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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 최 (사)한국해양공학회
후 원 한국해양대학교

LINC사업단,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
개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미래인더스트리(주), (주)아이피테크,
(주)젠텍엔지니어링, (주)파나시아, 선보공업(주), 신호이앤티(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해양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기반구축 사업(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중공업(주),
(주)대영엔지니어링,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부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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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장소: 그랜드볼룸)
휴식

기획B
이순섭

A1-유체
서성부

제4발표장
나폴리 2층

Coffee Break

휴식

만찬회 (장소: 그랜드볼룸)

18:20 - 18:30

18:30 - 20:00

윤기영

S2-해체

D1-구조
이강수

기획C
성홍근
10:00-12:00

기념식 / 학회상 시상 (장소: 그랜드볼룸)

(장소: 그랜드볼룸)

휴식

C-재료
김윤해

B1-설계/건조
송창용
11:00-12:00

휴식

제6발표장
마이애미 2층

등록 (장소: 2층 복도)

제5발표장
베니스 2층

17:20 - 18:20

연구윤리특강1: 학술지 투고논문의 중복성 (15분)
연구윤리특강2: JOET 투고논문 연구윤리 쟁점 사례 (15분)
특별초청강연: 바다와 산업 (45분)

기획A-2
윤종성

기획A-1 (초청강연)
윤종성
10:00-12:00

제1발표장
그랜드볼룸 2층

16:50 - 17:20

15:30 - 16:50

15:20 - 15:30

14:30 - 15:20

14:20 - 14:30

13:00 - 14:20

12:00 - 13:00

10:20 - 12:00

시간

11월 17일(목)

조현욱

S1-Subsea

해양플랜트설계
연구회
워크샵 개회

정책토론회
김가야
10:30-12:00

제7발표장
시칠리 1층

기획D
정동호

해양플랜트설계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시드니 2층

미래
해양기술
전시
캡스톤디자인
(미래기술,
경진대회
국책사업,
S/W)

제8발표장
카프리 2층
아틸란티스 B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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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장소

15:20 - 17:00

15:10 - 15:20

13:30 - 15:10

12:30 - 13:30

10:50 - 12:30

10:40 - 10:50

09:00 - 10:40

08:30 - 09:00

시간

11월 18일(금)

F3-계측/제어
이판묵

F2-계측/제어
김진환

F1-계측/제어
김준영

기획E-2
조제형

기획E-1
조제형

A3-유체
박종천

A2-유체
신현경

B2-설계/건조
오대균

B3-설계/건조
임영섭

휴식

제6발표장
마이애미 2층

A5-유체
박일룡

A4-유체
안병권

휴식

D4-구조
이탁기

D3-구조
신장용

S10-설계/기자재
송시명

S6-구조2
구본용

S5-프로세스2
최영철

S4-프로세스1
임영섭

제7발표장
시칠리 1층

S9-설계3
이광국

S8-설계2
차주환

S7-설계1
장래대

시드니 2층

미래
해양기술
전시
캡스톤디자인
(미래기술,
경진대회
국책사업,
S/W)

제8발표장
카프리 2층
아틸란티스 B1층

기획C: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D: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크레인 설치설계 연구
기획E: 그린십 금속 의장부품 대체 난연, 내압 및 고강도 복합소재 개발

B4-설계/건조
조철희

D2-구조
정태환

S3-구조1
최재연

등록 (장소: 2층 복도)

제5발표장
베니스 2층

점 심 (장소: 행사 지정 식당, 13:00-13:30)

G-해저자원환경
홍섭

제4발표장
나폴리 2층

S1~S10: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정책토론회: 해양수산부 부산항City 개발사업 정책토론회
기획A: 연안재해 저감 기술
기획B: 부유식 해양플랫폼 통합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3-해안/해양
허동수

E2-해안/해양
박상길

E1-해안/해양
신성원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그랜드볼룸1 2층 그랜드볼룸2 2층 그랜드볼룸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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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3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정기총회, 연구윤리 특강

정기총회
11월 17일(목) 14:30–15:20, 2층 그랜드볼룸
사회: 이승재(한국해양대학교)
I. 개회
II. 학회장 인사
III. 주요현황 및 사업실적 보고
1. 회원 및 임원 현황
2. 2015년도 결산
3. 2016년도 주요업무
4. 2016년도 가결산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결과
IV. 심의/의결 안건
1. 정관 변경(안)
2. 2016년도 사업계획(안)
3. 2016년도 예산(안)
V. 학회상 시상
1.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 발표상
VI. 폐회

연구윤리 특강
11월 17일(목) 15:30-16:00, 2층 그랜드볼룸
사회: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윤리 1 학술지 투고논문의 중복성
연사: 서성부(연구윤리위원장)
윤리 2 JOET 투고논문 연구윤리 쟁점 사례
연사: 정준모(국문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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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초청강연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 미래 해양기술 전시
특별초청강연
11월 17일(목) 16:05-16:50, 2층 그랜드볼룸
사회: 이승재(한국해양대학교)
특별 1 바다와 산업
연사: 하문근(삼성중공업㈜)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11월 17일(목) 17:20-18:20, 2층 그랜드볼룸
• 내빈 소개
• 환영사
• 축사
• 기념사
• 회고사
• 30년사 소개
• 영상물 상영
• 시상
공로상, 학술상, 해양토목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 기념촬영
• 만찬회

미래 해양기술 전시 (미래기술, 국책사업, S/W)
• 일자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 장소 2층 카프리
• 주관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대학교 LINC 사업단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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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해양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11월 17일(목)-18일(금), 2층 시드니


진행: 김영훈(경남대학교)

본선 일정
심사: 11월 17일(목) 10:00-12:00
결과: 11월 17일(목) 발표
시상: 11월 17일(목) 기념식에서 시상
전시: 11월 17일(목) 13:00–11월 18일(금) 15:20
전시 목록
1. Active heave compensator
 
2. RC Submarine(잠수함)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전남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효율적인 유처리제 살포방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4. 해양작업용 소형 구조물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5. 해양플랜트 의장 설치 계획 수립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6. KMOU Dolphin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부

7. NHUG (New Hydrid Underwater Glider)

한국해양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8. 탄성막을 이용한 선박형 해양구조물의 단일선체구조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9. Long Term Underwater Glider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부

10. 유압식 댐퍼가 결합된 반영구적 친환경 자가 발전식 히브플레이트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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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11. 2통1반 무인보트


한국해양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12. 괭생이모자반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
13. MSRR(Marine Structure Reducing Rip current)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14. 임펄스 터빈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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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기획세션
11월 17일(목)

정책토론회
주제: 해양수산부 부산항City 개발사업 정책토론회
11월 17일(목) 10:30-12:00,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사회: 김가야(동의대학교)
주제 1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45만평, 8조원)
정현돈(부산항만공사(BPA)북항재개발단장)

주제 2

부산 북항재개발 2단계 (47만평, 11조원)
정성기(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

패널 토론
박상길(부산대학교 교수)
김종한(부산시의회 시의원)
강병균(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 소장)
최열(부산대학교 교수)

기획A-1: 연안재해 저감 기술 (초청강연)
11월 17일(목) 10:00-12:00, 제1발표장 (2층 그랜드볼룸)

좌장: 윤종성(인제대학교)
기획A 01	Laboratory Experiments and Numerical Modeling of
Internal Solitary Wave Propagation
John Rong-Chung Hsu(Research Fellow, UWA;
Emeritus Professor, NSYSU)
기획A 02	Bore-Like Surf Beat Observed in Shallow Surf Zone
Eizo Nakaza, Satoshi Tanaka, Carolyn Schaab and
Kent Inagaki(University of the Ryuk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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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월 17일(목)

기획A-2: 연안재해 저감 기술
11월 17일(목) 13:00-14:20, 장소: 제1발표장 (2층 그랜드볼룸)

좌장: 윤종성(인제대학교)
기획A 03	An Informing System of Coastal Hazards in the East
Asia Region
이정렬, 김동희(성균관대학교), 이동영(중국해양대학교)
기획A 04 고파랑에 의한 해안 안벽 붕괴 기작에 관한 연구
김인호, 김진훈, 김중헌, 신성원(강원대학교)
기획A 05 식생을 활용한 지진해일 제어에 관한 수치적 고찰
이우동(경상대학교), 박종률(국립재난안전연구원),
허동수(경상대학교)
기획A 06	실해역에서 투과성 잠제의 전달파고를 통한 파랑 제어 특성
김인호, 남정민, 이형석, 신성원(강원대학교)
기획A 07 동남권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의 기초 연구
김태우, 윤종성(인제대학교), 허동수(경상대학교),
김가야(동의대학교)
기획A 08 비디오 영상기반의 해운대 해빈면적 변동특성
김종범, 김기현,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기획 A 09 태풍 차바로 인한 마린시티 월파 침수 모의 및 저감 방안 연구
김동희(성균관대학교), 정연명, 허동수(경상대학교),
이정렬(성균관대학교)
기획A 10	태풍 차바가 동반한 폭풍해일 및 고파랑에 의한 부산 마린시티의 월
파특성에 관하여
허동수, 이우동(경상대학교), 박종률(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연명(경상대학교)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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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월 17일[목]

기획B: 부유식 해양플랫폼 통합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1월 17일(목) 13:00-14:2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이순섭(경상대학교)
기획B 01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해양 플랫폼 수명 건전성 분석
기법 설계 및 구현
설예인, 이범주, 이정수(㈜바론시스템 연구소),
이순섭(경상대학교)
기획B 02	부유식 해양플랫폼 자산무결성관리를 위한 통합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김환석, 박진형, 김병화, 김신우, 명세현(㈜백산에스엔케이)
기획B 03 해양 플랫폼 모니터링을 위한 IoT Device설계 및 구현
김동건, 이범성, 이동현(비에스테크), 명세현(영산대학교)

기획C: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11월 17일(목) 10:00~12:0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성홍근(KRISO)
기획C 01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의 터렛 계류시스템 설계
송창우, 김정, 윤상준(삼성중공업㈜), 홍장표, 성홍근
(KRISO)
기획C 02	파랑중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계류시스템의 특성 및 고찰
홍장표, 정현우, 김윤호,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C 03 소규모 LNG 벙커링 시스템을 통한 FLBT사업화 고찰연구
김기동, 최경식, 오영삼(한국가스공사 ), 조상훈(엔케이),
김성훈(유니시스 코겐), 신동근(한국LNG솔루션),
신동현(유니시스 코겐), 정동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획C 04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의 운전자 훈련 시스템 개발
이재익, 이가연(트렌스가스솔루션), 성홍근, 정동호(KRISO)
기획C 05 FLBT 다중 안정 이접안 시스템 구현 및 실험
이승기,박진렬(주인정보시스템), 성홍근(KRISO)
기획C 06 사례 연구 – 유럽 내륙운하 LNG 연료추진선박의 위해도 평가
신선근(가스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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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월 17일(목)

기획D: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크레인 설치설계 연구
11월 17일(목) 13:00-14:20, 장소: 제8발표장 (B1층 아틸란티스)

좌장: 정동호(KRISO)
기획D 01 연성해석 기반 운송선박 탑사이드 하중해석 및 Seafasten 응력평가
김현성, 김병완, 박병재, 권용주,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D 02	플로트오버 설치기법을 이용한 20,000톤급 탑사이드 설치 모형
시험 연구
김남우, 조석규, 남보우, 권용주, 박병재, 박인보, 원영욱
(KRISO)
기획D 03	플로트오버 DTV 선박의 Docking 작업에 관한 실험 연구
권용주, 조석규, 김남우, 남보우, 박병재, 박인보, 원영욱
(KRISO)
기획D 04	역설계법을 이용한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설치용 LMU의 구조특성
계수 추정
이강수, 박병재, 정동호, 성홍근(KRISO)
기획D 05 해상크레인 블록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남미희, 박경웅, 안철수, 이재창, 김대경(삼성중공업)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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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월 18일(금)

기획E-1: 그린십

금속 의장부품 대체 난연, 내압 및 고강
도 복합소재 개발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3발표장 (2층 그랜드볼룸3)

좌장: 조제형(중소조선연구원)
기획E 01 고강도 복합소재 Shaft 개발을 위한 기초설계에 관한 연구
조제형, 윤성원, 하종록,김성훈(중소조선연구원),
김명현(부산대학교)
기획E 02 선박/해양구조물에서의 복합재료 적용 사례 소개
김을년(현대중공업)
기획E 03	대형 선박용 복합소재 Shaft제작을 위한 Filament Winding
장비개발에 관한 연구
김평철, 김성희, 김민규(신금하)
기획E 04 열경화성 프리프레그 최신 연구동향
박용민, 박노현, 정연중(이지컴퍼지트)
기획E 05	복합소재 샤프트용 토우프리프레그 개발을 위한 아민 기능화 된 탄
소나노튜브의 분산성 및 이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물성 변화 연구
국윤수, 신홍석, 최웅기, 박길영, 박승일(KCTECH)

기획E-2: 그린십 금속 의장부품 대체 난연, 내압 및 고강
도 복합소재 개발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3발표장 (2층 그랜드볼룸3)

좌장: 조제형(중소조선연구원)
기획E 06 고압용 복합소재 관장치 제작을 위한 기술자료 조사 연구
김영목, 정인돈(칼텍실링테크)
기획E 07 고압용 복합소재 관장치 개발을 위한 소재 설계 및 공정기초 기술개발
정병문, 이학구, 이정완(KIMS)
기획E 08 PFP(Modular Solution) 개발을 위한 기초설계에 관한 연구
허태욱, 백승표, 김명환, 김현수, 황성규(경성정기)
기획E 09 섬유강화복합소재용 난연, 내열, 고강도 수지 연구
김연수, 한상구(강남화성)
기획E 010 에폭시 수지의 굴곡탄성율 향상에 관한 연구
이성구, 유영재(한국화학연구원)

12 2016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일반세션
11월 17일(목)

A1-유체
11월 17일(목) 10:20-12:0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서성부(동의대학교)
A1 01

Tip Rake Propeller에 대한 성능연구
이준형, 김문찬, 신용진, 강진구(부산대학교)

A1 02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환경외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황성철, 조석규, 정현우, 김윤호, 성홍근(KRISO),
Alberto Omar Vazquez-Hernandez(IMP)

A1 03

환경데이터의 극한분석
최용호(삼성중공업㈜)

A1 04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유체동역학적 응답해석을 위한 통계해석법들
의 비교 연구
임동현, 김용환(서울대학교)
A1 05

크레인 작업선을 이용한 자켓구조물 철거작업에 관한 모형시험 연구
하윤진, 남보우, 최영명, 박인보, 원영욱(KRISO)

B1-설계/건조
11월 17일(목) 11:00-12:00, 장소: 제5발표장 (2층 베니스)

좌장: 송창용(목포대학교)
B1 01	극지 구조물의 빙하중 추정 연구
박상현, 조수길, 정동호(KRISO)
B1 02

해양과학탐사용 6.500m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계획
김웅서, 이판묵, 박세헌, 정회수, 전봉환(KRISO)

B1 03

선박 운항상태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특성 조사
이수봉(경상대학교), 노명현(POSCO),
안영수, 이순섭(경상대학교)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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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7일(목)

C-재료
11월 17일(목) 13:00-14:20, 장소: 제5발표장 (2층 베니스)

좌장: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C 01

초탄성 재료의 해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석 기법 고찰
박병재, 이강수, 기민석(KRISO)

C 02	다양한 항복함수와 파단이론에 따른 원추형 담수빙의 압괴 실험
시뮬레이션
이희정, 한동화, 정준모(인하대학교), 김현욱,
Claude Daley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C 03	뒤채움 흙의 열전도율 및 매설깊이에 따른 해저파이프의 열손실에
관한 비교 연구
박동수, 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D1-구조
11월 17일(목) 13:00-14:2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이강수(KRISO)
D1 01

비대칭 블레이드 풍력타워 동적응답 고찰
김병완, 홍사영, 홍석원(KRIS0)

D1 02	초탄성재료를 갖는 탄성체 구조물의 강성대역변화에 따른 특성상수
값 분석기법 고찰
이강수, 박병재, 기민석(KRISO)
D1 03

해양 플랜트 구조물의 구조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태환, 박병재, 이강수, 오택찬(KRISO)

D1 04

반잠수식 구조물의 구조강도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전상배, 박태윤(삼성중공업), 김재동, 장범선(서울대학교),
김봉재(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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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A2-유체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신현경(울산대학교)
A2 01

선박의 Funnel에서 배출되는 SO2의 위해도 평가
박성부, 이현우, 이대형, 김병철, 정태석(성동조선해양)

A2 02	Simulation of Amine Absorber Internal for LNG-FPSO
지현우, 정용원, 안의섭, 장근수, 황덕윤(GS건설)
A2 03	분사형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플레이닝 회피 제어알
고리즘 연구
김선홍, 김낙완(서울대학교), 김민재, 이건철(국방과학연구소)
A2 04

고차 패널법을 적용한 날개 끝 와류유동 수치해석
김지혜, 안병권(충남대학교)

A2 05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수중 제트 추진시스템 개념 설계 및 검증
강홍재, 안병욱, 윤용태, 백승관, 권세진(한국과학기술원)

A3-유체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박종천(부산대학교)
A3 01

나노코팅을 적용한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수치적 실험적 연구
신우중(한국해양대학교), 장세현, 이경우(팀솔루션),
최재혁(한국해양대학교), 이동규, 조일훈, 양영열(GP&E)

A3 02	최소수선면적 단동선(SWASH)의 유체력 모델링 및 모형시험 비교 연구
박종열, 김대혁, 김선홍, 김낙완(서울대학교), 유영준,
정철민(국방과학연구소)
A3 03	모형시험을 통한 선미 인터셉터가 고속활주선형의 정수 및 파랑중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여홍구, 김대혁, 서인덕, 김낙완(서울대학교), 김형동,
김동훈, 안진형(국방과학연구소)
A3 04	Application of Eigenfunction Expansion to Analysis of
a Sloshing 2-Row Tanks with a Hole at the Bottom
김원중, 권순홍(부산대학교)
A3 05

부가물을 고려한 드릴쉽의 횡동요 운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재훈, 김용환(서울대학교), 최제은, 김철현, 이영범(대우
조선해양)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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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A4-유체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안병권(충남대학교)
A4 01

표면 마찰저항에 작용하는 응집 구조물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성윤, 정광효(부산대학교), 강용덕, 박일룡, 서성부(동의
대학교), 김진(KRISO), 안남현(거제대학교)

A4 02

워터젯 추진 고속활주선의 조종운동 수학모형 개발
김대혁, 이기표, 서인덕, 김낙완(서울대학교),
안진형(국방과학연구소)

A4 03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f a Foil
Attached to a Ship in Wave
Rupesh Kumar, 안현정, 김제우, 이승민, 강보희, 신현경
(울산대학교)
A4 04

초대형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최적 감쇠 모델에 대한 고찰
이혜빈, 배윤혁(제주대학교)

A4 05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실선 추진성능의 확률 모델 개발
유병현, 김진환(KAIST)

A5-유체
11월 18일(금) 15:20-17:00, 장소: 제4발표장 (2층 나폴리)

좌장: 박일룡(동의대학교)
A5 01	부가물들의 영향을 고려한 Spar Platform의 VIM (VortexInduced Motion)에 관한 CFD 시뮬레이션
옥대경, 김성오, 박종천(부산대학교), 박영찬(Wiliiams)
A5 02

어선전복경보시스템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개발 연구
양영준, 박승근, 김영준, 김원중, 권순홍(부산대학교),
이경훈, 권수연(선박안전기술공단)

A5 03

CFD를 이용한 FPSO 파랑중 운동 성능 해석 연구
김제인, 박일룡, 강용덕(동의대학교), 홍사영, 남보우(선박해
양플랜트연구소)

A5 04

타공판 배열에 따른 소파성능의 실험 연구
고창현, 김정록, 조일형(제주대학교)

A5 05	Wavy 형상 적용에 따른 대 각도에서의 Rudder성능에 대한 실험,
수치해석 연구
태현준, 김문찬, 신용진,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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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B2-설계/건조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5발표장 (2층 베니스)

좌장: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B2 01

모듈화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기법 연구
오재원, 조수길, 민천홍, 박상현, 이창호, 김형우(KRISO)

B2 02

해양환경을 고려한 150톤 윈치의 동특성 해석
이창호, 민천홍, 오재원, 김형우(KRISO), 장진우, 황동환,
류용석(EK중공업)

B2 03

DMR 액화공정의 폭발 위험성 평가
박재욱, 유원우, 임영섭(서울대학교)

B2 04

일점계류를 적용한 수중 덕트형 조류발전장치의 운동성능 고찰
조철희, 김도엽, 조봉근, 김명주(인하대학교)

B2 05

Infusion 공법을 적용한 CFRP소개 Sea Kayak 개발
백동일, 김재희, 조효제, 김충곤, 박시영, 황재혁(한국해양
대학교)

B3-설계/건조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5발표장 (2층 베니스)

좌장: 임영섭(서울대학교)
B3 01

NGL Recovery와 Liquefaction 공정의 구성 방법에 대한 비교
이준효, 임영섭(서울대학교)

B3 02

극한 해양조건하에서의 SPM 계류 시스템 설계를 위한 매개변수 분석
조철희, 노유호, 김명주, 김도엽(인하대학교)

B3 03	Development of Fatigue Damage versus Current
Index Diagram for Riser Considering Vortex-induced
Vibration
Eileen Wee Chin Wong, Do Kyun Kim, Su Young Yu (UTP),
Young-Tae Kim(Daewoo E&C), Han Suk Choi (POSTECH)
B3 04

압력 써지를 고려한 배관시스템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 개발
송용석(삼성중공업), 김현준(부산대학교), 박건일(삼성중공업),
김상현(부산대학교)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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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B4-설계/건조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5발표장 (2층 베니스)

좌장: 조철희(인하대학교)
B4 01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김형우, 민천홍, 오재원, 조수길, 이정희, 이창호, 강관구,
박상현, 성기영, 김성순(KRISO)
B4 02	정방형 플로팅 도크에서의 TLP(Tension Leg Platform) 로드
아웃을 위한 발라스팅 계획 수립 및 사례
김수경, 정희영, 김건우, 오광순, 김동철, 홍진무(삼성중공업)
B4 03	전과정평가(LCA)를 이용한 복합재료 레저선박의 공법에 따른 환경
영향 비교 연구
이동건, 정기석,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B4 04

A60급 구획 적용 격벽 관통 관의 과도 열전달 해석
박우창, 송창용, 심천식, 송하철(목포대학교),
나옥균(현대삼호중공업), 김성원, 권영희(한라IMS)

B4 05	실시간 안벽의장 공정관리 시스템용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LoRa
현장 적용 테스트
공승윤(㈜엠아이케이21), 김영훈, 유남현(경남대학교),
김병철, 김종규(성동조선해양㈜)

D2-구조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정태환(KRISO)
D2 01

심해저 원유 생산용 매니폴드 보호 구조물 설계
우선홍, 정준모(인하대학교), 이강수(KRISO)

D2 02

심해저 원유 생산용 매니폴드 기초 압입관 기본 설계
우선홍, 정준모(인하대학교),이강수(KRISO)

D2 03

MDM기법을 이용한 앵커의 수중내 종단속도 및 육상투하높이 산정
신문범, 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D2 04

사질토 지반에 묻힌 파이프라인의 최대 인발저항력 산정
권대헌, 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D2 05

극지 부유구조물에 작용하는 빙하중의 시간역 생성 기법 고찰
김영식(KRISO),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정동호, 이춘주, 강국진(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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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D3-구조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신장용(대우조선해양)
D3 01

아라온호에 대한 빙 유기 피로 연구
황미란, 이탁기(경상대학교)

D3 02	레저선박용 복합재료의 패치를 적용한 손상 수리 후 기계적 거동에
대한 연구
김성훈, 조제형, 하종록, 윤성원(중소조선연구원),
김명현(부산대학교)
D3 03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슬래밍 하중 추정법과 구조 건전성 평가법
전상익, 박문수, 전민성, 최용호, 정성욱, 김현조(삼성중공업)

D3 04	Probability Density Characteristics of Ship Structural
Componentsbased on Historical Data
Do Kyun Kim, Hui Ling Lim, Su Young Yu(UTP),
Ki Hwan Kim(POSCO), Han Suk Choi(POSTECH)
D3 05	Nonlinear Buckling Analysis of an Aluminum Pressure
Vessel Under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최혁진(KRISO), 이재환(충남대학교), 김진민, 이승국(KRISO),
아코마링(충남대학교)

D4-구조
11월 18일(금) 15:20-17:0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이탁기(경상대학교)
D4 01	Accuracy Improvement of Progressive Collapse
Method Using Simple Box Girder-based Load
Shortening and –Elongation Data
Illia Kvan, 정준모(인하대학교)
D4 02	천해에서 시추선과 반잠수식시추선의 응답이 Wellhead 피로수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동조, 강효동, 주영석, 류민철(대우조선해양)
D4 03

수중계측 카메라를 이용한 파이프의 거동 계측 연구
권용주, 정동호, 홍장표, 박인보, 조석규, 성홍근(KRISO)

D4 04	Load-out Support Frame (LSF)의 Float-over 설치를 위
한 구조 최적화 기법 연구
김용욱(KAIST), 정태환(KRISO), 김영수(KAIST), 정동호,
성홍근(KRISO)
D4 05	Partial Application of PFP on the Piperack Structures
Supporting Flare Header
신철순, 김미경, 박진후, 김규성, 오민한(현대중공업)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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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E1-해안/해양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1발표장 (그랜드볼룸1)

좌장: 신성원(강원대학교)
E1 01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의 세굴현상에 관한 연구
정태환, 황성철, 하윤진, 송형도(KRISO), 신윤섭(노르웨이
지반연구소), 박선호, 서성욱(한국해양대학교),
이용갑(ANFLUX)

E1 02	CEL 기법을 활용한 Spudcan Foundationd의 Extraction 거동
예측
원종화(Foresys), 김영호(UWA)
E1 03

현장계측을 통한 중력식 케이슨 방파제의 진동특성 분석
이소영, Huynh Tanh-Canh, 류주영, 김정태(부경대학교),
황윤국(한국건설기술연구원)

E1 04

각국의 해양사고 조치 사항 비교 연구
고요한, 남현우, 박소희, 유일선, 이수곤, 안병욱, 정복균,
정현욱, 조수호, 최재영(울산대학교)

E2-해안/해양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1발표장 (그랜드볼룸1)

좌장: 박상길(부산대학교)
E2 01	동적위치유지시스템 HIL 테스트 패키지 개발 및 국제선급 인증 획
득에 관한 연구
천상규, 김주원, 이수규, 이수태(㈜파나시아)
E2 02	부유식 소파제의 항주파 저감 능력에 대한 수치해석 및 실해역 실험
분석 연구
나용현, 신정훈, 박정혁(에이블맥스㈜), 박정혁, 심정훈, 오
우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2 03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사업 전략
이정희, 정정열, 김형우, 민천홍(KRISO)

E2 04

풍력타워 구조물의 진동기반 손상모니터링 기법의 실험적 검증
T.C. Nguyen, N.L. Dang, 류주영(부경대학교),
이진학(KIOST), 박재형(비티컨설턴트㈜), 김정태(부경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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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E3-해안/해양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1발표장 (그랜드볼룸1)

좌장: 허동수(경상대학교)
E3 0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계 수요조사
이정희, 정정열, 김형우, 민천홍(KRISO)

E3 02

낙동강하구 연안사주 발달과정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상길, 박병우, 윤미연(부산대학교)

E3 03	Coral Cell에 의한 해안의 양빈사 유출방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상길, 홍성훈, 박홍범, 이광수(부산대학교)
E3 04

Island로 조성되는 국제공항의 추세와 방향
박상길, 박홍범(부산대학교), 김가야(동의대학교),
허동수(경상대학교)

E3 05	볼트연결부의 손상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의 민
감도 분석
T.C. Huynh, 류주영, C.U. Nguyen, 김정태(부경대학교)
			

F1-계측/제어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2발표장 (그랜드볼룸2)

좌장: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F1 01	수중 구조물 외관 검사를 위한 포즈 기반 정합 기법이 적용된 영상
모자이킹
홍성훈, 김진환(KAIST)
F1 02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해양 스칼라장의 효과적 표현 기법 연구
김동환, 왕정현, 김진환(KAIST), 이문진(KRISO)

F1 03

해양 자율 탐색을 위한 다수 이종 무인시스템의 임무계획
윤석민, 김진환(KAIST)

F1 04	반잠수식 Tri-pod형 구조물 Leg의 지름-길이 변화에 따른 운동성
평가
이종현, 이권희, 이지윤, 장시원, 주슬기(경상대학교),
이재익(POSCO)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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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F2-계측/제어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2발표장 (그랜드볼룸2)

좌장: 김진환(KAIST)
F2 01

잠수함의 안전운항영역 보호시스템 설계
박종용, 김낙완(서울대학교), 신용구(국방과학연구소)

F2 02

수중예인체 운용을 위한 진회수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성원(한국해양대학교), 강진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
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최형식, 서주노
(한국해양대학교), 이백형(㈜퍼스텍 기술연구소)

F2 03

칼만 필터를 적용한 무인잠수정의 위치 추정 알고리즘 개발
강현석, 홍승민, 서주노, 최형식,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F2 04	A Study on the Automatic Berthing Control of
Unmanned Surface Vehicle by Using PD Controlle
Mai The Vu., 지대형, 정상기, 최형식, 김준영(한국해양대
학교)
			

F3-계측/제어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2발표장 (그랜드볼룸2)

좌장: 이판묵(KRISO)
F3 01

무인 수상선의 자율운항을 위한 확률론적 충돌위험 평가
박정홍, 김진환(KAIST)

F3 02

무인 자율 부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
지대형, 최형식, 정동욱, 오지윤(한국해양대학교)

F3 03

시간 지연을 고려한 해상 크레인의 상하동요 보상 시스템의 능동제어
성형석(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최형식, 정상기, 조성원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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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1월 18일(금)

G-해저 자원/환경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3발표장 (그랜드볼룸3)

좌장: 홍섭(KRISO)
G 0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바이패스 밸브 개발
민천홍, 김형우, 오재원, 이정희, 조수길, 박상현, 이창호,
홍섭(KRISO)

G 02

극지 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설비 구축에 관한 연구
성기영, 김성순, 민천홍, 정정열, 김형우, 오재원(KRISO)

G 03

선박용 배연 탈질 시스템 모듈화 개발
천상규, 서문혁, 육근재, 이수규, 이수태(㈜파나시아)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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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7일(목)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운영위원회의
11월 17일(목) 10:20–12:00, B1층 아틸란티스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개회
11월 17일(목) 13:00–14:20, 1층 시칠리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워크샵 개회사
기념촬영
주 최
(사)한국해양공학회 산하 해양프랜트 설계연구회
주 관
현대중공업㈜, (사)한국해양공학회
후 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POSCO㈜,
싸이트로닉스, BV선급, KR선급, DNV-GL선급, 한진중공업㈜,
ABS선급, LR선급, ㈜글로리아, KT서브마린㈜, 부민엔지니어링㈜,
코오롱피오르드프로세싱㈜,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신한전자기기,
㈜시디에스인더스트리스, 대광기업㈜, Gaylin Korea Co., Ltd

S1-Subsea
11월 17일(목) 14:30-16:50, 장소: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좌장: 조현욱(대우조선해양)
S1 01	On-bottom stability design of submarine pipeline on
liquefied seabeds
김의빈, 최한석(POSTECH)
S1 02

심해용 라이저 시스템 형상 최적화 연구
김경수, 최한석(POSTECH)

S1 03	New MEG Injection System with a Seabed Storage
Tank Assisted by Ship Transportation
김준영(한국과학기술원)
S1 04

심해저 설치 Pilot Test를 위한 설치 작업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김종욱(현대중공업), 곽한완(KT서브마린)

S1 05	미래광구에서의 Wellbore Gas-lift 와 Riser Base Gas-lift의
적용 가능성 평가
박명철, 최진호, 조경남, 류민철(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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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7일(목)

S2-해체
11월 17일(목) 14:30-16:5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윤기영(POSTECH)
S2 01

탑사이드 예비 해체 작업 위험도평가
김승만, 김경성, 최한석(POSTECH)

S2 02 	(북해·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상플랫폼의 해체 시장조사 및 기술동
향 분석
정태환, 남보우(KRISO)
S2 03	Safety Assessment of Aged fixed Platform
Considering Decommissioning
Muhammad Alif Zalaya, Do Kyun Kim, Su Young Yu
(UTP), Han Suk Choi(POSTECH)
S2 04

해양플랜트 해체 작업에 따른 위험성의 종류에 대한 기초연구
안당, 노희우(해천)

S2 05

해체산업에서의 수심 100미터 급 고정식 구조물의 특징과 분포 현황
안당, 노희우(해천)

S2 06	Status of Decommissioning of Steel Piled Jackets in
the North Sea
최한석, 윤기영, 홍성락(POSTECH)
S2 07

JACKET PIPE의 절단 장치 및 절단부재 Handling 공법
강석만, 정일광, 양무석(거성테크)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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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8일(금)

S3-구조1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6발표장 (2층 마이애미)

좌장: 최재연(ABS)
S3 01

극지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및 해석기술 소개
서윤덕, 강찬회, 전석희, 오영태(대우조선해양)

S3 02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대형 거주 구 탑재에 대한 구조 안정성 고찰
김주열, 김병철, 하심식(현대중공업)

S3 03	X-mas trees의 movement를 고려한 Well-bay deck의 설
계 사례 소개
장원석, 김철관, 민광기, 남형승(대우조선해양)
S3 04	An explicit function representation of the dispersion
relation
신장용, 이경석, 김기재(대우조선해양)
S3 05	Ichthys INPEX FPSO Topside Module의 Stabbing Guide
탑재 설계 사례 소개
박성창, 조현욱, 곽정호, 남형승(대우조선해양)

S4-프로세스1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좌장: 임영섭(서울대학교)
S4 01

목표 SIL 달성을 위한 기능 안전 관리 사례 분석
곽영렬, 김상현, 장광필(현대중공업)

S4 02

비평형 가압 상태에서 기-액 응축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유지헌,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S4 03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Influence of Thermal
Stratification on Operation of Pressurized Liquefied
Natural Gas (PLNG) Tank in Non-equilibrium Condition
강민석, 유지헌,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S4 04	Surge pressure analysis of crude oil offloading system
성희택, 구훈회, 이송재, 민준호(삼성중공업)
S4 05	해양프로젝트 FEED Verification수행 배경/범위/문제점 및 개선
방향
최영철, 김영식(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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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8일(금)

S5-프로세스2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좌장: 최영철(현대중공업)
S5 01

모래의 생산설비 유입에 대한 정량 평가
김성우, 임효남, 안세호, 이희성, 민준호(삼성중공업)

S5 02	공적동정모사 기반 Process Safety Time 정립 및 안전제어 로
직설정
박재현, 김영훈, 박상민, 남기일(현대중공업)
S5 03	Refrigerant Optimization with Comprehensive
Objective Function for LNG Liquefaction Process
박정호(현대중공업)
S5 04	Transient 상황에서 Gas Export Line의 Hydrate 형성 예측
및 저감 방안 연구
김유리, 김민성, 박상민, 남기일(현대중공업)
S5 05

Application of EOR System in FPSO
최우중(현대중공업)

S6-구조2
11월 18일(금) 13:30-15:10, 장소: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좌장: 구본용(ABS)
S6 01	해상 자켓 파일 매입(Drilling) 시 공벽 붕괴 방지용 폴리머 안정액
(Drilling fluid) 연구 사례
심영우, 한윤수, 이종휘, 김해원(현대중공업)
S6 02	Rational Determination of Design Wave using
Combined Design Load Parameters (DLP) on SemiSubmersible with Twin Pontoon Type
최원혁(대우조선해양)
S6 03	자항 바지선으로 운송하는 Spar 플랫폼 블록의 지지구조물 동적
하중 분석
구민우, 차주환, 조두연, 하솔, 배준혁, 박재웅, 김상용(목포
대학교)
S6 04

Single Row FLNG의 Topside Stool Location 검토
최욱(삼성중공업)

S6 05	Crane 하중에 따른 Crane Support Structure의 설계 및
해석 사례
박종빈, 백종소, 송강현(한국선급)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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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8일(금)

S7-설계1
11월 18일(금) 09:00-10:40, 장소: 제8발표장 (B1층 아틸란티스)

좌장: 장래대(한국선급)
S7 01

터렛 계류로프 설치 위한 위치유지 예인선 용량 평가 절차 개발
김민성, 김철현, 이영범, 김용수(대우조선해양)

S7 02	해양 플랜트의 공기조화 설비 소음 방지 장비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창현, 염길남, 구성회(현대중공업)
S7 03

가용도 기반 FPSO Cargo 펌프 시스템 설계
김성은(현대중공업)

S7 04	물리 기반 해석을 활용한 초대형 해상 크레인의 작업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함승호, 노명일, 이혜원(서울대학교)
S7 05

Air Gap Analysis of Semi-submersibles
최재연, 구본용(ABS), 박정호, 이현호(현대중공업),
전현부기(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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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8일(금)

S8-설계2
11월 18일(금) 10:50-12:30, 장소: 제8발표장 (B1층 아틸란티스)
좌장: 차주환(목포대학교)
S8 01	Validation of the UOU+FAST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Numerical Model with Scaled Model Test Data
김정태, 판탄담, 김준배, 김지영, 김동주, 신현경(울산대학교)
S8 02	Status and Strategies of Standardization in Cable
Segregation
유경식, 사정수(현대중공업)
S8 03	1인치 다상유동 안정성 평가설비를 활용한 CO2 압력 변화에 따른
API 5L X52 파이프라인 소재 부식 연구
김형찬, 이영철, 이상준, 전창수, 이규창, 이주동(한국생산
기술연구원)
S8 04	소 구경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공식저항성에 대한 연구
조영호, 배범찬, 최준태, 김대영(현대중공업)
S8 05	선수 플레어 각도 변화에 따른 그린워터 발생과정 및 유동특성 비교
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및 수치모사
이강남, 정광효, 채영준(부산대학교)
			

S9-설계3

11월 18일(금)13:30-15:10, 장소: 제8발표장 (B1층 아틸란티스)

좌장: 이광국(경남대학교)
S9 01	현장계측과 수치해석을 통한 초대형해상구조물 선적에 따른 안벽거
동 평가
곽태훈, 이종휘, 이석재, 한윤수, 오민한(현대중공업)
S9 02

FLNG 선, 수미 Mooring Bay 적용에 대한 고찰
김창환(삼성중공업)

S9 03

중력식 해양구조물 설치 해저면 침식 사례 소계
이상훈, 김도현, 박제준, 이영범, 김용수(대우조선해양)

S9 04	해양플랜트 배관 지지구조 설계해석 자동화를 이용한 구조안정성 평
가에 관한 연구
이병규, 오민한, 신철순, 홍정우(현대중공업)
S9 05

3000M 해저 플랜트를 위한 SCM 시스템 개발
이석형, 김용백(현대중공업)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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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워크샵
11월 18일(금)

S10-설계/기자재
11월 18일(금) 15:20-17:00, 장소: 제7발표장 (1층 시칠리)

좌장: 송시명(현대중공업)
S10 01

심해 드릴링 장비의 벌크 및 LP 머드 핸들링 시스템 개발
김필근, 이광민, 류민철, 성상경, 전동수, 최성(대우조선해양)

S10 02

가스압축시스템의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권수형, 김영훈, 박상민, 남기일(현대중공업)

S10 03

상세 구조 Block 분할을 통한 생산정보 추출 자동화 개발
김기범, 조봉진, 김영식(현대중공업)

S10 04

해양 FPSO 용 WHRU 성능설계 기술 개발
김대희, 김규종, 엄형식, 김현정(현대중공업)

S10 05

안벽 계류 설계 자동화 기법 연구
한전식, 정보영, 최문관, 박문규, 문중수(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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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 행사장 안내
지하철 해운대역
3번/5번출구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로

대변

해운대구청

해운

PARADISE HOTEL
해운대시장
ANNEX

MAIN

아쿠아리움
해운대해변 파출소

HEAUNDEA BEACH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 (중동)
TEL 051-742-2121, FAX 051-742-2120

■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3번/5번 출구 →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 도보 10분
버 스:
1. 부산역 ↔ 호텔
- 급행 1003번(부산역) → ‘해운대 온천 사거리’ 하차 (약 45분 소요)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면 도보 6분 → 호텔
- 급행 1001번(부산역) → ‘해운대역’하차(약 52분 소요) → 해운대 해수욕
장 입구 방면 도보 14분 → 호텔
2.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 호텔
- 급행 1002번(노포동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 센텀센시빌(환승)_100
번/115-1번/200번 → 해운대온천 사거리 하차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면 도보 6분 → 호텔
- 급행 1002번(노포동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 센텀센시티역(환승)_39
번/141번 → 해운대온천 사거리 하차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면 도보
6분 → 호텔
3. 사상 서부시외버스터미널 ↔ 호텔
- 31번(서부 시외버스터미널) → 해운대 하차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면
도보 6분 → 호텔
4. 김해공항 ↔ 호텔
- 일반 307번(김해공항)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하차 → 호텔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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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등록데스크: 2층 로비
■학술대회 및 워크샵: B1층 ~ 2층
■정기총회, 국제초청강연, 연구윤리 교육,
창립30주년 기념식, 만찬회: 2층 그랜드 볼룸
■해양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2층
■우수 기술(제품) 전시: 2층
■점심장소: 지정 식당
1F

Sicily Room

B1 F

Board
Room
Atlanti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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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Ballroom 3

Grand Ballroom 2

Grand Ballroom 1

Napoli
Room

Venice
Room

Miami
Room

Sydney
Room1

Sydney
Room2

Sydney
Room3

Capri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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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2F

Grand Ballroom 4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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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 등록안내
구분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11월 17일(목)~11월 18일
9월 26일(월)~10월 30일(일)
(금)

일반회원
(정·종신회
원원)
등
록
학생회원
비
비회원
신청

150,000원

170,000원

100,000원

110,000원

170,000원

200,000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2층 등록데스크
: 신청서 제출, 참가비 납부
: 신청서 제출, 참가비 납부
www.KSOE.or.kr

■ 문의
- 한국해양공학회 학회사무국
Tel.: 051-759-0656 / Fax.: 051-759-0657
E-mail: ksoehj@ksoe.or.kr, ijoseys@ksoe.or.kr
URL: www.ksoe.or.kr

■ 숙박 예약 안내
한국해양공학회 학술대회 참가자로 예약시 할인가 적용
- 숙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http://www.busanparadisehotel.co.kr)
- 타입: 디럭스 시티, 디럭스 오션, 디럭스 오션-테라스
- 예약: 객실예약신청서(www.KSOE.or.kr>공지사항 618번 참조) 작성 후
파라다이스호텔 객실예약담당자에게 송부
(TEL 051-749-2111 / FAX 051-749-2004 /
E-mail res@paradiseho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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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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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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