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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실에서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기 분야의 정기 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
검 항목에 대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퍼지 추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연구실의 전기 안전 환경을 중심으로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실 전기 안전 관리에 부합한 연구실 정기 점검을 위한 전기 분야 
표준 점검 리스트를 개발한다. 이러한 표준 점검 리스트를 이용하여 언어적 애매함을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
고 이들 항목에 대해 소속 함수를 정의한다. 또한 안전 등급에 대해서도 소속 함수를 정의한다. 이러한 퍼지 변수들
을 이용하여 If-Then 형식의 퍼지 규칙을 형성하고 퍼지 추론 엔진을 통해 퍼지 추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전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기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 prevent the electrical accidents in the laboratory, we identify problems for periodic inspections of 
the electric field and develop a fuzzy inference system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check items. Focusing 
on electrical safety in the lab environment, we draw check items that can be applied in common and develop a 
standard checklist that is consistent with the laboratory electrical safety and the periodic inspections. Using the 
standard checklist we select the items that may contain a linguistic ambiguity and define the membership 
functions for these items. We also have a safety rating defined by the membership function. Using these fuzzy 
variables we form the fuzzy rules in the form of 'If-Then' and develop a fuzzy inference system through the 
fuzzy engine. From this, electrical accidents could be prevented in advance continuously by managing the 
intelligent and efficient inspection and electrical safety to prevent the electrical accidents in the laboratory.

Key Words : Electrical Accidents, Electrical Inspection, Standard Checklist, Fuzzy Inference System, Fuzzy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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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전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기에
너지의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로 인한 사고 가
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에너지의 관리 및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인명손
상 등 취급자에게 커다란 재해로 다가온다[1]. 실제 연구

실에서 전기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실이 커
져가고 있으며, 전기 사고의 잠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연구실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전
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사
례와 원인 분석을 통해 연구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1년에 1-2회 안전 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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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항목 YES NO N/A 

1. 개별난방기구는 검사를 받고 승인된 제
품인가?

2. 누전차단기능이 있는 과부하 차단기는 
부착되어 있는가?

3. 접지형 콘센트 및 접지형 플러그를 사
용하고 있는가?

4. 전선의 정리정돈 및 피복 상태에 이상
이 없는가?

5. 분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
보되어 있는가?

6. 전기시설에 발열이 심한 부분은 없는
가?

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서도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2]. 또한, 정기 점검의 경우 자체 점검 또는 대행 기관
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점검 항목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기
관 등이 연구 현장에서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
하는 정기 점검의 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
련하고 전기 점검에 대한 표준점검리스트를 제시함으로
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실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지능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고급화되고 지능화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접목한 첨단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실 환경 및 전기 점검 항목에 
따라 애매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전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제공된다면 더 나은 지능화된 정보를 제
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점검리스트를 이용하여 소
속 함수를 정의하고 if-then 형식의 퍼지 규칙을 형성하며 
퍼지 추론 엔진을 통해 퍼지 추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를 통해 연구실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적이
고 효율적인 점검 및 전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정기 점검 항목을 
통한 표준점검리스트에 대해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전
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퍼지 추론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제4장에서는 퍼지 추론 시스템에 대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추
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룬다.

2. 표준 점검 리스트

연구실의 전기사고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15개 기
관에서의 전기 분야 관련 정기 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연
구실 전기 점검을 위한 표준 점검 리스트를 개발한다.

2.1 연구실 전기사고 현황분석

지난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008년에는 5배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등 안전사고
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구기관은 

2006년 7건에서 2007년 9건, 2008년 2건, 2009년 3건으
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학은 2006년 7건에서 
2007년 18건, 2008년에는 68건, 2009년 전반기에는 55건
으로 대학 내 연구실의 전기관련 사고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발생한 총 169건의 사건 
유형을 보면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00건
으로 59.2%를 차지하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38건으로 22.5%이며, 장비파손 및 오작동은 20건으로 
11.8%를, 기타가 11건으로 6.5%로 각각 나타났다[3]. 이
러하듯 전기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학 내의 연구실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연구실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
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실 종사자의 안전 환경을 확보하고 사후 보상 문
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이 
법령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기술적 표준 모
델이나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4].

2.2 전기 분야 표준 점검 리스트 개발 

연구실 관련 전기 분야에 대한 안전 연구는 매우 취약
한 상태로서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구실의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표준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협조를 받아 ‘07-’08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기존에 점검을 받은 연구실험실 15개 기관의 정밀안전진
단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5-10]. 

[표 1] 표준 점검 리스트
[Table 1] Standard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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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용량 전열 발생장치와 인화성 물질의 
격리 보관이 되어있는가?     

8.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 및 
전기기구를 사용하는가? (문어발식 콘
센트) 

9. 코드나 배선기구의 적정 용량과 규격을 
준수하는가?

10. 전동 기기나 조명기구의 이상한 소음, 

냄새, 진동, 또는 과열을 점검했는가?

11. 전기시설, 장비의 보호 커버 교체를 했
는가?

12. 전기코드나 연장코드가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는 몰딩처리를 했는가? 

국내 15개 기관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연구실환
경중심으로 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졌고 연구실 점검 항
목은 평균 14～21건으로 연구실 1개를 점검하는데 평균 
시간이 10～15분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실에서의 전기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점검 항목에 대한 명확
한 기술이 없으므로 연구실에서의 전기사고방지를 위해 
점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전
기점검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5개 
기관의 결과보고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연구실의 
전기안전환경을 중심으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을 도출하여 표 1과 같이 표준 점검 리스트를 개발하였다
[11]. 각 항목의 안전관리 상태를 3단계 “YES(잘 관리됨), 
NO(열악한 편), N/A(Not Applicable:해당 없음)”으로 나
누어 평가한다.

표준 점검 리스트를 통해 전기 안전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5가지의 등급으로 기준을 작성하였다
[12].

[표 2] 안전 등급
[Table 2] Safety ratings

등급 내용

1
연구실안전 환경 및 실험시설의 문제가 없고 안전
성이 유지된 상태

2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실험시설의 문제가 없
고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미한 보수
가 필요한 상태

3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연구
실안전 환경 또는 실험시설의 결함이 발견되어 일
부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
여 사용에 제한을 해야 하는 상태

5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3. 퍼지 추론 시스템

퍼지 모델링[13-15]은 'If-Then' 형식으로 기술하며, 설
정된 입출력 변수로부터 확립된다. 퍼지모델의 동정은 전
반부와 후반부의 동정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 동정은 퍼
지 규칙의 전반부 변수의 선택과 입력변수 공간의 퍼지
분할 결정, 그리고 입력 공간의 파라미터 결정이 필요하
다. 후반부 동정은 후반부 변수의 선택과 후반부 변수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반부의 입력변수와 퍼지 
집합의 소속 함수는 입력 변수의 공간을 규칙 수만큼의 
퍼지 분할된 부분 공간으로 나누는 것과 관련되고, 후반
부의 입력변수와 퍼지 집합의 소속 함수는 각각 퍼지 분
할된 부분공간에서 입출력 관계를 묘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점검 리스트와 안전 등급을  이용
하여 연구실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퍼지 추론 시
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퍼지 규칙에서 후반부 구조
가 퍼지 집합을 형성하는 Mamdani 퍼지 추론 시스템을 
이용한다.

Mamdani 퍼지 추론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
지는 구현규칙들로 구성된다.

      ⋯      
⋮ ⋮

      ⋯      
⋮ ⋮

      ⋯      

(1)

여기서 Rj는 j(j=1,…,n)번째 규칙, xl(l=1,…,k)는 입력변
수, Ajk는 전반부 소속 함수, Bj는 후반부 소속 함수, n은 
규칙 수이다. 추론된 값 y*는 다음과 같다.

전반부 및 후반부 소속 함수는 사다리꼴 형태를 이용
하며, 4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표현된
다. 그림 1은 'Small', 'Middle', 'Big'의 3개의 소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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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
[Fig. 1] Trapezoidal membership function

전반부 적합도를 구하기 위해 각 규칙의 전반부 적합
도  는 전반부 입력 변수에 대한 소속 정도의 곱에 의
해 구해지며 식 (3)과 같다.

    × ⋯ ×   (3)

각 규칙의 추론 


′ 은 앞에서 구한 전반부 적합
도와 후반부 소속 함수의 최소연산에 의해 구해지며, 식 
(4)와 같다.




′    ∧ (4)

다음으로, 추론 결과  는 각 규칙의 추론 결과
로부터 최대연산을 통해 구해지며, 그 결과는 식 (5)와 같
이 소속 함수로 표현된다.

  ′
∨ ⋯ ∨


′  (5)

마지막으로, 추론 결과  는 그림 2와 같이 소속 
함수이므로 비퍼지화를 통해 최종 추론 결과 를 얻는
다. 일반적으로, 비퍼지화는 식 (6)과 같이 무게중심법을 
이용한다.

 
 

(6)

[그림 2] 비퍼지화
[Fig. 2] Defuzzyfication

4.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표준 점검 리스트를 이용하여 연구실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퍼지 추론 시스템을 개발한
다. 

퍼지 모델에서 전반부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표 1의 
12가지의 점검리스트에서 예, 아니오의 이치 논리가 아
닌 애매함을 포함할 수 있는 4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대용량 전열발생장치와 인화성물질의 격
리 보관이다. 첫 번째 항목을 퍼지 입력 변수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열발생장치와 인화성물질의 격리 거리를 0～
10m 기준으로 사다리꼴 소속 함수를 정의하였다. 그림 3
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가깝다', '보통', '멀다'의 3개의 소
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그림 3]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소속 함수
[Fig. 3] Membership function for 1st list

두 번째 항목은 전선의 피복상태의 이상 유무이다. 두 
번째 항목을 퍼지 입력 변수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선의 
피복상태의 이상 유무를 0～10점 기준으로 사다리꼴 소
속 함수를 정의하였다. 그림 4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불
량', '보통', '양호'의 3개의 소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그림 4]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소속 함수
[Fig. 4] Membership function for 2n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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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항목은 전동기기나 조명기구의 이상한 소음, 
냄새, 진동, 또는 과열 등의 이상 징후이다. 세 번째 항목
을 퍼지 입력 변수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동기기나 조명
기구의 이상 징후를 0～10점 기준으로 사다리꼴 소속 함
수를 정의하였다. 그림 5는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조금', 
'보통', '많음'의 3개의 소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그림 5]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소속 함수
[Fig. 5] Membership function for 3rd list

네 번째 항목은 전기시설, 장비의 보호커버교체 시기
이다. 네 번째 항목을 퍼지 입력 변수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기시설, 장비의 보호커버의 사용 년도를 0～30년 기준
으로 사다리꼴 소속 함수를 정의하였다. 그림 6은 네 번
째 항목에 대한 '불필요', '관리요망', '필요'의 3개의 소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그림 6] 네 번째 항목에 대한 소속 함수
[Fig. 6] Membership function for 4th list

퍼지 모델에서 후반부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표 2의 
안전 등급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의 이치 논리가 아닌 애
매함을 포함할 수 있는 5가지 등급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7은 후반부 변수에 대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의 
소속 함수를 갖는 사다리꼴형 소속 함수를 보여준다. 여
기서, G는 등급(Grade)을 나타낸다.

[그림 7] 후반부 변수에 대한 소속 함수
[Fig. 7] Membership function for Consequent variable.

Mamdani 퍼지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 'If~Then' 형식의 
퍼지 규칙을 설정한다. 전반부 입력 변수로는 앞에서 설
명한 격리 거리, 피복 상태, 이상 징후, 커버 교체이며, 후
반부 출력 변수로는 전기 안전 등급이다. 따라서 전기 안
전 등급은 격리 거리, 피복 상태, 이상 징후, 커버 교체에 
따라 추론 및 결정된다.

표준점검리스트에 따른 전기 안전 등급을 결정하기 위
한 퍼지 규칙을 작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입력 변수에 
대한 소속 함수의 조합 순서대로 총 81(34)개의 규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R1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조금 and 커버교체 is 불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2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조금 and 커버교체 is 관리요망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3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조금 and 커버교체 is 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4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보통 and 커버교체 is 불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5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보통 and 커버교체 is 관리요망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6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보통 and 커버교체 is 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7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많음 and 커버교체 is 불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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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많음 and 커버교체 is 관리요망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9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불량 and 

이상징후 is 많음 and 커버교체 is 필요
    Then 안전등급 is 5등급
R10 : If 격리거리 is 가깝다 and 피복상태 is 보통 and 

이상징후 is 조금 and 커버교체 is 불필요
    Then 안전등급 is 4등급

표준점검리스트에 따른 전기 안전 등급을 결정하기 위
해 전반부 입력 변수별 소속 함수와 후반부 출력 소속 함
수 및 퍼지 규칙을 작성한 후 실험하였다. 각각의 규칙별
로 실험 입력 데이터의 소속 정도를 계산하고 전반부 적
합도를 구했으며 각 규칙별로 추론 결과를 연산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고 비퍼지화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 
값으로 안전 등급을 결정하였다.

연구실내의 격리 거리, 피복 상태, 이상 징후 및 커버 
교체에 따른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실
험하였다. 첫 번째로, 신설 연구실로 가정하여 피복 상태, 
이상 징후, 커버 교체는 매우 양호하나 격리 거리가 다른 
경우로써 실험 1에서부터 실험 3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격리 거리에 따라 안전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으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격리 거리가 다
소 가깝고, 피복 상태가 다소 불량하며, 이상 징후가 조금 
발견된 경우로서 실험 4와 실험 5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안전 등급은 3등급 또는 4등급인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격리 거리는 안전하게 확보하고 피복 상태는 
양호하나 커버 교체 시기가 좀 지난 경우로 이상 징후 발
생 유무에 따라 안전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 6과 실험 7에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노후 시설로 가정하여 격리 거리는 안전하게 
확보하였으나 피복 상태가 다소 불량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며 커버 교체 시기가 거의 다된 경우로서 실험 8에서
부터 실험 10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안정등급은 5
등급으로 판명되었다. 각각의 가상 상황에 따른 실험 결
과는 표 3에서 보여준다.

그림 8은 10가지 실험에 대한 각각의 추론 결과를 보
여준다. 그림 8(a)는 격리거리가 8m이고 피복상태은 10
점, 이상징후는 2점, 커버교체는 5년일 경우 추론결과가 
9.5점으로 안전등급이 1등급인 것을 보여준다. 그림 8(b)
부터 그림 8(j)까지는 실험 2부터 실험 10까지의 실험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추론 결과를 보
여준다.

(a) 실험 1                 (b) 실험 2

(c) 실험 3                 (d) 실험 4

(e) 실험 5                 (f) 실험 6

(g) 실험 7                 (h) 실험 8

(i) 실험 9                 (j) 실험 10

[그림 8] 추론 결과
[Fig. 8] Result of inference

[표 3] 실험 결과
[Table 3] Result of experiments

실험 격리거리
(0～10m)

피복상태
(0～10점)

이상징후
(0～10점)

커버교체
(0～30년)

안전등급
(1～5등급)

1 8 10 2 5 9.5

2 5 10 1 3 8.5

3 3 10 2 8 8.0

4 7 8 3 4 7.5

5 6 9 4 10 6.5

6 9 10 7 15 7.0

7 10 10 2 20 7.5

8 8 8 5 18 3.4

9 10 8 3 22 3.5

10 10 9 7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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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으로부터 개발된 퍼지 추론 시스템은 격리 거리, 
피복 상태, 이상 징후 및 커버 교체의 상태에 따른 안전 
등급을 제대로 추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소속 함수는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소속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타 연구와 비교 평가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제안한 방법으로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실에서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전기 분야의 정기 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
고 연구실의 전기 안전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여 연구실 정기 점검을 위한 
표준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표준 점검 리스크에서 
애매함을 포함하는 항목에 대해 퍼지 변수를 선정하고 
소속 함수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전기 안전에 대한 안전 
등급을 마련하였다. 

Mamdani 퍼지 추론을 통해 표준 점검 항목에 대한 실
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퍼지 추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입력 변수와 파라
미터들을 선정한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안
전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실의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전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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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전기전
자공학과 (공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
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시큐리티시스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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