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4일(목) ~ 25일(금) 1

PROGRAM BOOK





 5월24일(목) ~ 25일(금) 3

목차

행사개요  ………………………………………………………………………………… 4

행사일정표 ………………………………………………………………………………… 4

모시는 글 ………………………………………………………………………………… 5

행사장 안내 ……………………………………………………………………………… 6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8

주요프로그램  …………………………………………………………………………… 9

공동 심포지엄 ……………………………………………………………………… 10

공동 워크샵  ………………………………………………………………………… 11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 15

각 학회별 Session 일정 ……………………………………………………………… 17

대한조선학회 ………………………………………………………………………… 19

한국항해항만학회 …………………………………………………………………… 42

한국해안·해양공학회 …………………………………………………………… 63

한국해양공학회 ……………………………………………………………………… 73

한국해양학회 ………………………………………………………………………… 9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131

전시 디렉토리 ………………………………………………………………………… 149

취업박람회 디렉토리 ………………………………………………………………… 159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4

행 사 명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8	KAOSTS	공동학술대회)

행사 일시	 2018.		5.	24(목)	~	25(금)

행사 장소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ICC	JEJU)

참가규모	 6개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회원	및	관계자,	일반인	등	약	2,000여명

프로그램	 	공동	심포지엄,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	공동워크샵,		

학회별	학술발표대회,	전시,	취업박람회,	포스터	세션	등

주        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행사일정표

행사개요

시 간 5월 24일 (목) 5월 25일 (금)

10	:	00

11	:	00

12	:	00

13	:	00

14	:	00

15	:	00

16	:	00

17	:	00

18	:	00

19	:	00

등록

3층	
로비

09:00

~

18:00

등록

3층	
로비

09:00

~

18:00

전시

3층	
로비

09:00

~

18:00

전시

3층	
로비

09:00

~

18:00

공동
워크샵

09:00

~

18:00

공동
워크샵

09:00

~

18:00

포스터
세션

09:00

~

18:00

포스터
세션

09:00

~

18:00

학회별 행사
09:00	~	10:00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수상자특별세션
학회별 섹션

10:00	~	11:30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학회별 섹션

09:00	~	11:30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학회별 섹션

13:30	~	18:00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학회별 섹션

13:30	~	16:50

공동심포지엄 & 개회식
16:50~18:40	/	탐라홀	5F

만찬
18:40~20:00	/	탐라홀	5F

오찬

LUNCHEON
11:30~13:30	/	탐라홀	5F

오찬

LUNCHEON
11:30~13:30	/	탐라홀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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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을 주도해온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해양과학기술

(Marine Technology)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며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 라는 주제 하에 국내 해양과학기술 관련 6개 학회들의 참여하에 2018년 5월 24일

과 25일의 양일 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기나긴 부진

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함께 새로운 해양산업기반의 환경

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공동학술대회 중에는 “해양신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더불어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 협력” 등의 6개 주제의 공동워크

샵을 함께 진행합니다.

본 협의회의 공동학술대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과학기술 토론 마당으로서 대한조선학

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의  

6개 학회에서 총 1030여편의 다양한 학술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학생들의 역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논문발표회”도 함께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 하셔서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의 한 마당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만남의 결실인 판문점선언으로 현재 한반도에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의 바람

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남북을 변함없이 흘러서 교류하듯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에 한반도 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섣부르게 기대해 봅니다.

2018. 5.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윤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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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한국해양학회

공동 심포지엄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포스터 세션

포스터 세션

한국해안·해양공학회

공동워크샵

전시

대한조선학회

ICC 제주

VIP환담장

사무국

부영호텔

포스터세션

5층3층

2층 4층

1층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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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층  수 장소(27개룸) 담당 학회 

ICC
1층

백록	A홀 한국해양학회(1)	

백록	B홀 한국해양학회(2)	

영주	A홀 한국해양학회(3)	

영주	B홀 한국해양학회(4)	

이벤트홀	 한국해양학회(5)	

기타	운영실	 운영사무국	

ICC
2층

201A 한국해양공학회(1)	

201B 한국해양공학회(2)	

202A 한국해양공학회(3)	

202B 한국해양공학회(4)	

203 한국해양공학회(5)	

ICC
3층

300	 대한조선학회(1)	

301A 대한조선학회(2)	

301B 대한조선학회(3)	

302 대한조선학회(4)	

303A 한국해안·해양공학회(1)	

303B 한국해안·해양공학회(2)	

304 한국해안·해양공학회(3)	

삼다홀	A 대한조선학회(5)	

삼다홀	B 대한조선학회(6)	

한라홀	A 대한조선학회(7)	

한라홀	B 공동워크샵	

비즈니스센터 대한조선학회(8)	

3층로비 등록, 포스터세션, 전시, 취업박람회 등

ICC
4층	

40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1)	

401A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2)	

401B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3)	

402A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4)	

402B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5)	

이사회룸1~3	 회의

ICC
5층

탐라홀	B 공동심포지움,	오만찬장	

500 한국해양학회(6)	

VIP룸 VIP룸

부영
호텔
B2

에메럴드A 한국항해항만학회

에메럴드B 한국항해항만학회

사파이어A 한국항해항만학회

사파이어B 한국항해항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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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이사진명단

직 위 성 명 근 무 처 소속 학회 

회장 윤종성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해양공학회

부회장 조대승	 부산대학교	교수 대한조선학회

부회장 이중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항해항만학회

부회장 김규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부회장 조양기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해양학회

부회장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이사 김			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대한조선학회

이사 임정빈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항해항만학회	

이사 최혁진 ㈜해안해양기술	대표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이사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공학회

이사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해양학회

이사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사무총장 강성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감사 김홍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항해항만학회

감사 정태성 한남대학교	교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강성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위원]

소속학회 성 명 소 속 직 위 

대한조선학회	 정한구	 군산대학교	 교	수	

한국해양학회	 안순모	 부산대학교	 교	수	

한국해양공학회 이탁기	 경상대학교	 교	수

한국해안ㆍ해양공학회	 최혁진	 ㈜해안해양기술 대	표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한국항해항만학회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	수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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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심포지엄

◈ 개 요

주       제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	

일       자	 2018년	5월	24일(목)	16:50	~	18:00	

장       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5F	탐라홀	

주       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후       원 해양수산부,	제주도,	제주컨벤션뷰로	

참가대상	 6개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회원	및	관계자,	일반인	등	

부대행사  공동워크샵	및	전시,	취업박람회,	포스터세션	등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행 사 기 타 

공동	

심포지엄	

16:50~17:15	

기조발표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혁신성장연구실장)	

“나눔과	상생,	해양신산업에서	길을	찾다.”	 사회: 김경미 

17:15~17:20	 질의	및	응답	

17:20~18:00	

지정토론 

•조규남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공동회장	(홍익대	교수)	

•장유경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이사	(㈜	큐비엠	대표)	

•권준희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수림창업투자	대표)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좌장: 박우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前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개회식	 18:00~18:40	

국민의례 

진행:	김경미	아나운서	

내빈소개 

개회사	

•윤종성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축사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 

•(시상자)	장관님, KIOST원장, 협의회장	

만찬	 18:40~20:00	 만찬 &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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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워크샵Ⅰ: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협력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0:00~12:0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강연 [좌장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1.	해양수산과학기술과	남북협력체계	구축	전략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과학기술분야	남북협력	아이템(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장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해양환경	국제협력	:	NOWPAP	사례를	중심으로

Dr.Lev Neretin(UNEP/NOWPAP 사무국장)

4.	 IALA	&	Maritime	Safety	Issues

Mr. Mike Card(Deputy Secretary General, IALA)

5.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항만기술자의	역할

안익장(㈜혜인이엔씨)

2. 공동 워크샵Ⅱ: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으로 구현하는 4차산업혁명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3:00~15:0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강연 [좌장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1.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술동향과	정부	추진현황

김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용석(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선해양 PD), 장화섭(한국선급 책임연구원)

2.	자율운항선박의	국제적인	동향

이광일(한국해양대학교) 

3.	스마트항만의	최신동향	및	현황

장하용(한국항만연수원) 

4.	미래운항선박	성장기술에	관한	연구

이윤석(한국해양대학교) 

5.	자율운항선박	지원	해상플랫폼	

국승기(한국해양대학교)

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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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워크샵Ⅲ: 지속 가능한 하구역 복원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5:20~16:5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강 연 [좌장 : 이희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낙동강	하구를	통한	물질	flux	변동	특성	연구(규소	및	메탄올	중심으로)	

안순모(부산대학교)

2.	수문	개방에	의한	낙동강	하구	복원	방안

조홍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Anthropogenic	effects	of	freshwater	inputs	on	short-term	variations	in	phytoplankton	dynamics	and	water	quality	of	

the	Youngsan	River	estuary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 

[좌장 : 조홍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대조와	소조에	따른	섬진강	하구	염분과	하구순환	변화

조양기(서울대학교) 

5.	금강하구	통합모델링시스템	개발	현황	

김태인(㈜지오시스템리서치) 

6.	종합	및	토론

4. 공동 워크샵Ⅳ: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10:00~12:0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강 연 [좌장 : 이신형 (서울대학교)] 

1.	해양에너지(파력,	조류,	풍력,	ESS)	터빈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이영호(한국해양대학교)

2.	Research	&	Development	of	Sharp	Eagle	Wave	Energy	Converter	

Dr. Wen Peng(GuangZhou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GIEC), China)

3.	SNUFOAM을	이용한	수배관	미활용	에너지	회수용	터빈	성능해석에	관한	연구

이신형(서울대학교)

4.	조류발전의	상용화	전망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Harnessing	horizontal	hydrokinetic	energy	from	river	or	ocean	currents	using	flow-induced	vibrations	of	underwater	

structures	

김은수(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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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 워크샵Ⅴ: 친환경 선박기술의 개발동향과 미래전망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13:00~15:0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강 연 [좌장 :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LNG벙커링	기술	개발	현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성홍근, 정동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	KOGAS의	LNG연료	개발	노력	및	향후	계획	

김기동, 모용기, 박소진, 김용철, 최경식, 권옥배(KOGAS) 

3.	 LNG벙커링	도입과	관련된	현행	법제의	쟁점

이준서(법제연구원) 

4.	선박추진동력	절감기술의	개발동향	

이인원(부산대학교)

5.	DSME	LNG	Carrier	재액화	기술	소개	

신현준(DSME) 

6. 공동 워크샵Ⅵ: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15:20~17:20	

·장소	:	제주ICC	한라홀B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강 연 [좌장 : 윤종성 (인제대학교)] 

1.	우리나라	연안정비	정책방향

임성순(해양수산부)

2.	국토·도시	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연구

박종순(국토연구원) 

3.	연안침식대응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ICT와	AI를	이용한	해안침식	저감기술	개발

안경모(한동대학교) 

5.	우리나라	연안침식	실태	및	향후	침식관리	방향

남수용, 김기현,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황창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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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식저감	해안구조물의	체계적인	배치설계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이정렬(성균관대학교) 

7.	재배치	가능한	해안	침식	방지	시설의	제안

이태환(㈜에드벡트) 

8.	토론	

김규한(가톨릭관동대학교) 

김인호(강원대학교) 

김재진(농어촌연구원) 

안익장(㈜혜인이엔씨) 

조원철(중앙대학교) 

진재율(한국해양과학기술원) 

허동수(경상대학교) 

7. 공동 워크샵Ⅶ: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논문 발표회

○개 요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0:00~12:00	

·장소	:	제주ICC	302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논문발표 

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imulation-based	safety	evaluation	program	for	a	mega	floating	crane

함승호(서울대) 

2.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fish	assemblages	to	vary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tificial	reefs		

of	the	Jeju	Island,	Korea	

노준성(서울대) 

3.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ies	of	spring	Asian	dust	events	and	their	impacts	on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윤주은(인천대) 

4.	 Intensively	Stacked	Placement	Models	of	Artificial	Reef	Sets	Characterized	by	Wake	and	Upwelling	Regions

김동하(부산대) 

5.	Basic	Analysis	for	Improvement	of	Mooring	Stability	under	Swell	Impact	

하창식(한국해양대)

6.	인공리프의	설치조건에	따른	표사이동	특성	연구	

심규태(가톨릭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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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개요

■목적	: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술발전과	관련	신진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자부심	고취	

■주최 및 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추진 경과 

-	접수	및	공모	:	2018년	3월	5일(월)	-	2018년	4월	20일(금)	(5주간),	온라인	

•총	61편의	후보자	접수	완료	

-	심사	:	회원학회	1차	심사(4.20	-	4.25)	및	협의회	2차	심사	(4.27)	

■당선자 선정 결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 2개 부문)

•해양과학부문	

시상내용 이름 학교 시상내용 부상내용 

대상	(1명)	 노준성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외대학	극지교육	이수지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	
윤주은	 인천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김동하 부경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3명)	

양한나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배주현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김태우 서울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해양기술부문	

시상내용 이름 학교 시상내용 부상내용 

대상	(1명)	 함승호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열대해양과학체험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	
하창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심규태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3명)	

안준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민은홍 인하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강민석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	 상금	70만원	

•특별상	

특별상 (1명) 최혁진	 경상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상	
이사부호승선연구체험

테블릿PC

■수상자 시상식 및 발표회 

-	시상식	:	2018년	5월	24일(목)	18:00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중)

-	수상자	대상으로	발표세션	개최	(5.24(목)	10:00-12:00,	제주	ICC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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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설치	소개

다운로드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운로드	완료후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세션별:	발표구분별로	보기	

즐겨찾기:	즐겨찾기	저장	및	알람	

축소보기,	확장보기,	타임라인보기	

View:	PDF보기	(클릭시	폰에	PDF가	저장됩니다.)

(PDF를	새로	받으려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View버튼	클릭)	

Export:	Mail,	Facebook,	Twitter	등	

*프로그램북	다운로드에서	미리	초록	다운을	받으면,
PDF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업습니다.

시간	또는	발표번호를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저장이	됩니다.	

초록	세션페이지	목록페이지뷰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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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학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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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발표장
시간  

설계 및 법규1/
유체성능1
(제1발표장)

301A

유체성능2
(제2발표장)

301B

유체성능3/
구조성능 및 재료1

(제3발표장)
302

구조성능 및 재료2
(제4발표장)

300

기획1
(제5발표장)

한라홀A

기획2
(제6발표장)

삼다홀A

구조성능 및 재료3
(제7발표장)

삼다홀B

생산 및 
장비시스템1
(제8발표장)

비지니스센터

공동워크샵
(3층 한라홀B)

10:00-12:00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	협력
(10:00-12:00)

11:30-12:30 중	식

12:30-14:30
A1,A3
(노명일)

B1,B3
(윤현규)

B1,B2,B3
(박종천)

C1,C2
(박영일)

항해통신장비	
시험인증	체계와	
선박	CT	융합	
기술동향
(조제형)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연구

(우종훈)

C1
(신윤호)

D1,D2
(이장현)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항만으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13:00-15:00)

14:30-14:40 휴	식

14:40-16:40	
B1,B3
(이신형)

B1
(이영길)

C1,C3
(권정일)

C1,C3
(함주혁)

제	1차	교육위원회	
&

도서편찬위원회

조선해양공학교육
혁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선박	
조선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유재원)

C2,C3
(이강수)

D1,D2,D3
(노재규)

지속가능한	
하구역	복원
(15:20-16:50)

16:40-16:50 휴	식

16:50-18:40 공동심포지엄	&	개회식	(장소:	탐라홀	5층)

18:40-20:00 만찬	(장소:	탐라홀	5층)

5월 25일(금)

발표장
시간  

설계 및 법규2
(제1발표장)

301A

유체성능4
(제2발표장)

301B

유체성능5
(제3발표장)

302

유체성능6
(제4발표장)

300

기획3
(제5발표장)

한라홀A

기획4
(제6발표장)

삼다홀A

구조성능 및 재료4
(제7발표장)

삼다홀B

생산 및 장비시스템2/
구조성능 및 재료5

(제8발표장)
비지니스센터

공동워크샵
(3층 한라홀B)

09:00-10:40	
A2,A3
(신성철)

B2,B3
(백부근)

B1
(최정은)

B3
(김상현)

60노트급	차세대	
초고속정	개발

(김상근)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백영수)

C2,C3
(김국현)

D1
(남종호)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10:00-12:00)

10:40-10:50 휴	식

10:50-12:30	
A1,A3
(구남국)

B1,B2,B3
(김광수)

B1,B2
(백광준)

B1,B3
(김현수)

LNG	Ship-to	ship	
Bunkering	shuttle	
설계	및	실증

(정현)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해역기후	DB구축	및	

선속-동력해석
(신명수)

C2
(장범선)

C1,C2,C3
(최경식)

12:30-13:30 중	식 친환경	선박기술의
개발동향과	미래전망

(13:00-15:00)
13:30-15:30	

A1,A3
(김대헌)

B1,B3
(박일룡)

B1,B2,B3
(안병권)

B1,B2
(서대원)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시스템
(신현경)

극지	환경용	해양플랜트	
내빙구조	설계기술	개발

(최중효)

C1,C2
(정준모)

C1,C2
(손호철)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

(15:20-17:20)15:40	-17:20

 (   ) 좌장, 기획세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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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분류표

분 류 해당 분야 상선 해양구조물 특수선 / 기타

설계	및	법규
(A)

•Key	Plan(Size,	G/A	등),	선실,	배치,	기장,	전장,	배관	설계

A1 A2 A3

•신개념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

•설계방법론(최적설계,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	FSA	기법	등)

•국제법규,	선급규칙,	표준화

•해사정책,	해운물류,	인력개발	등

유체성능
(B)

•유체성능	(선형,	추진,	운동,	조종성능)	관련	설계	및	해석

B1 B2 B3•유체기인	극한하중	(슬로싱,	슬래밍,	폭발,	빙	등)	해석

•유체성능	관련	시험평가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구조성능	및	재료
(C)

•구조성능	(구조,	진동,	소음,	안전성	등)	관련	설계	및	해석

C1 C2 C3
•극한하중	(슬로싱,	슬래밍,	폭발,	빙	등)에	대한	구조성능

•구조성능	관련	시험평가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신재료	(극저온,	극후판,	초강도,	비철재료	등)

생산	및	장비시스템
(D)

•용접,	절단,	가공,	도장,	코팅

D1 D2 D3
•생산/건조	방법	및	공법

•운항	및	하역	등	관련	장비시스템	개발	

•IT기술	등	융합기술	활용	장비시스템	개발



대한조선학회 프로그램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22

5월 24일(목) 

항해통신장비 시험인증 체계와 선박 ICT융합 기술동향
제5발표장	[3층	한라홀A]		12:30~14:30

운영자: 조제형(중소조선연구원)

선박 항해·통신장비 시험인증 체계구축

신일식, 조제형, 김배성, 김현우, 우상민, 우윤태, 황훈규(중소조선연구원)

전자해도표시장치 기능시험 시스템 설계

김배성, 신일식, 우윤태, 우상민, 황훈규(중소조선연구원)

항해기록장치 기능시험 시스템 설계

우상민, 김배성, 우윤태, 신일식, 황훈규(중소조선연구원)

규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술 연구 동향

황훈규, 김배성, 김현우, 신일식, 우윤태, 우상민(중소조선연구원)

선박의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우윤태, 김배성, 우상민, 신일식, 황훈규(중소조선연구원)

무인수상정 플랫폼 정밀 조향 제어 시스템 개발

김현우, 김정훈, 황훈규(중소조선연구원)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연구
제6발표장	[3층	삼다홀A]		12:30~14:30

운영자: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생산 관리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조선 내업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김정엽(일주지엔에스), 김용길(비피앤솔루션), 김종민(신한전자기기), 서윤호(고려대학교),  

조지운(울산대학교), 김은(한국ICT융합네트워크)

공정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의장 조달 프레임워크 핵심 기술개발

정승영(VMS솔루션즈), 정필권(유시스), 성기호(성일SIM), 박중구(삼성중공업㈜)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이필립(㈜지노스), 김성주(퍼즐데이터), 유원선(충남대학교), 정용국(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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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조선해양공학교육혁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선박 조선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제6발표장	[3층	삼다홀A]		14:40~16:40	

운영자: 유재원(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스마트선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김영훈(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교육을 위한 기술트리와 연계 방안

이장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현장기반형 스마트 선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분류 및 교육 로드맵 수립 작업

5월 25일(금)

60노트급 차세대 초고속정 개발
제5발표장	[3층	한라홀A]		09:00~10:40	

운영자: 김상근(㈜우리해양기술)

60노트급 차세대 초고속정 개발

김상근, PETER KIDD, 김희성, 김애리(㈜우리해양기술)

복합소재 적용 초고속정 선체의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검증

윤성원, 하종록, 장동원, 박희승, 박충환(중소조선연구원), 김상근(㈜우리해양기술)

60노트급 초고속정 저항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적 연구

박희승, 박충환(중소조선연구원), 김상근(㈜우리해양기술)

“60노트급 차세대 초고속정” 응용연구 단계에서의 3차원 모델링 적용

이대학, 김원돈, 김경빈(㈜마린테크인), 김상근(㈜우리해양기술), 이창민(충남대학교)

DMU(Digital Mockup)와 Human Model을 활용한 초고속정의 Human Factor 분야에 대한  

설계 요구 조건 검토 기법연구

이현엽, 정재수, 이창민(충남대학교), 이대학, 김경빈(㈜마린테크인), 김상근, PETER KIDD(㈜우리해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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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Ship-to-ship Bunkering shuttle 설계 및 실증
제5발표장	[3층	한라홀A]		10:50~12:30

운영자: 정현(충남대학교)

선박용 로딩암의 시험 환경 구축

임태형, 김병기, 정광식훌루테크㈜

Sloshing test of LNG tank for 30k LNG bunkering vessel

조태민, 이영진, 권창섭, 손명섭, 김현조, 장기복, 방창선(삼성중공업㈜)

Economic analysis of novel BOG spray recondenser

이상혁, 이재민, 장대준(KAIST), 조맹익(KRISO, KAIST)

Emergency Release System for LNG STS Bunkering shuttle

김규철, 최영환, 이춘호(㈜코밸)

액화천연가스 질량유량계 성능평가 표준화 현황

천정민, 전영훈, 민성환, 신일섭(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 LNG Tank 설계 절차

이성민, 신원협(㈜ 엔케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제5발표장	[3층	한라홀A]		13:30~15:30

운영자: 신현경(울산대학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MODU 손상 복원성 검토

김민지, 하병영,김유정(마스텍중공업)

750k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등가피로하중 계산

안현정, 유영재, 신현경(울산대학교)

부유식 풍력발전의 환경하중에 따른 앵커 설계에 관한 연구

신상성, 김현중, 박공만(세호엔지니어링㈜)

IEC61400-3 에 따른 부유식 풍력발전기 통합하중해석 기술 개발

정종훈, 오용운, 방조혁, 정진화, 류지윤(유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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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제6발표장	[3층	삼다홀A]		09:00~10:40

운영자: 백영수(중소조선연구원)

연근해어선 운항비 절감 요소 분석 및 선형개발 연구

백영수, 진송한, 홍연정(중소조선연구원)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배동균(한국종합설계)

G/T 9.77톤급 연안통발어선의 저항성능 평가 연구

이창진, 김상현, 이영길, 백광준, 채순재, 김인태, 장윤호, 김지수, 이국원(인하대학교)

연안 어선의 구조 해석 및 경량화 기술 연구

이진호, 박정열, 김명현(부산대학교)

연안 통발 어선 어로 시스템 설계

박수봉, 이춘우(부경대학교), 이지훈(전남대학교)

Xt급 연안 통발 어선용 프로펠러 설계

이태일(서울대학교)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해역기후 DB구축 및 선속-동력해석
제6발표장	[3층	삼다홀A]		10:50~12:30

운영자: 신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상 및 선박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운항분석 플랫폼 개발

김원돈, 이대학(마린테크인), 신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상봉(랩오투원)

기계학습, ISO19030 선박성능 분석법 비교

이상봉, 황윤호, 강성필 (랩오투원)

8,600TEU 컨테이너선 빅데이터에 의한 선체성능 분석과 운항효율 향상 방법 연구

변상수, 김영선(현대해양서비스), 이종수, 심규범(일우인터내셔날)

176K 벌크선 운항자료 계측시스템

전경환(포스에스엠), 이윤철(티원아이티)

프로펠러 단독 시험에서의 PBCF 효율 추정에 관한 CFD 시뮬레이션

김동현, 전규목, 박종천(부산대학교), 신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선속-동력해석 기술개발

신명수, 기민석, 이경중, 박범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동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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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환경용 해양플랜트 내빙구조 설계기술 개발
제6발표장	[3층	삼다홀A]		13:30~15:30

운영자: 최중효(대우조선해양㈜)

기상 및 해상 수치모델자료를 활용한 카라해의 장기적 환경 하중 요소 분석

이현주, 정인철(㈔한국선급)

Kara Sea의 Ice Condition을 고려한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의 빙하중 예측

조영천, 최중효, 이창현, 기혁근, 박성건(대우조선해양㈜)

고정식 다기둥형 해양 구조물의 빙 유기 동하중 평가

유시언, 조대승(부산대학교)

Pack Ice 조건에 계류된 반잠수식 시추선에 대한 빙하중 및 거동 예측

김정환, 김유일(인하대학교)

5월 24일 (목)

A1, A3
제1발표장	[3층	301A]		12:30~14:30

좌장: 노명일(서울대학교)

강화 학습 기반 무인 선박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 연구

조로만, 노명일, 이성준, 하지상(서울대학교)

Position Based Dynamics 기반의 선박 침수 해석 방법

김기수, 노명일, 이승민(서울대학교)

AIS 데이터를 이용한 해상 충돌 위험도 평가 및 충돌 회피 방법 연구

하지상, 노명일, 조로만(서울대학교), 은종호, 박종진, 이동연(삼성중공업㈜)

이산화탄소와 글리콜워터를 이용한 연료공급시스템 공정비교 연구

박은영, 최정호(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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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3 
제1발표장	[3층	301A]		14:40~16:40

좌장: 이신형(서울대학교)

비압축성 및 압축성 유체의 통합 보존식에 대한 압력 기반 해석 기법 개발

신상묵, 김인철, 김용직(부경대학교)

접촉식 센서를 이용한 고속 활주선 압력 계측 시스템 구성

박세용, 박종열, 여홍구, 이신형(서울대학교)

상륙용 장갑차의 부가물 조건에 따른 양력 비교 분석

정회성, 조용재, 석우찬, 서정화, 이신형(서울대학교), 박광수, 김종배(국방과학연구소)

어선의 선측 부가물 실효성 평가 및 최적설계

박동우, 양영준 (동명대학교)

어선 빌지킬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안정성 평가

양영준, 박동우(동명대학교)

쌍축선용 Flow Control Fin 개발

손영이, 김형준, 박화평, 권중일, 정용관(현대중공업㈜)

B1, B3
제2발표장	[3층	301B]		12:30~14:30

좌장: 윤현규(창원대학교)

160K CBM LNG 운반선의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 하중에 대한 비교 실험 연구

권창섭, 이영진, 김현조, 이동연(삼성중공업㈜)

수중익 보텍스 캐비테이션에 대한 실험연구

정소원, 안병권(충남대학교), 박철수, 김건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스프링 격벽과 상호작용하는 슬로싱 유동의 충격 저감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정소명, 김성필, 신우진, 신희성, 박종천(부산대학교)

저속 활주선 모형 축척비에 따른 내항성능 변화

응웬반민, 윤현규(창원대학교), 김형동, 김동훈(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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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제2발표장	[3층	301B]		14:40~16:40

좌장: 이영길(인하대학교)

176k Bulk Carrier에 대한 신개념 타입의 Pre-swirl Duct의 개발 및 CFD 해석

유광열, 김문찬, 신용진, 신이록, 김현웅(부산대학교)

CFD를 이용한 KRISO 추진효율 향상 장치(K-duct) 형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욱, 서성부, 금하영, 윤석태(동의대학교)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집중파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슬기, 전규목, 김동현, 박종천(부산대학교)

평판 표면을 따른 유동특성에 미치는 모형선용 난류촉진장치의 영향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

박정호, 이영길, 김기용, 강의하(인하대학교)

B1, B2, B3
제3발표장	[3층	302]		12:30~14:30

좌장: 박종천(부산대학교)

낮은 흘수 조건에서의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 기둥 형상에 따른 파도 쳐오름 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수정(현대중공업㈜), 김상현, 김현준, 김인태(인하대학교), Atilla Incecik (University of Strathclyde)

CFD를 이용한 KVLCC2의 단파장에서 마력 증가와 추진 성능 추정

서진혁, 최정은, 이인원(부산대학교)

증발 모델을 이용한 액화 수소 탱크내에서의 Boil-Off Gas 추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전규목, 유정희, 박슬기, 김동현, 박종천(부산대학교)

규칙파중 컨테이너 선박의 선수 슬래밍 하중 추정

서대원, 전기영, 최태순, 송강현(㈔한국선급)

경험식을 이용한 빙맥에서의 도달 속도 추정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한동화, 이재빈(인하대학교), 정성엽(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hrust Estimation of a Flapping Flat Plate in Waves

Rupesh Kumar, Woorim Sim, Dongju Kim, Hyun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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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3
제3발표장	[3층	302]		14:40~16:40

좌장: 권정일(한국기계연구원)

PUCK 파손기준 기반의 적층형 복합재 파손 특성에 관한 연구

배진호, 손영무, 이제명(부산대학교)

탄성지지 된 함정탑재장비에서 마운트편심이 충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충현, 지용진, 곽정석, 신재영(㈜수퍼센츄리), 이현엽(충남대학교)

축소모형을 이용한 수중폭발 시험 방안 고찰

권정일, 문석준,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컨테이너선의 선수 슬래밍 하중에 대한 동적 구조 해석

최태순, 서대원, 모하메드 샤피쿨, 송강현, 김준규, 안태현(㈔한국선급)

극저온 단열 시스템 적용 폴리머 폼의 충격 하중에 따른 성능 저하

김명성, 최종민, 황병관, 황재식, 이제명(부산대학교)

유체구조연성해석기법을 통한 KC-1 타입 LNG CCS 구조 안전성 평가

주한백, 한상웅, 장범선(서울대학교)

C1, C2 
제4발표장	[3층	300]		12:30~14:30

좌장: 박영일(동아대학교)

박스타입 LNG 화물창의 국부적 파손에 대한 정적 강도평가

최상규, 박영일(동아대학교), 박성우(대우조선해양㈜)

자유단을 갖는 구멍 주변 판의 CSR 좌굴강도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고특진, 조민수, 이명기(대우조선해양㈜)

파이프 지지구조와 하부 보강에 관한 연구

김을년(현대중공업㈜)

Open Hatch Vessel Hatch Corner 주변의 피로특징 분석

박우진, 이무겸, 임재균, 조병삼(㈔한국선급)

BCA 강재의 피로 특성 평가 기초연구

강태우, 박정열, 김명현(부산대학교)

캔틸레버형 헬리데크에 대한 설계 및 좌굴 안전성 평가

김병모, 하승현(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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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3 
제4발표장	[3층	300]		14:40~16:40

좌장: 함주혁(한라대학교)

DNV·GL CSA-FLS1 평가용 서비스 툴킷 개발

김한별, 임우람, 원선일, 박윤기(현대중공업㈜)

법공학을 통한 Deep Cement Mixing 침몰 선박의 구조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원준, 김정대, 박성부, 정광효, 이제명(부산대학교)

좌초 시 선박의 충돌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

Aditya Rio Prabowo, 백승준, 배동명, 손정민(부경대학교)

고망간강의 피로 균열 전파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

박정열, 김명현(부산대학교)

각종 면내 및 면외하중을 받는 선박 판부재의 이중판 설계시스템 구축

함주혁(한라대학교)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 로드셀 개발

함주혁(한라대학교)

C1
제7발표장	[3층	삼다홀B]		12:30~14:30

좌장: 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방사선 조사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압축 특성 평가

김태욱, 손영무, 김슬기, 박성균, 박강현, 이제명(부산대학교)

폴리머 폼 비선형 인장 거동 해석용 손상 구성방정식

권순범, 이제명(부산대학교)

케블라 펄프 첨가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기계적 특성

오종호, 이동하, 차승주, 이제명(부산대학교)

글라스 버블을 첨가한 폴리우레탄 폼의 합성 및 극저온 기계적 특성 영향 

안재혁, 김정현, 김정대, 쩐 반 훙, 박성균, 박강현, 이제명(부산대학교)

극저온 구조물 내의 밀폐된 공간에 활용되는 폴리머 재료의 기계적 거동 분석

박기범, 김명성, 김정현, 응우옌 레 타인 훙, 이제명(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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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3
제7발표장	[3층	삼다홀B]		14:40~16:40

좌장:  이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셸 요소 기반 연성 파단 예측 제1편: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수준 리뷰

박성주, 부락 잔 체릭, 정준모(인하대학교), 이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셸 요소 기반 연성 파단 예측 제2편: 솔리드 및 셸 요소 기반 파단 예측

박성주, 부락 잔 체릭, 정준모(인하대학교), 박병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폴리우레탄 폼 밀도의 변화에 따른 극저온 기계적 거동과 열적 성능 분석

김정대, 김정현, 안재혁, 박성균, 박강현, 이제명(부산대학교)

외부 수압을 받는 링 봉강 원통쉘의 파괴모드에 관한 연구

테구 무타퀴, 이승건, 손정민(부경대학교), 조상래(울산대학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화재/폭발 위험도 해석을 위한 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연림, 장범선(서울대학교)

D1, D2
제8발표장	[3층	비지니스센터]		12:30~14:30

좌장: 이장현(인하대학교)

공간 활용 전략을 고려한 조선소 블록 물류 시뮬레이션

정용국, 심휘강, 신종계(서울대학교)

조선/플랜트 3D CAD 시스템 간의 의장 모델 자동화 방법에 대한 연구

이재준, 이경호, 이정민, 한영수(인하대학교)

통계적 패턴 인식 분류 기법을 이용한 FCC공정 설비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상태 진단

허지연, 홍규택, 황세윤, 이장현(인하대학교)

면내/면외 변형을 고려한 편차전파 시뮬레이션 및 공정 진단

이현경(한국과학기술원), 정현(충남대학교)

해양구조물의 Non-Compliant 용접부에 대한 잔류응력 분포와 ECA 연구

이재호, 장범선, 김현진(서울대학교), 심상훈, 임성우(POSCO)

도면 객체추출 기술 기반 LNG 화물창 실적입력 모바일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박인하, 박정서, 이정훈, 허희영(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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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제8발표장	[3층	비지니스센터]		14:40~16:40

좌장: 노재규(군산대학교)

열변형률 기반 변형률 경계법을 이용한 다중 곡선 가열선을 가지는 판의 열변형 신속 예측

이의, 허지연, 이장현(인하대학교),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150톤급 해상크레인용 윈치 제어시스템 HILS 개발

임채옥, 박병철, 신성철(부산대학교), 황동환(EK중공업㈜)

딥 러닝을 이용한 용접부 결함의 자동 검출

오상진, 박병철, 신동선, 임채옥, 신성철(부산대학교)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효율적인 배관재 설치를 위한 3D 모델 기반 알고리즘 연구

최재호,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AnyLogic을 이용한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방법론 검증

김상훈, 이용길,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권기욱(㈜)지노스), 심휘강(서울대학교)

5월 25일(금)

A2, A3
제1발표장	[3층	301A]		09:00~10:40

좌장: 신성철(부산대학교)

반 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캐스팅 형상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박주헌, 유원선(충남대학교)

해상 크레인의 이동을 위한 예인선의 최적 운영 계획

이승민, 노명일, 김기수, 함승호(서울대학교)

화재 위험도 예측을 위한 딥 러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병철, 임채옥, 오상진, 신성철(부산대학교), 정민재(㈔한국선급)

선체운동을 통한 딥러닝 기반 침수구획예측

신동선, 노현동, 오상진, 임채옥, 박병철, 신성철(부산대학교)

함정적외선 신호해석의 확률론적 방법론 연구

박현정, 강대수, 조용진(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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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3
제1발표장	[3층	301A]		10:50~12:30

좌장: 구남국(동의대학교)

건현을 예측하기위한 비선형 변수 탐색 및 비선형 회귀분석

신승현, 김재화, 구남국(동의대학교)

Variational Implicit Surface를 이용한 선박의 곡면정의

김양익, 유진원, 최정은, 이인원(부산대학교)

와이어 래핑 방법을 이용한 침몰 선박의 인양 시뮬레이션

이주필, 노명일, 이혜원, 함승호(서울대학교)

리프팅 블록의 운동 최소화를 위한 강화 학습 기반의 크레인 운동 제어

전도현, 노명일, 함승호, 이혜원(서울대학교)

POLARIS 규정을 고려한 북극 항로 계획 방법 연구

이혜원, 노명일, 이준범, 김기수(서울대학교), 강국진, 정성엽(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1, A3
제1발표장	[3층	301A]		13:30~15:30

좌장: 김대헌(㈔한국선급)

통합공통구조규칙의 규칙 변경 통지에 의한 구조 부재 요구치와 피로수명의 비교

성치현, 하광철(로이드선급협회)

A Study of the Smart Autonomous Ship Technology for Substitution of Seaman’s Mission

Jae-cheul Park, Dae-heon Kim, Hwa-sup Jang, Yeon-hwa Jo, Hong-ku Lee(Korean Register)

심층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초기설계단계의 경하중량 추정

김기용, 반임준, 박병철, 오상진, 신성철(부산대학교)

무인선 인증을 위한 기준 개발

곽연민, 이용우, 유병랑, 이홍구(㈔한국선급), 김선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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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B3
제2발표장	[3층	301B]		09:00~10:40

좌장: 백부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연부가물에 의한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초생 지연

신진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승재(대우조선해양㈜), Roger Arndt(미네소타 대학교), 서정천(서울대학교)

환기 초공동 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승재(대우조선해양㈜, 백부근, 김경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영래, 김민재(국방과학연구소),  

Roger E.A. Arndt(University of Minnesota)

이중플랩 조파기 설계 및 실험을 통한 선형중첩이론의 검증

권종오(특허청), 김효철(서울대학교), 류재문(충남대학교), 김재성(케이에이치에스), 오정근(군산대학교)

상하부 수평동요가 다른 수중 조파판의 이중동요 근사해석

김효철(서울대학교), 오정근(군산대학교), 권종오, 류재문(충남대학교), 김재성(케이에이치에스)

파도에서 Flapping Foil을 적용한 Floater의 Surge Motion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심우림, 루페시 쿠마르, 유영재, 김준배, 서병천, 김지영, 신현경(울산대학교)

B1, B2, B3
제2발표장	[3층	301B]		10:50~12:30

좌장: 김광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부 유동 특성 분석을 통한 3차원 생체모방 실린더의 유체력 감소 연구

김효주, 윤현식(부산대학교)

VOF 및 mixture 방법에 따른 복층 유체 내 2차원 수중익에 의한 자유수면의 유동해석 연구

김관우, 백광준, 구원철(인하대학교), 김형록, 조창봉(국방과학연구소)

슬로싱 충격 예측을 위한 입자 기반 다상 유동 시뮬레이션

윤상문, 박종천(부산대학교), Abbas Khayyer(교토대학교)

선미 유동제어 핀의 부착 위치에 따른 선체반류 및 저항성능에 대한 수치적 연구

서성욱, 김건도, 박철수, 김광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창훈(STX조선해양㈜)

덕트 형상 변화에 따른 모형시험용 DP추진기의 성능 분석

송형도, 김영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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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3
제2발표장	[3층	301B]		13:30~15:30

좌장: 박일룡(동의대학교)

Pre-swirl Stator 부착 시 선종에 따른 반류 factor 비교 연구

강진구, 김문찬, 이준형(부산대학교)

자유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경사진 프로펠러의 성능에 관한 연구

장윤호, 백광준, 엄명진, 이순현, 신현우(인하대학교)

균일류 경사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발생 특성 연구

안종우, 박영하, 김기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일룡, 김제인(동의대학교)

파랑 중 침수 깊이에 따른 프로펠러 성능 변화에 대한 수치적 연구

엄명진, 백광준, 장윤호, 김관우, 김동영, 서종수(인하대학교)

압축센싱 기법을 이용한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위치 추정

박민석, 성우제(서울대학교), 이근화(세종대학교)

VLM-FEM 연성기법을 이용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FSI 해석

김지혜, 안병권, 유원선, 이창섭(충남대학교), 김건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B1
제3발표장	[3층	302]		09:00~10:40

좌장: 최정은(부산대학교)

선종별 비대칭 전류고정날개의 최적화 연구

신용진, 김문찬, 신이록, 김현웅(부산대학교)

KVLCC2에 대한 비대칭 전류고정날개 최적화 연구

이기승, 김문찬, 신용진, 강진구(부산대학교)

전류고정날개의 영향을 고려한 실선 성능 확장법 연구

이준형, 김문찬, 신용진, 강진구(부산대학교)

G/T 19톤급 연안어선의 선형최적화

유진원, 김양익, 최정은, 이인원(부산대학교)

층류-난류 천이 모델을 적용한 프로펠러 단독 성능 해석에 관한 CFD 시뮬레이션

김동현, 전규목, 박종천(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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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제3발표장	[3층	302]		10:50~12:30

좌장: 백광준(인하대학교)

수치해석을 통한 ONR Tumblehome의 유효반류비 추정에 관한 연구

이준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성부(동의대학교)

규칙파 중 수직운동을 고려한 KVLCC2의 공칭반류에 대한 수치적 연구

신현우, 백광준, 엄명진, 장윤호, 이주한(인하대학교)

FPSO 선수 플레어 변화에 따른 파랑충격하중 감소를 위한 수치해석 연구

하윤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영길(인하대학교)

운동체 형상변화에 따른 초월공동의 발생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안병권, 박현지, 김지혜, 황대규(충남대학교)

B1, B2, B3
제3발표장	[3층	302]		13:30~15:30

좌장: 안병권(충남대학교)

KVLCC2의 규칙파 중 선회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

김동진, 윤근항, 박종용, 여동진, 김연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형 활주선의 선저경사각 변화에 따른 직진안정성 판별

김동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교격자상에서 수중 운동체에 대한 유체-물체 완전연성해석

고광수, 안형택(울산대학교)

시운전 중 환경 외력이 조종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기범, 양희준, 박형길, 이동연(삼성중공업㈜)

유체동역학적 응답의 3차원 주파수 영역 해석을 위한 랜킨 소오스 방법 개발과 적용

오승훈, 정동호, 조석규, 남보우, 성홍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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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제4발표장	[3층	300]		09:00~10:40

좌장: 김상현(인하대학교)

Faster R-CNN을 이용한 무인선박의 실시간 영상기반 물체인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김희수, 김상현(인하대학교), Evangelos Boulougouris(University of Strathclyde)

수중유도무기의 유도 및 제어에 관한 연구

박종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현규(창원대학교), 안성필(세이프텍리서치)

정적 장애물을 고려한 다수 무인선박의 대형 변화 기법에 대한 연구

전마로, 김상현(인하대학교), David Clelland(University of Strathclyde)

DARPA Suboff 잠수함의 자항상태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

변창용, 김제인, 박일룡(동의대학교), 설한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무인잠수정의 운동 및 제어특성을 고려한 경로계획에 관한 연구

김재학, 김상현(인하대학교), Longbin Tao(University of Strathclyde)

B1, B3
제4발표장	[3층	300]		10:50~12:30

좌장: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선수 사파 중 선박의 부가저항 추정을 위한 단파장 점근식에 관한 연구

양경규, 김범수, 김용환(서울대학교)

유한 수심에서의 부가저항에 대한 수치해석

박동민, 김용환(서울대학교)

주파수영역 랜킨패널법을 이용한 선박의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김범수, 김용환(서울대학교)

해수 유출입 시스템을 적용한 ballast-free 선형의 저항 성능에 관한 연구

이순현, 김상현, 이영길, 백광준, 채순재, 박정호, 김현준, 김인태, 이왕국, 정지웅(인하대학교)

경험식을 이용한 빙편의 사항조건 빙저항 추정법 연구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한동화, 이재빈(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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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제4발표장	[3층	300]		13:30~15:30

좌장: 서대원(㈔한국선급)

OpenFOAM을 이용한 EOM 기반 2차원 수치 파 생성에 관한 파라메트릭 연구

문성호, 이성욱(한국해양대학교), 백광준(인하대학교)

계측장비의 불확도가 시운전 선속-동력성능에 미치는 영향

서대원, 한기민, 김준규, 박현석(㈔한국선급)

독립형 LNG 탱크의 균열에 대한 유출량 예측에 대한 연구

황세윤, 주윤재, 이장현(인하대학교), 오훈규(현대중공업㈜)

오픈폼을 활용한 선박 성능해석 패키지 ESPER 개발

김현식, 정광열, 길재흥(㈜넥스트폼)

천해에서 터렛 계류된 LNG FSRU의 계류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김형준, 한전식, 박정호, 이현호(현대중공업(㈜)

C2, C3
제7발표장	[3층	삼다홀B]		09:00~10:40

좌장: 김국현(동명대학교)

광대역 정규 프로세스에 대한 주파수 영역 피로 해석 기법에 대한 사례 연구

김현진, 장범선(서울대학교 )

개선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해양 구조물용 계류 체인 링크의 면외 굽힘 모멘트 예측

이재빈, 정준모(인하대학교)

적층방향에 따른 CFRP 외팔보의 모달 특성 평가

황장연, 조대승(부산대학교), 김국현(동명대학교), 이경훈, 최태묵(크리에이텍),  

김종훈(코오롱데크컴퍼지트), 신수용(대우조선해양㈜)

잔향수조의 구조-음향 연성에 관한 수치해석 및 실험

박용, 조대승(부산대학교), 김국현(동명대학교), 이종주(국방과학연구소)

확산 반사면을 갖는 실내공간의 음향장 해석

김국현(동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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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제7발표장	[3층	삼다홀B]		10:50~12:30

좌장: 장범선(서울대학교)

JCO 공정 시뮬레이션에 의한 내sour 고Mn강 파이프 구조해석

변정훈, 손정민(부경대학교), 장봉석, 김국진(스틸플라워)

강판의 용접 잔류 응력이 최종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현진, Teguh Muttaqie, Aditya Rio Prabowo, 손정민(부경대학교)

동적 파워 엄빌리컬 케이블의 인장 및 붕괴시험

심천식, 조광희, 이정후, 김민제(목포대학교), 김철민, 채광수, 이재복, 김현웅(LS전선)

유연식 라이저의 내/외압을 반영한 극한강도에 대한 연구

김정두, 장범선, 윤란희(서울대학교)

등가 압력 레이어를 이용한 유연식 라이저의 거동에 관한 연구

윤란희, 장범선, 김정두(서울대학교)

C1, C2
제7발표장	[3층	삼다홀B]		13:30~15:30

좌장: 정준모(인하대학교)

슈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변형에 따른 부식특성 평가

고대환, 신용택(동아대학교)

해양 구조물의 용접 이음부에서의 Mesh-Insensitive 핫 스폿 응력에 관한 연구

리춘보, 정준모, 고범수(인하대학교)

조력발전용 임펠러에 대한 용접 잔류 응력 분석 연구

김지선, 최주형, 김정환(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풍력발전기의 피로하중해석 절차 및 등가피로하중 계산

안현정, 김동주, 신현경(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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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제8발표장	[3층	비지니스센터]		09:00~10:40

좌장: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선박 건조 치수품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권기연(금오공과대학교)

배기가스 세정수 처리를 위한 규조토 필터 적용에 대한 연구

임재호, 김진형, 한국보, 장호길(선보공업㈜)

선체 외판의 정밀한 냉간 성형을 위한 곡률기반 C2 가공량 산출 탄소성 보 모델과 검증을 위한 실험

주윤재, 홍규택, 황세윤, 이장현(인하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경량화 포맷을 사용한 선박 배관재 간섭처리 알고리즘과 VR 적용

장미선, 남종호, 김동함(한국해양대학교)

C1, C2, C3
제8발표장	[3층	비지니스센터]		10:50~12:30

좌장: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2016년 ARAON호의 북극해 실측 데이터의 확률론적 해석과 국부 빙압력 추정

조성록,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극저온 액체 유출에 의한 선급재의 취성 균열 연구

김현수(부산대학교, 대우조선해양㈜), 이유림, 오종호, 이제명(부산대학교)

강구조물에 극저온 액체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유림, 오종호, 레쫑다이, 이제명(부산대학교), 김현수(대우조선해양㈜)

쐐기형 선수의 쇄빙 저항 예측을 위한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Ren Di, 박종천, 김성필, 신희성, 윤상문, 정소명, 지성준(부산대학교)



대
한
조
선
학
회

 5월24일(목) ~ 25일(금) 41

일반세션

C1, C2
제8발표장	[3층	비지니스센터]		13:30~15:30

좌장: 손호철(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FEGate for Ship의 Script를 이용한 하중 생성 및 Combine result의 시수절감

강호석(라온엑스솔루션즈), 손호철(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멤브레인형 LNGC의 온도분포해석

모하메드 샤피쿨, 최태순, 안태현, 송강현(㈔한국선급)

기존 hybrid model을 개량한 Environmental contour line에 대한 연구

최준환, 장범선, 김현진(서울대학교)

FEGate for Ship의 Stool Builder기능을 이용한 Stool 모델링

홍장미, 강호석(라온엑스 솔루션즈), 이동기(에스브이디), 손호철(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명봉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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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날짜
시간 

발표장 1
에메랄드 A

(부영호텔 B2)

발표장 2
에메랄드 B

(부영호텔 B2)

발표장 3
사파이어 A

(부영호텔 B2)

발표장 4
사파이어 B

(부영호텔 B2)

공동워크샵
(ICC 한라홀 3F)

9:00-18:00 학술대회등록	및	방명록작성	(제주	ICC	3F	로비)

9:30-9:50

SESSION A1 (4)
해상교통안전	1
9:30	-	10:50

SESSION B1 (5)
[특별세션]	

해양	수치모형실험	구축	및	
실제	적용	1
9:20	-	11:00

SESSION C1 (4)
선박시스템	1
9:10	-	10:30

SESSION D1 (4)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1
9:20	-	10:50

9:50-10:10

SESSION E1 (5)
해양과학기술과	
국제ㆍ남북협력

(한국항해항만학회)
10:00	-	12:00

10:10-10:30

10:30-10:40 Coffee	Break

10:40-11:00 Coffee	Break

SESSION C2 (4)
선박시스템	2

Coffee	Break

11:00-11:20 SESSION A2 (4)
[특별세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1
11:00	-	12:00

SESSION B2 (4)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1
11:10	-	12:30

SESSION D2 (4)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2
11:00	-	12:20

11:20-11:40

11:40-12:00

12:00-13:00 중		식	(한국항해항만학회	정기이사회)

13:00-13:20
SESSION A3 (5)

[특별세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2
13:00	-	14:15

SESSION B3 (4)
[특별세션]	
S-100

(범용	수로	데이터	모델)	
표준	및	활용	사례	1

SESSION C3 (5)
선박운용	1

13:00	-	14:40

중		식

SESSION E2 (5)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으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한국항해항만학회)
13:00	-	15:10

13:20-13:40

SESSION D3 (4)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3		
13:20	-	14:40

13:40-14:00

14:00-14:20

14:20-14:30 Coffee	Break

14:30-14:50

SESSION A3 (4)
[특별세션]	

선박용	무선측위	기반	안전구조	
지원시스템

SESSION B4 (4)
[특별세션]	S-100

(범용	수로	데이터	모델)
표준	및	활용	사례	2

Coffee	Break

14:50-15:10

SESSION C4 (4)
선박시스템	3

SESSION D4 (4)
[특별세션]

친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양공간	디자인

15:10-15:30

15:30-15:50

15:50-16:10 Coffee	Break

16:10-16:30
한국항해항만학회	시상식

	(우수논문상,	학술발표우수상)

16:30-16:50 장소이동	및	Coffee	Break

16:50-18:40 공동심포지엄	&	개회식	(장소:	제주	ICC	탐라홀	5F)

18:40-20:00 만찬	(장소:	제주	ICC	탐라홀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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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날짜
시간 

발표장 1
에메랄드 A

(부영호텔 B2)

발표장 2
에메랄드 B

(부영호텔 B2)

발표장 3
사파이어 A

(부영호텔 B2)

발표장 4
사파이어 B

(부영호텔 B2)

9:00-18:00 학술대회등록	및	방명록작성	(제주	ICC	3F	로비)

9:10-9:30

SESSION B5 (4)
해상교통안전	2

SESSION C5 (4)
[특별세션]	

해양	수치모형실험	구축	및	
실제	적용	2

SESSION D5 (4)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4

9:30-9:50
SESSION A5 (3)

[특별세션]	
한국형	e-Navigation	1

9:50-10:10

10:10-10:30

10:30-10:40 Coffee	Break

10:40-11:00
SESSION A6 (3)

[특별세션]	
한국형	e-Navigation	2

SESSION B6 (5)
선박운용	2

10:40	-	12:20

SESSION C6 (4)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2

SESSION D6 (4)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5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3:00 중		식

13:00-13:20

SESSION A7 (6)
항만운영

13:00	-	15:00

SESSION B7 (5)
물류	

13:00	-	14:40

SESSION C7 (5)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3
13:00	-	14:40

SESSION D7 (4)
해상교통안전	3

13:20-13:40

13:40-14:00

14:00-14:20

14:20-14:30 Coffee	Break

14:30-14:50 Coffee	Break

SESSION	D8	(3)
해상교통안전	4

14:50-15:10

SESSION B8 (3)
선박운용	3

SESSION C8 (5)
항만인프라

15:10-15:30

15:30-15:50

15:50-16:10

16: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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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목)

A1 : 해상교통안전 1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9:30-10:50

좌장: 문성배(한국해양대학교)

HNS 선박 승무원 Risk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홍경의(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정민기, 이문진, 강원수, 이은방

HNS 선박의 객체지향 항로 설계에 관한 연구

정민기(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이문진, 강원수, 이은방

국내 중파 비컨 R-Mode 활용의 필요성 분석

박상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영훈, 이상헌, 황태현

해상거리표 개선방안 연구 – 국내항 항구간 거리를 중심으로

정해상(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박영수, 유용웅, 이명기, 국승기

A2 : [특별세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1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11:00-12:00

좌장: 이한석(한국해양대학교)

해양분야 신산업으로서 국내 해양헬스케어산업

이성재(고려대학교)

해양치유정책 추진방향 연구

홍장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훈(한국해양대학교), 도근영, 이한석

국내 해양치유관광 현황과 발전전망

최일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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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특별세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2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13:00-14:15

좌장: 도근영(한국해양대학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김충곤(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오지나, 최재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석

최미경(웰캄I&D)

연안지역 해양치유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백상규(㈜해랑기술정책연구소), 어승섭, 금지돈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민구(고려대학교)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윤석준(고려대학교)

A4 : [특별세션] 선박용 무선측위 기반 안전구조 지원시스템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14:30-15:50

좌장: 김원돈(㈜마린테크인)

무선측위 정보를 활용한 승객안전 대피지원 시스템

이상만(㈜마린테크인), 김원돈, 장원석, 이순섭

선박 환경 안전 서비스를 위한 무선복합측위 적용 및 특성 검증

이동현(전자부품연구원), 채승훈, 김명진, 문연국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시 위치인식 기술을 이용한 작업자 안전 지침(안)

이순섭(경상대학교), 유승열

개인위치기반 선박안전구조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장원석(신동디지텍), 문성미, 조석환, 문연국, 김원돈, 이순섭, 문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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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특별세션] 해양 수치모형실험 구축 및 실제 적용 1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9:20-11:00

좌장: 정대득(목포해양대학교)

시화호 유동특성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오유진(㈜항도엔지니어링), 김강민

항내 정온 계산을 위한 BOUSS-2D 모형의 반사특성 검토

하창식(㈜세일종합기술공사), 김탁겸, 김종훈, 유하상

진하해수욕장 침식 및 퇴적변화의 외력특성

김종훈(㈜세일종합기술공사), 이종섭, 정원무, 황성수

낙동강하굿둑 하구 하류역 지형변화 수치모의

김강민(㈜항도엔지니어링), 오유진, 이중우

이안제 배치에 따른 항내로의 파랑전파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김탁겸(㈜세일종합기술공사), 유하상, 이광호

B2 :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1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1:10-12:30

좌장: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韓ㆍ豪 항만구조물 설계기준 비교 - 잔교식 안벽을 중심으로

변기준(포스코건설), 강규원, 한광필

해외 건설사업 지원의 핵심 경쟁력 - 인도 항만시장을 중심으로

박동진(삼성물산)

이라크 알포방파제 설계 및 시공현황

최재천(대우건설), 윤익수, 김상형

엘살바도르 주요 항만의 항만개발 F/S 및 기본계획수립 사례

이지훈(㈜대영엔지니어링), 이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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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특별세션] S-100(범용 수로 데이터 모델) 표준 및 활용 사례 1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3:00-14:20

좌장: 오세웅(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100 표준화 등록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최현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세웅, 강동우

S-100 기반 해저지명 데이터 표준 연구

김혜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세웅, 이정민

S-100 상호운용성 Level 2 적용 및 고찰

강동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세웅, 최현수

ISO 19157 공간정보 품질표준을 활용한 차세대 전자해도 품질 보증 방안

박진영(서울시립대학교), 김기수, 김지윤, 최윤수

B4 : [특별세션] S-100(범용 수로 데이터 모델) 표준 및 활용 사례 2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4:30-15:50

좌장: 김혜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예보정보를 추가한 S-126 해양물리현상

최형구(지오시스템리서치), 한광남, 최원진, 김명원, 오세웅

예보지식 기반 해양기상예보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시스템

이수현(㈜환경과학기술), 안지혜, 조현제, 조성억, 박수현

S-124 표준기반 해사안전정보(MSI) 서비스 기술 개발

오세웅(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강동우, 최현수

3차원 웹 가시화 서비스를 활용한 S-10X 데이터 서비스 구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김이슬(서울시립대학교), 김재명, 김지윤, 최윤수

일반/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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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선박시스템 1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9:10-10:30

좌장: 정중식(목포해양대학교)

유도형 전력선 통신의 전기충전시스템 적용 연구

손경락(한국해양대학교), 정재환, 양승호

나노결정립 합금을 이용한 유도형 결합기의 통신 성능

양승호(한국해양대학교), 정재환, 손경락

연자성체 코어형 결합기의 대전류 전력선통신 적용

정재환(한국해양대학교), 양승호, 손경락

레저보트디자인에서 엔지니어와 협력을 위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한석(한국해양대학교), 류관현, 전슬아, 강영훈

C2 : 선박시스템 2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0:40-12:00

좌장: 임정빈(한국해양대학교)

통합항해시스템(INS) 적용에 필요한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능 연구

김범준(한화시스템)

자율운항선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 메시지 처리 알고리즘 설계

남궁호(목포해양대학교), 정중식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LNG연료추진선박의 HAZID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윤혁(한국해양대학교), Yu-De Shao, 김유택, 정진원, 강호근

해양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시험절차 개발 및 사례연구

김효승(한국해양대학교), 정지은, 심호용, 신일식, 이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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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선박운용 1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3:00-14:40

좌장: 전승환(한국해양대학교)

해양사고 기반 해기사의 행동오류 평가에 관한 기초 연구

임정빈(한국해양대학교), 양형선, 박득진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요약서의 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박초희(목포해양대학교), 강유미, 임정빈

연안해운선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의한 연료절감액 산정

박동우(동명대학교), 양영준

항해용 레이더 펄스변화와 파랑계측의 연관성

양영준(동명대학교), 박동우, 권수연, 이경훈, 이영우

부산항 PORT-MIS에 따른 해상교통조사 기간 검토

유용웅(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C4 : 선박시스템 3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4:50-16:10

좌장: 손경락(한국해양대학교)

해양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성 시험절차를 위한 관련표준 연구

심호용(한국해양대학교), 김효승, 정지은, 신일식, 이서정

해양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시험절차 개발 및 사례연구

정지은(한국해양대학교), 김효승, 심호용, 신일식, 이서정

소음저감형 12인승 로터추진식 비미니탑 에어보트 개발

전승환(한국해양대학교), 남명숙, 정종석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방향

최원진(한국해양대학교), 전승환

일반/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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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1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9:20-10:50

좌장: 안병일(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병재(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초단파무선통신(VHF) KEYING현상 발생과 대응 방안

이승희(제주VTS), 부혜정, 부지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예선 활용 방안

유용선(대산VTS), 박종익, 이동하

관제 음영구역 중기적 안전관리 방안 - CCTV를 활용한 항계 내(內) 음영·위험구역 안전관리 -

김현순(평택VTS), 한송일, 김진희, 설덕인

VTS 관제 구역 내 조류의 영향과 항적 이동에 따른 해양 사고 분석 방법

김주성(목포해양대학교), 정중식, 강승호, 임세욱

D2 :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2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1:00-12:20

좌장: 박영수(한국해양대학교), 정중식(목포해양대학교)

영어교신분석 및 영어구술평가에 관한 고찰

조아영(인천VTS), 박현지, 김영국

해상교통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E-Navigation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 철(완도VTS), 김희성, 김철승, 안 광

VTS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딥러닝 기법 적용

김광일(충북대학교), 김재수, 김재일, 이건명, Sachin Bhardwaj, Khizar Abbas

전자해도의 보안 업데이트를 통한 다중 운용 시스템 관리

이병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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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3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3:20-14:40

좌장: 송재욱(한국해양대학교), 이병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공개 및 형사증거 요건에 관한 고찰

강현환(목포VTS), 김승린, 고영신

VTS에 관한 언론 빅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김성욱(군산VTS), 김효진, 정재용, 정초영

울산항 정박지 위험요소 및 안전개선방안

박명규(울산VTS), 윤경환

해상교통관제 위험도 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박상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수

D4 : [특별세션] 친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양공간 디자인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4:50-16:10

좌장: 송재욱(한국해양대학교)

부산 다대포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보호구역 무인도서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안웅희(한국해양대학교)

어촌지역의 체험시설을 연계한 친수 네트워크 개발 방안

엄민호(한국해양대학교), 안웅희

어촌지역 거점 개발을 통한 유후 해안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

고신채(한국해양대학교), 안웅희

친수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산 바다뱃길 수상관광 구축에 관한 연구

안웅희(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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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A5: [특별세션] 한국형 e-Navigation 1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9:30-10:30

좌장: 유윤자(한국해양대학교)

여객선 화재발생 시 대응가이던스 개발에 관한 연구

김 별(한국해양대학교), 황광일, 정은석, 문성배

16000톤급 여객선 항해 중 탱크변화량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정우리(한국해양대학교), 문성배, 정은석

기계학습기반의 근사모델을 이용한 선박 횡동요 운동특성 예측에 관한 연구

김영롱(한국해양대학교), 박준범, 문성배

A6 : [특별세션] 한국형 e-Navigation 2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10:40-11:40

좌장: 정우리(한국해양대학교)

여객선 안전을 위한 선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현

정희석(이마린주식회사), 심성보, 김철민

여객선 H호 선내이상 알람 발생시 대응가이던스 사례연구

유윤자(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예병덕

SV-20의 사용자 GUI 개발에 대한 연구

최범규(신동디지텍), 김석진,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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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항만운영
제1발표장	[에메랄드	A]		13:00-15:00

좌장: 예병덕(한국해양대학교)

준해양사고 데이터의 실효성에 관한 정량적 고찰

강석용(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노범석

국내 주요항에서의 조석 차이에 관한 연구 - BA와 KR 조석표 비교를 중심으로 -

전재호(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종관, 안영중

주요 항만도시의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천민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선 

IoT 환경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혼잡도 완화방안 연구

이장군(한국해양대학교), 신재영

컨테이너 터미널간 환적화물의 듀얼 사이클 운송에 관한 연구

박형준(한국해양대학교), 신재영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자 만족도 분석

김화영(목포해양대학교), 송주민

B5 : 해상교통안전 2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9:10-10:30

좌장: 김시화(한국해양대학교)

해상교통조사 기반 부산항 접근 해역의 선박 충돌 확률 산출에 관한 연구

이명기(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신대운, 박진수

WAVE 통신 기술을 이용한 소형 선박 충돌예방 로직 구성에 관한 연구

이명기(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신대운, 강원식, 김영두

생체신호를 이용한 도선접안 중 스트레스 발생 요인 분석

신대운(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이명기, 강정구, 이 호

해양사고 심각성별 대피항로 선정 알고리즘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이명기(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신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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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선박운용 2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0:40-12:20

좌장: 장명희(한국해양대학교)

SHS를 이용한 해기사 SRK 행동 측정에 관한 연구

박득진(목포해양대학교), 양형선, 양원재, 임정빈

Deepwater Horizon 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심해 시추선 사고의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

강민승(한국해양대학교), 이강기, 예병덕

임란 후 통신사선의 항로와 항해

김성준(한국해양대학교), 김주식, 김소형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선박부재 누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성준(한국해양대학교)

해운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류영수(현대해양서비스 R&D Center), 장명희

B7 : 물류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3:00-14:40

좌장: 임정빈(한국해양대학교) 

전남지역 해양산업 분석 연구

김화영(목포해양대학교), 김운수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류동근(한국해양대학교), 박흥근

석유물류네트워크의 로버스트 추계적 최적화 모형

김시화(한국해양대학교), 김문주

선원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성 그리고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용존(한국해양대학교), 박은상, 황추용

선원 개인적 특성과 승선근무 및 혼승 특성에 따른 선원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신용존(한국해양대학교), 신용주, 임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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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 선박운용 3
제2발표장	[에메랄드	B]		14:50-15:50

좌장: 문성배(한국해양대학교)

정박 중 준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노범석(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태훈, 강석용

승선을 위해 접근하는 해적선의 조기 피항방법에 관한 연구

김종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윤석

선박 자동화 수준에 따른 필요 해기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안영중(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윤석

C5 : [특별세션] 해양 수치모형실험 구축 및 실제 적용 2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9:10-10:30

좌장: 신승호(KIOST)

수로특성을 갖는 감조하천의 퇴적환경 수치모의

백동진(㈜HDI), 김강민, 정대득

하수 수중방류에 의한 확산영향 예측

송현우(한국해양대학교), 김강민, 이중우

수치모형실험을 활용한 조류발전단지의 후류 특성에 관한 연구

정해창(목포해양대학교), 김부기, 김준호, 양창조

해양파 관측자료에 기반한 유의파고 추정에 관한 고찰

김정석(KIOST), 신승호, 최종수, 홍기용

일반/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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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2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0:40-12:00

좌장: 김상호(중소조선연구원)

고파랑 , 대수심 지역의 방파제(호안) 최신설계사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

이의규(SK건설), 안태준, 이선룡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공사 주요공법 및 시공현황

정형식(대림산업㈜), 이수형

울산항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시공사례

윤기승(㈜한라), 정욱진, 김용균, 홍장호

재해안전항만 구축 연구 - 목포항을 중심으로

권혁주(㈜유신), 정재용

C7 : [특별세션] 항만·해안 설계 및 시공 기술 3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3:00-14:40

좌장: 유하상(㈜세일종합기술공사)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사례

김동욱(항도엔지니어링)

정동진 해변 연안정비사업 설계사례

박원경(대영엔지니어링)

투수 바이오 콘크리트를 사용한 해안침식 저감 방안

오영탁(SBB㈜), 이태형, 강무석, 이중우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례 - 김녕항을 중심으로

강석형(세일종합기술공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설계사례 - 부산항 신항 남컨배후단지 축조공사를 중심으로

고성훈(㈜건일), 송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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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 항만인프라
제3발표장	[사파이어	A]		14:50-16:30

좌장: 류동근(한국해양대학교)

한국 주요 항만 배후단지 효율성 비교 연구

유지원(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ZHENG XUEBIN, 정상원, 박호

Mega Ship 접안이 컨테이너 터미널 체선에 미치는 영향

김남경(한국해양대학교), 신재영

선박의 EO/IR 영상식별을 이용한 연안 감시 체계의 연구

장원석(한화시스템), 정동한, 김주용

고탁도 해역의 온배수 활용을 위한 탁도저감시스템 효과분석

하신영(한국해양대학교), 오 철, 국승기

중탄산이온 농축해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DIC 거동 특성

권성민(한국해양대학교), 김강민, 이중우

D5 :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4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9:10-10:30

좌장: 정재용(목포해양대학교), 정초영(군산대학교)

VTSO 관점에서의 선박 충돌위험도 평가모델(CoRi)를 이용한 소형선박의 충돌위험도 평가·분석

이진석(부산VTS), 김명학, 송재욱

VTS 앱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선박 관제 서비스 강화 방안

이동헌(마산VTS), 안병일, 윤수진

신임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모델 개발

장은규(해양수산연수원), 김정호

AIS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동 선박의 식별에 관한 연구

오재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혜진, 박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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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 [특별세션]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 5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0:40-12:00

좌장: 장은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기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신항의 선박통항안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은(부산신항VTS), 김학열, 손명국

관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VTS 기능의 선별적 제공

김충환(동해VTS), 최시영, 류시량

해상교통관제(VTS)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강권홍(제주VTS), 부지운, 이장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VTS에 관한 연구

명진혁(해경교육원), 박재홍

D7 : 해상교통안전 3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3:00-14:20

좌장: 정재용(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항 등부표 접촉사고 확률산출에 대한 연구

신대운(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국승기, 이명기 

트레일 카메라 및 AIS를 이용한 해양관측부이용 감시시스템의 개발

강용수(㈜씨텍), 왕치록, 황훈규, 강석순, 김헌우

레저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초연구

김태호(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WAVE 적용 중소형 선박 충돌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분석 기초연구

강원식(선박안전기술공단), 이명기,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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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해상교통안전4
제4발표장	[사파이어	B]		14:30-15:30

좌장: 국승기(한국해양대학교)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류동근(한국해양대학교), 류기진, 남형식, 조상호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횡경사 각도 예측 방법 연구

윤동협(중소조선연구원), 박충환, 임남균

Development of Solution for Safety and Optimal Weather Routing of a Ship

Van Minh Nguyen(창원대학교), Thi Thanh Diep Nguyen, Thi Loan Mai,  

Tien Thua Nguyen, Anh Hoa Vo, 서주원, 윤경환,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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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발표장
 시간

제1발표장 (303A호) 제2발표장 (303B호) 제3발표장 (304호)

10:00~12:00
공동워크샵	(장소:	한라홀B	(3층))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협력

12:00~13:00 오	찬

13:00~15:00
[특별세션] 항만지진 1	

(좌장:	원덕희)
[특별세션] 연안이상현상 1	

(좌장:	강태순)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특별세션] 항만지진 2
	(좌장:	원덕희)

[특별세션] 연안이상현상 2	
(좌장:	강태순)

공동워크샵 (장소:	한라홀B	(3층))
지속 가능한 하구역 복원 

16:50~18:40
공동심포지엄 & 개회식 (장소:	탐라홀	(5층))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

18:40~20:00 만	찬	(장소:	탐라홀	(5층))

포스터	전시	(301호	로비)

5월 25일(금)

        발표장
 시간

제1발표장 (303A호) 제2발표장 (303B호) 제3발표장 (304호)

10:00~12:00

설계 및 계측	
(좌장:	신범식)

파랑	
(좌장:	이창훈)

해양환경 1
	(좌장:	윤종주)

공동워크샵 (장소:	한라홀B	(3층))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12:00~13:30 오	찬

13:30~14:30
해양환경 2 
(좌장:	박일흠)

15:20~17:20
공동워크샵	(장소:	한라홀B	(3층))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

포스터	전시	(301호	로비)

* 각 15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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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특별세션] 항만지진 1
제1발표장	[303A호]		13:00~15:00

좌장: 원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해양수산부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운영 및 지진 분석

원덕희, 서지혜, 박우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태민, 우동규(해양수산부)

2. 항만지진 감시 및 전파 체계 자동화시스템 구축

김태민(해양수산부), 이진우(㈜세이프코리아), 우동규(해양수산부)

3. 평택당진항, 대산항, 제주항 지진계측시스템 구축

김기석, 정래철(㈜희송지오텍), 김태민, 우동규(해양수산부), 박우선, 원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수부 지진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

박남희(㈜유엔이), 김태민, 우동규(해양수산부)

5. 포항항 지진피해조사 및 복구 실시설계

김태민, 우동규(해양수산부), 고덕형, 김낙선(㈜한국항만기술단)

6. 항만 및 어항공사 국가건설기준(KDS 64 17 00 내진) 주요내용 고찰

김태민, 우동규(해양수산부), 최충락(평화엔지니어링)

[특별세션] 항만지진 2
제1발표장	[303A호]		15:20~16:50

좌장: 원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지형효과로 인한 지진파 증폭 현상: 2017 포항지진 흥해읍 곡강리 사례

강 항, 김병민, 배성진(울산과학기술원), 김기석(㈜희송지오텍), 조형익(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해저지진계를 이용한 동해 지진관측: 영덕 앞 바다 해저지진

김광희, 강수영(부산대학교)

3. 천수방정식을 사용하여 해저사면사태 수치모의

이창훈, 신혜선(세종대학교)

일정표/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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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연안이상현상 1
제2발표장	[303B호]		13:00~15:00

좌장: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1. 파랑 재분석자료를 활용한 동해안 너울성 파랑 발생특성 연구

정상훈, 박광순, 허기영, 최진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Boussinesq 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투수방파제의 월파 해석: 고립파와 cnoid파 비교

Thanh Thu Huynh, 이창훈(세종대학교), 안석진(㈜지오시스템리서치)

3. 동해안 너울 사고의 특성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황순미, 오형민, 강태순, 남수용(㈜지오시스템리서치)

4. ANN을 이용한 X-band 레이다형 파고계의 너울성 파랑 측정

박재성, 안경모, 오찬영(한동대학교), 조대근(고페르㈜), 안성모(삼성물산㈜)

5. X-band 레이다를 이용한 해운대 해빈류 유속 측정

오찬영, 안경모, 박재성(한동대학교)

6. LSPIV 기법을 이용한 유사벌집구조 파형 발생에 따른 이안류 관측 수리실험

최준우, 노민, 황형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특별세션] 연안이상현상 2
제2발표장	[303B호]		15:20~16:50

좌장: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1. 동해안 고해상도 파랑 예측시스템 및 고파랑 경보시스템 구축

최진용, 박광순, 정상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외해 파랑관측자료 및 기상자료를 이용한 해운대 이안류 예보 시스템

김건형, 윤성범, 조명환, 이건세(한양대학교)

3. 우리나라 외해역에서의 인공위성 바람 자료와 현장 관측 자료와의 비교 연구(2012~2017)

이재혁, 김태림(군산대학교)

4.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현황과 개선방향

강태순, 남수용(㈜지오시스템리서치), 강희영(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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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설계 및 계측
제1발표장	[303A호]		10:00~12:00

좌장: 신범식(가톨릭관동대학교)

1. 저천단 구조물의 제두부 피복재 안정성 실험

배일로, 이동호, 이종인, 정만(전남대학교)

2. 오픈 셀 케이슨의 인터로킹부 구조실험 거동분석

원덕희, 서지혜, 박우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오픈 셀 케이슨 방파제의 수리성능분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이병욱, 박우선, 오상호, 원덕희, 서지혜(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해안선조사 표준 정립 연구

유창일(C3D), 홍도웅, 김대윤(㈜메이텍엔지니어링)

5. UAV 해안측량시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

유창일(부경대학교), 오유상, 최연정(C3D)

6. CFD를 이용한 조류발전용 쉬라우드 유속 변화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이욱재, 한석종, 이상호, 정신택(원광대학교)

파랑 
제2발표장	[303B호]		10:00~12:00

좌장: 이창훈(세종대학교)

1. 경계면 추적기법에 따른 파동장의 자유수면 추적 정도

김탁겸(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욱(㈜오셔닉), 이광호(가톨릭관동대학교),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2. 바닥구동조파기의 성능 연구 : 해석해와 수치해 비교

정재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창훈, Van Khoi Pham(세종대학교)

3. 바람장을 사용한 서해안의 장기 역추산 파랑자료 재현성 비교분석

정원무(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백종대(㈜해안해양기술), 오상호, 김상익(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이상파랑 내습에 따른 안벽에서의 수리현상 고찰

심규태, 김규한, 신주성, 김승한(가톨릭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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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1
제3발표장	[304호]		10:00~12:00

좌장: 윤종주(충남연구원)

1. 기상청 해양 위험기상정보 소개 및 활용

엄현민, 변건영, 유승협, 이호만, 이소영, 김선희, 원효성(기상청)

2. 반응성 피복재료를 이용한 점토질 지반의 투수성 및 저서환경의 개선

김경민, 정일원, 이인철 김경회(부경대학교)

3. 서남해 연안역에서 실조석으로 재현한 해수유동과 해저지형변화

정승명, 박일흠(전남대학교)

4. 2중 월류식 인공리프의 침식저감 효과 연구

홍창배, 김맹진(㈜해안해양기술)

5. 연안 환경 관측 자료의 공간 상관관계 분석

조홍연, 정원무(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해양환경 2
제3발표장	[304호]		13:30~14:30

 좌장 : 박일흠(전남대학교)

1. 2D와 3D 하구 모형 사이 PEA에서 횡방향 유동의 역할

Ngoc Minh Nguyen, 황진환(서울대학교)

2.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의 해양오염퇴적물 모니터링

윤종주, 신우석, 윤영관(충남연구원)

3. 파랑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한 연안 선박의 운항에 미치는 외력 분석

양지관, 김현승(㈜전략해양)

4. 항만의 해양기상 수치예측자료를 이용한 항만해양지수 개발 및 개선

김현승(㈜전략해양), 서광호, 권석재(국립해양조사원), 양지관, 강영승(㈜전략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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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 25일(금)
P01. 대단면 내부 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모듈 연결부 개발

김성원, 홍혜민, 한택희, 윤길림(한국해양과학기술원)

P02. 상치콘크리트 형상에 따른 월파량 비교 실험

김영일(전남대학교), 고광오, 박창범(㈜현대건설), 이종인(전남대학교)

P03. 소축척(대형모형) 수리모형실험이 가능한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 구축

윤재선(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P04. 항공사진을 이용한 해안변화 경향분석 및 원인 분석

김재균, 곽기수(㈜미래해양), 구성욱(㈜도화엔지니어링)

P05. 유공케이슨 유수실 내부 속채움재에 따른 수리특성 비교

김영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종인(전남대학교)

P06. 테트라포드 피복 경사제에 있어 볼록부 구간에서의 피복재 안정중량 할증 범위

김영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종인(전남대학교)

P07. 풍력-조류 복합발전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설계 및 해석

홍혜민, 김성원, 한택희,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P08. 해상 가물막이용 석션기초의 상판이음부 연결특성을 고려한 구조거동 비교

김정수, 정연주, 박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P09.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가이드라인

송지훈, 안익장, 박선중, 류무은(㈜혜인이엔씨)

P10. 지반 모델링 방법에 따른 해상풍력 자켓 지지구조물 내진 성능 분석

김호선, 윤세웅, 장화섭, 김거화(한국선급), 조용우(㈜유신)

P11.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내진해석을 위한 지진가속도 산정 방법에 대한 고찰

윤세웅(한국선급), 곽동엽(한양대학교), 김호선, 장화섭, 곽연민(한국선급)

P12. 3차원 투과성잠제 주변에서 쇄파를 동반한 파-흐름장의 상호작용

배주현(한국해양대학교), 이광호(가톨릭관동대학교), 안성욱,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P13. CFD 모델을 이용한 잠제 설치에 따른 파랑 및 난류 변화 검토

장연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성현, 현상권(㈜전략해양), 도종대, 진재율(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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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기상모델을 활용한 한반도 주요 항로의 해상풍 지속시간 분석

강성필, 박현희, 김현승(㈜전량해양)

P15. 대기모형(WRF)과 파랑모형(SWAN)을 이용한 홍도 북측 선착장 전면 해역의 파랑추산연구

이영복, 김규한(가톨릭관동대학교), 김현동(㈜미래해양), 신범식(가톨릭관동대학교)

P16. 사동항의 장주기파 대책을 위한 수치해석

곽문수(명지전문대학)

P17. 쇄파를 동반한 불규칙파랑하 3차원투과성잠제 주변에서 수면변동 및 내부유속변동의 특성

배주현(한국해양대학교), 이광호(가톨릭관동대학교), 정욱진,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P18. 인공리프의 평면배치 조건이 주변 흐름장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심규태, 김규한, 안종찬, 정건영(가톨릭관동대학교)

P19. 왜도된 연흔모양 매트의 해빈 안정화 효과 수치해석

조주현(㈜혜인이엔씨), 조용준(서울시립대학교)

P20. CFD 다상 유동해석을 활용한 Air Bubble Barrier 차폐효과 분석

김민균, 김효근, 박종헌, 이헌(㈜GS건설), 양기석, 김병규(㈜한국항만기술단)

P21. 경인항 전면 해역의 수리 및 퇴적특성 검토

서희정(㈜혜인이엔씨), 조민상(명지대학교), 서경식(㈜혜인이엔씨), 윤현덕(명지대학교)

P22. 다양한 양빈 공법에 따른 침식 경향 비교분석

김현동(㈜미래해양), 심규태, 박준호(가톨릭관동대학교)

P23. 백령도 콩돌해안의 침퇴적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최진휴, 곽기수(㈜미래해양)

P24. 진하해수욕장의 해빈단면변화

권경환, 박일흠(전남대학교), 김종훈(㈜세일종합기술공사), 이종섭(부경대학교)

P25. OLAFLOW를 이용한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에서 공기흐름과 파동특성에 관한 3차원수치해석

이준형(한국해양대학교), 이광호(가톨릭관동대학교), 배주현, 정익한,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P26. Delft3d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에서의 염분 침투 길이에 관한 연구

김동현, 황진환(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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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국가어항 인근의 해역특성 분석

이기재, 안익장(㈜혜인이엔씨), 문종윤(㈜해양정보기술)

P28. 기후변화의 평균해수면 상승에 의한 장래 해안 침수면적의 변화에 관하여

정병순, 윤석준(㈜해강기술)

P29. 수리실험을 통한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의 발전효율 평가

박민수, 김정수, 정연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0. 수치해석 및 수리실험을 통한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의 스윙변위 비교

박민수, 김정수, 정연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 연안재해 적응 및 대응정책 수립방안 연구

김수민, 강태순, 오형민, 황순미(㈜지오시스템리서치), 정광영(국립해양조사원)

P32. 월파방지를 위한 기립형 방벽 수치해석

원덕희, 서지혜, 이병욱, 박우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P33. 저마루 구조물의 투수계수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이달수, 이기재, 서경식, 박진수(㈜혜인이엔씨)

P34. 전단키를 가지는 인터로킹케이슨의 파력저감효과

송성훈, 박민수, 정연주, 유영준, 황윤국(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5. 해성점토를 이용한 연직차수공(SPSP) 배면채움재의 공학적 특성 분석

서두원, 임대성, 윤상종, 최현석(삼보E&C㈜)

P36. 회파블록 방파제에 작용하는 충격파력에 관한 연구

김인철, 박기철(동서대학교)

P37. 수심변화를 고려하는 분산보정기법 개발

윤재선(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하태민(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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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논문 1편의 시간 : 평균 20분

장소
시간

1발표장
(2층 201A)

2발표장
(2층 201B)

3발표장
(2층 202A)

4발표장
(2층 202B)

5발표장
(2층 203)

한라홀B
(3층)

10:00	-	10:40 공동워크샵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	협력
(10:00-12:00)11:00	-	12:20

A1 유체

좌장:	박종천

B1 구조

좌장:	송창용

D1 공정/안전

좌장:	임영섭

E1 재료

좌장:	한성종

G1 해안/해양

좌장:	이우동

12:20	-	13:20 점	심

13:20	-	15:00
A2 유체

좌장:	이성욱

B2 구조

좌장:	정준모

기획1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좌장:	성홍근
(13:00-15:00)

기획2
초심해역	Oil/Gas	개발용	
Steel	Lazy	Wave	Riser	

설계	엔지니어링	

좌장:	정동호

G2 해안/해양

좌장:	권순철

공동워크샵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항만으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13:00-15:00)

15:00	-	15:10 휴	식

15:10	-	16:50
A3 유체

좌장:	염덕준

C1 설계/건조

좌장:	구본국

F1 계측/제어

좌장:	이종무

기획3
중소조선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선체	자동화	
생산	기술개발

좌장:	권용원

G3 해안/해양

좌장:	김인호

공동워크샵
지속가능한	하구역	복원

(15:20-16:50)

16:50	-	18:40 공동심포지움	및	개회식	(장소:5층	탐라홀)

18:40	-	20:00 만	찬	(장소:	5층	탐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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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장소
시간

1발표장
(2층 201A)

2발표장
(2층 201B)

3발표장
(2층 202A)

4발표장
(2층 202B)

5발표장
(2층 203)

한라홀B
(3층)

09:00	-	10:40
A4 유체

좌장:	박일룡

C2 설계/건조

좌장:	김영훈

B3 구조

좌장:	이탁기

D2 공정/안전

좌장:	정광효

기획4
연안침식	저감시설의	

현장적용

좌장:허동수
공동워크샵

해양신재생에너지
(10:00-12:00)

10:40	-	10:50 휴	식

10:50	-	12:30
A5 유체

좌장:	구원철

C3 설계/건조

좌장:	노명일

B4 구조

좌장:	이승재

F2 계측/제어

좌장:	김진환

H1 해양환경
/해저자원

좌장:	권순철

12:30	-	13:30 점	심 공동워크샵
친환경	선박기술의	
개발동향과	미래전망

좌장:	성홍근

(13:00-15:00)
13:30	-	15:10

A6 유체

좌장:	정세민

C4 설계/건조

좌장:	이경호

G4 해얀/해양

좌장:	이정렬

15:10	-	15:20 휴	식

15:20	-17:20

공동워크샵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

좌장:	윤종성
(15:20-17:20)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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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기획1: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2층	[202A]		13:00-15:00

좌장: 성홍근(KRISO)

기획1-1 다물체 하 FLBT에 작용하는 조류하중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동우, 박병원, 오승훈, 정성준, 정현우, 원영욱,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1-2 FLBT와 벙커링 선박들의 이접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정성준, 정동우, 오승훈, 정현우, 원영욱,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1-3 병렬 배치된 FLBT와 LNGC에 작용하는 조류 하중 특성에 관한 연구

정현우, 정재환, 정동우, 오승훈, 정성준,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1-4 FLBT의 계류 안전성 평가 및 계류 시스템 설계

정성준,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1-5 Ship-to-ship LNG 벙커링을 위한 로딩암 주요 부품의 시험평가 연구

최근철, 김태형, 강태영, 이상수(KOMERI), 기연간(멀티스하이드로),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2 : 초심해역 Oil/Gas 개발용 Steel Lazy Wave Riser 설계 엔지니어링
2층	[202B]		13:20-15:00

좌장: 정동호(KRISO)

기획2-1 내부 유체 밀도 및 부력제 배치의 영향을 고려한 SLWR(Steel Lazy Wave Riser)의 초기 형상 연구

박병원, 권용주, 정재환, 정동호(KRISO)

기획2-2 해양라이저 배치설계를 위한 설계 변수의 동적 영향도 분석

오재원, 정동호, 조수길, 김형우, 민천홍(KRISO)

기획2-3 굽은 형상을 가지는 라이저 주위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

정재환, 남보우, 박병원, 권용주, 정동호(KRISO)

기획2-4 자유롭게 매달린 라이저의 가진방향 거동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권용주, 정재환, 박병원, 정동호(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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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중소조선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선체 자동화 생산 기술개발
2층	[202B]		15:10-16:50

좌장: 권용원(중소조선연구원)

기획3-1 조선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방향

권용원, 김남훈, 정창호(중소조선연구원), 이상진, 권혜인(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기획3-2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시스템의 공정변수와 대응 프로세스 연구

김경수, 정창호(중소조선연구원), 조형찬, 이상진(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최정우(한국정밀기계)

기획3-3 슬라이딩 모드를 이용한 AFP(Auto Fiber Placement)의  정밀 제어 기법 연구

김현우, 김경수, 권용원(중소조선연구원), 윤선희, 김윤혜(하이인텍)

기획3-4 자동적층 AFP head 공정별 시뮬레이터 장치 설계 및 제작

조형찬, 이상진, 권혜인(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김경수, 권용원(중소조선연구원)

기획3-5 이송속도 30m/min 구현을 위한 자동적층 이송부 제조기술 개발

최정규, 조용주, 문일수, 김환(한국정밀기계)

기획3-6 자동적층 시스템의 선체 몰드 구동장치의 구성과 해석

윤선희, 김현득(하이인텍), 김남훈, 권용원(중소조선연구원)

5월 25일(금)

기획4 : 연안침식 저감시설의 현장적용
2층	[203]		09:00-10:40

좌장: 허동수(경상대학교)

기획4-1 해안의 관리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

김인호, 송동섭, 한경자, 김진훈, 이형석, 남정민(강원대학교)

기획4-2 연안역 이동상 지형 변화 수리모형 실험에 대한 고찰

이정렬(성균관대학교), 김진훈, 김인호(강원대학교)

기획4-3 연안침식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3차원 수치모의

허동수, 이우동, 정연명(경상대학교)

기획4-4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Nearshore Sediment Transport

윤현덕, 조민상(명지대학교)

기획4-5 인공산호초 연성구조물의 파고감소 및 연안침식 방지효과에 관한 연구

권순철, 홍성훈, 김태윤(부산대학교), 이광수(㈜한오션), 허동수(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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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A1: 유체
2층	[201A]		11:00	-	12:20

좌장: 박종천(부산대학교)

A1-1 생체 모방형 기술 적용에 따른 상하 비대칭 벌브 타에 대한 수치해석 성능 연구

김명길, 김문찬, 신용진, 강진구(부산대학교)

A1-2 비특이화 간접경계적분방정식방법을 이용한 2차원 수치수조 개발 및 적용

오승훈,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1-3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파랑 중 선박의 자항성능에 관한 연구

김기용, 이영길(인하대학교)

A2: 유체
2층	[201A]		13:20	-	15:00

좌장: 이성욱(한국해양대학교)

A2-4 Type-C LNG 화물창 내부 슬로싱 유동 해석

이정규, 안양준, 김용환(서울대학교), 이시익(현대미포조선),  

박규식, 노명현(POSCO)

A2-5 복수크레인을 활용한 파이프 구조물 설치 작업 수치 해석

서민국, 김남우, 하윤진, 남보우, 성홍근(KRISO)

A2-6 FPSO의 침로안정성 판별을 위한 모형실험기법 개발

박승현, 이승재, 이성욱(한국해양대학교)

A2-7 WMLS법 기반의 오일러리안 무격자 해법을 이용한 2차원 비압축성 열유동 해석

고석원, 정세민(조선대학교)

A2-8 극지해양구조물 성능평가를 위한 스펙트럼 기반 빙하중 생성에 관한 연구

김영식(KRISO, KAIST), 김진하, 강국진(KRISO), 김진환(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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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유체
2층	[201A]		15:10	-	16:50

좌장: 염덕준(군산대학교)

A3-9 해양지중 격리중 해저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의  다중 규모 확산 시뮬레이션

정대성, 정세민(조선대학교)

A3-10 극지용 DP 보조 계류시스템을 위한 격자 기반의 Set point 생성에 관한 초기연구

최솔미(한국해양대학교), 이재용(동의대학교), 이승재(한국해양대학교)

A3-11 다양한 수직방향 무게중심을 고려한 사항 중 탱커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관한 연구

박태출, 이성욱(한국해양대학교), 백광준(인하대학교), 배준영(동주대학교)

A3-12 몰수체 면적 변화에 따른 다목적 부유체의 상하운동 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성재(울산대학교), 구원철, 성우진(인하대학교), 정노택(울산대학교)

A3-13 한국해안환경에 적합한 부유식 마리나 구조물의 형상 최적화 연구

김동민, 허상환, 구원철(인하대학교)

B1: 구조
2층	[201B]		11:00	-	12:20

좌장: 송창용(목포대학교)

B1-1 산란 또는 방사 포텐셜 고려 유무에 따른 시간영역 전선구조해석 비교

김병완, 조석규, 성홍근(KRISO)

B1-2 균열진전해석을 고려한 Type-B Tank의 종부재 간격 최적화

남강수(현대중공업, 인하대학교), 김유일(인하대학교), 김태준, 박윤기(현대중공업)

B1-3 Representative mean position을 적용한 계류 체인의 시간 영역 피로 해석 효율화에 대한 연구

박정문, 김유일(인하대학교)

B1-4 Pipe-Soil-Rock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저 파이프라인의 앵커 충돌 연구

신문범, 박동수, 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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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구조
2층	[201B]		13:20	-	15:00

좌장: 정준모(인하대학교)

B2-5 파랑조건에 따른 직립방파제 구조-지반 시스템의 진동특성 분석

이소영, 응웬콩위, 김정태(부경대학교)

B2-6 코사인 유사도 기반 구조물 손상추정 기법 연구

민천홍, 김형우, 오재원(KRISO) 

B2-7 알루미늄합금 압력용기의 수압 중 거동예측 및 시험결과 분석

김진민, 이승국, 최혁진, 정태환(KSIRO), 이재환(충남대학교)

B2-8 Detecting Loosened Bolts in Girder Connection using Image Processing Approach

Thanh-Canh Huynh, Jae-Hyung Park, Cong-Uy Nguyen, Jeong-Tae Kim(부경대학교)

B2-9 해양기자재의 수중내압성능 시험평가에 관한 고찰

이승국, 최혁진(KRISO)

C1: 설계/건조
2층	[201B]		15:10	-	16:50

좌장: 구본국(창원대학교)

C1-1 20마력급 전기추진 선외기의 동력전달 시스템 설계 및 강도해석에 관한 연구

오경근, 신국환, 문병영(군산대학교)

C1-2 CAE기술을 활용한 ORBIT 밸브 설계

민천홍, 조수길, 오재원, 김형우, 박상현(KRISO)

C1-3 신뢰성기반 설계 최적화를 이용한 주기관 배기 에어 박스 배수탱크의 최소 중량 설계

송창용, 오민환, 홍성기, 박우창, 양정욱(목포대학교) 

C1-4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해양설치 잭업 바지용 리프팅 시스템의 구조 신뢰성 평가

박우창, 양정욱, 박종환, 송창용(목포대학교)

C1-5 작업발판의 고박을 위한 소둔철사 대체 기자재 개발

김호경, 심천식, 송하철, 공만호, 배동섭, 배석근, 김상명, 이금주, 김화수, 홍성기, 배철민(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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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해양공정/안전
2층	[202A]		11:00	-	12:20

좌장: 임영섭(서울대학교)

D1-1 PFP(Modular Solution) 상세설계에 따른 최적화 연구

허태욱(경성전기), 김명환, 조제형(중소조선연구원), 김을년(현대중공업)

D1-2 질소 생산시스템의 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Membrane 모델에 관한 연구

서영균, 한성종, 박창수, 정정열(KRISO), 조맹익(KRISO, KAIST)

D1-3 해양 플랜트 안전계장시스템의 시점별 EPC 업체의 역할

이충현, 이희성, 최재웅(삼성중공업)

D1-4 Economic Analysis of NGL Recovery Processes for Lean Feed 

김춘학, 임영섭(서울대학교)

D1-5 ISO 20815 규정 분석과 해양플랜트 공기 압축시스템의 가용도 추산

서영균, 한성종, 박창수, 강관구, 정정열(KRISO)

E1: 재료
2층	[202B]		11:00	-	12:20

좌장: 한성종(KRISO)

E1-1 Process Pipe 조립 과정의 용접변형에 관한 연구

현충민(포항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 최한석(포항공과대학교), 노지선, 유진선(삼성중공업)

E1-2 저온 환경에서의 초탄성 재료의 거동 특성 분석 및 물성추정에 관한 연구

박병재, 이강수, 기민석, 김현석, 김도엽(KRISO)

E1-3  해양플랜트 품질검사 향상을 위한 API ICP SIRE, SIFE, SIEE 자격취득 체계 및 관련  

Oil Major의 요구 방향

박창수, 서영균, 한성종(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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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해양계측제어
2층	[202A]		15:10	-	16:50

좌장:  이종무(KRISO)

F1-1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수중 선체 표면의 3차원 모자이킹

홍성훈, 김진환(KAIST)

F1-2 심해공학수조 모형시험 무선전원공급을 위한 Battery겸용 Ballasting Weight개발

정재상, 박인보, 김영식, 김진하(KRISO)

F1-3 수중경작업 ROV 운용을 위한 다중센서정보 융합을 통한 수중정밀항법프로그램 개발

김기훈(KRISO)

F1-4 Development of Ray-type hybrid underwater glider with dual-buoyancy engine

Ngoc-Duc Nguyen, Hyeung-sik Choi, seo-kang Kim(한국해양대학교)

F1-5 수중 경작업용 ROV URI-L의 자세유지를 위한 운동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윤석민, 김기훈, 이종무, 김시문, 변성훈(KRISO), 문용선(레드원테크놀로지)

G1: 해안/해양
2층	[203]		11:00	-	12:20

좌장: 이우동(경상대학교)

G1-1 새로운 위치유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운동시험

유영재, 심우림, Rupesh Kumar, 김동주, 신현경(울산대학교)

G1-2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삼발이형 인공어초의 흐름해석

김동하, 윤한삼, 나원배(부경대학교)

G1-3 등부표의 운동 성능향상을 위한 부가물 개발에 관한 연구

손보훈, 정세민(조선대학교)

G1-4 String을 이용한 원형실린더 주위의 수평력 감소에 관한 연구

백동일, 조효제, 이민준, 임재환, 이태경, 김재희(한국해양대학교), 오태원(오션스페이스)

G1-5 복합형 석션기초 지지력 평가 및 실해역 설치 실험 사례

이규열, 김동준, 최재형(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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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해안/해양
2층	[203]		13:20	-	15:00

좌장: 권순철(부산대학교)

G2-6 인공산호초 연성구조물을 이용한 파에너지 저감 및 연안침식 방지효과에 대한 연구

홍성훈, 김태윤(부산대학교), 이수지, 이광수(한오션), 허동수(경상대학교), 권순철(부산대학교)

G2-7 단일 저질 이동한계의 수치모의에 관하여

정연명, 허동수(경상대학교)

G2-8 지진해일 파형에 따른 최대 처오름 높이에 관하여

이우동, 김정욱, 허동수(경상대학교)

G2-9 평형해빈단면 개념을 이용하여 파랑 에너지 유입에 따른 해안선 변동 해석

김태곤, 이정렬(성균관대학교)

G2-10 해안구조물 설치에 따른 단위표사계 내에서의 해안선변화

김인호, 김진훈, 남정민, 이형석(강원대학교)

G3: 해안/해양
2층	[203]		15:10	-	16:50

좌장: 김인호(강원대학교)

G3-11 코랄셀을 이용한 해안침식 완화 방안에 대한 실험연구

홍성훈, 김태윤(부산대학교). 이수지, 이광수(한오션), 허동수(경상대학교), 권순철(부산대학교)

G3-12 포말지형에서 전빈경사와 모래입경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인호, 김진훈, 남정민, 이형석(강원대학교)

G3-13 UAV를 이용한 해변관측 방법의 고찰

남정민, 김진훈, 이형석, 김인호(강원대학교)

G3-14 계절적 파랑변화에 따른 모래이동에 관한 연구

김인호, 김진훈, 남정민, 이형석(강원대학교)

G3-15 잠제 전·후의 파랑 전달율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인호, 김진훈, 남정민, 이형석(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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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A4: 유체
2층	[201A]		09:00	-	10:40

좌장: 박일룡(동의대학교)

A4-14 FPSO 선수부에 발생하는 쇄파충격하중 수치시뮬레이션

하윤진, 남보우, 김경환, 홍사영(KRISO)

A4-15 조류력에 기인한 선박형 해양구조물의 표면 압력분포 특성

정재환, 황성철, 조석규, 정현우, 성홍근(KRISO)

A4-16 풍동을 이용한 선박형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조류하중에 대한 실험적 연구

황성철, 정재환, 조석규, 성홍근, 박인보(KRISO)

A4-17 Experimental Study on Wave Impact under Deck due to Regular Waves

Tien Trung Duong, Gang Nam Lee, Kwang Hyo Jung (Pusan National Univ.)

A4-18 플레어 각도 변화에 따른 청수현상의 유체동역학적 특성 및 압력분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강남, 정광효(부산대학교), 서성부(동의대학교)

A5: 유체
2층	[201A]		10:50	-	12:30

좌장: 구원철(인하대학교)

A5-19 고온 기포의 수중 배출시 열전달에 관한 CFD 시뮬레이션

최재영, 전규목, 박종천(부산대학교)

A5-20 A GPU accelerated SPH approach for validation of tank sloshing

최상열, 이정선, 문성수(한국알테어)

A5-21 황천 시 파랑 중 선박의 저항 및 운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정호, 이영길(인하대학교)

A5-22 수중 조류발전장치의 형상에 따른 운동성능 분석

조철희, 황수진, 조성호(인하대학교)

A5-23 계류식 수중 조류발전장치 최적 계류설계

조철희, 류신현, 문건웅, 박홍재(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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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유체
2층	[201A]		13:30	-	15:10

좌장: 정세민(조선대학교)

A6-24 장방형 부유식 방파제의 폭-흘수 비 변화에 따른 소파성능 연구

이창진, 이영길, 강의하(인하대학교)

A6-25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모형빙의 2차원 위치 추적 기법 적용 

신성윤, 정광효, 박성부(부산대학교), 류권규, 이재용(동의대학교), 이승재(한국해양대학교)

A6-26 추력기-파랑 상호작용을 고려한 케이블 설치선의 시간영역 DP 시뮬레이션

최진우, 유영준, 김철현, 이영범(대우조선해양)

B3: 구조
2층	[202A]		09:00	-	10:40

좌장: 이탁기(경상대학교)

B3-10  Force Variation Monitoring of Axially Loaded Members using Electromechanical Impedance 

Measurement

Ngoc-Loi Dang, Thanh-Canh Huynh, Joo-Young Ryu, Jeong-Tae Kim(부경대학교)

B3-11 극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빙하중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방향에 대한 고찰

유기연, 이탁기(경상대학교)

B3-12 블록 권상 작업 중 슬링 파손에 의한 블록의 지상 충격 해석

김선엽, 안우성, 이탁기(경상대학교)

B3-13 180K 벌크선의 선측 늑골 형상 선정에 대한 연구

안우성, 배태훈(경상대학교), 안형준(성동조선해양), 이탁기(경상대학교)

B3-14 Tension Force Estimation in Cable Structure using Impedance-based Method

류주영, Thanh-Canh Huynh, 김정태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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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구조
2층	[202A]		10:50	-	12:30

좌장: 이승재(한국해양대학교)

B4-15 자켓 해양구조물의 다목적함수 최적설계

김현석, 이강수, 박병재, 김도엽(KRISO)

B4-16 자켓 해양구조물 패널의 위상최적설계와 실험적 검증

이강수, 김현석, 박병재, 김도엽(KRISO)

B4-17 Wave-induced Vibration Response of Offshore Gravity-type Wind Turbine Tower

Cong-Uy Nguyen, So-Young Lee, Thanh-Canh Huynh, Jeong-Tae Kim(부경대학교)

B4-18 해저 파이프라인의 중량물 낙하 충격 시 해저 지반의 영향

박진우, 최한석(포항공과대학교)

B4-19  Up-Scaled Procesure for a Semi-Submersible Platform of a Large Floating Offshore  

Wind Trubine

Pham Thanh Dam, Ji-Young Kim, Jun-Bae Kim, Hyeon-Jeong Ahn,  

Hyun-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C2: 설계/건조
2층	[201B]		09:00	-	10:40

좌장: 김영훈(경남대학교)

C2-6 Parametric Method of Bulbous Bow Generation using Grasshopper

Zhang YongXing, Kim Dong Joon, Samuel, May Thu Zaw(Pukyong National Univ.)

C2-7 ICE CLASS 적용 선박의 Ventilation Fan Room Design 개선안 연구

서석용, 이장현(인하대학교)

C2-8 플랜트 및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배관 및 피팅 형상 정합을 통한 모델 정보 가시화 시스템

이원혁, 이경호, 한영수, 남병욱, 방지원(인하대학교)

C2-9 The influence of meshing strategies on the propeller simulation by CFD

Aldias Bahatmaka, Dong-Joon Kim (Pukyong National Univ.)

C2-10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자켓 설계 및 구조강도 평가 연구

김도엽, 이강수, 김병완, 박병재, 김현석(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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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설계/건조
2층	[201B]		10:50	-	12:30

좌장: 노명일(서울대학교)

C3-10 중소형선 LNG연료추진선의 Engine type선정을 위한 AHP 및 Fuzzy AHP 방법의 비교 연구

송연희, Thandar Aung, 김동준(부경대학교)

C3-11 해양구조물의 설계 검토를 위한 혼합현실 기반의 Design Review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영수, 이경호, 이재준, 이원혁, 김민지(인하대학교)

C3-12 세일요트 조타시스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부품 모듈화 개발 연구

김영훈, 류민규(경남대학교)

C3-13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한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전문기업의 입찰지원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한성종, 정정열, 서영균, 박창수(KRISO), 박범(아주대학교)

C3-14 다양한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양 설치 작업의 동적 거동 해석 시뮬레이션과 모형 시험 결과 비교

배준혁, 차주환, 하솔, 김권옥, 강민태(목포대학교), 성홍근(KRISO)

C4: 설계/건조
2층	[201B]		13:30	-	15:10

좌장: 이경호(인하대학교)

C4-15 이중 크레인선박 리프팅의 동적 하중에 대한 연구:말레이시아 해역 사례 연구

김경수, 최한석 (포항공과대학교)

C4-16 PCF파일 기반 배관 설계 데이터 실시간 AR/VR 생성 방법 연구

이정민, 이경호, 이원혁(인하대학교)

C4-17 국내외 연근해 소형어선의 어선 분류체계별 일반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신승우, 김동준, 송연희(부경대학교)

C4-18 자켓 구조물의 바지 선적 작업 시 동적 거동 해석

강내훈, 최한석(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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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해양공정/안전
2층	[202B]		09:00	-	10:40

좌장: 정광효(부산대학교)

D2-6 천해 가스전을 위한 MEG 주입 파이프라인 및 재생 공정 설계

박기흠, 손영훈, 김현호, 장원진, 서유택(서울대학교)

D2-7 Study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Multi-phase Flow in Globe Valve

Quang Khai Nguyen, Gang Nam Lee, Kwang Hyo Jung(Pusan National Univ.),  

Sung Bu Suh(Dong-Eui University)

D2-8 A Nume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Radiant Heat Shield for Offshore Production Facility

Deok-Young Kim, Gang-Nam Lee, Kwang-Hyo Jung,  

Bong-Ju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D2-9 해양플랜트 개념 설계 단계에서의 화재 폭발 잠재적 위험도 비용 평가 방법론 연구

유원우, 임영섭(서울대학교)

D2-10 플레어 로드 감소를 위한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 방안 연구

정병찬, 임영섭(서울대학교)

D2-11  해양플랜트 FLNG EPCIC 공사 Hook-Up & Commissioning을 위한 Shipyard/Offshore Stage별 

시스템 시운전 Sequence 기법 개발

박창수, 서영균, 한성종(KRISO)

F2: 해양계측제어
2층	[202B]		10:50	-	12:30

좌장: 김진환(KAIST)

F2-6 속도 좌표계에서의 두 선박의 충돌확률 평가

조용훈, 한정욱, 김진환(KAIST), 이필엽(한화시스템)

F2-7 해양 밀도층에서의 방사파 전파 특성 고찰

최하윤, 민은홍(인하대학교), 김형록, 조창봉(국방과학연구소), 백광준, 구원철(인하대학교)

F2-8 모형 프로펠러 소음 측정 데이터의 변조 스펙트럼 분석

변성훈, 박철수(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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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해안/해양
2층	[203]		13:30	-	15:10

좌장: 이정렬(성균관대학교)

G4-16 강우특성 및 우수관망을 고려한 창원시 용원동 침수해석에 관한 연구

김태우(인제대학교), 양현수(세광종합기술단), 윤종성(인제대학교)

G4-17 불투과성 구조물이 설치된 해안대수층에서의 해수 침투와 후퇴에 관한 수리모형실험

이우동, 김성률, 허동수(경상대학교)

G4-18  A Numerical Study of Beach Profile Response due to Energy Dissipation Induced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Anasya Arsita Laksmi, Tae Kon Kim, Jung Lyul Lee (성균관대학교)

G4-19 Motion analysis of moored floater in frequency domain

김민수, 김유일(인하대학교)

G4-20 동해 파랑관측 자료를 활용한 포물선형의 평형해안선 식의 타당성 조사

임창빈, 이정렬(성균관대학교)

H1: 해저자원/환경
2층	[203]		10:50	-	12:30

좌장: 권순철(부산대학교)

H1-1  Analytical Design of An Underwater Tracked Vehicle with An Up-milling Rock Crushing Tool 

Operation for Seabed Application

Mai The Vu, Dae-Hyeng Ji, Hyeung-Sik Choi, Joon-Young Kim(한국해양대학교) 

H1-2  Water Quality Status Classification using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A case study of the 

southern estuarine water ecosystem of Boseong county South Korea

Muhammad Mazhar Iqbal, Muhammad Shoaib, Jung Lyul Lee (성균관대학교)

H1-3  Establishing a flow control strategy to improve water quality in a Gyeong-In Ara-waterway 

by using a theoretical solution

Muhammad Shoaib , Muhammad Mazhar Iqbal, Jung Lyul Lee (성균관대학교)

H1-4  Estimation of trophic state of tropical lakes from catchment population using numerical methods: 

A case study of Winam Gulf of Lake Victoria in Kenya 

Agwandaa Paul, Jung Lyul Lee(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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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특별강연 : 2017년 한국해양학회 평생업적상 수상자
영주A		14:00-14:30

한국해역의 광합성 원생생물 연구 -지나온 길, 나아갈 길-

이원호(군산대학교 교수)

5월 24일(목)

물리해양 (PO-Ⅰ)
영주A		09:45-11:15

좌장: 문재홍(제주대학교)

PO01 북태평양 영역에서 EnKF와 EnOI 기법에 따른 동화 성능 비교

이승태1, 조양기1, 정지훈1, 최병주2, 김영호3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02 황해에서 인공위성 SST datasets의 평가와 3차원 해양순환모델에 각 SST datasets의 동화 효과 비교

권경만1, 최병주2, 이상호3, 박경애4, 김성대5 

(1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3군산대학교 해양학과, 
4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5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PO03 자료동화를 통한 파랑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 검토

현상권1, 김성현1, 최진용2, 박광순2(1부설연구소, ㈜전략해양, 2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PO04 국립해양조사원 해무 관측 및 예측 시스템 소개: 해무예측정보를 중심으로

김영택1, 한정식1 ,허룡1, 김국진2, 한진현2, 김현승3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2㈜유에스티21, 3㈜전략해양)

PO05 Argo 플로트 기반 전지구 해양관측과 예측시스템 구축

강기룡, 조형준, 장필훈, 박종숙, 강현석(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PO06 파랑과 바람장의 시간해상도에 따른 해양의 수직 분포 및 혼합층 깊이 변화 수치 실험

홍지석, 문재홍, 방익찬, 이준호(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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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해양 (PO-Ⅱ) 
영주B		09:45-11:15

좌장: 김성용(한국과학기술원)

PO07 오염물질의 확산에 미치는 해양표층 난류의 영향

김봉관1, 조양기1, 노의근2(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PO08 Elliptical near-inertial surface currents and their decays under geostrophic and ageostrophic flows

김성용(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환경유체실험실)

PO09 고파랑에 의한 안목해안 쇄파대 흐름 분석

임학수, 김동호, 김무종, 이희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10 2013년 여름철 남해 연안수의 저온화 현상

정지훈, 조양기(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O11 해사 채취로 인한 부유사 거동 해석에 관한 연구

김남훈, 황진환, 박형철(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PO12 하구역 내 관측 정점 결정에 관한 연구

김남훈, 황진환, 박형철(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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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해양 (PO-Ⅲ) 
영주A		13:30-15:00

좌장: 박종진(경북대학교)

PO13 A new perspective on origin of the East Sea Intermediate Water: Observations of Argo floats

JongJ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O14 Variability of the East Korea Warm Current due to intrinsic variability and external forcing

최병주1, 조성훈2, 정희석2, 이상호2, 변도성3, 강분순3, 김재민2, 권경만1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학과, 3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PO15  Coastal upwelling intensity and variability of phytoplankton size structure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조영헌1, 신정욱2, 박진구1, 최장근3 

(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조사원, 3University of New Hampshire)

PO16 열속에 따른 동해 순환 특징

김대혁1, 신홍렬1, 김철호2, 김인권1, 변도성3, 강분순3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국립해양조사원)

PO17 동해 중부 연안 여름철 표층 남향류의 경년 변동 특성과 역학

박재형1, 남성현1,2 

(1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연구소)

PO18 동해 연안의 장거리 고주파 레이더(5MHz HF-Radar)로 산출된 표층 유동장 오차 산정

손영태1, 남성현1, 김호균2 

(1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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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해양 (PO-IV) 
영주B		13:30-15:00

좌장: 문일주(제주대학교)

PO19 Observations of the low latitude western boundary currents in the North Pacific Ocean in 2017

이재학1, 신창웅1, 민홍식1, 김동국1, 홍창수1, 백규남1, Fuad Azminuddin1, Cesar Villanoy2, Shaun Dolk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2MSI, Univ. of Philippines, 3AOML, NOAA)

PO20  Eddy-dependent feature of bulk/turbulent latent heat flux in the eddy-rich zone of the Northwestern 

Pacific 2017

강석구1, 랜드웨어(S. Landwehr)2, 김경옥1, 김은진1, 홍창수1, 강현우1, 소재귀1, 오경희1, 박재형3, 

김성중3, 남성현3, 워드(B.Ward)2(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국립아일랜드대(NUIG), 3서울대학교)

PO21 태풍 Bolaven(1215) 경로 주변 파랑 특성 연구

김태림, 이재혁(군산대학교 해양공학과)

PO22  Reliability evaluation of tropical cyclone best track data for pre- and post-satellite era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김문현, 문일주(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PO23 한반도 상륙태풍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고은별, 문일주(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PO24 Storm surge variation and atmospheric condition along the Korean coast

안병웅, 라나리, 박종숙, 강기룡, 강현석(국립기상과학원)

생물해양 (BO-Ⅰ)
이벤트홀		09:15-10:15

좌장: 김충곤(한국해양과학기술원)

BO01 Characteristics of pectin-like polysaccharide extracted from marine algae

이경아1,2, 박건후1, 이수진1, 고지연1, 정윤식1, 박아름이1, 이연지1, 강도형1,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부,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생물학과)

BO02  Combination effect of micronutrients on growth of cyanobacteria, Arthrospira (Spirulina) maxima 

using a ratio of inorganic components of Jeju magma seawater

이원규, 유용균, 양현성, 김태호, 최우석, 강도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BO03 Seaweed Solution and Carbon Zero Seaweed Town (CØST) with ANAMAM

정익교1, 이진애2(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

BO04 용암해수의 골관절염 치유효능 연구

김충곤, 최재호, 오지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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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해양 (BO-Ⅱ)
이벤트홀		10:30-11:30

좌장: 박명길(전남대학교)

BO05  동해해역에서 2016년과 2017년 봄철 강한 저기압 통과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및 식물플랑크톤  

대발생/미발생 비교

백승호1, 이민지1, 김윤배2, 박찬홍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BO06  Remote quantificat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occurring in the East Sea using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노재훈, 김원국, 손승현, 안재현, 박영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BO07 HPLC와 형광법으로 측정한 남해 하계와 추계의 chlorophyll 자료 비교

전미해, 박미옥(부경대학교 해양학과)

BO08  The brown tide algae, Aureococcus anophagefferens and Aureoumbra lagunensis (Pelagophyceae), 

allelopathically inhibit the growth of competing microalgae during harmful algal blooms

강윤자1,2, 크리스토퍼 고블러2(1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2스토니브룩대학교 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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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해양 (BO-Ⅲ)
이벤트홀		13:30-15:00

좌장: 신현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O09 Is there a halophilic clade of eukaryotes?

진수환, 최재호, 박종수(경북대학교 해양학과)

BO10 설사성 패류독을 생성하는 해양와편모류 Dinophysis acuminata complex (Dinophyta)의 분류학적 재검토

박정하1, 김미란2, 정해진3, 박명길1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BO11 2017년 하계 남해안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와편모조류 Alexandrium affine 적조발생양상

임영균1,2, 백승호1, 이민지1, 최근형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O12  Tracking mass transformation from Alexandrium tamarense cysts to mussel toxicity from the 

eastern coast of Geoje Island, Korea

김영옥1, 최정민1, 백승호2, 이민지2, 전중균3, Arakawa Osamu4, Takatani Tomohiro4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3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4나가사키대학 수산학부)

BO13  Seasonal dynamics of the toxic benthic dinoflagellates Ostreopsis spp. in temperate Korean 

coastal sites, with special emphasis on phagotrophy

이보라, 박명길(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O14 해양 기생성 원생생물 Parvilucifera infectans의 생존, 발달 및 감염능력에 대한 장기간 보관효과

전부성, 박명길(전남대학교 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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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해양 (GO-Ⅰ)
백록A		09:45-11:15

좌장: 이상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GO01  Mass-wasting processes along the margins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insights from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and multibeam echosounder data

Senay Horozal1, Jang-Jun Bahk1, Deniz Cukur2, Sang Hoon Lee3, Roger Urgeles4,  

Gil-Young Kim2, Seong-Pil Kim2, Byong-Jae Ryu2, Jin-Ho Kim2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3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4Institut de Ciències del Mar (CSIC), 

Barcelona, Spain)

GO02  Correlation between slope failures and downslope mass-transport deposits along the western 

margin of Ulleung Basin, East Sea (Japan Sea)

이상훈1, 박장준2, 김한준1, 주형태1, 전형구1, 엄인권3, 유동근3, D.Cukur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충남대학교,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GO03  Danger under the sea; seismic and bathymetric imaging of giant submarine landslides along 

the northeastern continental margin of Korean Peninsula in the East Sea

Deniz Cukur1, In-Kwon Um1, Jong-Hwa Chun1, Jang Jung Bahk2, Senay Horozal2,  

So-Ra Kim1, Yuri Kim1, Gee-Soo Kong1, Seong-Pil Kim3 

(1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34132, Republic of Korea)

GO04  Seismic stratigraphy and depositional history of a submarine canyon in the northwestern 

slope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박용준1, 김지현1, 강년건2, 이보연2, 유동근1,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유자원공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GO05 동해 영일만에 발달된 음향공백대에서 해저면 환경 모니터링

천종화, 김유리, 엄인권, 강동효, 정순홍, 김정기(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GO06 의사 3차원 고해상 탄성파탐사의 현장적용 사례

김영준1, 구남형2, 정순홍3, 김정기1, 천종화1, 김찬수4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선건조사업단,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략기술연구본부, 4㈜지오뷰 기술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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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해양 (GO-Ⅱ)
백록A		13:30-15:00

좌장: 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

GO07 Can the effective density of cohesive sediment be estimated using shape factors of LISST-Holo?

최선민, 서준영, 하호경, 이관홍(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GO08 한반도 황해 연안의 부유퇴적물의 특성이 원격탐사 반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득재1,2 , 민지은3, 유주형1,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융합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3미국 항공우주국 Ames Research Center Earth Science Division)

GO09 홀로세 해수면 상승에 따른 낙동강 하구역의 퇴적환경 변화

정은지1,2, 우한준1(1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2충남대학교 해양학과)

GO10 Dansgaard-Oeschger varia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surface temperature

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

GO11  Paleohydrology and paleovegetation during the Holocene and the Last Interglacial in the 

Mississippi River Basin, North America

서연지1, Aaron F. Diefendorf2, 주세종1, 현상민3, Erika J. Freimuth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2신시내티 대학교, 지질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GO12 인도양 뱅갈 해저 선상지 해저 제방 저탁류 퇴적층의 층후와 입도 변화의 의미

박장준1, 엄인권2(1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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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해양 (CO-Ⅰ)
백록B		09:45-11:15

좌장: 김태훈(제주대학교)

CO01  Anthropogenic nitrogen as a driver of interannual variability of primary production in the 

marginal seas of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고영호1, 이기택1, 박경애2(1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CO02  Increase in biological productivity slows down ocean acidification in the marginal seas of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김자명1, 이기택1, 한인성2(1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CO03 Anthropogenic Nitrogen Abundance in the Northwest Pacific Marginal Seas

문지영, 이기택(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CO04 Long-term temporal variation in coccolithophore abundance in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윤주은, 김일남, 김성수(인천대학교 해양학과)

CO05 Increase in anthropogenic mercury in marginal sea sediments of the Northwest Pacific Ocean

김하련1,2, 이기택1, 임동일3, 남승일4, 한승희5, 김지훈6, 이은일7, 김혜선2, 김주희2, 양동우2 

(1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2국립해양생물자원관, 3남해해양연구소, 4극지연구소,  
5광주과기원 지구환경공학부, 6과학기술대학, 7국립해양조사원)

CO06  The effect of near-bottom hypoxia on microbial community dynamics in the Jinhae Bay, based 

on 2016 survey

이지영1,2, 김일남1, 임재현3 

(1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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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물리해양 (PO-Ⅴ)   
영주A		09:15-10:15

좌장: 김철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25 CMIP5 모형 간 동아시아 연근해 표층수온의 근미래 전망 모사의 다양성 이해

이동원, 예상욱(한양대학교)

PO26  Evaluation of mixed layer depth in the northern Indian Ocean simulated by CMIP5 climate 

models

Muhammad Yusuf Musabbiq1,2, 장찬주1,2, 김민우1, 김철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 해양융합과학과)

PO27 Re-initiation of bottom water formation in the East Sea (Japan Sea) in a warming world

윤승태1, 장경일2, 남성현3, 노태근4, 강동진4, 이동섭5, 박경애3, 김경렬6 

(1극지연구소, 2지오시스템리서치, 3서울대학교, 4한국해양과학기술원, 5부산대학교, 6광주과학기술원)

PO28 Evaluation of Downscaling Ability in One-way Nested Using Ocean Regional Circulation Models

Van Sy Pham1, 황진환1, 최성은1(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물리해양 (PO-Ⅵ) 
영주A		10:30-11:45	

좌장 : 김성중(극지연구소)

PO29 해양순환이 최근 남극 해빙 증가에 미치는 영향

김성중, 임창규, 김주홍, 김백민, 전상윤(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PO30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에서 나타나는 해수면높이-엽록소 상호관계의 계절 변동성

송하준(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PO31 Dotson Ice Shelf 에서 heat transport와 glacial melting 에 관한 연구

양희원1,2, 김태완1, 김영기1, 이상훈1(1극지연구소,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O32 척치해에서 관측된 지형로스비파의 생성원인과 변동특성

구아영1, 박재훈1, Koji Shimada2, 조경호3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2일본동경해양대학교 해양과학과,3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극지연구소)

PO33  Biogeophysical feedback of phytoplankton on the Arctic climate:  

Impact of nonlinear rectification of interactive chlorophyll variability in the present day climate

임형규1, 국종성1, 박종연2,3(1포항공과대학교, 2Princeton University, 3NOAA/G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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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해양 (BO-Ⅳ)
이벤트홀		09:15-10:30

좌장: 김세주(한국생명공학연구원)

BO15  Population genetic differentiation of deep-sea vent invertebrates Austinograea alayseae and 

Eochionelasmus ohtai in the Southwest Pacific Ocean

김세주1, 이원경2, Cindy Lee Van Dover3, 주세종2,4 

(1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교정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3Duke University, 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생물학)

BO16 Application of molecular phylogenetic tools in monstrilloid taxonomy

전동구1, 이원철1, 서호영2(1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2전남대학교 환경해양학과)

BO17  Seasonal abundance of mairne tardigrades inhabiting the acorn barnacle at a rocky intertidal 

zone, Kunsan, western coast of Korea.

최유나1, 정현경2, 김형섭1, 조수근1(1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2국립해양생물자원관)

BO18  Resource partitioning of three copepod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revealed by stable 

isotope analysis

임동훈1, 김승규2, 서해립3(1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인천대학교 해양학과, 3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O19 척치해 북부해역의 해빙분포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광화학 효율 연구

고은호1,2, 박지수1,2, 정진영2, 이영주2, 강성호2(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극지연구소)

생물해양 (BO-Ⅴ)
이벤트홀		10:45-12:00

좌장: 최근형(충남대학교)

BO20 범고래의 사냥파(hunting wave)에 대한 역학적 이해

유호정1, 황진환1, 박용성2(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던디대학교 토목공학과)

BO21 극지어류의 적응기작과 유용 유전자원의 활용

김진형, 김일찬, 이준혁, 박현(극지연구소)

BO22 어류의 해양 온난화 적응 바이오마커 연구

유태우(APEC Climate Center)

BO23 하구에서 어류의 서식처 이용에 대한 하굿둑의 영향

홍지민1,2, 황선완2, 최근형1 

(1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환경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O24  Depth dependent trends in walleye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body size:  

the importance of vertical structure of water colum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Sea

정해근, 박주면, 박종원, 이충일(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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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해양 (CO-Ⅱ) 
백록B		10:30-11:45

좌장: 함도식(부산대학교)

CO07  완도군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전복양식장의 표층 퇴적물 내 유기물 농도 분포 및 퇴적물 

-수층 경계면 물질순환

심보람, 김형철, 홍석진, 윤상필, 김정배, 정래홍, 이원찬, 박성은, 강성찬,  

김선영, 김진호, 정우성, 김청숙(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CO08 반소수성유기오염물질에 적합한 수동형채집기(Passive sampler) 개발

장유리1, 정해진1, 정다영1, 이효진2, 김기범1,2 

(1경상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2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CO09 어류·굴·우렁쉥이·해삼 혼합양식장 별 서식환경 특성

강성찬, 김형철, 홍석진, 윤상필, 정래홍, 이원찬, 김청숙, 심보람, 정우성, 김진호, 김선영, 박소현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CO10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영양염 자료 품질 현황 및 향상방안

노태근1, 강현우1, 손푸르나1, 강동진1, 최상화1, 송태윤2(1한국해양과학기술원,2㈜환경과학기술)

CO11 오픈사이언스와 해양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로써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방안

송태윤1, 김우람1, 김미리내1, 이지윤1, 이윤균1, 노태근2(1㈜환경과학기술,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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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SA-Ⅰ) The Marine Global Earth Observatory (MarineGEO) 국제공동프로그램 기획 
500호		09:00-10:00

좌장: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

SA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articipating the Marine Global Earth Observatory (MarineGEO) 

project and its fundamental application in Jeju

Hyun-Sung Yang, Do-Hyung Kang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enter for Research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SA02 MarineGEO - Hong Kong: Towards and understanding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David M. Baker(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03  Survey of Sub-tidal Rocky Bottom Mega Benthic Fauna and Flora in Jeju Island Using 

Underwater Camera Image Analysis Technique

이혜미, 최광식, 조영관, 홍현기, 신종섭, 김정화(제주대학교 해양의생명과학부)

SA04 Assessing coral reef health in Okinawa, Japan

James Davis Reimer1,2, Joseph Dibattista3,4, Piera Biondi1, Giovanni Masucci1,  

Yuki Shimabukuro1, Hin Boo Wee1, Michael Stat3,5, Michael Bunce3 

(1University of the Ryukyus, Okinawa, Japan, 2Tropical Biospher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the Ryukyus, Okinawa, Japan, 3Curtin University, Perth, Australia,  
4Australian Museum, Sydney, Australia, 5Macquarie University,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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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Ⅱ) The Marine Global Earth Observatory (MarineGEO) 국제공동프로그램 기획
500호		10:15-11:30

좌장: 최광식(제주대학교)

SA05  A Comparative Study on Marine Natural Products Isolated from the Marine Invertebrates of 

Tropical and Korean Water

Yeon-Ju Lee(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SA06 Environmental issues in Jeju waters

유신재, 이태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SA07  Temporal and spatial impacts of disturbance on kelp Ecklonia cava community succession in 

Jeju Island, Korea

Sangil Kim1, Suk Hyun Youn1, Hyun-Ju Oh1, Sang Rul Park2 

(1Ocean & Climate Ec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Estuarine & Coastal Ecology Laboratory,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SA08 The study of characteristics of meiofaunal communities in Jeju Island

강태욱, 신아영, 오제혁, 김동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SA09 동중국해 수온 및 생산성 변화 연구

손영백, 이태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실)

(SB) 국제기구 활동 정보제공을 위한 KOC 특별세션
백록B		13:30-15:00

좌장: 정회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학회 프로그램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108

(SC) 해양수산R&D 사업 기획연구 발표
500호		13:30-15:00

좌장: 박준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SC01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변동 예측기술개발사업 기획 : 연구개발 주제 및 기획 진행 소개

이성미1, 권재일2, 최정민1, 서경석1(1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SC02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변동 예측기술개발 사업 기획 : 현황분석과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권재일1, 이성미2, 박준용1, 이종국3, 최병주4, 허기영1, 정진용1, 백승재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아주대학교, 4전남대학교)

토론 및 회의

SC03 해양 기후변화 대응 영향평가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 사업 기획연구

김상준(㈜에스제이전략연구소)

토론 및 회의

  

5월 25일(금)

(SD-Ⅰ) KOEM 10년, 해양환경보전 주요활동 및 성과
영주B		10:00-10:45

좌장: 최진용(해양환경공단)

SD01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현황 및 해양수질 개선

박미옥, 박준건, 이용우, 팽우현, 선철인, 김성길(해양환경공단)

SD02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발전방향

고병설, 김영남, 여정원, 우승, 배호진, 전진영(해양환경공단)

SD03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전망

송종석, 이숙희(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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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Ⅱ) KOEM 10년, 해양환경보전 주요활동 및 성과
영주B		10:45-11:30

좌장 : 김성수(해양환경공단)

SD04 해양보호구역 질적관리 도약

이수정, 장태철, 안정현, 유세종(해양환경공단)

SD05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개선 및 효과

김용옥, 서우락, 이승한, 곽은정, 김윤아, 이승준(해양환경공단)

SD06 사전예방적 해파리 폴립관리 현황과 전망

이구성, 김선우, 송호정, 고병설(해양환경공단)

(SE-Ⅰ) 해양교란유해생물 관리기술
백록A		09:30-10:30

좌장: 김광용(전남대학교)

SE01 해양교란유해생물의 관리기술 소개

김광용(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SE02 빠르고 정확한 플랑크톤 정량화 방법

김광용, 김혜미, 이현관(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SE03 해양교란유해생물 조기탐지를 위한 발생단계 특이적 바이오마커 발굴

이현관1, 오주성2, 이성권2, 민주희1, 김혜미1, 김광용1, 박춘구2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SE04 Development of a PCR-free marine micro-eukaryotic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ology

조지훈1,3, 이현관2,3, 김근용2,3, 민주희2,3, 이진교2,3, 이성권1,3, 김광용2,3, 박춘구1,3 

(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2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3 전남대학교 해양교란유해생물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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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Ⅱ) 해양교란유해생물 관리기술
백록A		10:45-11:45

좌장: 김광용(전남대학교)

SE05 빅데이터 기반 교란유해종 발생확률 예측모형 개발

백장선1, 김광용2, 김태경1, 최일수1(1전남대학교 통계학과,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SE06 천적 및 경쟁생물을 이용한 유독·유해 플랑크톤 제어기술 개발

박재연1, 정해진2, 윤은영1, 문승주1,3, 노정래3 

(1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환경자원융합센터,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SE07 기생생물을 이용한 생물방제제 개발기술 현황과 전망

박명길1, 전부성1, 김선주2(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부경대학교 해양학과)

SE08  The management plan of marine harmful benthic species based on the prediction of  

suitable habitats

Donggun Kim1,2, Juun Park2,3, Minkyung Kim2,3, Taejoong Yoon3, Sook Shin2,3 

(1Smith Liberal Arts College, 2Department of Life Science,  
3Institute of Marine Life Resources, Sahmyook University, Seoul 01795,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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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Ⅰ) PICES-2018 젊은과학자 선발
500호		09:00-10:15

좌장: 유신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01 A temperature-dependent growth equation of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larvae

고성길, 이경환, 정석근(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기획02 Biomass and distribution of green tide-forming macroalgae, Ulva species in Jeju Island, Korea

Henry Hyeonmok Ko1, Eun Ran Baek2, Sang Rul Park3

(1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 Seogwipo 63644, Republic of Korea 
2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Yeosu-si 59780, Republic of Korea 
3Estuarine & Coastal Laboratory,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3243, Republic of Korea)

기획03 Long-term influence of the Three Gorges Dam in the East China Sea ecosystem

공은진1,2, 유신재1,2, 장찬주1,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기획04 Interannual Variation in Sinking Particle Flux in the East Sea in Relation with Climate Variability

Minkyoung Kim1, Young-Il Kim2, Ki Young Choi2, Chang Joon Kim2,  

Ji-Eun Park3, Kyung-Ae Park3, and Jeomshik Hwang1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East Sea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Uljin, Korea, 
3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기획05  Microbi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t’s implication to trophic balance in a temperate 

coastal ecosystem (Gyeonggi Bay, Yellow Sea)

김보미나, 안성욱, 현정호(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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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Ⅱ) PICES-2018 젊은과학자 선발
500호		10:30-11:45

좌장: 유신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06  Comparison of nematode assemblages assciated with Sargassum muticum in its native range 

in South Korea and as an invasive speceis in the English Channel

Hyeong-Gi Kim1,3, Lawrence E hawkins1, Jasmin A. Godbold1, Chul-Woong OH2,  

Hyun Soo Rho3 and Stephen J Hawkins1,4

(1Ocean and Earth Science,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Southampton, University of 

Southampton, Southampton SO14 3ZH, United Kingdom,  
2Department of Marine Biology,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 Korea, 48513, 
3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Gyeongbuk, R. Korea, 36315,  
4Marine Biological Association of the UK, The Laboratory, Citadel Hill, Plymouth, PL1 2PB 

United Kingdom)

기획07  Observations on internal wave modulations under varying mesoscale variability for 18 years 

from 2000 to 2017 off the east coast Korea

Suyun Noh, SungHyun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기획08 Influence of the Improved Ocean Mixed Layer Process in the Earth System Model

옥혜진1, 노의근1, 김영호2(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09 Simulation-based yield-per-recruit analysis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n the Korea Strait

이경환, 고성길, 정석근(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대학)

기획10 Near-inertial waves advected by the Kuroshio from observation and simulation

전찬형1, 박재훈1, Hirohiko Nakamura2, Ayako Nishina2, Xiao-Hua Zhu3, 김동국4, 민홍식4,  

강석구4, 나한나5, Naoki Hirose6 

(1인하대학교, 2일본 가고시마대학교, 3중국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 4한국해양과학기술원,  
5서울대학교, 6큐슈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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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Ⅲ) PICES-2018 젊은과학자 선발
500호	16:00-17:00

좌장: 유신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11  A sudden switch from upwelling to downwelling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due 

to the passage of two typhoons

채정엽1, 김평중2, 최영석1, 전찬형1, 강석구3, 박재훈4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생물공학과, 2전략해양,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4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기획12 The Scaling of the Mixed Layer Depth under Surface Heating by Using LES

최연주, 노의근(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기획13  Future changes in the sea surface wind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projected by regional 

climate models

최원근1, 장찬주1,2, 신호정3, 김철호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3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기획14  Variation and Interaction of the Upper and Intermediate zonal Currents Observed in the 

Tropical Northwest Pacific Ocean

후아드, 전동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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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심사위원

물 리	 최병주(전남대학교),	남성현(서울대학교)

생 물	 김태원(인하대학교),	유옥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 질	 하호경(인하대학교),	천종화(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 학	 김승규(인천대학교),	김태훈(제주대학교)

물 리

PP01 Extreme and abrupt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and their fisheries impacts in the Korea waters

한인성, 김주연,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PP02 HF-radar 관측자료 기반 단기예측기법 연구

권효근1, 장태현1, 김영식1, 권준호1, 임은표2 

(1K-water 시화조력관리단, 2㈜세광종합기술단 환경해양사업본부)

PP03 LKB 풍속 연직 변환식을 이용한 이어도 해역의 대기 역학 표면 거칠기 높이 추산

변도성1, 이주영1, 김효원1, 이은일1, 박경애2, 우혜진2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P04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seawater temperature around the submerged intake and 

discharge structures of the Shin-Kori and Shin-Wolsong Nuclear Power Plants during summer 

and fall, 2017

류재웅1, 이숙경1, 최휴창1, 배재석1, 엄호식2(1한국수력원자력㈜, 2㈜지오시스템리서치)

PP05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의 구성 지표와 인자의 개선

정광영1, 이은일1, 강태순2, 박성진2, 오형민2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지오시스템리서치)

PP06  HF해양레이더의 원시관측자료로부터 해류 속도 추출 과정 연구  

(1. 원시관측자료로부터 Range-Doppler Map (RDM) 생성까지)

김정훈, 이지혜, 노희선, 안지은, 이철환, 장병선, 홍순철(㈜에스이티시스템)

PP07 연직 일차원 표영-저서 생태계 모형을 이용한 통영해역의 하위생태계 계절변동성

강현우, 서옥희, 구본화, 소재귀(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08 Introduction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y System (KOOS)

허기영, 박광순, 권재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PP09 인천항 인근해역의 해무발생과 조간대 관계

허룡1, 김준식1, 김영택1, 강영승2, 김현승2, 김국진3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2㈜전략해양, 3㈜유에스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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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  Seasonal characteristics of eddy kinetic energy in the East/Japan Sea from 25-year satellite 

altimetry data

Byungho Lim1, Chang-Woo Cho1, Tae-Wan Kim2, and Chang-Soo Kim3 

(1GeoSystem Research Co., 2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3Sekwang Engineering Consultants Co.)

PP11 2016-2017년 서북극해의 여름철 해수 특성 관측

김수빈1,2, 조경호1, 박태욱1, 최영석2, 요시자와에리1 

(1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 2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PP12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ing of standard SVP Lagrangian drifters and quasi-

Lagrangian drifters with a thermistor string

Byungho Lim, Kyung-Il Chang, and Sung-Jun Kim 

(GeoSystem Research Corporation, Gunpo-si, Gyeonggi-do,15807, Korea)

PP13  Western Korea Coastal Current observed by High Frequency Ocean Radar Network in summer 

2016 and 2017

Sang-Ho Lee, Seung Sam Choi, Moon-Jin Kim and Jae Yeob Kim 

(Dept. of Oceanography, Graduate School,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PP14 2017년 7월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해역의 해무발생과 용승 관계

김영택1, 김국진2, 한인성3, 김영남4 

(1국립해양조사원, 2㈜유에스티21, 3국립수산과학원, 4부산지방기상청)

PP15 해무발생과 황해 표층수온과의 상관관계 분석

문광석1, 강영승1, 조성훈1, 김현승1, 김창신2(1㈜전략해양, 2국립수산과학원)

PP16 독도 연안의 해수 유동 특성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PP17 천해 ARGO 플로트 관측 결과

조형준, 박종숙, 강기룡, 강현석(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PP18 국립해양조사원 해류모식도 중등교과서 게재

강분순1, 변도성1, 김호균1, 이은일1, 박경애2, 최병주3, 박지은2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3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P19 동아시아 지역해의 표층수온과 수송량 과거 및 미래 변화 모의 연구

김철호, 장찬주, 김민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20 남동해안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안개 발생 특성과 시범 예측 결과

김영남1, 이희서1, 한인성2, 김영택3, 김강하1(1기상청, 2국립수산과학원, 3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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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 한반도 주변해 정기항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희동1, 최희찬1, 김상우1, 한인성1, 이용화1, 이상욱2(1국립수산과학원, 2㈜오트로닉스)

PP22 장강 유출량 변화가 동중국해 하위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옥희, 강현우, 소재귀, 장찬주, 구본화(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23 남해 인근 18년 수온 및 기온 변화와 해무 발생

김영택1, 박지혜1, 김영남2, 한인성3, 김국진4, 한진현4, 김현승5, 김민하5 

(1국립해양조사원, 2부산지방기상청, 3국립수산과학원, 4㈜유에스티21, 5㈜전략해양) 

PP24 Wave Glider와 위성에서 관측된 태풍 탈림(Talim)에 의한 표층해양환경 변화 연구

손영백1, 모태준1,정섬규1,조진형1,김대현2,오현주3,황재동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오션테크㈜, 3국립수산과학원)

PP25 겨울철 동아시아 제트 강도와 해수면 온도 구조의 상관성 분석

송세용, 예상욱(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PP26 해빙 형성과 이동으로 인한 황해북부 염분 분포 변화

명성관1, 정영주3, 최병주1, 권경만2, 김창신4, 김지하1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군산대학교 해양학과, 4국립수산과학원)

PP27 고해상도 제주연안모델의 구축과 활용

차상철1, 문재홍1, 김태훈1, 이태희2 

(1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실)

PP28 해수면고도편차자료를 이용한 연직수온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개발

백유현1, 문일주1, 정주용2, 모희숙3 

(1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2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3한국전자통신연구원)

PP29 열대저기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혜지1, 문일주1, 강남영2(1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2기상청 국가태풍센터)

PP30 동해 심층수 형성과 북극 진동 간의 상호관계

김명현1, 김대원2, 조영헌1(1부산대학교 기후시스템전공, 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PP31 해양 모델에서 weather noise 강제력에 의한 엘니뇨 변동성 연구

노태규, 예상욱(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PP32 엘니뇨 전조로서의 열대 서태평양 동풍 이상과 침강에 의한 상층 열수지 변동

김형보, 남성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P33 Intradecadal changes of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in the East Sea (Japan Sea)

MyeongHee Han, SungHyun Nam, Yang-Ki Cho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School of th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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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 Himawari-8/AHI 자료를 활용한 표층 해류 산출 알고리즘 개발

김희영1, 박경애2(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PP35 Sentienl-1A/B SAR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해 해상풍 산출 및 정확도 평가

장재철1, 박경애2(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P36  Hourly varia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mesoscale eddy as a response to air-sea 

interaction

박지은1, 박경애2(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P37 위성기반 다중채널을 활용한 해상 선박 탐지

박재진1, 오상우2, 박경애3, 장재철1, 이문진2, 김태성2, 강원수2 

(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연구부,  
3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P38 GEO-KOMPSAT-2A/AMI 해수면온도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

우혜진1, 박경애2(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PP39 Trends and Shifts in Monthly Tropical Cyclone Climatology in the Philippines (1981-2017)

Joseph Basconcillo, Il-Ju Moon(제주대학교 해양기상협동과정)

PP40 Physical-biological Coupled model for Cochlodinium polykrikoide

김덕수1, 최장근2, 마일경1, 조영헌1, Tomas C. Lippmann2 

(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University of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PP41 앙상블 칼만 필터를 적용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해면고도 자료동화 실험

김종규1, 최병주2, 이상호1, 권경만1, 김재민1, 최재성1, 박수정1, 김지하2(1군산대학교, 2전남대학교)

PP42 관측기반 비대칭 태풍 바람장 모델을 이용한 제주 인근 극한풍속 산출

김혜인, 문일주(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PP43 2017년 가을에 관측된 남서 필리핀해의 수괴

신창웅1, 이재학1, 민홍식1, 홍창수1, 김동국1, 백규남1, 이인희2, 함도식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생 물

BP01  First Record of the Olive Ridley Sea Turtle 

(Lepidochelys olivacea, Reptilia: Testudines: Cheloniidae) from South Korea

김일훈1, 이창호1, 김민섭1, 이정현2, 박대식3, 한동욱1, 조인영1 한동진4 

(1국립해양생물자원관, 2국립생물자원관, 3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4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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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2  Demographic history of Sesarmops intermedius (Crustacea, Brachyura, Sesarmidae) in Korea 

inferred from molecular sequence variation

조인영, 김민섭, 김혜선, 홍순상, 이창호, 이상휘, 한동욱, 김주희, 박효선, 윤문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연구실)

BP03  Development of 21 polymorphic microsatellite markers for the black-banded sea krait, 

Laticauda semifasciata (Elapidae: Laticaudinae), and cross-species amplification for two 

other congeneric species

송하연, 현영세, 조선미, 정승현, 최태영, 안혜숙(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전자원연구실)

BP04 16s rRNA 분석을 이용한 동해 해수와 퇴적물의 미생물 다양성 연구

천성민1, 송치운2, 신종섭3, 박춘구1, 최근형4 

(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부, 2중앙대 생명과학과, 3제주대학교 해양학과, 4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P05  New record of Hexapleomera Dudich, 1931 (Crustacea: Tanaidacea), with re-evaluation of 

morphological diagnostic characters

위진희1, 강창근1, 정현경2(1광주과학기술원, 2국립해양생물자원관)

BP06  Red seacucumber (Stichopus japonicas) from jeju island suppresses inflammatory activity via 

MAPKs and ROS generation in Raw264.7 macropahges

김준성, 김은아, 허수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

BP07 해양 미세조류 스피룰리나(Arthrospira platensis)의 3종 미네랄 증진 및 실험동물 독성평가 연구

김미성, 권은미, 장솔, 김병모, 이정석, 한영석(㈜네오엔비즈)

BP08 먹이생물(식물플랑크톤) 출하 시기 결정을 위한 컬러영상시스템 개발

김수성, 김흥중, 정수진(㈜인포데이타)

BP09  The interactive roles of nutrient loading and zooplankton grazing in facilitating the expansion 

of harmful algal blooms caused by the pelagophyte, Aureoumbra lagunensis, to the Indian 

River Lagoon, FL, USA

강윤자1,2, 크리스토퍼 고블러2(1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2스토니브룩대학교 해양학과)

BP10 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the Western Arctic Ocean, in summer 2017

이승한, 이강현(㈜마린액트)

BP11  Studying the Pathogenesis of Edwardsiella piscicida with New Infection Model, Carassius 

auratus

최윤정1, 문기환2, 강호영1 

(1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생명과학부)

BP12  The photosynthetic responses to irradiance and temperature of the rocky shore seagrass, 

Phyllospadix spp. in Korea

김종협, 김재훈, 박정임(해양생태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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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13 양식장 휴식이 저서환경 회복에 미치는 영향

박소현, 김선영, 강정임, 심보람, 김형철, 이원찬, 정래홍, 윤상필(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14 춘계 쿠로시오분지류 유입 해역에서 초미소플랑크톤 군집구조의 특성

최동한, 노재훈, 양원석, 최유리, 안성민, 이호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P15  Saringosterol acetate isolated from Hizikia fusiforme suppresses hepatocellular carcinoma in 

vitro and in vivo zebrafish model

김은아, 김준성, 허수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

BP16 2016년 하계 남해서부해역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포 특성

이유진, 손문호, 박영태, 박소민, 문세라, 김지성, 신수지(국립수산과학원 남해연구소)

BP17  Transcriptome Analysis for selection of potential candidate gene as a biomarker in Aurelia 

aurita (Cnidaria: Scyphozoan)

박인용, 이성권, 오주성, 박춘구(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BP18 한국 남해안(완도, 여수, 통영) 연안해역 춘·하계 어류 자치어 분포 특성

조정현1, 최희찬1, 유만호2, 윤상철2, 윤석현2, 오현주2, 이용화1, 이윤1, 정희동1 

(1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2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BP19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strogen related receptor gene and Ecdyson receptor in 

euryhaline cladoceran Diaphanosoma celebensis

김려옥, 유제원, 조하영, 인소연, 이영미(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BP20  Effects of Bisphenol analogues in brackish water flea Diaphanosoma celebensis:  

acute and developmental toxicity

김려옥, 유제원, 조하영, 윤혜원, 이영미(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BP21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 구축 현황 소개

정현경1, 김선영1, 강충배1, 원정혜1, 배승섭1, 강남선1, 문혜원1, 권오남1, 최정현1, 홍성열2, 윤두한2 

(1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2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BP22  Abundance and composition of microplastic in the zooplankton samples collected from the 

Yellow Sea

강정훈, 권오윤, 홍상희,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23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 (FRRf)와 14C 동위원소법을 이용한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춘계 일차생산력 추정

안성민1, 최동한1, 이호원1, 양원석1, 현명진1, 정진용2, 정종민2, 노재훈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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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24 공극수와 용출수를 이용한 오염퇴적물 생물 영향 비교

원은지1,2, 강예희1, 최진영1, 나공태1, 이균우3, 정창수1, 김경련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기반연구센터, 2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P25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marine benthic invertebrate assemblages around the Dokdo 

Island, East Sea, Korea

김형기, 이희갑, 노현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BP26  A New Nematode of the Genus Oncholaimus Dujardin, 1845 (Nematoda: Oncholaimidae) from 

Dokdo Island, Korea

이효진, 이희갑, 노현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BP27 동해 연안 사질-수중암반 조하대 서식지 Eco-mapping 연구

이희갑, 김형기, 노현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BP28  Physiology and primary production of sea ice algae along a tidal strait in Northwest Passage 

of the Canadian Arctic

이보연1, C.J. Mundy3, 김관우2, N. Pogorzelec3, 강성호1, 하선용1 

(1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 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3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Geography, University of Manitoba)

BP29 강화도 갯끈풀 군락이 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임현식, 이진영, 정양섭(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BP30  Contribution of pico-phytoplankton production during early spring bloom in the Kongsfjorden, 

Svalbard

김보경, 주형민, 정진영, 심초롬, 하선용(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

BP31 피낭류양식장이 저서다모류군집에 미치는 영향

김선영, 박소현, 강정임, 심보람, 김형철, 이원찬, 정래홍, 윤상필(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32  Assessing the cryptic invasion: genetic structure and demographic history of the biofouling 

ascidian Ciona savignyi on their putative native habitat, Korea

이창호1,2, 조인영1, 김일훈1, 홍순상1, 김민섭1, 윤문근1, 김원2 

(1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연구실, 2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BP33 울릉도 연안 해역의 유용성 어류 출현 특성 연구

윤성진(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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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34  A new Notomastus (Polychaeta, Capitellidae) species from Korean waters, with genetic 

comparison based on three gene markers

정만기1, 서호영2, 위진희3 서해립4 

(1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전남대학교 환경해양학과,  
3광주과학기술원 장기해양생태계연구센터, 4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P35  Three new species of the genus Zosime (Copepoda: Harpacticoida: Zosimeidae) from South Korea

김종국, 이지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P36  Phytoplankton responses to eutrophic inshore waters and oligotrophic offshore waters during 

spring of 2017 in the East Sea, Korea

백승호1, 이민지1, 김윤배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BP37  Spring phytoplankton community response to an episodic windstorm event in oligotrophic 

waters offshore of East Sea in 2016

백승호1, 이민지1, 김윤배2, 박찬홍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BP38 First Recorded of Pyatakovestia(Crustacea: Amphipoda: Talitridae) from South Korea

조인영, 김일훈, 이창호, 홍순상, 정춘구, 윤문근, 김민섭(국립해양생물자원관)

BP39  The sex-related difference in foraging behavior of the euphausiid Euphausia pacifica in the 

Ulleung Basin, the East (Japan) Sea in spring

임동훈1, 김승규2, 서해립3 

(1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인천대학교 해양학과, 3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P40  Reclassification of Cochlodinium convolutum as Ceratoperidinium convolutum (Kofoid & Swezy) 

comb. nov. (Gymnodiniales), based on apical groove and phylogeny

신현호1, Zhun Li1, 이균우2, 윤주연1, Kazumi Matsuoka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3Osaka Museum of Natural History)

BP41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붕장어(Conger myriaster)의 성장에 따른 안정동위원소(δ13C, δ15N)의 변동

전가은, 김정배, 손현승, 최민규, 이인석(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42 안정동위원소(δ13C, δ15N)를 이용한 IMTA 양식장의 영양단계별 먹이원 규명

전가은, 김정배, 손현승, 김형철, 강성찬(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43 해양식물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윤주연, 이아영, 한경하, Zhun Li, 강병준, 신현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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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44  Rediscovery of the Lissodinium type species, Lissodinium schilleri Matzenauer (Dinophyceae), 

a non-cingulum-bearing dinoflagellate: notes on morphology and phylogeny

Zhun Li, 강병준, 한경하, 신현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BP45 진주만의 해양환경이 피조개(Anadara broughtonii) 생장에 미치는 영향

김정배, 이원찬, 김형철, 홍석진, 전가은, 손현승(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46  Morphology and phylogeny of an unarmoured dinoflagellate, Karlodinium jejuense sp. nov. 

(Gymnodiniales), isolated from the northern East China Sea

Zhun Li, 한경하, 신현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BP47 말잘피 종자의 건조에 따른 함수율과 발아율

박정임, 김종협, 김재훈(해양생태기술연구소)

BP48 해양조사선의 운항지역 차이에 따른 선체 부착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양상

이형곤1, 유옥환1, 김상렬1, 강수민1, 강정훈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BP49 남해 통영 연안 해역에서의 부착생물 가입 연구

유옥환, 이형곤, 박용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50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species composition in the Ulleung island in the East Sea, Korea

권오윤1, 강정훈1, 윤성진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BP51 춘·하계 한국 남해연안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분포특성: 여수, 남해, 통영을 중심으로

유만호, 윤석현, 박종우, 박경우, 양재희, 박진수, 문수연,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BP52  Production of normal masu salmon (Oncorhynchus masou masou) from triploid albino parents 

by germ cell transplantation

최문숙, 배창환, 여주홍, 이승기(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

BP53 Impacts of dyke on primary production in the Yeongsan River estuary

곽정현1, 박현제2, 강창근3 

(1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2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3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BP54 Cryopreservation of spermatogonia in endangered fish species;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최문숙, 배창환, 여주홍, 이승기(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

BP55  Draft genome of the sea cucumber Apostichopus japonicus and genetic polymorphism among 

color variants

오주성, 조지훈, 박춘구(전남대학교 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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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56  DinoRsour : DINOflagellate RNA database reSOURces

seongmin cheon1, Hyun-Hee Hong1, Sung-Gwon Lee1, Jooseong Oh1,  

Hyemi Kim2, Hyun-Gwan Lee2, Chungoo Park1 

(1School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2Marine Ecological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Research Center, 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u, Republic of Korea)

BP57 갯벌과 양식장 퇴적물 내 서식하는 철 환원 세균의 조성 및 군집 구조 연구

이현지, 조혜연, 최아연, 백주욱, 정의정, 백현수, 박지수, 현정호(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BP58  Spatio temporal changes in distributions of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 and risk assessment 

in coastal sediments of the west coast, Korea

김선주1, 김태우1, 이정현1, 윤서준1, 홍성진2, 권봉오1, 김종성1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P59  Cloning and sequencing the gene encoding DNA methyltransferase 3 (DNMT3) from sea 

cucumber, Apostichopus japonicus

홍현희1, 이성권1, 조지훈1, 오주성1, 천성민1, 이현관2, 박춘구1 

(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P60  A preliminary study of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in Donggeom-ri and Jeungdo-

myeon mudflat, Korea

김범기, 노준성, 이종민, 김호상, 권봉오, 김종성(서울대학교)

BP61 영산강 하구 식물플랑크톤의 크기구조 변동 : 장기자료 분석

김세희,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BP62 다양한 수질평가기법을 이용한 금강 하구의 수질 평가

박상준,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BP63 영산강 하구 수생태환경의 시,공간적 분포 : 장기자료 분석

박제우,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BP64  Morphology and phylogenic systematics of four sand-dwelling benthic dinoflagellates in 

Korean coastal area

강수민, 이준백(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BP65 CHEMTAX를 통해 분석한 쿠로시오 확장역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현명진1,2, 노재훈1,2, 안성민2, 최동한1,2, 조성태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생물학전공,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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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66 국내 저서에 출현한 미기록 속(Genus)과 종(Species)

김병석1, 김소연1, 박종규2(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BP67 Varieties of diatom community in Marian Cove, Antarctica, during the austral summer

배한나, 송성준, 김호상, 김종성(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학과)

BP68  Morphological features and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surface sediments from East 

China Sea and Korean coastal areas

강병준1,2, Zhun Li1, 한경하1, 오석진2, 신현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2부경대학교 해양학과)

BP69 The developmental transcriptome atlas of the spoon worm Urechis unicinctus (Echiurida: Annelida)

이성권1, 오주성1, 박춘구1(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BP70 제주 조간대 간극생물의 지리적 분포 특성

신아영, 김동성, 강태욱, 오제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P71  Change in the shell of Antarctic clams Laternula elliptica from 1993 to 2010 in response to 

ocean acidification.

조붕호1, 신은총2,3, 서명현1, 주수빈1, 안인영2, 김태원1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2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극지과학과)

BP72 Development of a PCR-free marine micro-eukaryotic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ology

조지훈1,3, 이현관2,3, 김근용2,3, 민주희2,3, 이진교2,3, 이성권1,3, 김광용2,3, 박춘구1,3 

(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3전남대학교 해양교란유해생물연구센터)

BP73 국내 안인해변에 출현하는 저서 돌말류의 형태적 특징

김소연1, 김병석1, 박종규2(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BP74 Effect of Culture Media on the Toxicity of Prorocentrum lima

임채환1, 지영광2, 이원호2, 김형섭2, 노정래2(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BP75  pH와 수온에 따른 Acartia ohtsukai의 알 생산력 및 부화율(The effects of pH and temperature on 

egg production rate and hatching success of calanoid copepod, Acartia ohtsukai)

이은혜1, 최서열1, 이석주2, 서호영1 

(1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2해양생물증식연구센터)

BP76 Effect of low pH and low salinity on the behavior and physiology of the limpet, Nacella concinna

신은총1,2, 박서정3, 안인영1, 김태원3 

(1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서,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극지과학과, 3인하대학교 해양학과)

BP77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on behavioral aspects of Antarctic amphipod,  

Gondogeneia antarctica

박서정1, 신은총2,3, 안인영2, 김태원1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해양과학연구부,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극지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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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8  Species compositon and community structure of macrobenthos in rocky intertidal arou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Korea

정윤환1, 김형준1, 김하나1,2, 유철1,3 

(1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2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3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P79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the marine polychaete:  

Diopatra sugokai (Eunicida, Onuphidae)

김하나1,2, 최현기1, 민기식2(1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2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BP80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sponge Halichondria n. sp. (Demospongiae, 

Suberitida, Halichondriidae) from Korea water

김하나1,2, 김형준1, 유철1, 강동원1(1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2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BP81 A new species of Timarete from Korea (Annelida, Polychaeta, Cirratulidae)

최현기1, 김하나1, 김형준1, 윤성명2(1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2조선대학교 생명과학과)

BP82  Meso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the euphotic zone of the western Indian Ocean 

during July 2017

김민주1,2, 강정훈1,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P83 독도 주변해역 동물플랑크톤 군집 분포 특성

김민주1,2, 강정훈1,2, 권오윤1, 추서휘1,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3전남대학교 환경해양학과)

BP84 2017년도 장목만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변동

추서휘1,2 강정훈1,3 권오윤1, 김민주1,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전남대학교 환경해양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BP85 한국 연어(chum salmon)의 소상하천 및 산란장 개체군간 보전유전학적 연구

이재현1p, 장지은1, 김학춘1, 최희규1, 이황구2, 윤성민3, 이혁제1c 

(1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분자생태 및 진화학 실험실, 2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물생태학 실험실, 
3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BP86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 개체 수 변화에 따른 퇴적물 내 유기물 분해 변화양상

백주욱1, 최아연1, 정의정1, 이현지1, 백현수1, 박경동2, 강창근3, 김형철4, 이원찬4, 현정호1*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수산자원생태연구소, 3광주과학기술원, 4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87 The utilization of magma seawater in the cultivation of Ecklonia cava

최선경1, 강윤희2, 박상률1(1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2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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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88  Isola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showing antiinflammatory effect from the marin sponge 

Phakellia sp.

이상범1, 김기현1, 박진혁2, 정은주3, 노정래2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3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 자원학부)

BP89  Trophic relationships among benthic fish species under a weak upwelling period in the 

southern coast of the East Sea, Korea

강민구1, 곽석남2, 한인성3, 박주면4, 이상헌1 

(부산대학교 해양학과1, 환경생태공학연구원2, 국립수산과학원3, 강릉원주대학교4)

BP90  Long-term change in abundance and growth of Zostera marina in a coastal lagoon 

(Tongbatarl), Jeju Island

문경림, 최선경, 박상률(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BP91 남해 및 제주·이어도 해역의 초대형 저서동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강수민1,2, 김상렬1,2, 이형곤1, 유옥환1,2 

(1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BP92 The complete mitogenome of sea slug, Chromodoris orientalis (Mollusca: Chromodorididae)

유철1,2, 김하나1,3, 김형준1, 정윤환1 

(1국립해양생물자원관, 2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3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BP93  Spatio-temporal variability in primary production of epilithic microalgae in the intertidal gravel 

beach of Barton peninsula, Antarctica

김호상, 배한나, 송성준, 권봉오, 김종성(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BP94 The influence of halophytes on the stable isotopic ratios of invertebrates in Gangwha Island, Korea

이인옥1, 노준성1, 이종민1, 김범기1, 류종성2, 권봉오1, 김종성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1,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2)

BP95  Large diversity of parasitic protists revealed by 18S rRNA V9 metabarcoding in the Jeju Strait 

of Korea

서효정1, 김돈기1, 박은경2, 박명길2, 김선주1(1부경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P96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과 현미경 분석을 통한 해양 식물플랑크톤(규조류) 군집 분석 비교

김현정, 정승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97  Ecological effects of combined pollution on the composition of microbial communities in 

sediments of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이정현1, 홍성진2, 권봉오1, 김종성1(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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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98  Continuous Observa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and Changes in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ongyeong Coastal Water of South Korea

한혜정, 강준수, 김현정, 정승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99  Comparative evaluation of bioremediation techniques of oil contaminated sediments for 

restoration of benthic ecosystem health

이창근1, 홍성진2, 노준성1, 김태우1, 이정현1, 김호상1, 윤서준1, 배한나1, 권봉오1,  

이한별3, 류종성4, 김재진3, 임운혁4, 김종성1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100 외래 염생식물(갯끈풀, Spartina anglica)이 강화도 남단 갯벌 퇴적물 생지화학 과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의정, 안성욱, 목진숙, 백주욱, 이현지, 백현수, 현정호(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지 질

GP01 ADCP를 이용한 해저면경계층의 퇴적물이동 특성 연구

이정민, 김창희, 김동현, 김동우, 김대진((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GP02 해빈측량과 수심측량을 이용한 울진 후정해안의 지형변화 연구

김원혁, 김창환, 김현욱, 이명훈, 최순영,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03  동해 북부 연안(강릉 경포) 사질-수중암반 지대의 지형·지질 자료를 활용한 맵핑 주제도 작성 및  

해저면 환경 특성 분석

이명훈, 김창환, 김원혁, 최순영,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GP04 강릉 안목-송정 해안의 연안지형 변화 측량

김창환, 김원혁, 김현욱, 이명훈, 최순영, 도종대,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GP05 남서태평양 통가해역 해산(TA12)에 대한 지자기 특징 연구

최순영1, 김창환1, 김형래2, 박찬홍1, 김원혁1, 이명훈1, 박현영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 2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GP06 드론을 활용한 조간대 연안 지형 측량에 대한 예비 검증

최태진1, 박찬홍1, 최진용1,2, 박대성3, 김희웅3, 김창희4, 이정민4, 이우종1, 김효상1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 3㈜지오시스템리서치,  
4(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GP07  북극 캐나다 보퍼트해 맥켄지 트러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저면모방반사면: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

영역과 해저면 사면안정성에 대한 함의

김영균1, 김수관2, 강승구2, 진영근2, 소병달3 

(1강원대학교 지구자원연구소, 2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3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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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08  Applications for Multifunctional Unmanned Surface Vehicles in Marine Coastal Environments

Jin Hyung Cho, Dong-Hyeok Shin, Byung-Cheol Kum, TaeJun Moh, Jung Han Lee,  

Seok Jang, Seung Yong Lee, Dong Gil Lim 

(Maritime Security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GP09 키오스트 해산의 지형학적 특징

박요섭, 고지은, 이철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10 낙동강 하구 울타리섬 표층 모래의 시공간 분포 변화 및 이동 경향

방설희, 정의영, 박준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11 낙동강 하구역 울타리섬(도요등)의 시공간적 지형변화 분석

정의영, 박준용, 방설희, 정의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12  The Cerro Toro Formation:  

A Cretaceous Deep-Sea Channel System in the Magallanes Basin, Southern Chile

우주선, 최문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GP13  Seasonal Variations and Depositional Features of Geomorphology and Surface Sediment during 

2014 to 2016 on Sandy Open-Coast Intertidal Flat of the Donghori, Gochang, Southwestern Coast 

of Korea

양우헌1, 강솔잎1, 전승수2, 진재화3(1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2전남대학교,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GP14  Geoacoustic Models of the Shallow 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 in the Northeastern 

East China Sea

양우헌1, 김병남2, 금병철2, 조창봉3 

(1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국방과학연구소)

GP15 한국 제주해협 대륙붕 퇴적층의 후기 플라이스토세-홀로세 탄성파 층서 및 퇴적작용

이보람1, 유동근1,2, 이광수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유자원공학,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GP16  Late Pleistocene shelf-perched lowstand wedges on the shelf margin and trough region of 

the Korea Strait

박용준1, 이보람1, 홍석휘2, 이광수2, 유동근1,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유자원공학,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GP17 서남해안 침식 갯벌의 지형 및 퇴적물 비교 연구

이명선, 이원형, 장진호(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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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1 남해 동부연안 퇴적물 중 유기물과 중금속의 농도분포 및 오염현황

황현진1, 황동운1, 박영철2, 이가람1, 이정준1, 구준호1, 권정노1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CP02 진해만 표층 퇴적물의 퇴적환경 특성 및 중금속의 오염평가

이정준, 황동운, 이가람, 심현지, 구준호, 김영숙, 권정노(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CP03  Concentration and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s in tissues of walleye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captured from the eastern coast of Korea

황동운1, 이가람1, 황현진1, 이정준1, 심현지1, 이충일2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CP04 마산만 영양염 분포 양상의 장기변동

박미옥, 이용우, 박준건, 서서린, 강철순, 김성길(해양환경공단)

CP05 2016년 남해서부 내만역 해양환경 및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포

전혜지, 손문호, 김평중, 김상수, 선아름, 박가혁, 김하진, 이주희(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CP06 제주 연안 넙치육상양식장 배출수 주변 해역의 해수유동 특성 및 해양환경변화 연구

박성은1, 홍홍석2, 오금별2, 안철민2, 김봉석3, 박노백3, 강성찬1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3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CP07 Meridional distribution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Western Indian Ocean in July 2017

김정현1, 강동진2, 문초롱2, 김예슬2, 김동환1, 노태근2 

(1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CP08 Tidal flat environmental biology research of Gomso and Geunso bay of the west coast of Korea

최윤석1, 조윤식2, 전승렬2, 최용현2 

(1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

CP09 제주도 고산 배경대기 중 14C-CO2 관측연구

박혜리1, 박미경2, 박선영1,2(1경북대학교 해양학과, 2경북해양과학연구소)

CP10  Targeted and non-targeted screening of AhR- and ER-active chemicals in sediments of 

Ulsan Bay using effect-directed analysis

김재성1, 홍성진1, 차지현1, 이성규2, 문효방2, 신경훈2, 이정현3, 김종성3 

(1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3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P11 동해 N/P, Si/P 연직 프로파일에서 불연속면의 존재에 대한 연구

정성희1, 이동섭1, 노태근2(1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해양학전공, 2KIOST)

CP12  Tracing the Source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using Stable Carbon Isotope and Fluorescence 

Spectroscopy in the Sihwa Lake

한희준, 김규범(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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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3 북서태평양 순군집생산량의 공간적 분포

이인희1, 함도식1, 박기홍2, 이경은3, 박재훈4 

(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해양환경연구부, 3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과,  
4인하대학교 해양학과)

CP14 북극해 내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분포의 연도별 비교

김지수1, 강성호2, 김승규1,3 

(1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해양환경연구부, 3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CP15 북극해 내 TEP·CSP에 대한 사전 조사 연구

이희지1, 강성호2, 김승규1,3 

(1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해양환경연구부, 3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CP16 태평양에서 ENSO와 PDO에 따른 일차생산과 입자유기탄소 플럭스의 변동

장형욱, 황점식(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P17 연안 해양생물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확립에 대한 사전연구

송난선, 김성수, 유충현, 김승규(인천대학교 해양학과)

CP18 불활성기체 선상분석법을 이용한 아문젠 해의 빙하융해수 분포 연구

신동엽¹, 함도식¹, 박기홍2, 이상훈², 김인태3 

(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극지연구소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CP19 마산만 해수 중 용존 중금속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박소정, 최만식, 박경규, 조동진, 장동준(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CP20 울릉분지의 총용존무기탄소와 총알칼리도의 관계도(Deffeyes diagram) 특성

김소윤, 이동섭(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해양학전공)

CP21 제주도 강수 중 용존유기탄소와 질소의 계절적 분포 특성

이민영, 김태훈(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CP22 후포퇴 사면에서 침강 입자의 생지화학적 조성 및 기원

박정훈1, 황점식1, 강창근2(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CP23  Capacity change in organic matters in intertidal flat during drainage after reclamation:  

A pilot study in Sihwa, Boryeong, and Saemangeum, Korea

이종민, 노준성, 김범기, 권봉오, 김종성*(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P24  Current contamination status of persistent toxic substances in environmental multimedia 

samples collected from Ulsan Bay, Korea

안윤영1, 홍성진1, 김도균2, 최보형2, 윤서준3, 신경훈2, 김종성3 

(1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3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P25 The budget of 210Pb in the East Sea: atmospheric inputs versus in-situ production

서호종1, 김규범1, 김영일2(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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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발표장
시간

제1발표장
[400호]

제2발표장
[401A호]

제3발표장
[401B호]

제4발표장
[402A호]

제5발표장
[402B호]

포스터 
[4층 로비]

한라홀B
[3층]

10:00~11:30
해양오염
[A1]

[기획세션]
해양오염방제	연구	및	
기술개발	최신동향

[B1]

[기획세션]
부체배열식	파력발전	

기술개발
[C1]

[기획세션]
해양경제
[D1]

[기획세션]
위성과	항공	원격탐사	

활용
[E1]

포스터	전시

11:30~13:30 오	찬	

13:30~15:00
해양환경	(I)

[A2]

[기획세션]
위해·유해물질(HNS)
사고	관리기술	개발	(I)

[B2]

해양공학
[C2]

해양정책	(I)
[D2]

[기획세션]
IEC	TC114	해양에너지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E2]

[공동워크샵]
해양과학기술과	
국제·남북협력
(10:00	~	12:00)

15:00~15:10 휴	식		

15:10~16:40
해양환경	(II)

[A3]

[기획세션]
위해·유해물질(HNS)
사고	관리기술	개발	(II)

[B3]

해양에너지
[C3]

해양정책	(II)
[D3]

[기획세션]
해수자원의	유용화	연구

[E3]

[공동워크샵]
지속가능한	하구역	

복원
(15:20	~	17:00)

16:40~16:50 휴	식	및	이	동

16:50~18:40
공동심포지엄	및	개회식	

(하나의	터전,	상생과	나눔의	바다)
[탐라홀(5층)]

18:40~20:00 만찬[탐라홀(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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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금)

 발표장
시간

제1발표장
[400호]

제2발표장
[401A호]

제3발표장
[401B호]

제4발표장
[402A호]

제5발표장
[402B호]

포스터 
[4층 로비]

한라홀B
[3층]

10:00~11:30
[기획세션]

침몰선박	위험성	관리
[A4]

[기획세션]
해양방제	(I)

[B4]

[기획세션]
제주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해역이용의	
상충과	해결방향

[C4]

[특별세션]
남북관계	전망과	

해양수산	협력	방향
[D4]

[기획세션]
지방분권	강화와
	해양수산정책

[E4]

포스터	전시

[공동워크샵]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10:00	~12:00)

11:30~12:00 포스터	발표

12:00~13:30 오	찬	및	휴	식

13:30	~15:00
[기획세션]
해양방제	(II)

[B5]

[기획세션]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	기술개발
[C5]

[기획세션]
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

경	및	생태계	관리
[D5]

15:00~16:30
[기획세션]
해양방제	(III)

[B6]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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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A1) 해양오염 
제1발표장	[400호]		10:00~11:30

좌장: 김기범(경상대학교)

국내 해양환경에서 Passive Sampler 적용 가능성

정해진, 장유리, 정다영, 이효진, 김기범(경상대학교)

광양만과 부산연안의 표층퇴적물 중 중금속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 평가

정다진, 김보현, 정희호, 이강현, 정현지, 오주혜, MAI DUC HUNG, 조현서(전남대학교)

한국 특별관리해역의 과불화합물 분포 특성

이강현, 오주혜, 정다진, 정현지, MAI DUC HUNG, 조현서(전남대학교)

SFCM(Slaked lime-Fly ash-Cement Mixture)의 피복에 의한 저서 환경의 개선 성능 평가 

우희은, 김경회, 이인철(부경대학교)

진해만 어류의 서식환경에 따른 주요수질인자 분석

진승환, 이인철, 류성훈(부경대학교)

(A2) 해양환경Ⅰ    
제1발표장	[400호]		13:30~15:00

 좌장: 이문옥(전남대학교) 

가막만 북부해역의 빈산소수괴 발생 특성

정현지, 정희호, 정다진, 오주혜, 이강현, MAI DUC HUNG, 조현서(전남대학교)

메조코즘 실험을 통한 갈대군락 서식지의 영양염 물질수지 산정

류성훈, 이인철(부경대학교)

석탄회 조립물로 피복된 오염퇴적물의 저질환경 개선효과 검토

정일원, 김경회, 이인철(부경대학교)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해저용출수 탐사

백승균, 김용관(전남대학교), 서영교(지마텍㈜), 김종규(전남대학교)

영광 주변 해역 해양수질환경의 계절적 변동 특성

오주혜, 이강현, 정다진, 정현지, MAI DUC HUNG, 조현서(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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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해양환경Ⅱ 
제1발표장	[400호]		15:10~16:40

좌장: 박관석(해양경찰교육원)

남해 서부해역의 해양환경 변동 특성

최양호, 이미진, 박성진, 성기탁, 서영상(국립수산과학원)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정진현, 탁대호, 임재현, 김귀영(국립수산과학원)

자란만 패류양식장 생태적수용력 산정을 위한 모델 구축

김진호, 홍석진, 김형철, 박성은, 윤상필, 정래홍, 이원찬(국립수산과학원), 김동명(부경대학교)

안정만 부근의 저염분수 출현 특성

김병국(한국가스공사), 이문옥, 김종규(전남대학교)

미생물제재의 희석배율에 따른 유류분해율 연구

박관석, 김우경, 윤현, 최은주, 신병석(해양경찰교육원)

기획세션 (B1): 해양오염방제 연구 및 기술개발 최신동향
제2발표장	[401A호]		10:00~11:30

좌장: 윤종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내외 해양 기름유출 연구 비교:심층 문헌조사를 통한 장기 경향 분석

천정윤, 김충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기관 해양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가능성 연구

이정현, 하일운, 임효혁, 김가원(㈜한국해양기상기술)

순환신경망과 오토인코더 기법을 이용한 뜰개 데이터 보정

김경도, 김용혁(광운대학교)

시간에 따른 유출유의 두께 변화를 고려한 해상 회수량 추산

최윤선, 김현욱, 허철(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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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B2): 위해·위험물질(HNS)사고 관리기술 개발Ⅰ
제2발표장	[401A호]		13:30~15:00	

좌장: 오상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 기반 HNS 리스크 제어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은방(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민기, 홍경의(한국해양대학교),  

이문진, 강원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교재 개발 - 관리자 신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광수(목포해양대학교), 이문진, 강원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성 위험유해물질의 근접역 확산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및 예측모델 개발

고민규, 정찬호, 이성혁(중앙대학교), 이문진, 김태성(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원격탐사 기술 기반 위험·유해물질(HNS) 모니터링 기초 연구

박경애, 박재진, 장재철(서울대학교), 이문진, 김태성(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NS 물질 탐지를 위한 가스/이온 센서 및 시스템 개발

김규영, 조인철, 황경진, 강경남, 서지훈(한국과학기술원),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인규(한국과학기술원) 

고주파 능동소나를 이용한 클로로폼 음향 탐지 실험 및 모의 

한동균, 서힘찬, 최지웅(한양대학교), 이문진,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획세션 (B3): 위해·위험물질(HNS)사고 관리기술 개발Ⅱ
제2발표장	[401A호]		15:10~16:40

좌장: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규제법규 개정 방안 연구

김계원(한국미래정책연구원), 류권홍(원광대학교), 이문진, 강원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무인이동체 기반 HNS 광역 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구현

왕정현, Thorsteinn B. Jonsson,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황태현,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저침강 HNS의 현장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고찰

김창준, 최기영, 김영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문진,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NS 사고 시 인체 급성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김영윤, 김태원, 석형주,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NS 노출 미세조류의 표면 변화 신속 검출 연구

서성규, 서동민, 신상훈, 한의진, 박태호(고려대학교), 이문진, 오상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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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C1): 부체배열식 파력발전 기술개발  
제3발표장	[401B호]		10:00~11:30

좌장: 배윤혁(제주대학교)   

편심된 회전축을 갖는 수평 원기둥 파력발전장치 시간영역 해석 

고행식, 이혜빈, 조일형, 배윤혁(제주대학교)

배열식 파력발전용 로터의 복원성능과 운동성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김동은, Sunny Kumar Poguluri, 조일형, 배윤혁(제주대학교)

배열식 파력발전용 로터 부하시험에 대한 고찰

윤동협, 김정휘, 김상호(중소조선연구원)

배열파력용 에너지변환장치 성능검증 및 실해역 실증에 대한 고찰

천호정, 김재환, 박경훈, 김병곤, 권영준(유원산업㈜)

배열식 파력발전장치 플랫폼-계류계 초기설계 모형시험 연구

박지용, 김정석,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2) 해양공학
제3발표장	[401B호]		13:30~15:00	

좌장: 김종규(전남대학교)

부유 해양쓰레기 차단용 스파 부이 플랫폼 및 계류선 설계에 관한 연구

김찬주, 강효동, 원종화(㈜포어시스)

슬래밍 하중 특성에 대한 탄성 영향 연구

서병천, 김준배, Pham Thanh Dam, 안현정, Rupesh Kumar, 심우림,  

유영재, 김동주, 김지영, 신현경(울산대학교)

잘 균형화된 천수방정식에 대한 피스톤 타입 경계조건

정재영, 황진환(서울대학교)

키리바시 타라와의 조석 및 조류 특성

김종규(전남대학교), 홍도웅(㈜메이텍엔지니어링),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중림초의 형상에 따른 흐름 및 세굴특성 연구

김용관, 백승균(전남대학교), 서영교(㈜지마텍), 김종규(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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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해양에너지
제3발표장	[401B호]		15:10~16:40

좌장: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깃 요소 이론을 활용한 다양한 유속 분포에서의 조류 터빈의 동력계수 산정

이창희, 황진환(서울대학교)

수로형 공명 구조물내 배열된 다수 원기둥 파력발전장치의 개념 설계 

김정록, 배윤혁, 조일형(제주대학교)

선형 모멘텀 액츄에이터 디스크 이론 기반의 조류에너지 부존량 산정법을 적용 가능한 조류발전지의  

제한조건에 관한 연구

한지수, 황진환(서울대학교)

대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Tower의 초기 설계

김준배, 김지영, 심우림, 신현경(울산대학교)

CFD-DEM 연계기법을 이용한 원형 파일 주위 입자의 거동과 침식현상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송성진,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곡면 생성 기구를 이용한 진동식 조류터빈의 설계와 검증

고진환(제주대학교)

기획세션 (D1): 해양경제
제4발표장	[402A호]		10:00~11:30

 좌장: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외 해양수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박예나, 윤인주, 이정민, 이선량,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실태분석

장정인, 박광서, 윤인주, 이선량(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한슬(리서치앤리서치)

2017년 해양수산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최석우, 박광서, 박예나, 이정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제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최석우, 이정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근로시간 단축의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최석우, 정수빈, 최수빈(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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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해양정책Ⅰ
제4발표장	[402A호]		13:30~15:00

좌장: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쓰레기 관련 신문기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좌미라(한국해양수산개발원)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과 국내 효과적 이행 방안

김경신,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 및 처리 거버넌스 개편 방안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방향

최희정, 좌미라,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D3): 해양정책Ⅱ
제4발표장	[402A호]		15:10~16:40

좌장: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방안 연구

좌미라, 최희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기원, 장원근, 박희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정보 개선 방안

정지호, 전현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안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이문옥, 김평주(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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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E1): 위성과 항공 원격탐사 활용
제5발표장	[402B호]		10:00~11:30

좌장: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색구조지원을 위한 항공 익수자 자동탐지 기술 

박주한,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성기반 선박운항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배정주,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성운용해양시스템 현황 소개

양찬수, 김태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한 유출유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김태호,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세션 (E2): IEC TC114 해양에너지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제5발표장	[402B호]		13:30~15:00

좌장: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EC TC114 해양에너지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EC TS62600-100  파력발전장치 출력성능평가

최종수, 김길원, 김정석, 고태경, 박지용, 김영덕, 임창혁, 이정기, 신승호,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EC TS62600-101 파력발전 부존량평가

김정석, 박지용, 이정기, 최종수, 신승호,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EC TS62600-102 제2장소 파력발전 발전성능평가

이정기, 김정석, 최종수, 김길원,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EC TS62600-200 조류발전기 출력성능평가

고동휘,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홍혜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IEC TS62600-201 조류발전 부존량평가

박준석, 박진순, 고동휘, 이진학, 정무혜(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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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E3): 해수자원의 유용화 연구
제5발표장	[402B호]		15:10~16:40

좌장: 주현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심층수 산업 현황과 전망

주현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외선노출로 유발되는 DNA 손상 피부각질세포의 자가포식작용에 미치는 해양심층수의 효과 

이규식, 이민구, 남경수(동국대학교)

해양심층수의 의학적 효능: 항당뇨 효과

손윤희(경북대병원)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의 선진 시장동향

문덕수, 지호, 최미연,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 농도별 포화증기압 DB 구축 및 실험

지호,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Albert S. Kim(하와이주립대학교), 문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변여과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성능 평가

이호생, 임승택, 김영석,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5월 25일(금)

기획세션 (A4): 침몰선박 위험성 관리
제1발표장	[400호]		10:00~11:30

좌장: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침몰선박 관리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박기철, 나선철, 황인서(해양환경공단),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침몰선박 위험성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이승현, 최혁진, 오상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기철(해양환경공단), 서재준(한밭대학교)

부식을 고려한 침몰선박 선체구조 안전성 평가

강태원, 김원돈(㈜마린테크인),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기철(해양환경공단)

침몰선박 주변 정밀 수심자료를 이용한 영상처리 및 침퇴적 분석

서영교, 황선희, 박경희(지마텍㈜),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기철(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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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B4): 해양방제Ⅰ
제2발표장	[401A호]		10:00~11:30

좌장: 이봉길(전/해양경찰청)

국가방제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김영돈, 나선철(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도전

정종선, 황인서, 나선철(해양환경공단)

대비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례 연구

박소현, 이은희, 김대성(해양환경공단)

방제장비 구매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고찰

김도현, 이상열(해양환경공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최적 배치항만 검토에 관한 연구

장우진, 이동영, 이상열(해양환경공단)

기획세션 (B5): 해양방제Ⅱ
제2발표장	[401A호]		13:30~15:00

좌장: 이찬근(해양경찰청) 

무인 컨베이어 벨트식 고점도유 회수장치 개발 연구

김명식, 한상구, 한영식(해양환경공단)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방제의무 정상화 방안

임택수, 이찬근, 김한규, 임형준(해양경찰청)

친환경 선박재활용 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동향

임택수, 신영수, 구성완, 김정환, 박상의(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유출유 감식사례 연구

황선주, 이정혜, 전혜란, 박선희, 한세훈, 조현진, 류춘열(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조치 개선에 관한 연구

나은영, 서광열, 황성훈, 김기연, 전은지, 김송(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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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B6): 해양방제Ⅲ
제2발표장	[401A호]		15:00~16:30

  좌장: 최현규(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동중국해 유조선 SANCHI호 사고 대응과 방제비용 보상에 관한 고찰

최현규, 박상현, 강경은, 이효근, 정형선, 정슬기(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역 어선 유류오염 방지에 관한 고찰

윤동철, 박용희, 최현규(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오일 붐의 성능이 해상 기름 회수량 예측 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현욱, 최윤선, 허철(한국해양대학교)

북서태평양 해역의 기름 유출 위해 수준과 해양 오염 대비 및 대응을 위한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의  

협력 활동

강성길, 이시연, 정태환, 이정윤, 윤나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OWPAP MERRAC)

기획세션 (C4): 제주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살펴본 해역이용의 상충과 해결방향     
제3발표장	[401B호]		10:00~11:30

좌장: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해상풍력의 현재와 미래

김동주(제주에너지공사)

풍력산업 현황 및 사례분석

김현철(제주연구원)

해상풍력발전 해역이용협의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오현택, 김성은(국립수산과학원)

제주 남방큰돌고래 출현 현황과 변화

김현우, 손호선(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InVEST 모델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입지 평가

김충기, 이지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 해상풍력발전과 이해관계자 갈등분석

육근형, 김지윤(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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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C5):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 기술개발
제3발표장	[401B호]		13:30~15:00

좌장: 김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파제와 연계된 경사형 진동수주실 성능평가를 위한 시간영역 포텐셜 유동해석

남보우, 김정석, 박세완, 김경환,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파제 연계형 진동수주 파력발전장치의 1차 에너지변환 성능에 대한 실험적 및 수치적 연구  

박세완, 김경환, 남보우, 김정석,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모형시험을 이용한 파력발전용 임펄스터빈의 성능평가 

김길원, 홍기용, 김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영구자석 볼팅을 고려한 전자기 특성 해석

신경훈, 최장영(충남대학교), 김경환,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특별세션 (D4): 남북관계 전망과 해양수산 협력 방향
제4발표장	[402A호]		10:00~11:30

좌장: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해양수산분야를 통한 남북한 협력적 신뢰구축

김동엽(경남대학교)

북한 경제현황 및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전망

이정철(숭실대학교)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현황 및 해양수산 과학기술 협력 전망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반도 연안해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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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D5): 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제4발표장	[402A호]		13:30~15:00

좌장: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영향 관리를 위한 DPSIR체계 설계

남정호, 정세미, 오예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새만금 외측해역 단주기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동 현황과 원인 분석

김재성, 장건강, 채지홍, 노경찬(㈜워터앤에코바이오)

새만금 외해역 조간대 침·퇴적이 대형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김보라, 류종성(안양대학교), 최경식(서울대학교)

한국 새만금해역 내 바지락 먹이원의 동위원소 평가

윤서준, 노준성, 김호상, 이종민, 권봉오, 김종성(서울대학교)

저고도원격탐사체를 이용한 새만금 외해역의 물리-생물 상관관계 연구 

조영헌(부산대학교), 강철, 정영일(올브릿지), 백지현, 정다운, 이종석(부산대학교)

새만금 배수갑문 유출수에 의한 하계 밀도성층 변화의 이해 

조창우, 송용식(㈜지오시스템리서치)

기획세션 (E4):  지방분권 강화와 해양수산정책  
제5발표장	[402B호]		10:00~11:30

 좌장: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해양수산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헌법 개정과 해양환경정책 개선 방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심으로-

최석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분권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와 해양수산분야 시사점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김대경,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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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5월	25일(금)	11:30~12:00	/	4층	로비

P1 해양공간계획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최희정, 남정호, 좌미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현우, 김태훈, 이철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 수중레저활동자의 여가제약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일선(한국해양수산개발원)

P3 우리나라 해양문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분석

윤인주, 홍장원, 최일선, 이정아(한국해양수산개발원)

P4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의 디지털콘텐츠화 분석 

윤인주, 홍장원, 최일선, 이정아(한국해양수산개발원)

P5 냉각수 재유입이 발전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휴창, 류재웅, 문형태, 이숙경(한국수력원자력㈜), 엄호식(㈜지오시스템리서치)

P6 양식 우렁쉥이 생산과 해양환경과의 관계

윤상철, 김봉주, 손영균, 윤석현(국립수산과학원)

P7 동해병 해양 배출 해역과 해외 배출 해역의 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도 비교

한지홍, 정창수, 최기영, 김창준, 정준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P8 산업단지 노면축적퇴적물 내 중금속 분포 특성

이지현, 정혜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이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나공태,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김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P9 국내외 배출해역 표층 퇴적물의 POPs 농도분포 및 특성 비교 

박지성, 정창수, 김창준, 최기영, 임수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P10 평균해수면 상승추세 분석

정태성(한남대학교)

P11 프레임 요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파력발전시스템의 파랑-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김정수, 박민수, 정연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2 2017년 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 대기분진의 금속 분포 특성

김경태, 나공태, 심재설, 노재훈, 양원석, 정진용, 정종민, 이승용, 정혜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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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시화호 하천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도 파악

정혜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이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나공태,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김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지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이민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P14 시화호 및 외측 하천 강우유출수 내 비점오염부하 연구

이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혜령, 나공태,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김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지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UST), 백현민, 이민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P15 LNG생산기지 주변 해양환경 특성

김병국, 강영한, 박성용, 김경환, 남경덕, 이은지, 김효진(한국가스공사)

P16 선박용 약압압착식 파이프 관이음쇠 개발

윤구영(홍익대학교), 강정식(㈜서원기술)

P17 해양문화콘텐츠 수요자 인식 분석

이정아(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8 국내 낚시활동 실태와 낚시 문화 개선 방안

홍장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9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실태 분석

탁대호, 이대인, 김귀영, 정진현(국립수산과학원), 이종섭(부경대학교), 김창신(국립수산과학원)

P20 간척지 온실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염지하수 담수화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유영선, 장재경, 김형권, 김영화, 이태석, 오성식(국립농업과학원)

P21 해양 배출해역 표층 퇴적물 내 중금속 연도별 변동 특성

최기영, 정창수, 김창준, 정준모, 한지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2 원전 온배수 장기영향평가를 위한 해양환경 분석자료 DB 개발 및 활용계획

이숙경, 최휴창, 류재웅, 문형태, 변주영(한국수력원자력㈜), 임효혁, 하일운, 김나영(㈜한국해양기상기술)

P23 한강 최종방류수의 수질 및 물질 방류량의 장기변동 연구

정태윤, 윤동혁, 심무준, 윤이용(가톨릭관동대학교)

P24 가막만에서 유어낚시로 인해 수거된 해양쓰레기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김다혜, 홍서현, 윤병선, 김성태(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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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주요 해양국의 해양경제 현황 분석

장정인,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6 해양수산 인력양성 현황

이선량, 박광서, 이정민(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7 친환경 소화설비 설계 기술 실증화를 위한 Novec Gas 적용 연구

윤정인, 김성윤, 정경국(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재혁(한국해양대학교)

P28 전복 유통 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이미진, 최양호(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P29 The Status of Oiled Wildlife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NOWPAP Region

이정윤, 강성길, 이시연, 윤나래, 정태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OWPAP MERRAC)

P30 Understanding of Floating Marine Litter Distribution in the NOWPAP Region

이시연, 강성길, 정태환, 이정윤, 윤나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OWPAP MERRAC)

P31 Marine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강성길, 이시연, 이정윤, 윤나래, 정태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OWPAP MER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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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부스배치도

전시참여업체

1 오션테크㈜ 2 오션테크㈜ 

3 제이에스인터내셔날㈜ 4 제이에스인터내셔날㈜ -취업 

5 ㈜리버앤씨 / ㈜리벤씨 6 ㈜리버앤씨 -취업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취업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취업 

1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 오션테크㈜ 

15 오션테크㈜ 16 ㈜키슬러코리아 

17 삼보과학㈜ 18 ㈜경원테크 

19 엠디시스템㈜ 20 ㈜마린스페이스 

21 ㈜마린스페이스 22 극지연구소 

23 극지연구소 24 극지연구소 -취업 

25 중소조선연구원 26 ㈜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 

27 ㈜오트로닉스 28 ㈜환경과학기술 

29 ㈜넥스트폼 30 한국알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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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테크㈜ 부스 번호 1, 2, 14, 15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214	 전   화		031-995-9000

대표자		홍성두	 팩   스		031-970-1459

담당자		박우영	 이메일		sales@oceantech.co.kr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오션테크㈜는	1997년	창립	이래	해양	장비의	납품과	더불어	설치,	운용교육,	

유지보수	등	납품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쌓아온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양	관측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외	최신	기술	및	장비의	도입과	국내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제이에스인터내셔날㈜ 부스 번호 3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57번길	33,	302호	 전   화		031-753-3016

대표자 	김종설				 팩   스 	031-753-3017

담당자 	장현지	 이메일		jhj@jysystem.kr

APACHE5

총길이:1.7mⅩ0.28mⅩ	0.38m(부력탱크	포함	0.88m)

무게:10kg	미만(배터리1개	포함)

작업시간:2시간/30,000mah	(18.5V)최대3개	배터리(약6시간)

운항속도:5kn

최대속도:8kn

시스템	구속:자동/수동

사용:항내,	파고2m	이내의	해안,	댐,	강,	수로	등

APACHE3

총길이:1.1mⅩ0.42mⅩ0.25m

무게:5kg	미만(배터리1개	포함)

작업시간:2시간/30,000mah	(18.5V)최대3개	배터리(약6시간)

운항속도:5kn

최대속도:11kn

시스템	구속:자동/수동

사용:강,	댐,	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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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앤씨/리벤씨 부스 번호 5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603호,	604호	 전   화		070-4480-7770

대표자		최광태	 팩   스		031-337-6511

담당자 	정태현	 이메일		thjeong@rnsea.com

㈜리버앤씨는	하천	및	해양	등을	연구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	최고의	장비	및	최적의	계측조건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원격	계측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에	이용되는	수문자료

의	생산/조사/관리	등의	솔루션과	해양	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해양	관측	부이	시스템	제공	합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스 번호 8, 9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대표자		박영제	 전   화		051-664-9070

담당자		김보연	 이메일		bykim@kiost.ac.kr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해양국가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잡거나	키우는	사업의	현장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	기지는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	바다를	담고	있는	해저면과	해안	지형을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관광자원이	드러납니다.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실용적으로	우리	인류의	지속	

성장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하기	전에	물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가운지에	대한	정보는	수중에서	작업을	하

려거나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해양과기원이	국가적으로	부여	받은	임무는	국민을	위해	해양에		

대한	새로운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바다를	과학적으로	새로이	이해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양과기원은	바다에서	고급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항만과	해안	경관을	포함	

하는	항도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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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스 번호 11, 12, 13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전   화		042-866-3114

대표자		이동곤	 팩   스		042-866-3169

담당자		한은희	 이메일		kriso@kriso.re.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1976년에	설립되어	선박해양공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조선강국으로	이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미래선박	및	해양플랜트와	더불어	해양에너지,	해양안전,	해양

시스템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	연구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키슬러코리아 부스 번호 16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702호	 전   화		031-8045-0915

대표자		허희범	 팩   스		031-441-6013

담당자		박주아	 이메일		jooah.park@kistler.com

압전효과	(Piezo	Electric)를	이용한	피에조	쿼츠(Piezo	Quartz)	센서를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으며,	Pressure(압력),	

Force(힘),	Torque(토크),	Accelerometer(가속도)	센서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교,	대기업,	국가기관과	

기술교류	중이며,	이번	전시회에는	Pressure(압력),	Force(힘),	Accelerometer(가속도),	Charge	Amplifier	(차지앰프)	를	전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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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보과학㈜ 부스 번호 17

주   소		서울득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전   화		02-6968-5900

대표자		김원경	 팩   스		02-6968-5918

담당자		최수연	 이메일		sambosc@sambosc.com

◊FlowCAM	8000	-조류	등의	수생	미생물	모니터링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	측정	및	분류

□원수	내의	맛과	냄새	유발	조류	모니터링

□조류의	농도,	세포	크기	분포	측정

◈ ㈜경원테크 부스 번호 18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505호	 전   화		031-706-2886

대표자		서광원	 팩   스		031-706-2887

담당자		고진영	 이메일		jyko@kw-tech.co.kr

SimericsMP	Marine	S/W는	Rhino	CAD에	Plug-in	으로	개발된	선박해석	S/W인	Orca3D와	연동하여	선박유동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써,	Orca3D	S/W의	설체설계,	선체안정성,	추진동력	예측등의	설계자료를	가지고	위해	CFD	해석

을	위해	격자생성	및	경계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선박의	저항,	Pitching,	Trim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엠디시스템㈜ 부스 번호 19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38,	3층		 전   화		02-2663-8567

대표자		윤지화수	 팩   스		02-2663-8568

담당자		이성진	 이메일		mds@chol.com

저희	엠디시스템㈜는	해양산업과	해양환경	연구를	위해	필요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해양	물리	조사	장비	(ADCP,	초음파	파고계	등)와	수로측량장비	(MBES,	관성항법장치	등)	을	전시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HYPACK,	QPS)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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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스페이스 부스 번호 20, 21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66-35,	6층		 전   화		010-2507-3304

대표자		조진환	 팩   스		051-717-2838

담당자		김유민		 이메일		yumin.kim@msapce.kr

(주)마린스페이스는	조선	및	해양	분야의	학교,	기업,	및	연구기관에	여러가지	수조시험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파수

조,	예인수조,	회류수조,	및	공동수조등	다양한	수조설비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수행하며,	산학을	넘나드는	R&D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전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린스페이스	회사	및	사업분야	소개

-	수조시험설비	소개	동영상	상영

-	예인전차	모형	전시

-	이동식	소형	회류수조	전시

-	수조시험설비	관련	상담

◈ 극지연구소 부스 번호 22, 23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전   화		032-770-8632

대표자		윤호일	 팩   스		032-770-8729

담당자		조하나	 이메일		hncho@kopri.re.kr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	연구전문기관인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극지에서의	기초	및	첨단	응용과학연구,	극지	인프라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극지	정책	및	제도연구,	산학연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대국민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극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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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조선연구원 부스 번호 25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전   화		051-974-5574

대표자		강병윤	 팩   스		051-974-5577

담당자		배경민	 이메일		kmbae@rims.re.kr

□사			업			명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과			제			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사	업	목	적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조선산업	퇴직인력이	보유한	설계·엔지니어링,	ICT선박전자장비,	조선기자재	등

의	핵심관련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전환

□사업필요성	 	조선산업	기술	퇴직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재취업	지원	필요.		

조선산업	퇴직인력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	업	기	간	 	2018.2.1	~	2018.12.31	(11개월)

□사			업			비	 	7,220백만원

◈ ㈜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 부스 번호 2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303호		 전   화		02-3158-3178

대표자		최두원	 팩   스		02-3158-3179

담당자		형지송	 이메일		info@echologger.com

㈜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는	음파를	이용한	수중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	분야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진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밀	수중	모니터링용	센서	시스템을	상용화하

였습니다.	퇴적물	모니터링,	세굴	모니터링,	수중	장애물	회피,	Bathymetry	survey를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음향측심기(echosounder)와	고화질	수중	영상	시스템은	USGS,	Scripps	등	유수의	연구	기관을	비롯하여	전세계	30여개국

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품질과	기술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를	통하여,	당사의	정밀	음향측심기가	장착된	무인수상선	USV(Unmanned	Surface	Vehicle)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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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트로닉스 부스 번호 2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10-30	202호	 전   화		02-703-0440	

대표자		김기완	 팩   스		02-703-0433

담당자		강신태	 이메일		stkang@otronix.com

(주)오트로닉스는	국내의	해양	관련	국가기관	및	업체에	해양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양	및	

해양환경	시스템,	장비	및	비스를	국내	및	주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해양관측	솔루션을	제공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기본	물리	해양관측	장비인	드리프트	부이,	ADCP,	CTD,	이미지	소나를	비롯하여	화학,	생물,	지질	조사		

장비와	자동해양관측시스템(Buoy)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 ㈜환경과학기술 부스 번호 28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402호	 전   화		02-2113-2204

대표자		이은균	 팩   스		02-6111-8433

담당자		김미리내	 이메일		malji527@kesti.co.kr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JOISS)」은	해양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해양연구자료	저장소입니다.	해양연구

자료와	국내외	공개자료(관측자료,	위성	및	모델자료)를	해양자료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본	전시는	시연	및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JOISS를	소개합니다.	5/25(금)에	화학해양	세션에서	본	전시와	관련한	「오픈사이언스와	해양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로써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방안(송태윤	외)	」에	대해	발표가	있습니다.



전시	디렉토리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158

◈ ㈜넥스트폼 부스 번호 29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A동	1106호	 전   화		070-8796-3019

대표자		김병윤	 팩   스		02-851-3025

담당자		오광호	 이메일		gwangeo@nextfoam.co.kr

넥스트폼은	전산유체역학(CFD)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으로	오픈소스	전산유체역학	소스코드인	OpenFOAM을	이용한	전산

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OpenFOAM을	이용한	조선해양	분야의	유동해석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넥스트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프로그램	

개발,	CFD	컨설팅,	penFOAM	교육	등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 한국알테어 부스 번호 3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410호		 전   화		070-4050-9236

대표자		문성수	 팩   스		070-4050-9222

담당자		서다예	 이메일		marketing@altair.co.kr

한국알테어는	CAE	해석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동역학,	유체역학,	구조	최적화	등	다양한	알테어	소프트	

웨어를	학회에서	홍보하고,	산학	기관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박람회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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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인터내셔날㈜ 부스 번호 4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57번길	33,	302호	 전   화		031-753-3016	

대표자		김종설	 팩   스		031-753-3017

담당자		장현지	 이메일		jhj@jysystem.kr

APACHE5

총길이:1.7mⅩ0.28mⅩ	0.38m(부력탱크	포함	0.88m)

무게:10kg	미만(배터리1개	포함)

작업시간:2시간/30,000mah	(18.5V)최대3개	배터리(약6시간)

운항속도:5kn

최대속도:8kn

시스템	구속:자동/수동

사용:항내,	파고2m	이내의	해안,	댐,	강,	수로	등

APACHE3

총길이:1.1mⅩ0.42mⅩ0.25m

무게:5kg	미만(배터리1개	포함)

작업시간:2시간/30,000mah	(18.5V)최대3개	배터리(약6시간)

운항속도:5kn

최대속도:11kn

시스템	구속:자동/수동

사용:강,	댐,	호수	등

◈ ㈜리버앤씨 부스 번호 6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603호,	604호	 전   화		070-4480-7689

대  표  자		최광태	 팩   스		031-337-6511

담  당  자		황수진	 이메일		sujin.h@rnsea.com	

근로자 수		11명

㈜리버앤씨는	하천	및	해양	등을	연구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	최고의	장비	및	최적의	계측조건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원격	계측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에	이용되는	수문자료

의	생산/조사/관리	등의	솔루션과	해양	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해양	관측	부이	시스템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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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스 번호 7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대  표  자		박영제	 전   화		051-664-9091

담  당  자		서재규	 이메일		kyu229@kioat.ac.kr

근로자수		772명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해양국가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잡거나	키우는	사업의	현장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	기지는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	바다를	담고	있는	해저면과	해안	지형을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관광자원이	드러납니다.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실용적으로	우리	인류의	지속	

성장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하기	전에	물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가운지에	대한	정보는	수중에서	작업을	하

려거나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해양과기원이	국가적으로	부여	받은	임무는	국민을	위해	해양에		

대한	새로운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바다를	과학적으로	새로이	이해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양과기원은	바다에서	고급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항만과	해안	경관을	포함	

하는	항도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스 번호 10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전   화		042-866-3155	

대  표  자		이동곤	 팩   스		042-866-3107

담  당  자		김윤수	 이메일		kys@kriso.re.kr

근로자 수		300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1976년에	설립되어	선박해양공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조선강국으로	이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미래선박	및	해양플랜트와	더불어	해양에너지,	해양안전,	해양

시스템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	연구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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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부스 번호 24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전   화		032-770-8711

대  표  자		윤호일	 팩   스		032-770-8716

담  당  자		전정아		 이메일		jajeon@kopri.re.kr

근로자 수		297명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	연구전문기관인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극지에서의	기초	및	첨단	응용과학연구,	극지	인프라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극지	정책	및	제도연구,	산학연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대국민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극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디렉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