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학술대회 I / 10월 28일 (월)
등

12:00~17:00

크리스탈1

13:00~14:40
(100분)

록 (등록 데스크)

크리스탈2

제이드1

아메티스트

연구기획 초청강연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풍력산업과 R&D
연구 방향

해상풍력 O&M
현황

해상풍력
환경안전Ⅰ

육상풍력
입지지도

풍력발전 국제
표준화Ⅰ

좌장 : 김지영
(전력연구원)

좌장 : 김봉기
(한국기계연구원)

좌장 : 김태윤
좌장 : 김현구
좌장 : 정성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40~15:00
(20분)

브레이크 타임

연구단 세션

15:00~17:00
(120분)

제이드2

연구단 세션
해상풍력 초대구경
해상풍력 운송설치
모노파일 설치시스템

좌장 : 정연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좌장 : 유무성
(전력연구원)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해상풍력
환경안전Ⅱ

부유식 해상풍력

풍력발전 국제
표준화Ⅱ

좌장 : 전인성
(전력연구원)

좌장 : 정종훈
(유니슨)

좌장 : 허용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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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II / 10월 29일 (화)
등
록 (등록 데스크)
크리스탈2
제이드1

08:30~17:00

크리스탈1
09:00~10:20
(80분)

10:40~12:00
(80분)

좌장 : 이상일
(군산대학교)

연구단 세션

풍력부품 국산화

해상풍력 단지설계

소형풍력Ⅰ
[비공개]

좌장 : 이형우
(중원대학교)

좌장 :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좌장 : 김병희
(강원대학교)

브레이크 타임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기타풍력분야

소형풍력Ⅱ
[비공개]

해상풍력터빈 실증과
인력양성Ⅱ

좌장 : 손은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좌장 : 김병희
(강원대학교)

좌장 : 장윤정
(군산대학교)

연구단 세션

학술발표1

블레이드
좌장 : 문진범
(재료연구소)

중식
크리스탈2

12:00~13:00

크리스탈1
연구단 세션

13:00~14:40
(100분)

연구단 세션

해상풍력터빈 실증과
인력양성Ⅰ

연구단 세션

10:20~10:40
(20분)

인력양성
풍력발전시스템Ⅰ
좌장 : 백인수
(강원대학교)

14:40~14:50
(10분)

제이드

연구단 세션

연구단 세션

풍력 지지구조물

국산 풍력시스템 개발 현황

좌장 : 이대용
(군산대학교)

좌장 : 김지언
(효성중공업)

브레이크 타임
연구단 세션

14:50~16:10
(80분)

제이드2

연구단 세션

포스터 세션

인력양성

장소 : 크리스탈홀 로비

풍력발전시스템Ⅱ
좌장 : 백인수
(강원대학교)

좌장 : 김지영(전력연구원), 신중진(한수원 중앙연구원),
허성호(경북대학교)

16:10~16:30
(20분)

브레이크 타임
기조연설
장소 : 크리스탈홀
1. “지구(인)의 오래된 숙제 : 기후변화”
황진택(제주대학교 교수(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30분)

16:30~17:30
(60분)

2.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 리뷰 및 시사점 ”
심은보 한국해상풍력(주) 본부장 (30분)

17:30~17:40
(10분)

브레이크 타임
KWEA 2019 정기총회

17:40~18:20
(40분)

장소 : 제이드홀
진행 : 김상렬 총무이사(한국기계연구원)

18:20~18:30
(10분)

이동 및 브레이크 타임

만찬
18:30 ~

장소 : 크리스탈홀
진행 : 유기완 조직위원장(전북대학교)

학술대회 Ⅲ / 10월 30일 (수)
등

08:30~10:30

제이드
09:00~10:40
(100분)
10:40~11:00
(20분)
11:00~11:30
(30분)

록 (등록 데스크)
아메티스트

사파이어

학술발표 2

학술발표3

학술발표4

지지구조 및 운송설치 분야

기기분야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좌장 : 이대용
(군산대학교)

좌장 : 유기완
(전북대학교)

좌장 : 김상렬
(한국기계연구원)

브레이크 타임

폐회식 및 우수논문 시상식(제이드홀)
진행 : 이대용 국제협력이사(군산대학교)

- 2 -

l 2019 추계학술대회 행사장 배치도

◎ 구두발표
l 10월 28일(월) 크리스탈1
• [연구기획 초청강연] 풍력산업과 R&D 연구방향
좌장 : 김지영(전력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13:00 - 13:30 국내 풍력산업 기술개발 R&D 추진방향

발표자(소속)
권기영(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

13:30 - 14:00 한전 기초전력연구센터 및 전력산업 기초연구 운영 현황 우상균(전력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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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초대구경 모노파일 설치시스템
좌장 : 정연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5:00 - 15:20 초대구경 모노파일 설계를 위한 Design Basis 및 고유진동 최창호(한국건설기술연구
수 분석
원)
15:20 - 15:40 해상풍력발전용 모노파일의 플랜지 방식 Transition piece 이강희(한국조선해양기자
기본설계
재연구원)
15:40 - 16:00 초대구경 모노파일 직립시스템 개발

이두호(젠텍엔지니어링)

16:00 - 16:20 초대구경 해상풍력발전기 모노파일 기초공사를 위한 시공 차태형(삼보씨엠씨)
장비 개발
16:20 - 16:40 모노파일 암반정착용 그라우트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구정민(동명기술공단)

16:40 - 17:00 대구경 모노파일의 p-y 분석을 위한 원심모형실험시스템 이민지(공주대학교)
설계

l 10월 28일(월) 크리스탈2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O&M현황
좌장 : 김봉기(한국기계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3:00 - 13:20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O&M 현황 소개

김형택(두산중공업)

13:20 - 13:40 국내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유지보수 현황 및 방안

손진혁(윈디텍)

13:40 - 14:00 석션 버켓 해상풍력발전기 고유진동수 분석 및 장기 모니 서윤호(한국기계연구원)
터링
14:00 - 14:20

해상 풍력발전기 고장진단을 위한 CMS 시운전 및 알람 설 이도행(에스엠인스트루먼
정
트)

14:20 - 14:40

DNVGL-SE-0439:2016 지침에 따른 풍력 발전기 상태감시 강준구(에스엠인스트루먼
시스템 개발
트)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운송설치
좌장 : 유무성(전력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Important Considerations
15:00 - 15:30 Analysis of Mooring Lines

Pertinent

발표자(소속)
to

Design

and

방상철(사우스다코다)

15:30 - 16:00 정적 복원성 기반 부유이송 중력식 기초 설계

정민욱(전력연구원)

16:00 - 16:30 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 개발현황

조동호(전력연구원)

16:30 - 17:00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부유식 설치선의 차주환(목포대학교)
동적 계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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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월 28일(월) 제이드1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환경안전 Ⅰ
좌장 : 김태윤(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선효성(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3:00 - 13:25 해상풍력 수중소음 현황 및 평가
13:25 - 13:50

해상풍력이 조류 생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모니터 이후승(환경정책평가연구
링 연구: 서남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원)

13:50 - 14:15 해상풍력 단지 내 어류 이동 모니터링

오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
원)

14:15 - 14:40 MIKE를 활용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 예측

김민석(전력연구원)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환경안전 Ⅱ
좌장 : 전인성(전력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5:00 - 15:30 서남해 해상풍력 해양 환경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안

김태윤(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5:30 - 16:00 해상풍력단지의 해양생물영향 평가방안

이정석(네오앤비즈)

16:00 - 16:30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개발

조공장(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6:30 - 17:00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내 어선통항 및 어업활 최원재(한국해상풍력)
동 기준 재설정 연구

l 10월 28일(월) 제이드2
• [연구단세션] 육상풍력 입지지도
좌장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3:00 - 13:20 육상풍력 개발현황

이종명(한국동서발전)

13:20 - 13:40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추진 방향

박종윤(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3:40 - 14:00

산지내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현황과 산림규제에 관한 고
송정은(한국산지보전협회)
찰

14:00 - 14:20 육상풍력 자원지도 신뢰도 향상

이정태(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14:20 - 14:40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권영기(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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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세션] 부유식 해상풍력
좌장 : 정종훈(유니슨(주))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의 부유체 제원 선정에
15:00 - 15:25 관한 연구
박용만(현대중공업)
부유식 풍력 발전을 위한 계류의 역할 및 선정 방안에 대
15:25 - 15:50 한 연구
신상성(세호엔지니어링)
Mooring Loads on 5MW Spar Wind Platform due to
15:50 - 16:15 Variations of Extreme Wave Periods and Fairlead 부성윤(VL Offshore)
Locations
16:15 - 16:40 33kV Dynamic power cable 피로해석 및 기계적 특성 평가 노유호(LS 전선)
16:40 - 17:05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통합하중해석에 관한 고찰

정종훈(유니슨(주))

l 10월 28일(월) 아메티스트
• [연구단세션] 풍력발전 국제표준화 Ⅰ
좌장 : 정성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3:00 - 13:25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국제 표준화 동향

허용학(한국표준과학연구
원)

13:25 - 13:50 풍력터빈 출력성능평가에 나셀 라이다의 적용

신동헌(제주대학교)

13:50 - 14:15 부유식 라이다 적용 이슈와 가이드라인

오정배(블루엔지니어링)

14:15 - 14:40 부유식 라이다 측정 국내사례 및 신뢰성 검증 절차

최성재(비전플러스)

• [연구단세션]

풍력발전 국제표준화 Ⅱ
좌장 : 허용학(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IEC 61400-21-1 기반 풍력터빈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평
15:00 - 15:30 가 기술 최근 이슈
송승호(광운대학교)
국제표준 연계 해상 풍력에서 해저케이블 protection 중요
15:30 - 16:00 성
신승호((주)동원엔텍)
풍력에너지발전시스템 전자파적합성(EMC) 표준화 동향 및 권종화(한국전자통신연구
16:00 - 16:30 전망
원)
16:30 - 17:00 IECRE RETL의 국제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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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범(재료연구소)

l 10월 29일(화) 크리스탈1
• [연구단세션] 풍력부품 국산화
좌장 : 이형우(중원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09:00 - 09:20 해상풍력발전기용 고속축커플링 개발

발표자(소속)
김영철(중원대학교)

해상풍력발전기용 4MW급 Main Shaft 상용화 제조기술 개 박수근(한국생산기술연구
09:20 - 09:40 발
원)
MW급 풍력발전기용 Rotor & Yaw Brake 개발에 관한 연
09:40 - 10:00 구
강종훈(중원대학교)
10:00 - 10:20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설계에 대한 연구

이형우(중원대학교)

• [연구단세션] 블레이드
좌장 : 문진범(재료연구소)
시 간

발표제목

10:40 - 11:00 하중 부여 방식에 따른 풍력블레이드의 피로시험법

발표자(소속)
윤순호(재료연구소)

11:00 - 11:20 이축 켈리브레이션을 이용한 블레이드 피로시험 하중 측정 김진봉(재료연구소)
방법 개선의 실험적 검증
11:20 - 11:40 5.5MW 풍력 블레이드 구조 설계 및 시험

이상훈(두산중공업)

11:40 - 12:00 대형 블레이드 제조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

양승운(휴먼컴퍼지트)

• [연구단 세션] 인력양성 풍력발전시스템 Ⅰ
좌장 : 백인수(강원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13:00 - 13:20 풍력터빈의 피드포워드 제어알고리즘 설계 및 해석

발표자(소속)
김동명(강원대학교)

13:20 - 13:40

Spar Type부유식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한 고정식 및 부유
송원(강원대학교)
식 풍력터빈 제어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성능 비교분석

13:40 - 14:00

소형 10kW 풍력터빈 출력제어를 위한 실속 블레이드 공력
장현무(강원대학교)
설계

14:00 - 14:20 풍력터빈 축소모델의 성능 해석
14:20 - 14:40

전태수(강원대학교)

국내 육상 풍력발전단지 연간발전량 예측 및 검증을 위한
김재천(강원대학교)
MERRA-2 재해석 데이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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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 세션] 인력양성 풍력발전시스템 Ⅱ
좌장 : 백인수(강원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5:00 - 15:20 100kW 풍력발전기 메인 프레임의 위상최적화 경량 설계

박현진(연세대학교)

15:20 - 15:40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10MW급 Direct derive King-pin 풍력 김철웅(연세대학교)
터빈의 메인 프레임 경량 설계
15:40 - 16:00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10KW급 Blade의 Web 경량화

오민규(연세대학교)

16:00 - 16:20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진동 억제 제어

하원석(광운대학교)

l 10월 29일(화) 크리스탈2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 단지설계
좌장 : 김석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09:00 - 09:25 고리해상풍력발전단지 Layout 최적배치 비교분석

신중진(한수원 중앙연구원)

09:25 - 09:50 원전-신재생의 복합계통 연계를 위한 계통영향분석 결과

김현남(KEPCO E&C))

09:50 - 10:15 고리해상풍력발전단지 후보지 경제성평가

유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 [학술발표1] 기타 풍력분야
좌장 : 손은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0:40 - 11:00 Air Bubble을 활용한 수중소음 저감공법의 실해역실험

김민균(GS건설)

11:00 - 11:20 내부 원형물체를 가지는 정사각 캐비티 내 유동해석

TingTing
학교)

11:20 - 11:40 유한 다공차폐막이 후류 재순환영역에 미치는 영향

XingZhou ZHOU(부산대학
교)

11:40 - 12:00 MWS 인증을 통한 복수크레인 해상 공조 운용 기술 검증

최준서(㈜씨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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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부산대

• [연구단 세션] 풍력지지구조물
좌장 : 이대용(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해상풍력터빈 지지구조물-타워의 L형 플랜지 볼트 접합부 홍관영((주)세일종합기술공
13:00 - 13:20 거동에 관한 연구
사)
13:20 - 13:40 풍력타워에서 플랜지 경사면이 볼트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대용(군산대학교)

13:40 - 14:00 하이브리드 풍력타워에서 콘크리트 타워 연결부의 설계 방 김문옥((주)스펙엔지니어링
법
와이엔피)
14:00 - 14:20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그라우트 연결부의 구조적 문제점 검 이대용(군산대학교)
토
14:20 - 14:40 해상풍력터빈 지지구조물의 확률론적 피로수명 분석

이기남(군산대학교)

l 10월 29일(화) 제이드1
• [연구단세션] 소형풍력 Ⅰ
좌장 : 김병희(강원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09:00 - 09:20 CFD를 통한 원형발전기 정격출력 해석

임승률(에니텍시스)

09:20 - 09:40 소형풍력터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로터 및 타워개발

이수도(디엔디이)

09:40 - 10:00

풍력발전기 과회전 방지를 위한 제동력의 단계적 증가 제
김남형(제이에이치에너지)
동방법

10:00 - 10:20 유도발전기 기반 10kW급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

김선용(라은테크)

※ 소형풍력 Ⅰ, 소형풍력 Ⅱ 세션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연구단세션] 소형풍력 Ⅱ
좌장 : 김병희(강원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0:40 - 10:55 소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기계적하중/소음 성능 평가

허용학(한국표준과학연구
원)

10:55 - 11:10 소형풍력용 발전기&인버터 성능평가 방법 및 시험

김승주(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11:10 - 11:25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되는 이관성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 김대한(광운대학교)
기법
슬롯리스 타입 양측식 축방향 영구자석 풍력 발전기의 해
11:25 - 11:40 석 설계
서성원(충남대학교)
11:40 - 11:55

인발성형방식이 적용된 소형풍력터빈 블레이드 구조안정성
한동일(강원대학교)
평가

※ 소형풍력 Ⅰ, 소형풍력 Ⅱ 세션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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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월 29일(화) 제이드2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터빈 실증과 인력양성 Ⅰ
좌장 : 이상일(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미세조류, 원생동물, 극피동물 및 절지동물에 대한 급성독성
09:00 - 09:20 평가를 통한 전자기장의 위해성 연구
정태성(군산대학교)
수평축 풍력 블레이드의 항력이 탈 설계점 영역의 운전 성
09:20 - 09:40 능에 미치는 영향
강상균(군산대학교)
WindPro Online data를 활용한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의
09:40 - 10:00 풍황특성 분석 및 고찰
유성호(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성능시험장의 풍황분석 및
10:00 - 10:20 출력성능 시험에 관한 고찰
김진옥(군산대학교)

• [연구단세션] 해상풍력터빈 실증과 인력양성 Ⅱ
좌장 : 장윤정(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피치각 기반 공력 불균형에 따른 5MW급 해상풍력터빈의
10:40 - 10:55 메인 샤프트 응력 특성에 관한 연구
박정완(군산대학교)
복합재 블레이드 디본딩 손상 예측을 위한 고유주파수 특
10:55 - 11:10 성 변화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확도 향상 방안 연구 김형진(군산대학교)
CZM기법을 이용한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접착
11:10 - 11:25 구조 디본딩 특성 분석
김학근(군산대학교)
해상풍력터빈 지지구조물 설계를 위한 세굴 위험 지도 작
11:25 - 11:40 성
김영진(군산대학교)
대형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경량화 및 피로 수
11:40 - 11:55 명 확보를 위한 구조 최적화
장윤정(군산대학교)

l 10월 29일(화) 제이드
• [연구단세션] 국산 풍력시스템 개발 현황
좌장 : 김지언(효성중공업)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3:00 - 13:20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현황 서호준(유니슨)
13:20 - 13:40 유니슨 U4 플랫폼 개발 현황

박선호(유니슨)

13:40 - 14:00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현황

이기학(두산중공업)

14:00 - 14:20 5.5MW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주완돈(두산중공업)

14:20 - 14:40 HS139-5.5MW 해상용 풍력터빈 개발

김지언(효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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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월 30일(수) 제이드
• [학술발표2] 지지구조 및 운송설치 분야
좌장 : 이대용(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09:00 - 09:25 3.3MW급 육상풍력용 하이브리드 타워 개념설계

발표자(소속)
강동우(두산중공업)

09:25 - 09:50 서남해 해상풍력 60MW 실증단지의 상부기자재 설치 분석 박광식(현대스틸산업㈜)
09:50 - 10:15 13,000톤급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개발 계획

신현익(현대스틸산업㈜)

Concept Design of Floating Substation for a 200 MW
10:15 - 10:40 Wind Farm
부성윤 (VL Offshore)

l 10월 30일(수) 아메티스트
• [학술발표3] 기기분야
좌장 : 유기완(전북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09:00 - 09:20 고체물체와 유체자유표면 충돌의 유체역학적 특성

발표자(소속)
Deepak Kumar Pandey
(부산대학교)

평형수 조건에 따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하중저감 효
09:20 - 09:40 과 검증
김정태(고등기술연구원)
이중 다류관 모델을 적용한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공력해석
09:40 - 10:00 코드 개발 및 검증
이혜빈(제주대학교)
10:00 - 10:20 백투백 타입 풀 컨버터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관한 임덕진(라은테크)
연구
10:20 - 10:40 경쟁력을 갖춘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김용욱(한국과학기술원)

l 10월 30일(수) 사파이어
• [학술발표4]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좌장 : 김상렬(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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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09:00 - 09:25 표면조도밀도가 어떻게 지표면 경계층에 영향을 미칠까? 박권호(부산대학교)
산업 AI 탑재 화순 스마트 풍력 단지: 제로 다운타임을
09:25 - 09:50 위한 예측유지보수
김유성(원프레딕트)
09:50 - 10:15 복잡지형에서 Nacelle LiDAR를 이용한 출력성능측정

박웅식(DNV GL)

Analysis of Turbine Spacing Influence on Wake Loss
10:15 - 10:40 and Energy Calculations for Offshore Wind Farms in 윤우식(DNV GL)
APAC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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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 10/29(화) : 포스터 설치는 크리스탈홀 로비에 오전 10시까지 부착 완료
좌장 : 김지영(전력연구원)/신중진(한수원 중앙연구원)/허성호(경북대학교)
시 간

14:50 - 16:10

포스터 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PO-01

3차원 초음파풍속계의 풍력터빈 스피너 장착
장병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을 위한 풍력터빈 유동장 CFD 해석

PO-02

풍력터빈 축소모델의 동적 출력 검증 시뮬레
원병철(강원대학교)
이터 개발을 위한 Test Bench 구축

PO-03

H-다리우스형 15kW 소형 풍력터빈의 출력성
황예찬(강원대학교)
능 예측

PO-04

손실효과를 반영한 소형 풍력터빈의 출력곡선 유기완(전북대학교)

PO-05

요 작동상태의 풍력터빈 로터에 대한 요 모멘
유기완(전북대학교)
트

PO-06

풍력에너지 예측을 위한 가상 경계층 생성

PO-07

Approximation of Functional Variables in
Wind Turbines and Farms using Machine 이자스리칸트레디(경북대학교)
Learning

PO-08

Numerical analysis of wind
around a tall square tower

PO-09

풍력발전단지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연계 방
김정환(한밭대학교)
안 연구

PO-10

해상 풍력 터빈의 최적 제어

PO-11

진동센서를 이용한 풍력발전기의 원격 실시간
최우진(㈜브이엠에스)
진단 기술

PO-12

계통연계형 풍력발전단지의 실시간 무효전력
남이슬(한밭대학교)
제어 및 보상방안 연구

PO-13

얇은 외팔보형 에너지 하베스트장치의 모델링
허기웅(부산대학교)
및 분석

PO-14

Full Scale 너셀 시험에서의 HILS 적용에 관한
이지훈(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

PO-15

POD분석을 이용한 난류유동생성

PO-16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육상 하이브리드 풍
김민지(강원대학교)
력발전단지 연간발전량 예측

PO-17

아두이노를 이용한 반사경 고장진단 및 자동
임석영(군산대학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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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부산대학교)

amplification Gutti Lokesh KALYAN(부산대
학교)

황정현(경북대학교)

Mustafa ZUHAIR(부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