표)

배성수(대림 팀장)

석대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

신경호(한국광기술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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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에스제이엘 대표)

양병문(선일일렉콤 부사장)

양재승(DL이앤씨 팀장)

오승국(태영건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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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우(에스와이전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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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대우건설 팀장)

이승근(탑라이트 대표)

이안기(한진중공업 부장)

이장원(스타LVS 대표)

이재영(롯데건설 팀장)

이종필(중원대 교수)

이종환(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이주철(건일이엔지 소장)

이준규(중민 대표)

이향범(숭실대 교수)

이형표(한화건설 팀장)

임승범(이온 부장)

임승학(전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사)

임철교(서영티이씨 사장)

임효섭(현대건설 부장)

전주현(중앙대 교수)

정영호(한국교통대 교수)

조두은(포스코건설 팀장)

조미령(한국광기술원 센터장)

조형국(한양티이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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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상(서울과학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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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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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규(진전기엔지니어링 대표)

홍성희(HJ산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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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위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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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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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강원대 교수)

고희석(경남대 명예교수)

곽희로(숭실대 명예교수)

김택영(전기설계협인 회장)

양승용(전 한국조명ICT연구원 원장)

유상봉(용인송담대 명예교수)

허승효(알토 회장)

김선복(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김성관(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류재선(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신용진(한국광기술원 원장)

전규범(미래이앤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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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홍원표(한밭대 교수)

김병길(준성기업 대표)

김선근(클리오 대표)

민병훈(디투엔지니어링 부사장)

심용식(태영건설 상무)

유태우(동명전기 회장)

양영희(말타니 사장)

정춘병(화신엔지니어링 소장)

홍석기(레젠 대표)

김철환(대한전기학회 회장)
임기성(한국조명ICT연구원 원장)
최대섭(서일대 명예교수)
류재만(정호그룹 회장)
안옥희(영남대 교수)
원충연(성균관대 석좌교수)

조직위원회
대회장
조직위원회
총무분과
재무/지회분과

김세동(학회장)
이봉섭(총괄위원장)
장성규, 홍현문

신효섭(위원장)

박차수, 유양우
강형구, 김재호, 김종수, 류우찬, 박혜리, 신경호, 석대일, 전주현,

김수길(위원장)

최승연, 하영복, 한상보
편집분과

류홍제(위원장)

학술분과

이봉섭(위원장)

국제분과

조사/사업분과

최안섭(위원장)

김종겸, 김진규, 이향범, 이종필, 최은혁
김현지, 안소현, 이영준, 조미령, 최서영
남기범, 박철원, 송세헌, 이미애, 이주철
위원

고재완, 고태호, 김봉수, 김상웅, 김상훈, 김성찬, 김순환, 김용선,
김우희, 김윤상, 김재호, 김종남, 김종빈, 김진태, 남기성, 박선규,

송상빈(위원장)

박성준, 박창용, 박천돈, 박훈양, 박희재, 배성수, 신형철, 안기봉,

이태훈(위원장)

양병문, 양영준, 양재승, 오승국, 오호진, 원수현, 윤성식, 이기홍,
이동길, 이승근, 이안기, 이장원, 이재영, 이재필, 이종환, 이종혁,

산학/대외협력분과

유홍국(위원장)

KCIE분과

박승남(위원장)

지회장
사무국

이준규, 이진우, 이찬수, 이형표, 임성훈, 임승범, 임승학, 임창용,
임철교, 임채현, 임효섭, 정영호, 정진수, 조두은, 조병우, 조형국,
조휘만, 주강필, 차재상, 최상현, 최옥만, 한석우, 한학규, 홍성희

황돈하(부산·울산·경남지회)	     도영회(대구·경북지회)

이선형(전북지회)

박강식(대전·충청지회)	     김평호(광주·전남지회)

민대식(강원지회)

손철근 상근이사(국제 및 전반업무 총괄)	     홍진희 국장(총무, 재무, 학술)
최혜원 사원(편집, 사업, 조사)

안수정 차장(편집,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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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2021년 11월 10일(수) ~ 12일(금)										
일자

시간

사파이어

로비B

■ 학술조직위원회 및 산학협동 간담회
11.10
(수)

15:00 ~

■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 워크숍 (장소(B2) 사파이어) (한국전기연구원 주관)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보고 (한국전기연구원 장석훈 박사)
•스타트업 기업 성장 사례 및 전략 발표 ((주)드림에이스 임진우 대표)
•AI주도 스마트산업혁신전략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박민원 단장)

17:00 ~

■ 국가건설 기준(전기설비 분야) 개정 자문회의 (학회장 김세동)

08:30 ~ 09:30

■ 등  록  접  수(B2)

09:00 ~ 09:30

■ 좌장회의(에메랄드B)
■ KIIEE 표준위원회 워크숍
   (부제 : 융합의 시대, 표준화의 방향)

09:30 ~ 11:30

•조명 : 용어와 표준화
   (서울과기대 장우진 명예교수)
•스마트조명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 동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강정모 박사)
•식물성장조명 기술 및 표준 동향
   (한국광기술원 조미령 센터장)
•UV 방사 LED 제품 관련 국내외 표준화 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석대일 박사)
•LED전광판 제품에 대한 기술 및 표준 동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고재준 박사)
•LH 形 스마트가로등 추진 세부전략 발표
   (LH공사 정희준 부장)

■ 학부생세션(Poster)
(캡스턴디자인경진대회)
•부착 및 발표시간
   11시 이전에 부착하고 오후2시에
    발표함

    

(좌장 : 조미령 센터장)    
〔09:30 ~ 11:30〕
11:30 ~ 13:00
11.11
(목)

■ 중식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제공)
■ 수송·교통안전조명연구회 워크숍
    (부제 : 차량용 조명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 방안)

13:00 ~ 14:50  

•차량용 신기술 적용을 위한 GTB 활동 및 동향
   (SL 최주돈 부장)
•자동차 디지털 램프에 대한 평가 방안 및 동향
   (한국광기술원 주재영 박사)
•프로젝션 기반 가이드램프의 성능 평가 관련 연구 동향           
(영남대 박현수 교수)
•프로젝션 시그널 램프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목업 기반 램프 성능
평가 방안
   (영남대 이찬수 교수)
(좌장 : 이찬수 교수)
〔13:00 ~ 14:50〕

■ 학부생세션(Poster)
    (캡스턴디자인경진대회)
•발표시간 (14:00 ~ 14:50)
※ 발표자는 반드시 대기요망

     

〔14:00 ~ 14:50〕

15:00 ~ 15:50

■ 특별세션(초청강연)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인증 고시개정(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팀장)
•KEC 부합화 공동주택 시범단지 설계(LH공사 어진명 처장)

16:00 ~ 16:50

■ 2021년 제34회 정기총회(사파이어홀)  
•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축  사      •학회상 시상      •의안심의       •신임 임원선출    •폐  회  

17:00 ~
11.12
(금)

〔09:30 ~ 11:30〕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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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찬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학술조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연구회 간담회     •산학협동 친선 교류회      

										

장소 :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B2)
에메랄드A

■ HVDC 시험인증 & 지능전기기반 제조혁신 워크숍
     (한국전기연구원 주관)

로비A

■ 논문발표 (Poster)
•부착 및 발표시간
   11시 이전에 부착하고
   오후2시에 발표함

•HVDC 전력기기 시험인증 기반 구축
    (한국전기연구원 최종혁 박사)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혁신 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곽창섭 박사)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
    (한국전기연구원 김종문 박사)
•강소특구 Tech-Up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과발표 및 기술교류 (세부과제별 담당자)

•2021 전기설비 국가건설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전임연구원)
•전기설비 분야 주요 개정사항
   (두원공과대 김세동 교수)
•수변전설비 설계기준
   (두원공과대 김세동 교수)
•배선 및 동력설비 설계기준
   (건일이엔지 이주철 소장)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설계기준
   (더힐이앤씨 신효섭 회장)
(좌장 : 신효섭 회장)
〔13:00 ~ 14:50〕

보드룸Ⅰ(B1)

■ 논문발표 (Oral)
•조명분야   
•전기설비분야
  

•조명분야  
•전기설비분야

(좌장 : 황돈하 박사)    
〔09:30∼11:30〕

■ 국가건설기준(전기설비 분야) 성과발표회

에메랄드B

〔09:30 ~ 11:30〕

■ 논문발표 (Poster)
•발표시간 (14:00 ~ 14:50)
※ 발표자는 반드시
     대기요망

〔09:30 ~ 11:30〕

■ 논문발표 (Oral)

■ KEC 특별교육
•전기설비분야          (대한전기협회 주관)
•행사개요                     
    
(KEC 특별교육 소개)            
(대한전기협회 서정호 실장)
•KEC 부합화 주택단지 설계적용  

•조명분야
•전기설비분야

    사례 (LH공사 송준석 부장)   
•KEC 시행에 따른 검사기준                   
    (전기안전공사 백용진 차장)

  

〔14:00 ~ 14:50〕

〔13:00 ~ 15:00〕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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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프로그램
등록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08:30 ~
•장 소 : 제주 부영호텔 B2 등록접수처

논문발표회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09:30 ~ 15:00
•장소 및 일정


진행 : 이봉섭 학술위원장
시 간
구분

분과별

장소
11월 11일(목)

조명분야 3편

09:30 ~ 10:15 (3편)
10:15 ~ 11:30 (5편)
13:00 ~ 15:00 (8편)

에메랄드B

전기설비분야 13편

•부착 / 09:30~11:30

로비A

구두 발표
(16편)

조명분야 34편
포스터 발표

전기설비분야 64편

(105편)

•발표 / 14:00~14:50

학부생 세션 7편
합계

로비B
•조명분야 : 37편     •전기설비분야 : 77편     • 학부생세션 7편

121편

특별세션 (초청강연)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15:00 ~ 15:50


진행 : 신효섭 총무위원장
제

목

발표

시간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이연상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15:00 ~ 15:25

KEC 부합화 공동주택 시범단지 설계

어진명 (LH공공주택전기처장)

15:15 ~ 15:50

장소

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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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워크숍
•일   시 : 2021년 11월 10일(수) 15:00 ~ 18:00 /11일(목) 09:30 ~ 14:50


진행 : 송상빈 사업위원장
제

목

가. KIIEE 표준위원회
나. 수송·교통안전조명연구회
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일자
11.(목)
10.(수)

      (한국전기연구원)
라. 국가건설기준(전기설비분야) 성과발표회

11.(목)

시간

좌장

09:30 ~ 11:30

조미령(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3:00 ~ 14:50

이찬수(영남대 교수)

15:00 ~ 16:50
09:30 ~ 11:30
13:00 ~ 14:50

장소

황돈하(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신효섭(더힐이앤씨 회장)

사파이어(B2)
사파이어(B2)
에메랄드A(B2)
에메랄드A(B2)

대한전기협회 KEC 특별교육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13:00 ~ 14:50
•장 소 : 보드룸 Ⅰ(B1)

정기총회 식순

진행 : 장성규 총무이사

•개회
•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김세동 회장)
•축사
•학회상 시상
•의안 ① 제1호의안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실적(중간) 승인
	   ② 제2호의안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③ 제3호의안 : 정관 일부개정(안) 승인
	   ④ 제4호의안 : 2022년도 신임 임원 승인
•폐회  

산학협동친선교류회

진행 : 유홍국 산학협동위원장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07:00 ~ / 11월 12일(금) 07:00 ~
•장 소 : 행사장
•참 가 : 협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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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사전 등록 : 2021년 10월 28일(목) 18:00 이전 등록 시 할인
① 카드 전자결제 : 홈페이지 21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을 클릭하여 카드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은행 온라인 입금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온라인 입금 시 확인 후 메일 발송합니다.
(등록자 명의로 입금) ☞ 국민은행 : 820-25-0001-427   예금주 :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당일 등록
① 등록 장소 : 제주 부영호텔 B2 등록 접수대
② 등록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08:30 ~

등록비 안내
구

분

회원

학생회원

비회원

비 고

학술대회

사전등록

120,000원

80,000원

140,000원

중식은 12시 이전 참가자에

등록비

당일등록

140,000원

90,000원

170,000원

한하여 제공함

※ 사전등록자 : 2021년 10월 28일(목) 이전 등록자 / 논문투고자는 10월 14일(목)까지 등록완료 요망.
※ 학생회원 : 본 학회 회원으로 학사과정, 석사과정(전일제) 재학생
※ 추계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및 캡스턴디자인 경진대회 발표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및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미 등록자는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등록비 포함내역
•학술대회 : 논문집 및 워크숍 자료 제공
•식    사 : 중식 및 만찬(도시락) 제공
•공지사항 : - 등록취소 및 변경은 사전등록 기한 내에만 가능 합니다(학술대회 당일 현장에서 불가)
- 사전등록 후 학술대회 불참 시 등록회비 환불 불가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행사장 입장 가능합니다.
- 발열증세(체온37.5도 이상) 회원은 입장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방역준비 및 참석자 협조요청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중식 및 만찬안내 (11.11.(목))
중식(도시락)

만찬(도시락)

•시 간 : 11:30 ~ 13:00

•시 간 : 17:10 ~

•12시 이전 참가회원

•만찬 안내 :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개인용 도시락으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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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워크숍

가. 「KIIEE 표준위원회」 워크숍 (부제 : 융합의시대, 표준화의 방향)
진  행 : 조미령(한국광기술원 센터장)

09:30

〔11월 11일(목) 09:30 ~ 11:30  사파이어〕

KIIEE - 1 		 조명 : 용어와 표준화

			 장우진(서울과기대 명예교수)
09:50

KIIEE - 2 		 스마트조명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 동향

			 강정모(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사)
10:10

KIIEE - 3 		 식물성장조명 기술 및 표준 동향

			 조미령(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0:30

KIIEE - 4 		 UV 방사 LED 제품 관련 국내외 표준화 현황

			 석대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10:50

KIIEE - 5 		 LED전광판 제품에 대한 기술 및 표준 동향

			 고재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박사)
11:10

KIIEE - 6 		 LH 形 스마트가로등 추진 세부전략 발표

			 정희준(LH공사 부장)

나. 「수송·교통안전조명연구회」 워크숍 (부제 : 차량용 조명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 방안)
진  행 : 이찬수(영남대 교수)

13:00

수송교통 – 1

〔11월 11일(목) 13:00 ~ 14:50  사파이어〕

차량용 신기술 적용을 위한 GTB 활동 및 동향

			 최주돈(SL 부장)
13:25

수송교통 – 2

자동차 디지털 램프에 대한 평가 방안 및 동향

			 주재영(한국광기술원 박사)   
13:50

수송교통 – 3

프로젝션 기반 가이드램프의 성능 평가 관련 연구 동향

			 박현수(영남대 교수)
14:15

수송교통 – 4

프로젝션 시그널 램프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목업 기반 램프 성능 평가 방안

			 이찬수(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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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워크숍

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워크숍

〔한국전기연구원 주관〕

진  행 : 황돈하(한국전기연구원 박사) 〔11월 10일(수) 15:00 ~ 16:50  사파이어〕
■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 워크숍
15:00

창원강소연구 – 1

〔11월 10일(수) 15:00 ~ 16:50  사파이어〕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보고

				 장석훈(한국전기연구원 박사)
15:30

창원강소연구 – 2

스타트업 기업 성장 사례 및 전략 발표

				 임진우((주)드림에이스 대표)
16:00

창원강소연구 – 3

AI주도 스마트산업혁신전략

				 박민원(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단장)

■ HVDC 시험인증 & 지능전기기반 제조혁신 워크숍
09:30

창원강소연구 – 1

〔11월 11일(목) 09:30 ~ 11:30  에메랄드A〕

HVDC 전력기기 시험인증 기반 구축

				 최종혁(한국전기연구원 박사)
10:30

창원강소연구 – 3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혁신 지원사업

				 곽창섭(한국전기연구원 박사)
11:00

창원강소연구 – 4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

				 김종문(한국전기연구원 박사)
10:00

창원강소연구 – 2

강소특구 Tech-Up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과발표 및 기술교류

				 (세부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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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워크숍

라.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분야) 성과발표회
〔11월 11일(목) 13:00 ~ 14:50  에메랄드A〕

진  행 :  신효섭 (더힐이앤씨 회장)
13:00

국가건설 – 1

			
13:25

국가건설 – 2

			
13:45

국가건설 – 3

			
14:10

국가건설 – 4

			
14:35

국가건설 – 5

			

2021 전기설비 국가건설기준
주영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전기설비 분야 주요 개정사항
김세동(두원공과대 교수)

수변전설비 설계기준
김세동(두원공과대 교수)

배선 및 동력설비 설계기준
이주철(건일이엔지 소장)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설계기준
신효섭(더힐이앤씨 회장)

마. 「2021년도 KEC특별교육」
진  행 :  서정호 (대한전기협회 실장)
13:00

〔대한전기협회 주관〕
〔11월 11일(목) 13:00 ~ 17:00  보드룸Ⅰ(B1)〕

• 행사개요(KEC 특별교육 소개)

	     서정호(대한전기협회 실장)
13:10

• KEC 부합화 주택단지 설계적용 사례

	     송준석(LH공사 부장)
15:10

• KEC 시행에 따른 검사기준

	     백용진(전기안전공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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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캡스턴디자인 경진대회 발표 안내
원문제출 및 등록
▶ 논문(원고) 분량 : 작성 규정에 따라 1 Page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사전등록 : 논문발표자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자는 논문게재가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논문 추천 및 학술대회발표상 시상안내 : 발표논문 중에서 구두발표를 우선하여 당일 좌장이 심사하여 추천된 논문
은 논문지 투고 특전 혜택과 학술대회발표상을 정기총회에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 논문원문 미제출 : 논문제목을 접수 후 원문 미제출시 논문집에 제목, 발표자와 내용은 「미 발표」로 인쇄됩니다.

구두 발표
▶ 발표시간 : 15분 (발표, 질의 응답)
▶ 사용 기자재 : 빔프로젝트, 노트북은 학회에서 준비합니다.
▶ 발표불참시 : 논문제출 후 발표 불참시 추후 파일삭제와 해당 소속기관에 미 발표로 통보됩니다.

포스터 발표 / 캡스턴디자인 발표
▶ 사전 부착 요망 : 11. 11.(목) 09:30 ~ 11:30 (※관람자를 위하여 미리부착 요망)
▶ 발표 토론 시간 : 11. 11.(목) 14:00 ~ 14:50
▶ 저자 중 1명은 필히 Poster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 우수논문 추천 대상 : 주 발표자가 발표회장에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하며, 공석시 제외됩니다.
▶ 발표불참시 : 논문제출 후 발표 불참시 추후 파일삭제와 해당 소속기관에 미 발표로 통보됩니다.

포스터 발표 준비요령
1) Panel 크기 : 1m(가로)×2m(세로)
2) 제목, 저자, 소속 : 90cm(가로)×20cm(세로)
3) 글자 크기 (가능하면 맞출것)
제목 및 저자 : 25 ~ 30mm
각 장의 제목 : 15 ~ 20mm
내 용 : 7 ~ 10mm
4) 논문 내용은 A4, A3, A0 등 패널크기에 맞추어 잘 보일수 있도록 
테이프로 부착바랍니다.
5) 포스터 패널 견본 참조(A4용지 기준)
6) 논문번호는 프로그램에 주어진 번호로서 대회본부에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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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캡스턴디자인 경진대회 발표 안내
논문발표자 안내
▶ 구두 발표자
① 발표(장소, 분야, 번호, 시간)을 확인바랍니다.
② 발표시작 5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바랍니다.
③ 발표시간은 질문을 포함하여 15분으로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④ 종료시간을 알리는 종은 3분 남았을 경우 한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종이 울립니다.
⑤ 두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바랍니다.
⑥ 발표 불참 시 추후 파일삭제와 해당소속기관에 미 발표로 통보됩니다.
▶ 포스터 발표자
① 발표(장소, 분야, 번호, 시간)을 확인바랍니다.
② 논문 부착은 09:30 ~ 11:30 (사전 관람자를 위하여 미리 부착바랍니다).
③ 토론시간에는 저자 중 1명은 반드시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④ 우수논문 추천 및 학술대회발표상은 저자가 공석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논문발표시간 불참시 추후 파일삭제와 해당소속기관에 미 발표로 통보됩니다.
⑥ 부착 방법은 출력본을 지정된 판넬 번호에 테이프로 부착 하시기 바랍니다.

캡스턴디자인 경진대회 발표자 안내
▶ 발표형식
① 본행사 “논문발표안내”의 포스터발표와 동일하게 발표합니다.
② 작품전시는 하지 않으며, 출력물을 포스터 판넬에 부착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③ 질의응답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발표자료 셋팅을 위한 책상을 제공합니다.
▶ 수상 및 심사방법
① 학회장상(최우수상 1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상장(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등
② 학술대회 원고모집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추계학술대회 이전에 접수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선정된 작품을 추계
학술대회 기간에 포스터형태로 발표합니다.
③ 발표당일 심사위원이 1차 심사 후 수상대상 후보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은 발표(5분)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
여 당일 총회에서 수여합니다.
※ 학술대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좌장, 발표자 및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요청 사항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착석, 포스터발표시 거리두기 발표 및 질의 등 협조를 요망합니다.
- 구두발표자는 제공되는 마이크커버와 비닐장갑을 사용 후 직접 수거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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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명단 및 회의안내
논문발표 총괄표(121편)
구 분

구두발표
(16편)

위원장 : 류홍제 편집위원장

분과별
1-A분과
(조명 3편)
1-B분과
(전기설비 5편)
1-B분과
(전기설비 8편)

시 간

좌 장

09:30~10:15

박현수(영남대)

10:15~11:30
13:00~15:00

2-A분과
(조명 34편)
포스터발표
(105편)

2-B분과
(전기설비 64편)

부착 : 09:30~11:30

김수길(호서대),
석대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서영(한국조명ICT연구원), 최안섭(세종대)

121편

에메랄드B

로비A

강형구(한국교통대),  
박철원(강릉원주대),최은혁(경일대)

발표 : 14:00~14:50

2-C분과
(학부생 세션 7편)
합계

류홍제(중앙대),  
전주현(중앙대), 최승연(고려대)

장 소

류우찬(부경대),
박차수(동의과학대), 신효섭(더힐이앤씨 회장)

로비B

조명 37편 / 전기설비 77편 / 학부생세션 7편

좌장회의 개최 안내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09:00 ~ 09:30
•장 소 : 제주 부영호텔 B2 (에메랄드B)
•내 용 : 좌장회의
※ 좌장께서는 우수논문추천(4편당 1편) 및 논문발표상(우수추천논문 4편당 1편)을 추천 바랍니다.
※ 발표자가 공석일 경우는 논문발표상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명단을 체크하여 제출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개최 안내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09:00 ~ 09:30
•장 소 : 제주 부영호텔 B2 (에메랄드B)
•내 용 : 정기편집위원회

좌장 진행안내
① 담당분야의 시간과 발표장을 확인바랍니다.
② 발표시작 1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바랍니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하였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바랍니다.
④ 발표시간은 질문을 포함한 15분입니다.
⑤ 시간을 알리는 종은 3분 남았을 경우 한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종을 울리십시오.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좌장께서는 논문발표상 및 우수논문추천서를 작성하신 후 등록처에 제출하여 좌장수당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⑧ 우수논문 추천은 발표자가 공석일 경우는 제외하고, 구두발표 논문 중에서 우선 선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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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두발표
1-A분과 : 조명분야 

11월 11일(목) 09:30~10:15 (에메랄드B)



좌장 : 박현수(영남대)

09:30

1-A-1

Far UV-C 마이크로플라즈마 광원: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접근 및 응용

		
09:45

박성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apign)
1-A-2

		
10:00

눈동자 움직임과 팬텀어레이와의 관계
강혜란°, 김준기, 이찬수(영남대)

1-A-3

		

TiO2 박막전극과 TBAPF6를 이용한 준고체형 전기화학발광소자의 제작
박정호°, 성열문(경성대)

1-B분과 : 전기설비분야 

11월 11일(목) 10:15~15:00 (에메랄드B)



좌장 : 류홍제(중앙대), 전주현(중앙대), 최승연(고려대)

10:15

1-B-1

	선박용 ESS용 병렬구조 LiB의 Rack간 전류 불평형 저감을 위한 입력 임피던스
분석 방법

		
10:30

김범준°, 송은리, 차현기, 한승훈(한화디펜스)
1-B-2

		
10:45

박철원°, 이경민, 강태원(강릉원주대)
1-B-3

		
11:00

계통 전압강하에 따른 저전압 상황에서 계통 위상 추정을 위한 PLL 방법
손현수°, 양세동, 김가인, 강현식, 신민호(군산대), 김미나(성균관대), 이정효(군산대)

1-B-4

		
11:15

파이썬을 이용한 변전소 고장복구 시스템의 HMI 설계

듀얼 액티브 브릿지 컨버터의 기본파 분석을 통한 고효율제어
변형준°, 김성훈, 김시환,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1-B-5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풍속 및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케이블의 온도변화 측정

		박영훈°, 오승희, Dewimaruto Ratri, Bimaridi Afif, 강형구(한국교통대), 김동명(대영종합산기㈜),
김영화(㈜에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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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식……………………………………………………………………
13:00

1-B-6

		
13:15

박철원°, 황지인, 이경민, 함정모, 성낙권(강릉원주대)
1-B-7

		
13:30

재생에너지원을 위한 R언어에 의한 빅 데이터의 통계해석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진동 감쇠형 와이어웨이시스템의 내진성능 검증
진수민°, 트란 반 한, 이기학(세종대), 김성찬, 차지현(㈜세홍), 신지욱(경상대)

1-B-8

	Comparison of Dielectric Characteristics Between Conventional Cables
and Eco-Friendly Cables according to Ageing

		Dewimaruto Ratri°, Bimaridi Afif, 오승희, 박영훈, 강형구(한국교통대), 		
김동명(대영종합산기㈜), 김영화(㈜에셈블)
13:45

1-B-9

		
14:00

조유정°, 김학군, 임성훈(숭실대)
1-B-10

		
14:15

양극성 배전망의 특성을 고려한 드룹제어 기반의 계층적제어구조에 관한 연구
김성훈°, 변형준, 김시환,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1-B-11

		
14:30

삼상리액터 한류기동작을 고려한 과전류계전기 동작 모델링

태양광 직렬아크 검출을 위한 트리거링 방식 적용기법
안재범°, 이진한, 류홍제(중앙대)

1-B-12

표면 오손에 의한 ACSR-OC 케이블의 절연내력특성

		오승희°, Dewimaruto Ratri, Bimaridi Afif, 박영훈, 강형구(한국교통대), 		
김동명(대영종합산기㈜), 김영화(㈜에셈블)
14:45

1-B-13

	PMSG 기반의 풍력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Flying Start를 위한 가상 임피던스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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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정원상, 김진욱,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논문발표 목록
나. 포스터발표
2-A분과 : 조명분야 


11월 11일(목) 부착 : 09:30~11:30 / 발표 : 14:00~14:50 (로비A)
좌장 : 김수길(호서대), 석대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서영(한국조명ICT연구원), 최안섭(세종대)

2-A-1

식물성장용 LED 조명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화
윤대한°, 조미령(한국광기술원)

2-A-2

스마트시티 유스케이스에 따른 스마트도로조명 요구 특성에 대한 분석

	강정모°(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상욱(한국조명ICT연구원), 석대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장우진(서울과학기술대)
2-A-3

LED 조명의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한 직병렬 LED배열에 관한 연구
황정호°(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A-4

	경사각 면의 조도 측정 평가를 위한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Dialux)의 경사면 조도 값 검증
이다빈°, 최안섭(세종대)

2-A-5

	광전식 화재감지기의 감지 효율 향상을 위한 광학 구조에 관한 연구
김완호°, 노주현, 송상빈(한국광기술원), 여인선(전남대)

2-A-6

	전해커패시터 레스 LED모듈용 SMPS의 플리커 저감 방법 연구
김용하°(㈜천일), 김학천, 마승환, 전준혁(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A-7

	확산 배광에 용이한 가로등용 LED 퀀텀닷 렌즈의 제작
조성윤°, 김민하, 신정철, 백수복, 김용득((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2-A-8

	산소분위기의 상압플라즈마를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처리 효과에 대한 연구
김무진°(강남대), 김경보(인하공업전문대), 이종필, 민영실(중원대)

2-A-9

	인간중심조명(HCL) 설계에 따른 요구사항 연구
이용선°(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윤영섭, 이인배, 송기민(파인테크닉스)

2-A-10

	스마트 컨테이너팜을 위한 새로운 자연광 채광 시스템
신서용°, 부호앙(명지대), 박종빈, 배호준(한국조명ICT연구원), 조미령(한국광기술원)

2-A-11

	적응형 전류제어기를 이용한 DMD조명에 관한 연구
황정호°(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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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12

	Melanopic to photopic ratio(alpha-opic)와 연색성 향상을 위한 스펙트럼조합 시뮬레이션 연구
김종오°, 류우찬(부경대)

2-A-13

	PV 발전 직결형 DC LED 조명시스템의 배터리 및 한전 전력 사용량 평가
권희두°, 최안섭(세종대)

2-A-14

	IOT 활용 조명의 색온도와 광속 변화에 따른 EMI 추이
이진구°, 이진우, 조성은(호서대)

2-A-15

	퀀텀닷 소재의 파장변환 특성을 이용한 낮은 유인반응을 갖는 해충방지용 조명
신정철°, 민경미, 배성환, 조성윤, 백수복, 김용득((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2-A-16

	워케이션(Workation)에 적합한 필요 조명 성능 분석연구
박정주°, 김유신, 조미령, 허준, 윤대한(한국광기술원)

2-A-17

	농산물 재배에서 광원의 영향 및 LED광원 활용동향
민영실°, 이종필(중원대), 김무진(강남대)

2-A-18

	IoT기반 LED조명의 패킷 충돌확률 감소 알고리즘 설계
박상현°(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A-19

	실내 차양 자동제어 연계 광센서 조광제어시스템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 학교건물 중심으로김유신°, 김인태, 우기찬, 조미령, 신경호, 송상빈(한국광기술원)

2-A-20

	실내 조도 측정을 위한 IoT센서의 prototype 개발 및 데이터 시각화
최세리°, 최안섭(세종대)

2-A-21

	바이러스 2차 감염 예방 및 오염물의 악취 차단을 위한 의료폐기물용 현장 밀폐 자동 포장
수거장치 동향 연구
박창용°, 한정훈, 송지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채승석(㈜위스), 최현석(한국교통대)

2-A-22

	사무실 환경에서의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 적용 및 시뮬레이션 방안에 대한 연구
서지영°, 최안섭(세종대)

2-A-23

	시설하우스에서 퀀텀닷조명이 고추냉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배성환°, 유용환, 신정철, 김민하, 김용득((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안효성, 			
박상운(샘통고추냉이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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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24

	고보조명의 틸팅 조건에 따른 노면결상이미지 왜곡 현상 보정 방법
조영주°, 채성기, 김유신, 김지명, 김태훈(한국광기술원)

2-A-25

	다양한 LED마스크 형태 제품의 광학적 안전 수준에 관한 시험
석대일°, 남상엽(한국산업기술시험원)

2-A-26

	에너지와 인간중심 조명 환경을 고려한 실증평가 및 분석
고재규°, 노미소, 최서영(한국조명ICT연구원)

2-A-27

	치매환자의 BPSD 완화를 위한 다감각 시나리오 제안
이현지°, 최안섭(세종대)

2-A-28

	HCNL(Human Centric Natural Lighting) 기술과 건물에너지의 미래

	
박종빈°, 배호준, 김정수(한국조명ICT연구원), 신서용(명지대), 조미령(한국광기술원), 이건우(한국에너지공단),
장우진(서울과학기술대)
2-A-29

	LED램프의 광학적 플리커 PstLM 및 SVM에 대한 연구
이충현°, 한명관, 최재영(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A-30

	QR코드를 이용한 조명정보표시 AR시스템의 구축
이다빈°, 최안섭, 이현지(세종대)

2-A-31

	DMD를 위한 고속 LED조명시스템의 발열해석에 관한 연구
심기환°(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A-32

	디지털 사이니지용 모니터를 탑재한 면상발열벤치의 해외인증(CE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연구

	
박창용°, 한정훈, 송지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종빈(한국조명ICT연구원), 주민호(넥스트원㈜),
최현석(한국교통대)
2-A-33

	터널 조명의 경제성 분석
한종성°, 김훈(강원대), 김기훈(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A-34

	자외선 살균조명을 이용한 빌딩 스마트 방역시스템 연구
이창신°, 김지원(㈜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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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분과 : 전기설비분야 

11월 11일(목) 부착 : 09:30~11:30 / 발표 : 14:00~14:50 (로비A)



좌장 : 강형구(한국교통대), 박철원(강릉원주대), 최은혁(경일대)

2-B-1

IoT를 적용한 전동샤시 제작에 관한 연구

	
황계호°, 김선우, 김지현, 이상연, 조우빈(한국폴리텍대학), 김윤(㈜경동나비엔), 이봉섭(강원대)
2-B-2

기축아파트 화재감지기 동작위치 확인이 가능한 주소형 모델 개발
안현성°, 이기홍, 안영성(한국토지주택공사)

2-B-3

낮은 입력 커패시턴스를 가지는 SiC-MOSFET 구동을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 설계
송승호°, 정송찬, 최민규, 류홍제(중앙대)

2-B-4

PV-ESS 통합 시스템을 위한 협조제어 전략
김진욱°, 정원상, 이윤성,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2-B-5

ANN을 이용한 양방향 DC-DC 컨버터 개방 고장 스위치 고장 검출 기법
김시환°, 김성훈, 변형준,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2-B-6

비대칭 6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dq축 전류를 이용한 개별 스위치 개방 고장 진단
신정우°, 이원석, 전소영, 황선환(경남대), 박종원(GMB코리아㈜)

2-B-7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절연진단용 센서 설계
최은혁°(경일대), 박숭규(신덕엔지니어링), 임창호(우보엔지니어링), 도영회(노비코이엔지㈜)

2-B-8

멀티젯 플라즈마의 전원장치의 설계 및 제어
김가인°, 양세동, 손현수, 강현식(군산대), 박영훈(APEL), 신민호(군산대)

2-B-9

작업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법 연구
김일태°, 조구현, 김경흠, 김상우(대한전기협회)

2-B-10

대전류 인가 시 전동기의 회전자 종류에 따른 토크 특성 연구
윤창익°, 서장호, 최홍순(경북대)

2-B-11

마스크살균 탈취 및 건조기 제작에 관한 연구
김은영°, 이승우, 이서율, 정원형, 황계호(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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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12

배전류 회로를 적용한 양방항 위상천이 컨버터의 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
김형중°, 채수용, 조민기, 김경록, 안찬웅((주)원익피앤이), 정규범(우석대)

2-B-13

Process Bus 기반 디지털변전소의 Sampled Value 데이터 분석
송명훈°, 김석곤, 이창섭, 박유영, 김우중, 김남대, 장병태, 이남호(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B-14

유전체장벽방전을 이용한 미세유전입자 집진특성 기초연구
윤웅희°, 이헌경, 김성훈, 김진규(경북대), 신동화(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B-15

1kW 저온 플라즈마 전원장치
김현우°, 김태빈, 김가인, 양세동, 신민호(군산대)

2-B-16

단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소프트한 센서리스 운전 전환 기법
유상민°, 서승우, 조현아, 황선환(경남대), 박종원, 김진수(지엠비코리아㈜)

2-B-17

국가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발전기 용량산정 시 주요 계수의 적용 고찰
최옥만°, 강석윤(한국토지주택공사), 신중우, 윤광훈, 김재철(숭실대)

2-B-18

일체형 환기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연구

	
김태경°, 윤일지((주)유원기술), 장권수, 이용현, 서광민, 이준호, 최승준, 설혁수, 엄재혁(㈜제이엔티), 	
김창은(명지대)
2-B-1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 차단기 및 케이블 설계
민찬식°(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B-20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력보안통신분야 최신 제·개정 동향에 대한 연구
김이관°, 조구현, 박인표, 신기현(대한전기협회)

2-B-21

전열교환기의 소방방재기능 구현에 관한 연구

	
윤일지°, 서광민(㈜제이엔티), 윤현석, 배상근, 김태경, 김민섭, 이규호, 김수한((주)유원기술), 김창은(명지대)
2-B-22

Heavy Copper IMS 파워 모듈을 이용한 하프브리지 DC/DC컨버터 특성 비교
양세동°, 손현수, 강현식, 김가인, 신민호(군산대), 오애선, 배현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효(군산대)

2-B-23

신재생 발전에 적용된 접지변압기(Y-D)의 지락전류의 흐름 검토
이승재°(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B-24

Surge Protective Device(서지보호기) 소손 원인과 점검방법
김종필°(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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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25

지식재산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 연구
전주현°(중앙대)

2-B-26

	전압 공유방식 모듈형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제어 전략에 관한 연구
김선필°, 황인, 이창호(㈜지엔이피에스), 박성준(전남대)

2-B-27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고찰
최지훈°, 김진환, 조승아, 민중돈(한국토지주택공사)

2-B-28

	로봇 그리퍼 스위블 암 경량화를 위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연구
배상오°(㈜팸텍), 이종활(㈜한중엔시에스)

2-B-29

	인공지능을 이용한 구리전선 용융흔 외형 학습
홍성준°, 방선배, 박진영(한국전기안전공사)

2-B-30

	‘시공간’ 기반 ‘인과관계’ 탐색 방법
이종활°((주)한중엔시에스), 배상오(㈜팸텍)

2-B-31

	신재생 발전 적용을 위한 고조파 허용기준 검토
최선°(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B-32

	아파트의 설계 방향에 따른 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시스템(BAPV) 발전 성능 분석
이태욱°, 이주철, 남아영(건일이엔지), 유홍국(건일엠이씨)

2-B-33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전자식 댐퍼의 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정태욱°, 김승현(경남대)

2-B-34

	Temperature variations of HIV cables due to poor contact 			

	
Bimaridi Afif°, 오승희, Dewimaruto Ratri, 박영훈, 강형구(한국교통대), 김영화(㈜에셈블), 		
김동명(대영종합산기㈜)
2-B-35

	산화유도시간을 활용한 고분자 절연재료의 열화 분석 연구
이헌경°, 윤웅희, 김성훈, 김진규(경북대)

2-B-36

	신재생 발전 적용시 지락 검출을 위한 접지 변압기의 적용방식 검토
이승재°(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B-37

	Development of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onsidering electrical parameters and weather conditions
Ibrahim Lateef°, 성열문(경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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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38

	고체절연물의 환경에 따른 절연특성 연구
최은혁°(경일대), 허재원(㈜용전)

2-B-39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변압기 주파수 응답 모델 파라미터 추정
임준현°, 윤영걸, 손용주, 최승연(고려대)

2-B-40

	IoT를 적용한 알람 램프 및 스피커 모듈 제작에 관한 연구

	황계호°, 김정현, 김형준, 박지환, 문원식, 김홍용, 김경신, 김은영(한국폴리텍대학), 김윤(㈜경동나비엔),		
이봉섭(강원대)
2-B-41

	교류 1kV 및 직류 1.5kV 초과 전력설비의 표준화 현황
이준선°, 조구현, 류기환, 차송희, 신성수(대한전기협회)

2-B-42

	EPS판넬 주택의 비의도적 히팅 사례 연구
한석우°, 임지원(국제대)

2-B-43

	비대칭 6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동기화 전류 제어 기법 연구
김한얼°, 이원석, 안효진, 황선환(경남대), 이기창(한국전기연구원)

2-B-44

	고효율 팬 구동용 BLDC 모터 드라이브 설계
신동화°(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B-45

	3kW 플라즈마 전원장치 설계 및 제어
김태빈°, 김현우, 김가인, 양세동, 신민호(군산대)

2-B-46

	GaN HEMT 전력 반도체 소자에 적합한 단락보호 방법 분석
이민규°, 이준영, 김종수(대진대)

2-B-47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전력 관리 분석 및 제안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박경용°, 이지훈, 최문봉, 천세진, 박혜리(동아대)

2-B-48

	IoT를 적용한 진동 모듈 제작에 관한 연구
황계호°, 강민, 김건웅, 이창호, 임수민(한국폴리텍대학), 김윤(㈜경동나비엔), 이봉섭(강원대)

2-B-49

	스마트인버터 적용에 따른 계통지원기능 탑제율을 고려한 배전계통의 영향 검토
윤광훈°, 신중우, 남태양, 김재철(숭실대)

2-B-50

	홀효과센서를 이용한 비접촉형 디지털 트랜스듀서 스위치의 개발
안창환°(인하공업전문대), 이영준(㈜성진테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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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51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변압기 소손의 원인규명방법
김종필°(한국전기안전공사)

2-B-52

	디지털변전소 네트워크 이중화를 위한 PRP/HSR 패킷 분석
송명훈°, 김석곤, 이창섭, 박유영, 김우중, 김남대, 장병태, 이남호(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B-53

	KEC 부합화 공동주택 접지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
강석윤°(한국토지주택공사)

2-B-54

	IoT를 적용한 전기렌지 제작에 관한 연구

	황계호°, 변경범, 임영태, 한기수, 한윤구(한국폴리텍대학), 김순기(㈜경동나비엔), 이봉섭(강원대)
2-B-55

	영상레이더 탑재체 저궤도 위성을 위한 전력시스템 설계
박성우°, 박희성, 양정환, 장진백(한국항공우주연구원)

2-B-56

선박용 ESS의 장주기 운전 모사를 위한 정전력 부하 모델을 이용한 연산량 절약 방법
송은리°, 김범준, 차현기, 한승훈(한화디펜스)

2-B-57

고전압 임펄스 장치를 이용한 경도 제어: 수중 Ca2+ 이온의 침전유도
장인성°, 김담하, 김경래(호서대)

2-B-58

변압기 용량에 따른 % 임피던스의 비교
김종겸°, 박영진(강릉원주대), 유홍국(건일엠이씨)

2-B-59

22.9kV-y 수전 수용가 접지시스템의 지락고장전류 분류율
이주철°, 이태욱, 남아영(건일이엔지), 유홍국(건일엠이씨)

2-B-60

경부하에서 높은 효율을 갖는 ESS용 PCS의 운전 알고리즘
나광수°, 이정, 김준모, 이윤성, 이준신, 원충연(성균관대)

2-B-61

유도전동기 직입 기동시 전압강하와 변압기 용량의 관계
김종겸°(강릉원주대), 임철교(진전기엔지니어링)

2-B-62

태양광설비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외기온도 요건 연구
김경흠°, 신성수, 류기환(대한전기협회)

2-B-63

Low Voltage Ride Through(LVRT) 상황에서의 전력보상기를 사용한 유무효 전력제어
김미나°, 이준신, 이정효(군산대), 원충연(성균관대)

2-B-64

PSCAD를 활용한 발전기 계통 구축
나현성°, 이경민, 황지인, 함정모, 성낙권, 박철원(강릉원주대)

26 • 2021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 목록
다. 캡스턴디자인 경진대회
2-C분과 : 학부생세션 포스터발표

11월 11일(목) 부착 : 09:30~11:30 / 발표 : 14:00~14:50 (로비B)



좌장 : 류우찬(부경대), 박차수(동의과학대), 신효섭(더힐이앤씨)

2-C-1

	인휠 스피어 모터 설비형 구형 바퀴
이강백°, 박민우, 김유나희, 손현수, 양세동, 강현식, 김가인(군산대)

2-C-2

	압전발판과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 시각장애인 보호 시스템
김평강°, 김규한, 문귀영, 백병훈, 최지수(연암공과대)

2-C-3

	Ring-type DC Microgrid의 보호시스템 개발
곽도훈°, 박영웅, 윤종배(연암공과대)

2-C-4

	열차 경보 안전모
김형수°, 박주만(한경대)

2-C-5

	마그네틱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 무선전원 공급장치
김진민°, 이승현, 한정현, 기영욱, 박재형, 이찬홍(전북대)

2-C-6

	전기자동차 스마트 무선충전 주차장
신시원°, 김지원, 박수민(한경대)

2-C-7

밤을 밝히는 태양광 LED 설치 프로젝트
송재원°, 류동헌, 진채훈, 정부근(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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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제주 부영호텔 & 리조트) 예약안내
※ 온라인 객실 예약 기간  : 2021년 10월 12일(화) ~ 10월 31일(일) 까지

●

행사일정 : 2021년 11월 10일(수) ~ 12일(금)

●

행사장소 :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

온라인 객실 예약방법
구     분

예약 안내

호텔 예약

• 학회 홈페이지 추계학술대회에 안내되어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학회 예약 전용 페이지가 나옵니다.
• 안내대로 예약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 객실타입(호텔, 리조트) 예약 링크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조트 예약

※ 객실은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

객실 예약 시 문의사항

    예약실: T.064-731-5500 (주중 09:00 ~ 18:00)

●

객실요금안내 (체크인 오후 3시 / 체크아웃 오후 12시)
금액 (per day)

객실타입

호텔

리조트

비고

주중

금,토  및 공휴일

디럭스 더블

120,000

150,000

12평형 (킹베드1, 욕실1)

디럭스 트윈

120,000

150,000

12평형 (더블베드1, 싱글베드1, 욕실1)

프리미엄

150,000

180,000

21평형 (킹 또는 퀸베드1, 욕실2), 3인 기준

프리미엄 스위트

220,000

250,000

45평형 (킹베드1, 더블베드2, 욕실2), 6인 기준

조식

27,000

다이아몬드(07:00~10:00), 이용 보증 시만 가능

※ 상기 요금에는 세금,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사 관련 할인특별가입니다.

●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
구     분

적용기준

당일 취소 및 노쇼

환불 불가

1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2일전 ~ 계약서 작성 후

0%

28 • 2021 추계학술대회

오시는길 안내 (셔틀버스 및 공항리무진 이용안내)

제주국제공항

출발

제주항

제주민속촌
도착

부영호텔

서귀포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2)

셔틀버스 이용안내 (제주공항 ↔ 제주 부영호텔) (11.11.(목) 09:00~18:30)
출발시간

도착장소

09:00 (공항)

부영호텔

10:00 (공항)

부영호텔

★ 18:30 (부영호텔 로비 출발)

제주공항

공항승차장소

후원

대형버스 B2번 주차장
(환상제주투어버스)

※ B2 주차장 안내 : GATE1 나온 뒤 횡단보도 P(B-2) 대형버스 주차장 환상제주투어버스 앞유리 학회명 확인 승차

공항리무진 이용 시 : 약 1시간 15분 소요
① 정류장 및 운행시간 (06:20 ~ 22:00 / 18분 ~ 20분 간격)
② 제주 국제공항 도착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에서 삼영교통 600번 탑승 → 제주컨벤션센터(제주 부영호텔) 	
정류장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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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맛집 안내
식당명

중문해녀의 집

대기정

대표메뉴

전화번호

전복죽

064-738-9557

갈치구이 및 조림,
성게 미역국

064-739-1041

대포어촌횟집

활어회

064-738-0560

중문솥뚜껑

흑돼지

064-738-8131

꽃돼지연탄구이

흑돼지

064-73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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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94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41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75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81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227

특별회원사 명단
업체명

대표

업체명

대표

㈜알토

허승효

대림(구.대림코퍼레이션㈜)

이근모

㈜전기설계 협인

강용일

㈜천일

박천돈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현대건설㈜

윤영준

㈜말타니

이세용

㈜선일일렉콤

유수호

㈜레젠

홍석기

석우엔지니어링㈜

김윤석, 조병우

㈜스타엘브이에스

이장원

㈜진전기엔지니어링

㈜한양티이씨

조형국

탑라이트㈜

이승근

㈜KP조명

김상도

㈜태헌

고태호

㈜태화이엔지

이재필

㈜케이디엔지니어링

김종원

동명전기㈜

유태우

신동아건설㈜

김용선, 시대복

삼성물산㈜

오세철

㈜지화기술단

신윤용

㈜태영건설

이재규

㈜건원엔지니어링

곽홍길

대일이엔씨기술㈜

김세중

한신공영㈜

최용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건일엠이씨

남상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김형, 정항기

김미선,오호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엔트리연구원

김홍수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나로이엔씨

위명희

㈜한화건설

최광호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일신이앤드씨

이연용

삼우전기컨설턴트

이철규

김성관, 신상완

DL건설㈜(구.삼호)

조남창

㈜삼진일렉스
㈜세홍

김성찬

㈜루테크

주진원

미미라이팅㈜

송인숙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GS건설㈜

임병용

DL이앤씨

마창민

㈜바이더엠

윤가희

㈜진우씨스템

고재완

대한전기협회

정승일

가온전선㈜

윤재인

㈜대명기술단

한동수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이윤상

㈜누리플랜

한국조명ICT연구원

임기성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에코플랜트(구.SK건설)

박경일

이규홍, 이강우
송주봉

※ 특별회원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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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명단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협찬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케이제이종합감리

전〮기통

사장

본사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

지사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
※ 협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el
031-871-1907, 8
Fax
031
Mobile 010-525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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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oh2

등록비 안내 및 2022년도 행사안내
학술대회 등록비
구
학술대회
등록비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회원

학생회원

비회원

120,000원

80,000원

140,000원

중식은 사전등록 및

170,000원

12시 이전 등록자 제공

140,000원

90,000원



비 고

(등록안내 : 10페이지 참조)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안내
▶ 일 시：2022년 5월 11일(수) ~ 13일(금) (2박 3일)
▶ 장 소：강원 속초 소노문델피노 (예정)
▶ 내 용：학술대회, 워크숍, 신기술·우수제품전시회

조명산업디자이너(LID) 자격시험 실시
▶ 일 시：2022년 6월 2일(목) (예정)
▶ 장 소 : 과학기술회관

2022년도 제13회 아시아조명컨퍼런스(ALC) 중국개최
▶ 일 시：2022년 8월 개최(예정)
▶ 장 소：중국 베이징 / 칭화대학교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 시：2022년 11월 9일(수) ~ 11일(금) (2박 3일)
▶ 장 소：미정
▶ 내 용：학술대회, 워크숍, 정기총회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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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1 
1

1
 11


1 1
 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기
사업, 전기설비의 설계, 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핸드북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
시스템 적용, 시설방법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

지진발생 시 내진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전기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및 시공방법

발·변전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규정(KEC)의 각 조항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서

정가: 60,000원

정가 : 25,000원

정가 : 35,000원

정가: 30,000원

9

9

9

9

111
11

111
111

1 11 1
1

111
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감전,
과전류보호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감전,
과전류보호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 부록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저
압배선설비 공사방법과 설계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

전기저장장치가 비상부하 및
상용부하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

정가: 30,000원

정가: 30,000원

정가: 20,000원

정가: 15,000원

9

9

9

9

구매방법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 열린광장 내 발행도서에서 구매
구매문의 기술기준처 사업전략팀 도서담당자 TEL(02-2223-3675), E-Mail(kec@kea.kr)

창원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거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

소계
0.65㎢
기술고도화지구 | 0.17㎢(추가지정中)

R&D융합지구 | 0.22㎢
기술사업화지구 | 0.43㎢

사업주체

위치,규모
R&D 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0.65km

2

0.22km

2

경상남도 · 창원시

기술사업화지구

0.43km

2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0.17km2) 추가 예정

창원 강소특구 선순환 체계
R&D융합지구

기술고도화지구

기술사업화지구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첨단특화산업단지

기능전기 원천기술 개발

제품개발 및 기업 지원

수소기반 자동차부품 및 사업화 지원

창원시 기계산업
세계 시장 선도

기술사업화 모델
스마트전력시스템

지능전기
기술개발

기계산업

창업

지능형전기기계

연구소
기업

첨단전기소재부품

기술
이전

제품개발

사업화

특화분야-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
스마트
전력시스템

지능형
전기기계

전력설비

첨단전기
소재부품

전기추진기계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전기응용
소재부품

혁신네트워크 구축
총괄운영
(협의체, 제도개선)

혁신기술
(기획·기술 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특화성장지원사업
아이템 검증/진단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후속 사업화 지원
BM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 진단 컨설팅/쇼케이스 검증
투자유치 및 후속 투자 연계 지원
IP브랜드 개발
집중컨설팅
표/디자인 출원 실습 및 지원

전력관리
시스템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

창업자 기초역량강화

생산 ·
전기의료 기계

혁신 네트워크 육성사업

유망기술 찾기
매칭/
BM 설계

전기변환
소재부품

국내 시장검증

상시사업화

국내·외 데모데이

투자 모니터링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TECH UP
(제품개발 전주기)

VALUE UP
( 제품개발 전주기)

AI 디지털 엔지니어링
(지능전기 디지털 전환)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HVDC 시험인프라 구축)
사업 개요
● 과제명 :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
● 주관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사업책임자 : 최종혁 책임연구원
● 사업기간 : 2020.06 ~ 2023.05.(36개월)
● 사업비 : 총 185억원 (국비 90억, 경남도 15억,
창원시 25억(현물10억), 전기硏 55억(현물 40억)
● 사업목표 : HVDC전력기기 관련 국내 중전기기
산업지원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위치 :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및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82-1,2

시설규모
● 부지 : 10,860㎡ ● 건축 : 1,485㎡(450평)
구분
HVDC 시험동
케이블 장기신뢰성
품질시험장
옥외시험장

공동구 30m 2개 Feeder + 시험장 225㎡
지상1층, 300㎡ (약 90평 규모)

장비구축 목록(시험인증 전문장비 10종 이상)
번호 시스템장비
1
2

사업 내용
● 초고압 직류기기 시험인증 시험동 확보
- 800kV급 초고압 직류전력기기 형식시험동 구축
- HVDC케이블 장기신뢰성품질(PQ) 시험용
공동구 Feeder 및 옥외시험장 확보
● 초고압 직류전력기기 시험설비 구축
- HVDC중첩전압 시험시스템 등 시험인증
전문장비 10종 이상
- 시험준비 및 결선 등 보조장비 확보
● 시험인증체계 확립 및 국제표준화 보급
- KOLAS인정범위 및 운영시스템 확대
- 시험데이터의 빅데이터화 및 기업활용 지원
-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기술보급

규모
지상1층 1,260㎡ (약 382평) 규모

HVDC
중첩전압
시험시스템

3
4
5
6
7

필요장비
직류(DC)내전압
시험장비
충격내전압
시험장비
Universal 분압기

직류(DC) 전류 발생시스템
교류(AC)
내전압시험
시스템

구축
연차

HVDC 변환기
IEC 62501/60700
1~3
HVDC케이블
CIGRE TB496
2~3

CIGRE TB496

2~3

IEC 62501,
IEC 60700
CIGRE TB496,
IEC 62895

공진형 교류(AC)
내전압 시험장비
PD 측정장치

인증기준
비고

유전정접(tanδ)
측정장치

8

교류(AC)전류 발생시스템

3

9

공간전하 측정장치

3

10

HVDC케이블 굴곡 시험장치

3

CIGRE TB496,
IEC 62895

DC voltage test
system

DC current
generator

AC voltage test
system
Impulse voltage
test system

Laboratory Building
W × D × H : 42m × 30m × 30m

[시험장비 배치도]

[HVDC시험장 조감도]

기대 효과
●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납기지연, 기술유출, 경제적 부담 문제 해소
● 지역산업 직접지원
- 생산유발액 1,079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538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 1,014명 효과 전망 (KMAC 20.05)

대림산업이
DL이앤씨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1939년 대한민국에
최초로 세워진 건설회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설·석유화학 분야의 대표주자로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달려온 대림이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독보적인 기술력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탑티어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의 길을 갑니다

DL이앤씨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디벨로퍼입니다

하영복 대표이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믿음을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공동주택 수행실적 업계최고”

광교 복합체육센터 CM

위례 A2-6BL 아파트 CM

행복도시 6-3 M2BL 아파트 CM

부산항 재개발사업 마리나 CM

평택 휴게시설 CM

서울개포 상록아파트 CM

평택고덕 A54BL 아파트 CM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 CM

개발계획 / 건축설계 / CM·PM / 품질·환경관리 / R&D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3-10(구미동, 글로리타워) / Tel. 031-717-4860 / Fax. 031-717-4862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전선관 내진 지지대 시스템
CABLE TRAY, BUSDUCT, CONDUIT SEISMIC BRACING

횡방향 내진 지지대 찬넬 TYPE

미국 캘리포니아 OSHPD 인증

종방향 내진 지지대 찬넬 TYPE

한국 SGS 국내 내진 TEST 승인

- KDS 기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설계 및 기술 지원

- 다양한 종류의 타입으로 적용 가능

- 국내 내진 TEST 승인

- 미국 캘리포니아 OSHPD 인증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전선관 내진 지지대 전문업체

와이에스에프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607호
대표TEL 031-337-5119 대표FAX 031-337-5118
홈페이지 www.ysfs.co.kr

20kVA ~ 600kVA
A기관 전산센터 설치 사례(‘18.11)
- 600 kVA 6대 병렬 X 2N 구성
국내 제조품 최초 6대 병렬
국내/외 UPS 중 최고효율 97.5%
UPS + ESS Hybrid UPS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33-50 (고색동)
TEL) 031-548-4801 FAX) 031-548-4802~3 HTTP://www.eonworld.com
취급품목 : UPS , ESS , COOLING SYSTEM , CTTS , STS

주식회사 루테크
주식회사 루테크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앞선 기술의 도입으로
지하주차장 시스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각지대 없는 영상 감시, 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와
주차 안내시스템 등 끊임없는 연구와 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과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생활의 편리함을, 관리자에게는 효율성과 이익증대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두의 공익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전선 덕트 (UNI-WAY)

보안용 카메라 (LT-500N)

비상벨 (LT-OPB)

- 지하주차장 전 지역 천정에 설치되어 별도의 배관없이
UNI-WAY를 이용하여 배선

- UNI-WAY(전선 덕트) 전용 전방위 카메라로서 주차장 통로
중앙에 배치하여 보안용(감시)및 사람과 차량의 인식이 가능

-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버튼을 누르면 방재실
운영 PC로 데이터를 전송

- 강전/약전이 구분되어 있으며, CCTV카메라, 조명, 스피커등의
설치에 최적화된 설계로 일체화된 디자인을 구현함

- 조명제어 시스템과 연동 가능
- 비상벨, 원패스 시스템, 만공차등 연동가능

- 방재실과 양방향 음성통화가 가능
- 전방위 카메라와 1:1 연동하여 방재실로
추가 배선을 하지 않아도 됨

재질 l
AL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제품별 판매가 아닌 시스템 설계 후 판매

재질 l
ABS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제품별 판매가 아닌 시스템 설계 후 판매

재질 l
ABS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시스템 설계 후 판매

LED 실내 조명등
(LPL-35-5700)

주차 경보등
(LT-PL)

- UNI-WAY 전용 조명으로서, CCTV와 연동하여
디밍(밝기 조정)이 가능하며 달리방식으로 각각의 조명마다
고유번호(어드레스)가 존재하여 조명 설정이 용이

- UNI-WAY 전용 만공차등으로서,
카메라에서 차량을 인지하여 주차 가능/주차 불가 상태를
LED 램프 색상으로 표출

－객체인식 소프트웨어 (조명, 주차안내）
－ＯS＿Ｗindows 10 Pro이상
－권장사양＿Intel i7, RAM 8GB

재질 l
AL, 광확산PC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제품별 판매가 아닌 시스템 설계 후 판매

재질 l
ABS, PC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제품별 판매가 아닌 시스템 설계 후 판매

구매조건 l 신축공사 시 시스템 설계 후 판매

객체인식 소프트웨어
(LIGHT-UP V1.0)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56번길 72, 1층 주식회사 루테크

LUTECH

전화 02-400-7696 팩스 070-8230-2888 이메일 lutech2018@naver.com
홈페이지 www.lutech.co.kr
특허 명칭 및 등록번호 내장된 비콘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기능이 구비된 CCTV 카메라 어셈블리
등록번호 제10-1733227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우수발명품

K마크

조달청우수제품

주식회사 소룩스는 실내, 실외, 특수부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LED 조명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세계적인 조명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R&D 센터 구축 및 국내 최고 LED 조명 원스톱 솔루션을 보유한
조명 제조업 최초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금형, 화학, 전기전자 등 다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원스톱 생산을 통해 높은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마켓 타겟별 전문 사업부를 구축하여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LED 조명에 특화된 디자인 및 기술 경쟁력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광등 [High Bay Lights]

터널등 [Tunnel Lights]

가로등 [Street Lights]

｜ 설치장소 : 골프장

｜ 설치장소 : 도로공사 터널등

｜ 설치장소 : 지자체 보안등

｜ 광효율 130lm/W 이상

｜ 광효율 170lm/W 이상

｜ 광효율 130lm/W 이상

｜ 다양한 렌즈 타입 최적의 배광 구현

｜ 최저소비전력 및 최저 보수율 구현

｜ 빛공해방지 FULL-CUT OFF 타입

｜ 눈부심 및 빛 공해 방지 후드 장착

｜ 2022년 개정 STS 일체형 슬림 터널등

｜ 외부 오염(비/바람) 환경에도 내부식성 우수
｜ 눈부심 방지 빛 가림막 장착 가능

엣지등 [Edge-Lights]

엣지등 [Edge-Lights]

펜던트등 [Pendant Lights]

｜ 설치장소 : 실내 (거실, 침실 등)

｜ 설치장소 : 실내 (거실, 침실 등)

｜ 설치장소 : 실내 (식탁 등)

｜ 슬림한 높이에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 프레임 2중 구조로 발열 제어 및 이물질 유입 방지

｜ 빛 조절 터치센서 내장한 스마트조명

｜ 하나의 조명에서 직접·간접을 동시 적용

｜ 조광·조색 디밍으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

｜ 별도의 데이터 통신 없이 설치 가능

｜ 재질 : ABS, ACRYLIC

｜ 재질 : ABS, ACRYLIC

｜ 재질 : ABS

R&D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5
Tel. 02-2668-2600 Fax. 02-2668-4707

http://www.solux.co.kr
http://www.soluxretail.co.kr

공주공장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Tel. 041-855-6847 Fax. 041-858-1845

원주공장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68
Tel. 033-744-6847 Fax. 033-744-1845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객실예약 안내
•예약실 : Tel.064-731-5500
•객실 예약방법 : 학회 홈페이지 추계학술대회에서 안내 링크로 접속 후 진행
•예약마감 : 2021. 10. 31.(일) 까지 (본 프로그램 p.28 참조)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222 (Tel : 064-731-5500)

연락처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사무국〉			

〈사무국 직원 연락처〉

•전화 : (02) 564-6534				

•손철근 상근이사 : 010-8708-6535

•팩스 : (02) 3453-6041				

•홍진희 국장 : 010-4704-6535   

•E-mail : kiiee@kiiee.or.kr			

•안수정 차장 : 010-2266-9865

•홈페이지 : http://www.kiiee.or.kr			

•최혜원 사원 : 010-3224-85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과학기술회관 1104호
TEL : (02) 564－6534

FAX : (02) 3453－6041

E-mail : kiiee@kiiee.or.kr

http://www.kiie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