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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2021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가 해양을 대표하는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부산이 계획하는 여러 대규모 해양 및 해안개발 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특히 북항 재개발로 인해 선진화된 해양 물류, 해양 관광, 친수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1986년 창립된 해양공학회는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래 현재의 학회
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회원들의 협조와 봉사로 가능하였습니다. 일반적
인 상황에서는 뜻 깊은 행사와 외부 귀빈들을 모시고 성대히 준비했을 거라 생각
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이런 행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학회의 많은 행사와 계획들이 축소되고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면으로 계획하였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발표논문 66편, 기획세션 26편, 특별세션 4편, 포스터 15편, 산하 연구회 39편
등 전체 150편의 30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학회 산하 연구회들도 함
께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학회행사에 산하 연구회들이 적
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수소경제,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새로운
연구 분야와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풍력을 이용한 대단지 해상
풍력단지가 건설 및 계획되고 있고, 이런 관련 사업에 해양공학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해양공학회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가 모인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해양공학, 조선공학, 해양토목, 연안/항만공학, 재료/금
속, 기계, 제어 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국가와 인류에 많은 공
헌과 신기술 개척을 담당할 역할과 책임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 여러 회원 간 많은 학술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하
시길 기대하며, 부산의 역동적인 모습과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조

철희

2021. 10. 21. (THU.) ~ 10. 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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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본회와 함께 한국수
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와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학술대회를 같이 개최하게 되어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
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도 백신 접종 등 전염병 대응 역량이 생겨서 이제는 학술 활동도 보다 활
발하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는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에 소요되는 기술 및 이론을 깊이 있
게 다루는 연구회입니다. 국내에서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대양전기 등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 등 연구기관,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
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해양 분야에서도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및 협업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금번 학술대회
에도 관련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는 6개 세션, 24편의
일반 논문과 2편의 특별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강연에서는 University of South-Eatern Norway의 김형주 교
수가 “Safety analysis of autonomous marine systems”, SINTEF Kelasidi, E. 박사가 “Autonomous operations
in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s such as fish farms”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회 학술대회는 현재 이슈에 대한 생생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논문 작성 등의 형식을 간소화하고, 발표 및 토
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중·수상로봇기술에 대한 현재 이슈와
관련 연구 동향 및 결과 등을 살펴보고, 유관 연구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를 포함한 한국해양공학회의 2021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회원 여러분 댁내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회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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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 회장을 맡게 된 대우조선해양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진 코로나 상황이 엄
중하긴 합니다만, 하늘 높고 푸르른 가을 날에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 회원님들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비대면을 매개로 한 빠른 디지털 전환과 환경적 위기를 불러온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해양플랜트 요소기술
들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탄소 중립적 기술들 과의 접목/응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활발한 학술 활동이 절실
한 때 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매우 오랜만에 산·학·연이 함께하는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학술대회
는 그동안 담아온 서로의 기술과 경험들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각 분야 현업에서 바쁘실 텐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 해양플랜트 설계연구
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희 연구회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
도록 후원해 주신 후원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날들 가운데서도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 회원님들은 멈추지 않고 공간을 넘어 만나고 또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우리 가는 길에 서로의 길동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
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 회장 / 대우조선해양㈜ 상무 김

현진

2021. 10. 21. (THU.) ~ 10. 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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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 사 명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회 주제

탄소중립을 위한 해양공학 기술의 미래

행사 일자

2021년 10월 21일(목) ~ 23일(금)

행사 장소

부산 BEXCO & 온라인

주

최

(사)한국해양공학회

주

관

(사)한국해양공학회,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후

원

한국과학단체기술총연합회, 포스코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정기총회, 시상식, 연구출판윤리 교육, 개회식 및 기조연설, 특별세션 및 기획세션, 일반세션,
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세션,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추계 학술발표회,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 워크샵,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해양공학회

조철희(인하대학교 교수)

위 원

6

한국해양공학회

성홍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공학회

구원철(인하대학교 교수)

한국해양공학회

박종천(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김창봉(거제대학교 교수)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김철현(대우조선해양(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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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전체 일정표
대회 주제: 탄소중립을 위한 해양공학 기술의 미래
10월 21일
장소
시간
08:30-09:30
09:00-(17:00)
10:00-11:00
11:00-11:30
11:30-11:40
11:40-12:30
12:30-13:30
13:30-15:10
15:10-15:20
15:20-17:20

부산 BEXCO 제1전시장 회의실
다
라
마
바
2층 복도
(214-215호)
(216호)
(217-218호)
(311-313호)
엘리베이터 사이
이사회/평의원회 (장소: 311-313호)
등록
정기총회 및 시상식 (장소: 311-313호)
연구출판윤리 교육 - 정준모 편집위원장 (장소: 311-313호)
개 회 식 (장소: 311-313호)
기조연설: "해양공학 기술의 미래상과 산학연의 재조명" - 신종계 (한국조선해양 기술고문) (장소: 311-313호)
점심
가1:
나1:
다1:
라1: 해양공학
마1:
바1:
젊은 공학자를
KMRTS 1
해플연기획1-1
CAE경진대회
기획2-1
특별세션
위한 포스터 세션
운영위원회의
수상작 발표회
최현택
김응수
정준모
신성원
성홍근
휴식
가2:
나2:
다2:
라2:
마2:
바2:
젊은 공학자를
KMRTS 2
해플연기획1-2
A3
기획2-2
E2, E4
위한 포스터 세션
유체/구조
고낙용
임영섭
주영석
남보우
허동수
배윤혁

가
(211-212호)

나
(213호)

해플연: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 워크샵
KMRTS: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추계 학술발표회
특별세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박해양기술 개발 현황
기획1-1: 무격자/입자법의 응용계산역학 (유체/고체 해석)
기획1-2: 무격자/입자법의 응용계산역학 (연성해석)
기획2: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기법과 가이드라인
10월 22일
장소
시간
08:30-15:00
09:00-10:40

가
(211-212호)
가3:
KMRTS 3
김창봉

나
(213호)
나3:
해플연-풍력/
일반/프로세스
권도훈

다
(214-215호)
다3:
A7
허철

10:40-10:50
가4:
KMRTS 4

나4:
해플연-기자재/
프로세스

다4:
A7

홍성훈

정윤석

임영섭

10:50-12:30

12:30-13:30
13:30-15:10

가5:
KMRTS 5

다5:
A1

박종용

송창용

15:10-15:20
15:20-17:00

가6:
KMRTS
특별강연
박종용

부산 BEXCO 제1전시장 회의실
바
2층 복도
(311-312호)
엘리베이터 사이

라
(216호)
등록
라3:
F1, F3, F4

마
(217-218호)
마3:
A4

바3:
B2, B3

김준영
휴식
라4:
F2

부승환

임홍재

마4:
C1

바4:
B4

(10:50-12:50)
이종무
점심
라5:
B4

(10:50-12:50)
안석환

강태순

도기덕
휴식

마5:
E1, E3
(13:30-15:30)
서대원

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 세션

포스터
발표 & 심사
김준영

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 세션

편집위원회의
(장소: 214호)

2021. 10. 21. (THU.) ~ 10. 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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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분야 코드

대분류

선박/
해양플랫폼

해양 토목

해양 재료

자원/환경/
/물류

해양 신재생
에너지

선박/해양
제어로봇
및 응용

8

중분류

코드

키워드

설계

A1

생산/건조

A2

유체

A3

구조

A4

제어

A5

빙해공학

A6

공정/안전

A7

공정 시스템 설계; 공정 최적화; 유가스 처리/액화 공정; 위험도/신뢰도 평가; 폭발/화재 해석

유체/수리

B1

연안파; 하구 수리; 연안 흐름; 해안 지하수

구조

B2

콘크리트 구조; 강구조; 지진 공학; 해안 구조물

지반

B3

토질 역학; 기초 공학;

연안 방재

B4

해수면 상승; 해안 침수; 해양 오염; 오염 방제; 연안방재; 연안침식; 폭풍 지진 해일;

설계/시공

B5

구조물 설계; 공정 관리; 건설 관리;

금속

C1

유기/무기/복합

C2

부식/방식

C3

부식 및 방식; 도장; 표면처리; 윤활; 마찰; 마모; 침식

시추/탐사

D1

시추 공학; 물리 탐사;

해양 환경

D2

환경 영향 평가; 해양 조사;

항만 물류

D3

항만 시뮬레이션; 해양 교통;

해상 풍력

E1

파력

E2

조류력

E3

기타 신재생에너지

E4

플랫폼 설계; 에너지 변환/전송 시스템 설계;

센서 시스템

F1

센서 시스템 설계; 신호 처리; 정보처리; 표적처리

항법/자율

F2

수중/수상 항법; 인공 지능; 자율 제어;

장비

F3

수중 매니퓰레이터; 수중 장비; 수중/수상 로봇

공간 정보/통신

F4

해양 공간 정보; 해양 위성 항법; 수중 항법; 수중/수상 통신; 수중/수상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신뢰성; 시스템 위험도 평가; 위험도 기반 시스템 설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디지털 생산 공정; 생산 자동화; 설치 공법; 생산 관리; 유지보수; 생애 주기 관리; CAD; 비파
괴 검사; 초음파 검사; 센서 기반 계측;
저항/추진; 운동/조종; DP; 계류; CFD; 해양파; 유체 충격; 유탄성; VIV/VIM; 열 유체 공학; 다상
유동; BOR/BOG;
구조 강도; 내충격; 피로 강도; 구조 최적화; 구조 신뢰성; 소성 및 파괴; 진동/소음; 수중 음향;
다물체 동역학; 실선 응력 계측; 용접 변형; 잔류 응력; 냉간 가공; 열간 가공; 선상 가열;
DP 제어;제어 알고리즘; 제어 시스템;
극지 운항선박; 빙 저항; 빙 하중; 빙-구조물 상호 작용; 빙역학; 빙해역 실선시험; 극지 해양
구조물; 빙 모니터링 및 관리; 극지 항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재료강도 및 해석; 재료특성 및 평가; 피로 및 파괴; 비파괴검사 및
평가; 열처리; 용접; 잔류응력; 나노재료 및 신소재
유기재료; 무기재료; 복합재료; 재료강도 및 해석; 재료특성 및 평가; 피로 및 파괴; 비파괴검
사 및 평가; 열처리; 접합; 잔류응력; 나노재료 및 신소재

고정식 플랫폼 (기반 구조물); 부유식 플랫폼; 전력 변환; 에너지 전송; 풍력 발전기; 지반 공학;
(해저지반); 계류;
고정식 플랫폼 (기반 구조물); 부유식 플랫폼; PTO; 전력 변환; 에너지 전송; 계류;
고정식 플랫폼 (기반 구조물); 부유식 플랫폼; 전력 변환; 에너지 전송; 조류 발전기; 지반 공학;
(해저지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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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및 등록 안내

■등록대 : BEXCO 제1전시장 2층 회의실 214호 앞
■학술발표장 : BEXCO 제1전시장 2층 및 3층 회의실
■점심장소 : BEXCO 제1전시장 지하 1층 한식당

■등록안내
등
록
비

구분
기간
일반회원(정·종신회원)
학생회원
비회원
신청

사전등록
9월 1일 ~ 10월 5일
140,000원
70,000원
170,000원
www.ksoe.or.kr 사전등록 메뉴 신청서 제출,
참가비 납부

현장등록
10월 21일 ~ 10월 22일
170,000원
100,000원
200,000원
현장 등록대에서 신청서 제출, 참가비 납부

※ 회원: 한국해양공학회 회원입니다.
※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후원사 소속이라도 본 학회 일반세션 / 특별세션 / 기획세션 / 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세
션 발표자는 유료등록합니다.
※ 온라인으로만 참가하시는 분은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6일~10월 20일 등록신청은 현장등록비를 적용합니다.
※ 환불은 사전등록기간 이내 100%, 이후 환불하지 않습니다.

■문의

한국해양공학회 학회사무국 (www.ksoe.or.kr)
E-mail ksoehj@ksoe.or.kr & ijoseys@ksoe.or.kr / Tel. 051-759-0656

2021. 10. 21. (THU.) ~ 10. 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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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현장방역 협조 안내

모두가 안전한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입장 주요절차
제 1전시장 1층 2홀 입구: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QR코드) 스캔 후 건물 내 입장
지하주차장: 발열 체크 및 발열 체크 및 QR코드 스캔 후 건물 내 입장
※ 3 7.5℃ 이상의 고열: 2차 발열 체크 시행 후 고열 유지 시 벡스코 외부의 야외 격리소에서 대기 →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소
로 이동 또는 검사
→ 2층 입구(2층 에스컬레이터 앞): 마스크 착용 확인 → 열화상 감지기 → 손소독제 도포 → 입장 확인 스티커 부착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2층 또는 3층에 도착하시더라도 2층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등록대 (2층 214호 앞):
사전등록 참가자: 등록 바코드 및 기타 정보 확인 → 본인확인 후 출입증 수령
현장등록 참가자: 신청서 작성, 등록 바코드 및 기타 정보 확인 → 본인확인 후 출입증 수령
→ 회의장 입장

2. 회의실 입장객수 제한 안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2m당 1인 거리간격두기 좌석제를 실시합니다.
입장 확인 스티커가 확인되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이 어려울 경우, 웹프로시딩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 불가 및 행사장 내부에서 마스크 미 착용시 퇴실 조치
회의장 내 모든 음식물(음료 포함) 섭취 불가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 조치

3. 등록대 운영시간 및 위치
등록대 위치: 벡스코 제 1전시장 2층 214호 앞 로비
운영시간: 10월 21일(목) 9:00-17:00 / 10월 22일(금) 08:30-15:00

4. 학술대회 개최 전 사전방역 협조 안내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분류에 따른 자가 격리자: 참석 자제 요망.
수동감시 대상자: 2차 접촉자로 분류되어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경우, 참석 자제 요망.
고열 및 유사 증상 발생 시: 고열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생시, 학술대회 참석 자제 요망.
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 검사를 받길 권고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현장에 참석 요망

5. 회의장 인근 검진소 정보
해운대구 보건소 (☎ 051-746-4000)
평일: 9:00-17:30(소독 12:00-13:00)/주말(토, 일): 9:30-17:00(소독 12:00-14:00)
해운대백병원 (☎ 051-797-0119) 평일: 9:00-17:00(소독 12:00-13:30) * 주말 안함
해운대부민병원 (☎ 051-602-819) 평일: 9:00-17:00(소독 12:30-13:30) * 주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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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 참가 안내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현장 및 온라인(ZOOM)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발표자료의 녹화, 무단촬영, 화면캡처를 강력히 금지합니다.
학술대회 등록 후 안내받으신 ID와 비밀번호로 웹 프로시딩에 접속하여 해당 세션 ZOOM 미팅에 참가합니다.

■사전 준비 및 주의사항

- Device에 Zoom 클라이언트 실행합니다.
-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이 있는 PC사용을 권장합니다.
-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착용하여야 음향 오류가 최소화 됩니다.
- 원활한 연락 및 연결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발표자는 유선인터넷 환경에서 참가해주세요.
- 웹프로시딩즈를 통해서 회의실(Zoom) 입장해주세요.
- 세션시작 전에 미리 접속상태, 마이크와 이어폰(또는 헤드셋) 기능을 확인합니다.

■발표자 (현장발표 권장)

- 세션 시작 10분전부터 온라인 회의실에 접속, 닉네임을 “발표자_성함(소속)”으로 나타냅니다.
- 좌장의 발표자 참석여부 확인에 응답해주세요.
-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못한 경우 현장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논문별 발표는 15분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 발표자가 공유호스트 권한으로 발표자료(PPT)를 해당 시간에 공유화면으로 게시합니다.
- 입장확인과 본인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외에는 마이크 OFF(음소거)로 유지합니다.

■참가자 및 평가위원

- 온라인 세션 시간에 맞춰 회의실에 접속, 닉네임을 “성함(소속)”으로 나타냅니다.
- 질의는 툴바상의 Q&A를 통해서 해주세요. (채팅창 아님)
- 평가위원인 경우, 학생발표의 채점표를 작성하여 등록대나 학회사무국(ijoseys@ksoe.or.kr)에 제출해주세요.

■좌장 (현장참석 필수)

- 세션 시작 10분전부터 온라인 회의실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좌장_성함(소속)”으로 나타냅니다.
- 세션 시작 10분전부터 발표자 입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세션 시작 5분전까지 발표자가 입장하지 않은 경우, 회의 창의 메시지 압력창을 이용하여 “X번 발표자 미입장”과
같이 알려주시면, 관리자가 발표자와 유선연락하여 상황을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 발표자가 발표시간에 미입장일 경우, 발표 일정에 따라 입장할 청중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권의 지정 및 운영의 역할은 좌장에게 있습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합니다.
- 툴바상의 Q&A에 올라온 질의를 확인해서 발표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채팅창 아님)
- 학생발표의 경우 채점표를 작성하여 등록대나 학회사무국(ijoseys@ksoe.or.kr)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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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프로시딩즈 안내

■사전 준비 및 주의사항
원활한 참여를 위해 Device에 줌(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발표자료의 녹화, 촬영, 화면캡쳐를 금지합니다.
원활한 연락 및 연결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복수의 기기로 접속 시 음향 오류가 발생하니,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PC 참여방법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웹프로시딩즈 사이트(https://aris.club/conference/ksoe2021)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후 안내 받은 등록코드 6자리를 입력하여 온라인 참가가 가능합니다.
PC 접속방법

1. [로그인/회원가입] 클릭 메일 가입

2. 코드 6자리 입력

■모바일 참여방법
-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아리스 앱(app)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스토어에서 “아리스 학술대회” 검색하시고 아리스 앱을 다운받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QR코드]
모바일 접속

1. [홈]의 + 버튼 클릭 등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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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드린 코드 6자리 입력

3. 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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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시상식

■일시 : 2021. 10. 21(목) 10:00-11:00 / 장소 : BEXCO 311~313호 (‘바’ 발표장)
1. 정기총회
•주요 안건: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가결산 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정관변경, 감사선출 등
2. 시상식
구분

수상자

부상

학술상

서영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상금 30만원

해양토목학술상

강태순 (㈜지오시스템리서치 제1본부장)

상금 30만원

논문상

송창용 (목포대학교 교수)

상금 30만원

기술상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국현 (동명대학교 교수)
이우동 (경상대학교 교수)
선박&플랫폼: 공정, 안전 / 김승만(서울대학교)
선박&플랫폼: 구조 / 정연호(한국해양대학교)
선박&플랫폼: 설계 / 김훈관(목포대학교)
선박&플랫폼: 유체 / 고광성(서울대학교)
제어 및 해양로봇 / 김홍기(한국해양대학교)
해양토목: 연안방재, 환경 / Hai Van Dang(한양대학교)
해양토목: 유체, 연안방재 / 이정흠(경상국립대학교)

상금 30만원

우수심사위원상

학생우수논문발표상
- 2021년 춘계학술대회

각 상금 10만원

각 상품권 10만원

2021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시상
추진경과
- 접수 및 공모: 2021년 5월 31일 신청마감 (총 35팀 신청)
- 결과물 제출: 9월 3일 마감
- 예선 및 본선: 9월 17일 본선 진출팀 발표, 10월 1일 대면 심사
시상
구분
대상(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3팀)

세부 구분

수상팀

소속

수여자

부상

종합

샤 물놀이 팀

서울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상금 200만원

설계부문

22.5

인하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시뮬레이션 부문

WIPOD

인하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프로그래밍 부문

Time's new ROM

한국해양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종합

ROLLN'

서울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설계부문

INPLANT

인하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시뮬레이션 부문

HydroDB

부산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UDT

한국해양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프로그래밍 부문
장려상 (20팀)

학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각 상금 100만원

각 상금 50만원
각 소정상금

※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회: 2021.10.21.(목) 13:30~15:10, BEXCO 216호 (‘라’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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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윤리 교육 / 개회식 및 기조연설

연구출판윤리 교육
일시 : 2021. 10. 21(목) 11:00-11:30 / 장소 : BEXCO 311-313호 (‘바’ 발표장)
연사 : 정준모(인하대학교 교수, 한국해양공학회지(JOET) 편집위원장)

개회식 및 기조연설
일시 : 2021. 10. 21(목) 11:30-12:30 / 장소 : BEXCO 311-313호 (‘바’ 발표장)
11:30-11:4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조철희(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인사말 : 윤현규(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회장)
인사말 : 김현진(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회장)

진행: 성홍근

11:40-12:30 기조연설
기조연설: 신종계(한국조선해양 기술고문)
"해양공학 기술의 미래상과 산학연의 재조명"

진행: 성홍근

[강연 요지]
미래 해양공학 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현재의 기술개발 핵심인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은 특히 기술 융합적
인 성격이 뚜렷하여 산학연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형 국책과제를 통해 다양한 산학연 협력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성공적인 결과도출도 있었고 미흡한 결과로 귀착된 경우도 있었다. 산학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해양공학 기술의 미래상
과 산학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본다.

14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10월 21일(목) 특별세션

특별세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박해양기술 개발 현황
10월 21일(목) 13:30-15:10 / 바 발표장 (311-313호)
바1_S101

Maritime Hydrogen Roadmap and Hydrogen Ship R&D Platform
이제명(부산대학교)

바1_S102

IMO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암모니아의 선박연료 적용
송강현(KR 친환경기술연구소장)

바1_S10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선박 개발 전략
강희진(KRISO)

바1_S104

이동식 전원기반 한국형 전기추진차도선 개발 현황
김영식(KRISO)

좌장 : 성홍근(KRISO)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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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0월 21일(목)

기획1. 무격자/입자법의 응용계산역학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체, 구조, 용접 등 다양한 전산역학 분야에서 입자 또는 무격자를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 및 해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그룹간 최신
정보의 상호 교환 및 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기획1-1: 무격자/입자법의 응용계산역학 (유체/고체 해석)
10월 21일(목) 13:30-15:10 / 다 발표장 (214-215호)
다1_기101

좌장 : 김응수(서울대학교)

SPH를 이용한 자유표면유동 및 구조의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최신 압력노이즈 제거 방법론 비교분석
유희상, 김응수(서울대학교)

다1_기102 임의형상 물체의 경계 처리에 관한 입자법 시뮬레이션
신희성, 박종천(부산대학교)
다1_기103 입자 기반 유동 해석 사례 소개
김성필(LG전자)
다1_기104 이동 물체 주위의 비압축성 점성 열유동 해석을 위한 오일러리안 무격자법 개발
고석원(이에이트), 정세민(조선대학교)
다1_기105 입자기반 전산유체역학 기법의 고체입자 적용 시뮬레이션
김경성(창원대학교)
다1_기106 Total Lagrangian 기반 음해적 입자법을 통한 동적 거동 및 좌굴 분석
이완기, 변제윤, 주영석(이에이트)

기획1-2: 무격자/입자법의 응용계산역학 (연성해석)
10월 21일(목) 15:20-17:20 / 다 발표장 (214-215호)

좌장 : 주영석(이에이트)

다2_기107 Multi-GPU 기반 입자법의 비지역적 로드밸런싱 알고리즘 연구
김기덕, 변제윤, 주영석(이에이트)
다2_기108 쇄빙선의 평탄빙 파괴 과정에 관한 입자법 시뮬레이션 및 GPU 가속화
Di Ren(Beibu Gulf University), 박종천(부산대학교), 하완수(부경대학교), 강영진(DynoSolution)
다2_기109 극저온 유체의 스프레이 분사시 상변화를 고려한 Cool-down 해석의 오일러리안-라그란지안 연성 시뮬레이션
전규목, 박종천(부산대학교)
다2_기110 OpenFOAM-DEM 연성 기법 개발 및 해양구조물에의 적용
송성진,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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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목) 기획세션

다2_기111

Rocky-Fluent 연성해석을 이용한 입자 이송 해석
박성근(태성에스엔이)

다2_기112 WCSPH를 이용한 수치파랑수조 구축 및 파력발전 시스템의 성능 추정 시뮬레이션
윤상문(LG에너지솔루션), 박종천(부산대학교)
다2_기113 RecurDyn과 Particleworks 연성해석을 활용한 유연체-유체 상호작용 해석의 검증 및 적용
김태영(FunctionBay)

기획2.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기법과 가이드라인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의 일환인 연안 침식 모니터링 및 수치모델링 기법 적용 결과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발표 내용은 지난 4개년간 수행해왔던 세부 과제 내용의 결과와 설계자를 위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기획2-1: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기법과 가이드라인-I
10월 21일(목) 13:30-15:10 / 마 발표장 (217-218호)

좌장 : 신성원(한양대학교)

마1_기201 Analysis of Wave Direction Scenario from Storm Wave Condition in Eastern Coast of Korea
Xia Zhuang, 이정렬(성균관대학교)
마1_기202 빗각 유입파에 의한 해빈애 형성의 수치 모의
Vu Hoai Xuan, 이사홍, 이정렬(성균관대학교)
마1_기203 해빈침식 취약성 곡선의 매개변수화
김태곤, 이사홍, 임창빈, 이정렬(성균관대학교)
마1_기204 연안정비사업 공사단계별 수리특성 및 지형변동 해석
정연명(경상국립대학교), 정영한, 이상엽(국립재난안전연구원), 허동수(경상국립대학교)
마1_기205 수중식생의 단면변화에 따른 수리특성 분석
이정흠, 정연명, 김준석, 허동수(경상국립대학교)
마1_기206 연안침식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
김연중, 우정운, 윤종성(인제대학교), 서승철(CN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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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0월 21일(목)

기획2-2: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기법과 가이드라인-II
10월 21일(목) 15:20-17:00 / 마 발표장 (217-218호)
마2_기207 동해안 침식현황 및 원인분석 - 강원권
안익장, 박선중, 서희정, 박승민, 박설화(혜인이엔씨)
마2_기208 천진~봉포 해변 연안정비사업 전후 해안선 변화 -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한 해안선 변화
김기현, 박진영,강태순(㈜지오시스템), 박인영(해양수산부)
마2_기209 단기 지형변화 예측 모형 적용 사례 1
조민상, 윤현덕(명지대학교)
마2_기210 단기 지형변화 예측 모형 적용 사례 2 : 맹방 해변
배현우, 진혁, 도기덕(한국해양대학교)
마2_기211 단기 지형변화 예측 모형 적용 사례 3
이은주, 신성원(한양대학교)
마2_기212 동해안 모래입경 특성에 관한 연구
남정민, 장성열, 김진훈, 김인호(강원대학교)
마2_기213 봉포해변 수중방파제 설치에 따른 해안선 변화 분석
장성열, 남정민, 김진훈, 김인호(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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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허동수(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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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회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회
10월 21일(목) 13:30-15:10 / 라 발표장(216호)

좌장 : 정준모(인하대학교)

라1_CAE1 실시간 해양환경데이터 연동을 통한 항로 안전성 평가 및 최적화 프로그램
안도혁, 김창현, 오형택, 이한호(서울대학교 샤 물놀이 팀)
라1_CAE2 부유식 풍력 플랫폼 역설계를 통한 운동성능 향상
윤동호, 최규완, 정승원, 김현우(인하대학교 22.5 팀)
라1_CAE3 ROM 기반 구조 해석 프로그램 개발
정연호, 김석현, 김상태, 김민형, 변성주(한국해양대학교 Time's new ROM 팀)
라1_CAE4 풍력 파력 복합 발전 플랫폼의 수동력 최적 설계
김홍빈, 정호진, 최형선, 지원우, 천황수(인하대학교 WIPOD 팀)
라1_CAE5 강화학습 기반의 횡동요 제어 시스템 개발
민준희, 김원중, 정우준(서울대학교 ROLLIN'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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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0월 21일(목)

[라2: A3] 선박&플랫폼: 유체
10월 21일(목) 15:20-17:00 / 라 발표장 (216호)
라2_1

파랑 중 수상태양광 운동 및 하중 특성에 관한 연구
이준희, 백광준, 황홍식, 김종철, 전우빈(인하대학교), 하태휴, 신승훈(포스코)

라2_2

전복된 소형어선의 자세 특성에 관한 모형시험 연구
김건호, 이봉희, 정지호(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이병성, 장재욱(중소조선연구원)

라2_3

컨테이너선용 생체모방형 타의 성능 검증
김진욱, 김문찬, 진우석, 김성재, 박상준(부산대학교)

라2_4

서리 생성 및 열전달 모델 개발 및 적용
이성우, 최성웅(경상국립대학교)

라2_5

Bichromatic Wave에서 부가저항 추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권용주, 남현승, 박동민, 황승현(KRISO)

좌장 : 남보우(서울대학교)

[바2: E2, E4] 신재생에너지: 파력, 기타
10월 21일(목) 15:20-17:20 / 바 발표장 (311-313호)
바2_1

경사형 OWC 챔버 스커트 형상에 따른 점성 감쇠 효과 분석 실험 연구
정현철, 구원철(인하대학교)

바2_2

파랑 중 다수 진동수주실의 유체역학적 특성에 관한 수치 연구
김정석, 김세준, 남보우(서울대학교)

바2_3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유량조절밸브 성능 고찰
김길원, 최종수, 고태경, 노찬, 조수길, 오재원(KRISO)

바2_4

MW급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단위 플랫폼 개발
정현, 이병준(㈜오션스페이스)

바2_5

부유식 플랫폼과 비대칭 형상 파력발전장치의 다물체 연성 시간영역 해석
김동은, 고건혁, 한현주, 양하경, 배윤혁(제주대학교)

좌장 : 배윤혁(제주대학교)

바2_6	A Basic Framework to Implement Soft Actor-Critic (SAC)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 to
Pitch-type Wave Energy Converter
Sunny Kumar Poguluri, 배윤혁(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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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금) 일반세션

[다3: A7] 선박&플랫폼: 공정/안전
10월 22일(금) 09:00-10:40 / 다 발표장 (214-215호)

좌장 : 허철(한국해양대학교)

다3_1

선박 배가스 CO2 분리용 amine 공정 feasibility study
정종연, 서유택(서울대학교)

다3_2

C3 pre-cooler를 이용한 수소 냉각시스템 엑서지 분석
현수빈, 최정호(동아대학교)

다3_3

SMR(Steam Methane Reforming)과 WGS(Water Gas Shift) 반응의 성능에 관한 모델링 비교 분석
이정윤, 허철(한국해양대학교), 정동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다3_4

LNG 선박용 소규모 SMR 공정 최적 설계
유태종, 임영섭(서울대학교)

다3_5

공정 센서 데이터의 변수 종류 별 특성 및 변수 간 연관도의 시계열 분석
장진관, 정건우, 이나영, 서유택(서울대학교)

[다4: A7] 선박&플랫폼: 공정/안전
10월 22일(금) 10:50-12:30 / 다 발표장 (214-215호)

좌장 : 임영섭(서울대학교)

다4_1	Bridge Length Safety Assessment & Optimization Study of Offshore Low Pressure Compression
Platform
김종현, 김정문, 윤호형(POSCO international Co.)
다4_2

SIL Study of Offshore Low Pressure Compression Platform during FEED Development
남석현, 김현준, 유재신(POSCO international Co.)

다4_3

convLSTM encoder-decoder 모델을 이용한 다변수 시계열 센서 데이터 기반의 공정 시스템 이상 감지
이나영, 장진관, 정건우(서울대학교), 박명철(대우조선해양), 서유택(서울대학교)

다4_4

복수 해상크레인 작업 구조물 거동 최소를 위한 강화 학습 기반의 와이어 로프 길이 자동 제어 기법 연구
배준혁, 차주환, 하솔(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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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0월 22일(금)

[다5: A1] 선박&플랫폼: 설계
10월 22일(금) 13:30-15:10 / 다 발표장 (214-215호)

좌장 : 송창용(목포대학교)

다5_1

Estimation of Air Pocket Volume for Capsized Small Fishing Vessels
Sang-Gil Lee, Byoung-Yeol Choi, Thandar Aung(Zentech E&C)

다5_2

해상 플랫폼 생존 효과도 추정 방법 연구
이건희, 조용진(동의대학교)

다5_3

선체생산설계의 개정률 감소 방안 연구
안태현, 이탁기(경상국립대학교)

다5_4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항로 최적화
김종규, 구자훈, 오지현, 조재혁, 정현도(동의대학교), 노명일, 김기수(서울대학교), 구남국(동의대학교)

다5_5

폭발해석의 밀집도 향상을 위한 파이프 모델링 생성 방법에 대한 연구
장범선(서울대학교), 류용희, 유채원, 이희성(삼성중공업)

[라3: F1, F3, F4] 선박/해양 제어로봇 및 응용: 센서시스템, 장비, 공간정보/통신
10월 22일(금) 09:00-10:40 / 라 발표장 (216호)

좌장 :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라3_1

적외선 신호 저감장치 축적 모형실험을 위한 계측기의 신뢰성 평가 연구
윤석태(함정적외선신호연구소), 조용진(동의대학교)

라3_2

수중 광학소나 영상센서 캘리브레이션 및 영상융합
김홍기(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정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수미(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라3_3

이종 협력형 무인 복합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동향
추진우, 전봉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라3_5

X-band 레이더 계측 이미지의 보정을 통한 해양 파랑장 재구성 고도화
이재훈, 남윤서, 김용환(서울대학교), Yuming Liu(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3_4

X-band 레이더 계측에 기반한 위상 분해 해양 파랑장 예측가능 영역에 대한 연구
남윤서, 이재훈, 김용환(서울대학교), Yuming Liu(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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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금) 일반세션

[라4: F2] 선박/해양 제어로봇 및 응용: 항법/자율
10월 22일(금) 10:50-12:50 / 라 발표장 (216호)

좌장 : 이종무(KRISO)

라4_1

포항 운하에서의 자율 운항 실험을 위한 다중 센서 융합
김종휘, 정동하, 이찬규, 조용훈, 김진환(KAIST), 장왕석, 박세용(아비커스)

라4_2

소나 딥러닝을 이용한 익수자. 다이버 추적 알고리즘 개발
김기훈, 김시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라4_3

모델 참조 적응형 제어기법을 활용한 환경 외란을 받는 무인선의 자동접안 방법
백승대, 이동우, 우주현(한국해양대학교)

라4_4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한 무인선의 반응형 충돌회피 시뮬레이션
이동우, 백승대, 우주현(한국해양대학교)

라4_5

무인수중글라이더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어알고리즘
나승규(한국해양대학교), 고성협, 지대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형식,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라4_6

자율운항 기능을 포함하는 무인관측선 CTD 해양관측 연구
전형석, 이호영, 박태현, 김무건, 배태일((주)지오시스템리서치)

[라5: B4] 토목: 연안방재
10월 22일(금) 13:30-15:10 / 라 발표장 (216호)

좌장 : 도기덕(한국해양대학교)

라5_1

산사태에 기인한 파랑의 생성 및 전파에 관한 고찰
이우동, 서민장, 이창민(경상국립대학교)

라5_2

저천단 구조물의 파랑 전달 특성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종합적인 분석
김태윤, 권용주, 이수지, 김종영, 권순철(부산대학교)

라5_3

새만금 만경해상관측타워의 현장 계측자료를 이용한 동특성 추정 및 최적화 방법에 의한 모델 개선
박상민, 이진학,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라5_4	Physical Model Investigation of Hard and Soft Countermeasure Effects on Tsunami Force Reduction in
the Residential Coastal Environment
Hai Van Dang, Dayeon Lee(한양대학교), Tori Tomiczek(USNA), Hyoungsu Park(UH), Daniel Cox(OSU),
Sungwon Shin(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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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0월 22일(금)

[마3: A4] 선박&플랫폼: 구조
10월 22일(금) 09:00-10:40 / 마 발표장 (217-218호)
마3_1

좌장 : 부승환(한국해양대학교)

구조 모드 보정을 통한 LNG 화물창 단열재 FE model의 이상화
김석현, 신한섭, 부승환(한국해양대)

마3_2	A Study on Differential Displacements of Two Offshore Platforms Linked by Bridge during a Seismic
Event
손창윤, 권오성, 김현준(POSCO international Co.)
마3_3

수중폭발에 의한 함정 탑재 장비의 내충격 응답 평가
김현우, 서재훈, 정준모(인하대학교)

마3_4

상용 유한 요소 코드를 이용한 음향 방사 문제 벤치마크 테스트
박성주, 김국현(동명대학교)

마3_5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approaches for assessment of tension, bending and torsion stiffness
of dynamic power cables
서재훈, 임성우, 정준모(인하대학교)

[마4: C1] 재료: 금속
10월 22일(금) 10:50-12:50 / 마 발표장 (217-218호)

좌장 : 안석환(중원대학교)

마4_1

쇼트피닝에 의한 4340M 저합금강의 피로강도 개선
안석환(중원대학교), 김정식(이엠코리아), 박영환(부경대학교)

마4_2

다양한 잔류응력 측정방법과 적용
김태근(SM플랫폼), 안석환(중원대학교)

마4_3

피닝한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
정운현, 우지윤, 박지윤, 강석희, 이정인, 구경희, 남기우(부경대학교), 강창룡((주)에이치디), 박상현((주)성우하이텍)

마4_4

해양구조용강 F690 미소균열의 하한계응력확대계수 및 피로한도 비교
구경희(부경대학교), 이원구(디에스미래기술(주)), 김철수, 남기우(부경대학교), 강창룡((주)에이치디),
박상현((주)성우하이텍)

마4_5

초저온 가스설비용 밸브 기밀성능 향상을 위한 Double-C형 금속씰의 기계적 특성
이선기(한국에너지기술단), 박선휘, 성지훈, 노영진, 김선진(부경대학교)

마4_6

섬유체인의 파단하증 증가를 위한 설계인자에 대한 연구
김경수, 김남훈(중소조선연구원), 김선진(부경대학교), 김도균, 강용준(DSR)

24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10월 22일(금) 일반세션

[마5: E1, E3] 신재생에너지: 풍력, 조류력
10월 22일(금) 13:30-15:30 / 마 발표장 (217-218호)

좌장 : 서대원(군산대학교)

마5_1

CFD Simulation for damping estimation of various FOWT platforms based on free decay test
Zhenhao Song, Jeong-Seok Kim, Bo Woo Nam(서울대학교)

마5_2

다양한 한국해안 환경조건에 따른 5 MW 급 자켓형 해상 풍력 발전기의 동적응답 해석
허상환, 구원철, 김재욱(인하대학교)

마5_3

Spar형 해상풍력발전기의 계류라인 배치에 따른 운동성능 분석
조철희, 조선근, 조성호(인하대학교)

마5_4

Y-Shape 반잠수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형상 변화에 따른 운동성능 분석
조철희, 조성호, 조선근(인하대학교)

마5_5

유향을 고려한 조류발전단지 터빈의 성능 및 발전량 분석
조철희, 정승원, 문건웅(인하대학교)

마5_6

피크쉐이빙 제어를 적용한 OC4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의 네거티브 댐핑 회피 및 하중 완화 연구
김정태, 김관수, 손재훈, 박미호, 허치훈, 고혁준,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바3: B2, B3] 토목: 구조, 지반
10월 22일(금) 09:00-10:40 / 바 발표장 (311-313호)

좌장 : 임홍재(부산대학교)

바3_1

외해 양식장 콘크리트 부유식 방파제 개발에 관한 연구
최군환, 김미정, 장기호, 김효선(한동대학교)

바3_2

강관파일 기계적 연결부의 요구성능 결정에 관한 연구
권태윤, 하민균, 안진희(경상국립대)

바3_3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of Modular Underground Arch Bridge by Analytical fragility method
Toan Van Nguyen, Bismark Meisuh Kofi, Jungwon Huh(Chonnam National Univ.)

바3_4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시스템의 지반에 대한 물성치 평가
장준봉(동아대학교), William F. Waite(US Geological Survey), 이주용(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바3_5

콘크리트 구조물 내 다양한 설치 변수에 따른 후설치 앵커의 인발 거동 평가
방진수(부산대학교), 안진희(경상국립대학교), 임홍재(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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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0월 22일(금)

[바4: B4] 토목: 연안방재
10월 22일(금) 10:50-12:30 / 바 발표장 (311-313호)

좌장 : 강태순((주)지오시스템리서치)

바4_1

해안사구 침식 연구를 위한 대형 이동상 수리모형실험의 동수역학적 특성 분석
이은주(한양대학교), 유제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성원(한양대학교)

바4_2

Sigmoid 활성화 함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쇄파 파라미터 산정
윤미영(한국해양대학교), 김진아(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도기덕(한국해양대학교)

바4_3

고립파의 침수특성에 관한 실험적/수치적 고찰
이우동, 황태건(경상국립대학교), 서승철(CNC오션), 김명훈(해군 해난구조전대)

바4_4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복합재난 피해위험성 평가
황순미, 오형민, 남수용,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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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세션

- 전시 : 10월 21일(목)~22일(금) 포스터 홀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사이)
- 발표 및 심사 : 10월 22일(금) 10:50~12:30, 발표시간 3분
- 좌장 :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PA] 선박 & 플랫폼
PA1

유체-구조연성해석을 이용한 해저케이블 매설 안전성 평가
정다운, 문경환, 송창용(목포대학교)

PA2

이산설계변수를 이용한 A60급 격벽 관통 관의 근사최적설계
김훈관, 정민석, 송창용(목포대학교)

PA3

물체인식기법을 활용한 무인 어장감시보트 설계 및 검증
이상원, 장명균, 허준영, 이광국(경남대학교)

PA4

해저 파이프 응력 해석 및 기계학습 모델 구축
황성준(동명대학교), 이재빈(STS), 김국현, 박성주(동명대학교)

PA5

용접 변형 최소화를 위한 팁회전 아크 용접 시스템 개발
이종중, 안상현(부경대학교), 안석환(중원대학교), 김선진(부경대학교)

PA6

팁회전 아크 용접에서 아크 길이 모니터링을 이용한 용접부 품질 평가
안상현, 이종중(부경대학교), 안석환(중원대학교), 김선진(부경대학교)

PA7

CFD-포텐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한 바지선의 내항성능 평가
남설, 박종천(부산대학교), 박준범, 이민아(한국해양대학교), 윤현규(창원대학교)

[PB] 해양 토목
PB1

직립/소파 호안에서 고립파의 월파에 관한 실험적 고찰
최선용, 이우동(경상국립대학교)

PB2

RELIABILITY ANALYSIS FOR BEARING CAPACITY OF KOREAN SLOPING BREAKWATER FOUNDATION
당반푸, 도안누손, 허정원, 이종인(전남대학교)

PB3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해안지역 초고층 빌딩 단지 내 빌딩풍 평가
김종영, 권용주, 강병국, 권순철(부산대학교)

PB4

선박 스러스터의 제트류에 대한 안벽의 안정성 고찰
황태건, 이우동(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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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학자를 위한 포스터세션

[PCF] 해양 재료 & 해양 장비
PC1

Ca의 첨가가 AZ61 마그네슘 합금의 고온 변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기범, 고민성, 김권후(부경대학교)

PC2

AZ80 마그네슘의 고온 변형에서 변형속도가 집합조직 형성거동에 미치는 영향
지예빈, 이정훈, 김권후(부경대학교)

PF1

길쌈부호 기법을 적용한 수중 QPSK 통신방식에서 신호 대 잡음 비가 주파수오프셋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채희(부경대학교), 황요섭(㈜씨랩), 박지현(부경대학교)

PF2

연안자망과 연안통발에서의 사고 저감을 위한 초저전력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기반 신호처리기법에 관한 연구
임채영(단국대학교), 김민상, 박주삼(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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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목)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추계학술발표회

KMRTS 1: 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10월 21일(목) 13:30-15:10 / 가 발표장(211-212호)
가1_01

선박의 잠재적 충돌 예측을 위한 추적 필터용 이동 모델과 측정 모델
고낙용(조선대학교), 최현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다빈(조선대학교)

가1_02

확률적 특징을 고려한 해양 객체의 운동 추정 및 예측 기법
최현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고낙용(조선대학교)

가1_03

학습기반의 자율무인잠수정의 위치 추정
이권수, 이지홍(충남대학교), 이필엽, 김호성, 이한솔(한화시스템)

가1_04

단일 음향센서와 그래프 기반 콘크리트 구조물 내 충격음의 위치 추정
최휘용(Avikus), 양해상, 성우제(서울대학교)

가1_05

선수부에 프로펠러를 갖는 수중운동체의 저항특성 예측
신명섭, 이성균, 박정훈, 전윤호(LIG넥스원)

좌장 : 최현택(KRISO)

KMRTS 2: 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10월 21일(목) 15:20-17:00 / 가 발표장(211-212호)
가2_06

초소형 단동선 구조의 무인수상정 개발 및 적용 사례
김창봉, 우종식(거제대학교)

가2_07

다중센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수중 로봇 및 수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염길주, 안성준, 강승구, 김영수, 서준영, 윤경환, 정봉출(대양전기공업㈜)

가2_08

무인수상선의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위한 소형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 및 자유 항주시험
허수현, 박정홍, 윤상웅, 강민주, 최진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가2_09

국방기술기획 제도 변화에 따른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핵심기술 발전방안
이종익, 이호장, 최시영, 전우영, 성용훈(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가2_10

해양장비로봇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정인, 오위영(KRISO), 박종준(강원대학교), 김상환, 김영주, 강성길(KRISO)

좌장 : 고낙용(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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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추계학술발표회 10월 22일(금)

KMRTS 3: 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10월 22일(금) 09:00-10:40 / 가 발표장(211-212호)
가3_11

GAN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수중 추진기 고장 감지 시스템의 데이터 불균형 보완
김명준, 조현준, 이지형, 주기범, 박정현, 최형식(한국해양대학교)

가3_12

A Safe Path Planning Algorithm for AUVs
The-Ha Lai, 이동익(경북대학교)

가3_13

Phased Fault Tree를 활용한 무인잠수정의 신뢰도 분석
변성일, 이동익(경북대학교)

좌장 : 김창봉(거재대학교)

가3_14	Implementation of USBL (Ultra Short Base Line) application of the ICT-based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e specific location tracking in the water
최미흥, 강진성, 김경원(경원산업(주)), 박석준, 이상영(LIG넥스원)
가3_15

수중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레이저 광통신 연구
강진일, 손현중((주)볼시스), 신상건, 양향권((주)금하네이벌텍), 최형식(한국해양대학교)

KMRTS 4: 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10월 22일(금) 10:50-12:30 / 가 발표장(211-212호)
가4_16

이종 협력형 해양 무인시스템 연구개발 동향
전봉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가4_17

가상 매트릭스 접근법과 ISOT 유도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중 선박의 대형 제어에 관한 연구
김수림, 조현재, 김정현, 박종용(부경대학교)

가4_18

군집 무인수상정 플랫폼 개발 현황
김동희(한화시스템), 김명경(퍼스텍), 최병웅(한화시스템), 서주노(국방과학연구소)

가4_19

군집 무인수상정 무선통신장치 개발현황
김민수(한화시스템), 정명철(기가RF), 최병웅(한화시스템), 서주노(국방과학연구소)

가4_20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을 위한 자율운항 알고리즘 개발
이재인, 유호영(FM), 최동호, 최병웅(한화시스템), 서주노(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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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홍성훈(계명대학교)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10월 22일(금)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추계학술발표회

KMRTS 5: 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10월 22일(금) 13:30-15:10 / 가 발표장(211-212호)

좌장 : 박종용(부경대학교)

가5_21

모자이킹을 통한 수중 구조물 검사를 위한 영상 내 특이성 검출 기법
김동우, 홍성훈(계명대학교)

가5_22

CFD해석과 시스템식별법을 활용한 활주선의 동력학 식별
전명준, 마이티로안, 박지원, 윤현규(창원대학교)

가5_23

Study on the Motion in Waves of an AUV at the position between Demi-hulls of USV
Thi Loan Mai, Anh Khoa Vo, 윤현규(창원대학교)

가5_24

부이로봇의 개발 및 위치유지에 관한 연구
박휘근, 김유겸, 김현식(동명대학교)

KMRTS 특별강연
10월 22일(금) 15:20-17:00 / 가 발표장(211-212호)

좌장 : 박종용(부경대학교)

가6_25

Safety analysis of autonomous marine systems
김형주(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가6_26

Autonomous operations in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s such as fish farms
Eleni Kelasidi(SINT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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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 워크샵 10월 21일(목)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 유체/구조
10월 21일(목) 15:20-17:00 / 나 발표장(213호) 

좌장 : 임영섭(서울대학교)

나2_01

Extreme wave impact on offshore structures using a focused wave technique
김영국(Lloyd's Register)

나2_02

양해법 유한 요소 해석 기반의 부유식해상풍력발전 디지털 트윈 코드 개발
정준모(인하대학교)

나2_03

천연가스 이동을 위한 FSU-LNGC Ship to ship 계류해석
박홍래(대우조선해양)

나2_04

Coatback 적용 부위 감축을 위한 화재 구조 해석(A Study on Structural Fire Analysis for Coatback Reduction)
이군희(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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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10월 22일(금)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추계 워크샵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 풍력/일반/프로세스
10월 22일(금) 09:00-10:40 / 나 발표장(213호) 

좌장 : 권도훈(삼성중공업)

나3_05

Study on Improvement of Conventional Structural Analysis Methodology for Semi-Submersible Unit
최원혁, 문신홍, 백용선, 이기태(대우조선해양)

나3_06

Introduction the BV COMF Health Notation for Noise & Vibration Measurement of offshore units
정윤석, Eric BAUDIN, 김대수, 신창혁(프랑스선급)

나3_07

Process Design of Onboard Carbon Capture and Liquefaction Systems for Ships
오주영(서울대학교), Rahul Anantharaman(SINTEF Energy Research),
Umer Zahid(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 Minerals), 이평수(중앙대학교), 임영섭(서울대학교)

나3_08

VRU (Vapor Recovery Unit) 시스템 운전 중 고형 Sulfur 침적문제 해결
신정현(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 기자재/프로세스
10월 22일(금) 10:50-12:30 / 나 발표장(213호) 

좌장 : 정윤석(프랑스선급)

나4_09

Assessment on Thermal Design Characteristics for Flare Tips(플레어팁의 열적 설계 특성 평가)
김종원, 임효남, 박성종, 이희성, 이동연(삼성중공업)

나4_10

OVERBOARD DUMP LINE 배관 및 VALVE 선정 표준
윤준식(현대중공업)

나4_11

부유체 진수 모니터링 장치(GMS) 소개 GMS (Gap Monitoring System)
이규환(삼성중공업)

나4_12

Rampwayless Trolley
권도훈(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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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안내

1. 신라스테이 해운대
- Tel: 02-2230-0700 / E-mail: haeundae@shillastay.com
- WebSite: http://www.shillastay.com/haeundae
Room Type

Special Rate

Standard Twin / Double CITY

132,000원

Standard Twin / Double OCEAN

165,000원

비고
- 본 학술대회 기간 한정
- 조식별도 20,000원 (현장가 25,000원)
- 10% VAT 포함
- 지정 신청서 사용

2. 해운대센텀 호텔
- Tel : 051-720-9000 / E-mail: ecentumhotel@gmail.com
- WebSite: https://www.ecentumhotel.com
Room Type
디럭스 트윈룸
디럭스 더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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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ate
주중 99,000원
주말 132,000원

비고
- 본 학술대회 기간 한정
- 10% VAT 포함
- 지정 신청서를 10월 8일 17:00까지 제출

이 학술대회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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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본인은 (사)한국해양공학회 2021년 10월 21일(목) 오전 10:00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정기총회에서 발생하는
권한 일체를 회장 또는 정회원

(소속:

)

에게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본인 [정회원] 성명:
소속:

(사)한국해양공학회장 귀하
※문의처 : ksoehj@ksoe.or.kr

Tel. 051-759-0656 / Fax. 051-75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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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공학회지(JOET) 안내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JOET, 한국해양공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KCI)입니다. 편집위원회는
나아가 한국해양공학회지를 전 세계 유수 DB에 등재하기 위해 2020년 2월(34권 1호) 출판되는 논문부터 영문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자께 다음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해양공학회지의 우수한 논문을
국내외 저널 투고 시 다수 인용하시길 희망합니다.
-. 영문 원고를 투고하여 최종 출판될 경우, 게재료 감면 또는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
-. 국문으로 투고하여 채택된 경우, 영문번역 및 원어민 교정비 지원

https://www.jo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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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본 해양플랜트 설계연구회 2021년 추계 워크샵 행사를 위해 도와주신 기관들입니다.
후원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