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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일정 ◈
■ 10월 28일(목)
10:00~
11:00~11:30
11:30~13:00
13:00~14:30
14:30~14:40
14:40~16:10
16:10~16:20
16:20~17:50
18:10~19:00
19:00~21:00

학회등록
포스터 세션 발표
이사 및 평의원 합동회의
논문발표 및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 (제1 ,2, 3, 4, 5 발표장)
휴식
논문발표 (제1, 2, 3, 4, 5 발표장)
휴식
논문발표 (제1, 2, 3, 4, 5 발표장)
정기총회 및 시상식
만찬

■ 2021년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18:10 ~ 19:00
•장 소 : 그랜드볼륨(L층)
•안 내 : 2021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13:00~17:50
•장 소 : 제5발표장

■ 10월 29일(금)
10:00~11:30
11:30~13:00
13:00~14:30
14:30~14:40
14:40~16:10

논문발표 / (제1, 2, 3, 4, 5 발표장)
오찬
논문발표 / (제1, 2, 3, 4, 5 발표장)
휴식
논문발표 / (제1, 2, 3, 4 발표장)

■ 포스터 전시
10월 28일(목) ~ 29일(금) : 로비 전시장 내  

■ 발표장소 안내 (L층 그랜드볼륨장 내)
* 제1발표장 : 28일, 29일(목, 금)
* 제2발표장 : 28일, 29일(목, 금)
* 제3발표장 : 28일, 29일(목, 금)
* 제4발표장 : 28일, 29일(목, 금)
* 제5발표장 : 28일, 29일(목, 금)
* 포스터세션 : 로비 전시장 내
* 정기총회 :  그랜드볼륨
* 만찬장소 :  20층 스카이라운지(스와레)
   ※ 10월 29일(금) 오찬 : 1층 쉘팩토리
   ※ 28일 만찬 및 29일 오찬은 명찰 뒤 식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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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10월 28일 (목) 》
발표장
시간
10:00~
11:00~11:30
11:30~13:00

13:00~14:30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16:10~16:20

16:20~17:50

18:10~19:00
19:00~21:00

제5발표장

등록
포스터 세션 발표
이사 및 평의원 합동회의
[기획세션]
해양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술 혁신
[A1]

[기획세션]
해양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
방안
[B1]

14:30~14:40

14:40~16:10

제4발표장

[특별세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C1]

[특별세션]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해양산업시설
(I)
위험유해물질 영향평가 및
[E1]
관리기술 개발 (I)
[D1]

휴 식
[특별세션]
[특별세션]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해양산업시설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및
(II)
위험유해물질 영향평가 및
사례연구
[E2]
관리기술 개발 (II)
[C2]
[D2]
휴 식
[특별세션]
[기획세션]
[특별세션]
[특별세션]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지능형 해양쓰레기 해양 재해·재난 융복합 연 수상/해상 태양광 발전
(III)
영향평가 및
시스템 개발
구
수거지원 기술개발 (II)
[E3]
관리기술 개발 (III)
[C3]
[B3]
[A3]
[D3]
정기총회 및 시상식
만찬
[특별세션]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개발 (I)
[A2]

[특별세션]
해양공간계획 제도 및
기술개발 고도화
[B2]

《 2일차 10월 29일 (금) 》
발표장
시간
10:00~11:30

제1발표장

제2발표장

[특별세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A4]

[기획세션]
해양정책통계
[B4]

11:30~13:00
13:00~14:30

해양환경오염
[A5]

해양환경공학
[A6]

제4발표장

제5발표장

[특별세션]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주민수용성
[C4]
오 찬

[기획세션]
해사환경변화에 따른
방제 대응 및 제도개선 연구
[D4]

[특별세션]
파력발전 통합성능
WECAN 개발 (I)
[E4]

해양정책
[D5]

[특별세션]
파력발전 통합성능
WECAN 개발 (II)
[E5]

[특별세션]
[기획세션]
해양기후변화연구회 (I)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C5]
[B5]

14:30~14:40
14:40 ~16:10

제3발표장

[기획세션]
해양기후변화연구회 (II)
[B6]

휴 식
[특별세션]
해수온도차발전의
실용화 방안
[C6]

[기획세션]
해양경제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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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목)
●●● (제1발표장)
13:00 ~14:30

(A1)세션명: [기획세션] 해양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술 혁신
좌장 :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장비 및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개발 계획
윤종주(충남연구원), 노광헌, 김소영(충청남도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관리 고도화를 위한 해양침적쓰레기 AI 데이터 구축
이진환, 강윤향(㈜해양기술ENG), 문동준(㈜씨에스피아이)
폐어망 자원 순환을 위한 다중 초음파 정밀 전처리
김규원, 옥수열, 정종회, 방 주, 원종화(㈜포어시스)
심층학습 기반 부유쓰레기 성상 분석
이은하수, 강수원, 김규원, 원종화, 강효동(㈜포어시스)
모바일 플랫폼 기반 낚시쓰레기 정보 수집 방안
이성찬, 권태광(㈜네모)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진단 및 개선과제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종화(㈜포어시스)

14:40 ~16:10

(A2)세션명: [특별세션]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개발 (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정정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양식장 기인 해양쓰레기 유체동역학적 특성 조사연구
박지용, 하윤진, 김경환, 박세완,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 재해쓰레기 수거량 현황 및 발생원 분석
이정기, 박세완, 하윤진,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인공지능 기반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적용 방안 연구
노 찬, 임창혁, 안현정(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기영(㈜지오시스템리서치),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항공조사 이미지와 딥러닝 기반 분할모델을 통한 연안쓰레기 현존량의 모니터링 자동화
송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상현, 양윤정(한컴인스페이스), 정정열,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이동 분포 양상 분석
최진용, 권재일, 허기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김경신, 목진용, 김지윤(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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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17:50

(A3)세션명: [특별세션]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개발 (I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정정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입자추적기법 기반 해양쓰레기 거동 예측 모델 적용성 검토
이상영, Nguyen Thi Hoang Thao, 방기영, 조재갑, 송용식(㈜지오시스템리서치),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역기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요인 민감도 분석
김준성, 김충기(한국환경연구원),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nVEST 모델을 활용한 조류(바닷새) 위해도 평가: 해양쓰레기 피해 중심으로
허수정, 이현우(한국환경연구원),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충기(한국환경연구원)
해양쓰레기 발생예측변수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진, 양종욱(㈜지엠티)
항 내 해양침적쓰레기 발생 기작 이력 분석
이진환, 강윤향(㈜해양기술ENG),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2발표장)
13:00 ~14:30

(B1)세션명: [기획세션] 해양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 방안



좌장 :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산업의 개념과 분류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자료에 기반한 해양환경산업 현황 분석
최수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 환경산업 육성 체계와 해양분야 시사점
박희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외 환경산업 육성 정책 및 해양환경산업 성장 여건
강창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 해양환경산업 및 정책의 한계와 육성 방안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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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16:10

(B2)세션명: [특별세션] 해양공간계획 제도 및 기술개발 고도화

주관기관 : KMI

좌장 : 최희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동향과 활용방안
조성진, 최희정,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 지표(안) 개발
김찬웅, 정필규,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거버넌스와 MSP 이행
최희정, 조성진, 임종서, 이혜영, 김선미(한국해양수산개발원)
V-Pass 자료를 활용한 어업활동 패턴 분석 – 울릉도 해역 중심 한재림, 김태훈, 김범규,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20 ~17:50

(B3)세션명: [특별세션] 해양 재해 · 재난 융복합 연구

주관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좌장 :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남극 극지 퇴적물 유래 방선균 분포 및 생리활성 검증
이정희, Ganiyu Akinniyi, 양인호(한국해양대학교)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주파수 중첩에 의한 로그 웨이브 시뮬레이션
전우영,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SWAN을 이용한 동해안의 재해성 파랑 예측을 위한 수치모의
손봉교, 도기덕(한국해양대학교)
북서태평양 태풍 최대 강도 위치의 남북방향 변동 고찰
유다솜, 김형석(한국해양대학교)
온도, 압력 및 냉각 열원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합성 프로세스의 성능 변화 비교분석
김진우, 허 철(한국해양대학교), 서영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동북아시아 갯벌의 해양저서규조류 다양성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
김혜숙(한국해양대학교), 김종성(서울대학교), 박진순(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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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발표장)
13:00 ~14:30

(C1)세션명: [특별세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 KIOST

좌장 : 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덕제(한국전기연구원)

울돌목 해양환경을 고려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계근거 및 통합하중해석
허만웅, 김동환, 고동휘, 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1MW급 조류발전기 모듈화 및 유체베어링 설계적용 검토
방덕제, 김동준, 오진안, 한필완, 전연도(한국전기연구원)
1MW급 조류발전기 전력시스템 기본설계
오상호, 윤배광, 권순일(㈜KTE)
1MW급 조류발전기 제어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개발
이재득, 천성관, 이동기, 최해창(㈜인터맥), 이기욱(㈜엔사이트)
1MW급 조류발전기 냉각시스템 기본설계
정민호, 김동현, 안석의(STC㈜), 손창효, 윤정인, 설성훈, 이준혁, 정한솜, 차승윤(부경대학교)

14:40 ~16:10
주관기관 : KIOST

(C2)세션명: [특별세션]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및 사례연구 
좌장 : 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 기자재 표준화 사업 및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이진학, 고동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에너지 용어 표준(안) 개발
고동휘, 이진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종수, 서종범(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파력발전 출력성능 측정불확도 요소 분석
김길원, 이정기, 고태경, 최종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S 62600-20 부합화 방안 및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
서종범, 이호생,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1년 10월 28일(목)~10월 29일(금) / 강원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I

9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16:20 ~17:50

(C3)세션명: [기획세션] 수상/해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좌장 : 정동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내 해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고
문기호, 이규백, Alexandr Lim, 조영민, 김용래, 최주엽(광운대학교)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이병준, 정 현(㈜오션스페이스)
성능 기반 콘크리트 버켓 앵커 설계법 개발
박우성, 원종화, 옥수열(㈜포어시스)
해상태양광 구성요소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하는 설계 연구
이행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경훈(㈜BK에너지), 김재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해석기술의 현황 및 방향
홍사영, 김병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4발표장)
13:00 ~14:30

(D1)세션명: [특별세션]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김영윤(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해양산업시설 주변해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분포
조천래, 이용화, 성기탁, 성 진, 민병규, Mai Duc Hung, 김현중, 주미조, 고운이, 대금향(㈜베스트환경기술),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퇴적물에서의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분석법의 원리 및 특징 비교: 퇴적물 내 HNS 관리대상물질의 새로운
분석법 개발을 위한 기초문헌 연구
김기범, 정해진, 장유리, 김나영(경상국립대학교),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 배출 HNS 추정/비표적 분석기술(S/NTA) 개발
문효방, 목소리, 이창화, 이현경, 이성규(한양대학교)
해양산업시설 배출물질 초기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김태원, 김영윤(해양생태기술연구소),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 배출 HNS 해양환경 영향평가; 생태 위해성 및 안정동위원소 활용
이동헌, 박선영, 이원찬(국립수산과학원), 이문진, 오상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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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16:10

(D2)세션명: [특별세션]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I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김창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HNS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기상·해양 결합 모델 구축
송승헌, 오병철, 방경훈(해강기술), 이문진, 김태성(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 배출 HNS의 실시간 구동 환경영향평가 모형에 대한 고찰
맹준호, 김태윤, 구혜윤, 여보현(한국환경연구원), 이문진, 김태성(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에 대한 국내외 현황 연구
최기영, 김창준, 김영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규범(서울대학교), 오상우,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NS 해양배출 영상학적 현상 연구
노현호(포항공과대학교), 서동민,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양현종(포항공과대학교)
미세조류 위험·유해물질 반응성 및 생물독성 응용방안 연구
신상훈, 이아현, 백민영, 고태우, 김병석(고려대학교), 서동민,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성규(고려대학교)

16:20 ~17:50
주관기관 : KRISO

(D3)세션명: [특별세션]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III)
좌장 : 서동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현장탐지용 수질센서의 기술 현황
이창한, 안상수, 노재하, 장지호(한국해양대학교), 서동민,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출수 상시 생태독성 감시 장치 기초 설계
이경진, 천세억, 조현정(동문이엔티㈜), 이문진, 서동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 목진용, 이종훈, 한기원, 최수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원수,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윤현석(원광대학교), 윤창술(경상국립대학교), 이문진, 강원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의 미래 추진전략 및 모델 연구
김계원(HT융합정책연구원), 이문진, 강원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류권홍(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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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발표장)
13:00 ~14:30

(E1)세션명: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I)

[학부과정]
GOCI-Ⅱ를 이용한 괭생이모자반 이동 예측 연구: 황해 해역 중심
송윤지(인하대학교), 박영빈, 유정미, 김태호(㈜유에스티21)
해상 환경과 유종에 따른 기름의 특성 변화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활용 가능성 feasibility study
강성일, 허 철(한국해양대학교)
OpenCV를 이용한 빙 두께 영상처리 정확도 향상
이정욱, 김희찬,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석사과정]
2021년 하계 동중국해의 해양수질환경 및 해저퇴적물환경
조성민, 김연수, 정민기, 조현서(전남대학교)
2021년 하계와 동계의 광양만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정민기, 김건우, 조성민, 조현서(전남대학교)

14:40 ~16:10

(E2)세션명: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II)

파일 항타 소음이 농어(Lateolabrax japonicus),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i), 강도다리(Platichthys stellatus)
치어의 혈중 삼투압에 미치는 영향
진가영, 김범기, 이정현, 이창근, 김종성(서울대학교)
거문도 암반조간대의 먹이망구조와 애기삿갓조개의 섭식변화
김정수, 이인옥, 노준성, 김종성(서울대학교)
극저온 유체의 비등을 고려한 관 내 다상 열 유동 CFD 시뮬레이션
서용석, 정소명, 전규목, 김재원, 박종천(부산대학교)
다변량 LSTM을 이용한 극저온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슬로싱에 의한 첨두 압력 예측
김재원, 정소명, 전규목, 박종천(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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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17:50

(E3)세션명:  Young Scientist 발표대회 (III)

[박사과정]
한국 갯벌 퇴적물 내 저서미세조류와 세포외고분자물질(EPS)의 시공간적 변동
김범기, 이종민, 노준성, 배한나, 이창근(서울대학교), 하헌준(인하대학교), 황규원, 김동우(서울대학교),
권봉오(군산대학교), 하호경(인하대학교), 김종성(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연안 퇴적물의 총질소침적량에 대한 최초의 전국 규모 평가
권인하, 이창근, 이종민, 김범기, 김종성(서울대학교)
황해 및 발해 퇴적물의 생태독성평가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영향 확인
박신영, 이정현(서울대학교), 홍성진(충남대학교), 김태우, 윤서준(서울대학교), 권봉오(군산대학교),
김종성(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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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금)
●●● (제1발표장)
10:00 ~11:30

(A4)세션명: [특별세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주관기관 : KITECH

좌장 : 국승기(한국해양대학교)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과제 개요 소개
김영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정보, 박자운, 박상혁(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양대학교),
고웅준, 문동혁, 장현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기술 개발 연구현황(2/5)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쓰레기 수거선 개발 연구
황선규, 윤인창(㈜화인)
특허 분석을 통한 해변가 미세플라스틱 수거 장비 기술 분류 및 설계
정성헌, 손우현(동강엠텍㈜), 김무현(㈜스타리온), 김영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상호(중소조선연구원)

13:00 ~14:30

(A5)세션명: 해양환경·오염


저유황유 연료유의 증발거동 예측에 관한 연구
송인철(해양경찰연구센터)
기름 및 해수 노출에 따른 오일펜스 본체부 인장강도 변화
장판길, 이희진, 서정목(해양경찰연구센터)
선박용 연료유 유종 및 특성에 따른 유흡착재 흡유량 변화
김희수, 이희진, 서정목(해양경찰연구센터)

14 I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좌장 :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40 ~16:10

(A6)세션명: 해양환경·공학  



좌장 : 이문옥(전남대학교)

수중 물체의 형상 왜곡률에 영향을 미치는 탁도와 광각에 관한 연구
이상협, 윤한삼, 김민수, 장성철(부경대학교)
해수유동 수치모의를 통한 인천신항 퇴적원인 분석
김찬주, 강수원, 김규원, 원종화, 강효동(㈜포어시스), 이정운(연세대학교)
광양만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이문옥, 김종규(전남대학교), 김병국(㈜한국가스공사)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기술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논의 동향
이성엽, 정태환, 강성길, 이다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김진형(한국선급), 이상혁(삼성중공업)

●●● (제2발표장)
10:00 ~11:30

(B4)세션명: [기획세션] 해양정책통계



좌장 : 최석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30 청년층의 해양수산 인식과 시사점
김주현, 박광서,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상화물수송통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박일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인식지수 개발을 위한 사례조사
김태한, 최석우, 김주현, 김기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업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COVID 19 이후 고용동향을 중심으로
김기수, 최석우, 김주현, 김태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통합행정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박동아, 김주현,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위회귀를 활용한 해양수산업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최석우, 김주현, 김태한, 김기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년 10월 28일(목)~10월 29일(금) / 강원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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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14:30

(B5)세션명: [기획세션] 해양기후변화연구회 (I)



좌장 : 김종규(전남대학교)

관측자료 기반 위성결측자료 생성 및 검증 연구
조창제, 곽경일, 김국진(㈜유에스티21), 김명원(㈜지오시스템리서치)
CCTV 영상자료를 이용한 해수위 관측기술 개발
문종윤, 조완희, 성보람(해양정보기술)
동해 연안해역의 천문조위 산출 및 조석 특성
김양오, 김종규(전남대학교)
키리바시 연안해역의 천문조위 예측 및 고찰
김양오, 김종규(전남대학교),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FDC 수치모델 생성을 위한 GUI프로그램 개발
박재형, 전용호(㈜씨엔에스솔루션)

14:40 ~16:10

(B6)세션명: [기획세션] 해양기후변화연구회 (II)


인공어초 저속 흐름 영역의 정량화 기법
Van-Than Chau, 나원배(부경대학교)
수평 유동을 고려한 정육면체의 이동 거리 추정
이유정, 정소미, 나원배(부경대학교)
방갈로 인공어초의 안정성 평가
이유정, 김민주, 정소미, 나원배(부경대학교)
효율적인 해양공간관리 방안 연구
지형석, 오형민, 김명원(㈜지오시스템리서치), 김종규(전남대학교)

16 I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좌장 : 김종규(전남대학교)  

●●● (제3발표장)
10:00 ~11:30

(C4)세션명: [특별세션]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주민수용성

주관기관 : KMI

좌장 :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풍력개발의 환경적 평가를 위한 입지선정 및 가이드라인
김태윤, 맹준호, 이후승, 주용준(한국환경연구원)
선형계획법을 활용한 해상풍력 적지 탐색
육근형, 김시현, 좌미라, 임종서, 김지윤(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업 공존 방안 추진 현황
이호엽, 한관우, 경두현, 강금석(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해상풍력발전 주민참여 현황 국내외 비교 연구
좌미라, 육근형, 김지윤(한국해양수산개발원)
X.S. Ka 멀티밴드 통합레이다(O-STAR Radar)의 다기능 활용
최군환, 장기호, 김미정, 김효선(한동대학교)

13:00 ~14:30

(C5)세션명: [특별세션]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주관기관 : KRISO

좌장 : 김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전망
유영재, 김민지, 허 준, 신현경(울산대학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MILS 기법 적용 축척모형시험기법 소개
하윤진, 정동우, 노 찬, 박세완, 안현정, 김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해상 풍력ㆍ파력 발전기의 동적운동응답에 관한 연구
김홍빈, 구원철(인하대학교)
동해안 환경조건에 따른 10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연성해석
안현정, 박세완, 노 찬, 하윤진, 김경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해상풍력발전 국제표준- IEC 61400-3-2
김민지, 유영재, 허 준, 신현경(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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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16:10

(C6)세션명: [특별세션] 해수온도차발전의 실용화 방안

주관기관 : KRISO

좌장 : 이호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MW OTEC 펌프 동력 절감을 위한 모형시험
윤지원, 서종범, 이호생,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내 해수온도차발전-히트펌프 사이클 적용성 검토
문정현, 서종범, 이호생,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온도차발전 배출 심층수를 활용한 다단복합양식 에너지 수지분석
임승택, 최미연, 문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MW 설치 예정 해역 지형 및 지질 특성
서영교, 정자헌, 백승균(지마텍㈜), 김현주, 이호생, 문정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급변 수심 해역의 해수유동 및 수온변화에 대한 수치모의 - 키리바시 해역
전용호(㈜씨엔에스솔루션), 홍도웅(㈜메이텍엔지니어링),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종규(전남대학교)
해수온도차발전의 국내 적용을 위한 OTEC 바아지 및 라이저 개념설계
오태원(㈜오션시스템), 김현주, 서종범, 문정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4발표장)
10:00 ~11:30

(D4)세션명: [기획세션] 해사환경변화에 따른 방제 대응 및 제도개선 연구



좌장 : 윤종휘(한국환경연구원)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개선 연구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신영수, 이종남, 김우경(해양경찰청)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환경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정태환, 강성길, 이성엽, 이다희, 원해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경찰청 방제분야 R&D 추진과제 및 발전방향
김권중, 최유정, 이우수(해양경찰청)
친환경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에 관한 연구
송인철(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환경변화 미래예측을 통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제도적 기반마련
여영화(해양경찰청), 김충기(한국환경연구원), 신영수, 이종남, 김우경, 김종현(해양경찰청)
LNG추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방안 연구
김종현, 신영수, 이종남(해양경찰청)

18 I 2021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3:00 ~14:30

(D5)세션명: 해양정책



좌장 : 정태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과 후처리 장치 기술 개발 동향
정태환, 이성엽, 강성길, 이다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천정민(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하승만(한국선급)
해양보호구역 가치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 에머지 평가법 적용
김미주, 홍종호(서울대학교)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효율 평가 연구
권인하, 김정수, 김종성(서울대학교)
인위적소음이 해양 어류 및 무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범위 산정
김범기, 진가영, 김종성(서울대학교)
괭생이모자반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액 조사
김신영,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유물질이 수생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고찰
박신영, 김종성(서울대학교)

14:40 ~16:10

(D6)세션명: [기획세션] 해양경제



좌장 : 장정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위성계정 분류체계의 국제 비교와 향후 추진방향  
장정인, 김성은, 박동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방법론
정수빈, 장정인, 권장한, 김성은, 박동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환경변화와 경제영향 :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임병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업 경기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권장한, 박성화, 장정인, 정수빈, 김성은, 박동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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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발표장)
10:00 ~11:30

(E4)세션명: [특별세션] 파력발전 통합성능 및 구조안정성 해석기반 구축을 위한 WECAN 개발 (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Wavestar 형 파력발전장치의 유압시스템을 고려한 모형시험 성능평가
하윤진, 노 찬, 박지용, 원영욱, 오영재, 이지훈(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파력발전용 유압식 에너지변환장치의 수치해석 및 시험
천호정, 김재환, 최종혁, 권영준(유원산업㈜)
서브도메인법을 이용한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의 특성해석
이훈기(충남대학교),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장영(충남대학교)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Arm 구조물의 구조해석
김현성, 김병완, 하윤진,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00 ~14:30

(E5)세션명: [특별세션] 파력발전 통합성능 및 구조안정성 해석기반 구축을 위한 WECAN 개발 (II)

주관기관 : KRISO

좌장 :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압 PTO 기반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최대출력제어 알고리즘 성능 비교
노 찬, 하윤진,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천호정(유원산업㈜),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진동수주실 파력발전 실증플랜트의 유량 산출방안에 대한 고찰
박세완, 김길원, 안현정, 김경환, 신승호,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파력발전용 임펄스터빈 및 웰즈터빈의 성능 고찰
김길원, 박세완, 노 찬, 안현정, 하윤진,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개발 동향에 대한 고찰
안현정, 박세완, 하윤진, 김길원,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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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목)
11:00~11:30

포스터 논문 발표

P1 제주 해역 해수 및 해저퇴적물 중 과불화화합물(PFASs) 분포
Nguyen Thi Nga, Mai Duc Hung, 조성민, 조현서(전남대학교)
P2 북서태평양해역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강성길, 정태환, 원해민, 이시연, 이찬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3 VMD 생산수의 수소 생산 용수 적용성
최미연, 문덕수,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4 홍조 뼈지누아리(Grateloupia divaricata)와 털지누아리(Polyopes lancifolius) 각상체 직립엽체 성장
한표일, 김형근(강릉원주대학교)
P5 홍조 지네지누아리(Grateloupia asiatica) 바다이식 후 여름철 신엽의 재생
전찬길, 한표일, 김형해, 김형근(강릉원주대학교)

●●● 학회안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KOSMEE)는 해양오염 방제 및 관리/평가기술, 해양환경 회복기술, 해양생태계 보전기
술, 해양안전/구난기술, 해양에너지(해상풍력, 파력 등), 해양정책 등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목
적을 설정하고 활동함으로써 관련인력의 저변 확대를 이루고 대 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해양환경 및 해양에너지 보전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는 특성있는 학회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 행사장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76 / 033-9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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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 찾아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시
※ 경포호수 앞 호텔 정문으로 진입

■ KTX 경강선
서울 → 강릉
강릉 → 서울

시간 : 첫차 청량리 05:32~막차 22:22 / 간격 약 30분 / 요금(특실 : 38,600원, 일반실 27,600원)
시간 : 첫차 강릉 05:30~막차 20:30 / 간격 1시간 / 요금(특실 : 38,600원, 일반실 27,600원)

■ KTX 강릉역
- KTX 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건너편에서 202번 버스 탑승 후 경포해변에서 하차
- KTX 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앞에서 202-1, 202-2번 버스 탑승 후 경포해변에서 하차
시내버스

- 버스번호

: 202(약 30분 간격, 첫자 06:25~막차 21:55), 202-1
(약 30분~55분 간격, 첫차 06:45~막차 22:40)
- 소요시간 : 20 ~ 40분

택시

- 소요시간 : 약 10~15분 / 요금(편도/약 7,000원)

■ 강릉 고속버스터미널
- 강릉시외·고속터미널 정류장에서 202, 202-1, 202-2번 버스 탑승 후 경포해변에서 하차
시내버스

- 버스번호:

202 (약30분 간격, 첫차 06:25~막차 21:55), 202-1
(약30~55분간격, 첫차 06:45~막차22:40)
- 소요시간 : 35~40분 소요

택시

- 소요시간 : 약 17~20분 / 요금(편도/약 8,000원)

●●● 문의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사무국
☎ 042-866-3697 / FAX 042-866-3698 / E-mail: kosmee@kriso.re.kr

●●●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항목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일반

14만원

17만원

회원/학생

7만원

10만원

비회원/일반

17만원

20만원

비회원/학생

8만원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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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갂 및 예산 : 2021년 7 ~ 12월, 20.6억원(지원금 18억원 포함)
♣ 공룡발자국화석 유형 분류 : 수각류, 조각류, 용각류 (3종)
♣ 카메라〮드론 및 3D가공이미지(음영기복도) : 총 136,000장 구축
♣ 인공지능 학습 및 응용서비스 개발 : 공룡발자국화석 탐지 및 분류 서비스
♣ AI허브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모델 및 원천〮라벨링 데이터 공개
♣ 공룡발자국화석 연구, 지질문화재 관리, 지질관광 산업에 활용 가능
수각류

조각류

용각류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KOSME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
Tel : 042-866-3697, Fax : 042-866-3698
E-mail : kosmee@kriso.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