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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 세미나실 1
Abstracts pp. 81-88

❚좌장 : 김정환(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HE/FC-

01
10:30-10:45

수소충전소 중압단(50MPa) 압력용기의 피로파괴역학에 따른 수소취성 
대비 예상수명 계산
(Calculation of Expected Life according to Fatigue Fracture 

Mechanics in Case of Hydrogen Embrittlement of Medium (50MPa) 

Pressure Vessel of Hydrogen Charging Station)

김정환*, 이민경, 이화영, 길성희, 

유근준

O-HE/FC-

02
10:45-11:00

수소취성 관련 국내외 기준 조사를 통한 수소충전소용 고압수소배관 적용 
기준 방안
(Standards for a High-Pressure Hydrogen Pipe at the Hydrogen 

Station through an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Standards on the Hydrogen Embrittlement)

신동원, 이민경, 이화영, 길성희, 

김정환*

O-HE/FC-

03
11:00-11:15

수소충전소 계량 정확도 평가를 위한 복합계량 검증방안 제시
(A Proposal of Combined Metering Verification Method for 

Measuring Accuracy of Metering Hydrogen in Hydrogen Charging 

Station)

최진영, 한원국, 임상식, 길성희*, 

유근준, 김영규

O-HE/FC-

04
11:15-11:30

수소충전소 수소유량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Method and Procedure to Verify Flow Rate of 

Hydrogen Fueling Station)

장현우, 한원국, 임상식, 유근준, 

김영규, 길성희*

11:30-14:10 Break

❚좌장 : 조경식((주)지필로스 기술연구소)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HE/FC-

05
14:10-14:25

바이오가스 이용 온사이트 그린수소충전소 설계
(Desing of On-Site Green Hydrogen Charging Station Using Biogas)

송형운*, 장은석, 곽현주, 정대웅

O-HE/FC-

06
14:25-14:40

수소용 압력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소취성 검사방법 국제기준 분석 연구
(A Study of Analysi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ydrogen 

Embrittlement Test Method to Secure the Safety of Hydrogen 

Pressure Vessels)

이화영*, 이민경, 김정환, 길성희, 

유근준, 김영규

O-HE/FC-

07
14:40-14:55

고온 수소침지를 통한 수소취성 시험법 연구
(Hydrogen Embrittlement Test Method Research through High 

Temperature Hydrogen Immersion)

윤별희, 한원국, 길성희, 유근준, 

김영규, 김정환*

O-HE/FC-

08
14:55-15:10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기준 현황 및 국내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Manufacturing Standards for Liquefied 

Hydrogen Storage Tank and the Revision of Domestic Standards)

김수현, 유근준, 길성희*, 김정환, 

이민경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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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 세미나실 1
Abstracts pp. 89-94

❚좌장 : 전유권(연세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HE/FC-

09
15:25-15:40

풍력에너지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500kW급 P2G (Power to Gas) 

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500kW P2G (Power to Gas) System for Utilizing Wind 

Energy Surplus Power)

정봉훈, 조경식, 박가우*

O-HE/FC-

10
15:40-15:55

정방정계 상전이 특성을 통한 고유연성 YSZ 전해질 지지체 기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High-Flexible Electrolyte Supported SOFCs via Transformable 

Tetragonal Phase of YSZ)

원보람, 명재하*

O-HE/FC-

11
15:55-16:10

글랜싱 앵글 스퍼터 증착법을 이용한 박막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고내구성 
Ni-GDC 연료극 제작
(Fabrication of High-Stability Ni-GDC Anode by Glancing Angle 

Sputter Deposition for Thin-Film Solid Oxide Fuel Cells)

황재원, 차석원*

16:10-16:40 Break

❚좌장 : 서석호((주)블루이코노믹전략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HE/FC-

12
16:40-16:55

열경제학 해석에 의한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kW급 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 고장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is of 1-kW PEMFC System Fueled by 

Natural Gas Based on Thermoeconomic Analysis)

서석호*, 오시덕, 오환영, 최윤영, 

이원용, 곽호영

O-HE/FC-

13
16:55-17:10

대칭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극을 위한 이중 페로브스카이트 
Sr2Fe1.5-XCoXMo0.5O6−δ (X = 0, 0.05, 0.1, 0.2, 0.4, 0.5)의 합성 및 
특성분석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B-Site Co-Doped Double 

Perovskites Sr2Fe1.5-XCoXMo0.5O6−δ (X = 0, 0.05, 0.1, 0.2, 0.4, 0.5) as 

Electrodes for Symmetrical SOFCs)

전혜진, 명재하*

O-HE/FC-

14
17:10-17:25

8kW급 SOFC Hot BoP 시스템 설계 및 운전특성
(Design and Operating Characteristic of 8kW Class SOFC Hot BoP 

System)

송형운*, 윤종혁, 윤성필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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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세미나실 2
Abstracts pp. 97-102

❚좌장 : 어영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PV-01 10:30-10:45

C106/N719/N749 염료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판크로매틱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 향상 연구
(Enhanced Light Harvesting of Panchromatic Dye-Sensitized Solar 

Cells Incorporated with Selective Dyes of C106, N719, and N749)

조은지, 김수형*

O-PV-02 10:45-11:00

염료 감응 형 태양 전지에서 빛 에너지 수확에 대한 상향 및 하향 형광체의 
효과
(Effects of Up- and Down-Conversion Phosphors on the Light 

Energy Harvesting in Dye-Sensitized Solar Cells)

나수정, 김수형*

O-PV-03 11:00-11:15

Ag-TiO2 복합 나노 입자의 에어로졸 처리 및 광촉매 분해
(Aerosol Processing and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Ag-TiO2 

Composite Nanoparticles)

장쥐안, 김수형*

11:15-14:10 Break

O-PV-04 14:10-14:25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계 그린수소 생산의 운전 연구 리뷰
(Review on Operational Research of Green Hydrogen Production 

with Solar Power System)

양동욱, 고석일, 정재훈, 김창헌, 

이석호*

O-PV-05 14:25-14:40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한 PV시스템의 고장진단 기법
(Fault Diagnosis Technique of PV System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Data)

김일권, 임희원, 신우철*

O-PV-06 14:40-14:55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모듈의 내구성 평가
(Durability Evaluation of Solar Cells and Modules)

김경수*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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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지도 세미나실 2
Abstracts pp. 105-113

❚좌장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RM-01 15:25-15:40

태양광 발전량 예보 오차 완화를 위한 태양광 - 그린 수소 - 연료전지 시스템 
수치모의 연구
(A Numerical Study of Photovoltaic - Water Electrolysis - Fuel Cell 

System Modeling for the Mitigation of Electricity Bias Forecasted 

by the Day-Ahead Solar Power Prediction)

김창기*, 김현구, 강용혁, 조현석

O-RM-02 15:40-15:55

태양일사량의 파장범위별 구름과 에어로졸의 상대적 민감도 분석
(Relative Sensitivity of Solar Ratiation by Wavelength according to 

Aerosol Optical Depth and Cloud)

최경배, 이윤곤*, 김창기

O-RM-03 15:55-16:10
인공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 예보
(Solar Power Forecast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윤창열, 김창기, 김진영, 김보영, 

오명찬, 황수진, 김현구, 강용혁, 

김용일

O-RM-04 16:10-16:25

인공위성 기반 태양광 예보 기술의 공간 특징 분석 및 시공간 최적화
(Spatial Characteristic Analysis and Spatiotemporal Optimization 

of Satellite-based Solar Forecasting Technology)

오명찬, 김창기, 김보영, 윤창열, 

강용혁, 김현구*

16:25-16:40 Break

❚좌장 :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RM-05 16:40-16:55

태양광 발전량의 1일 예보 성능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계열 모델 비교 분석
(A Comparison of Several Time Series Models for Day-Ahead Solar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이영섭*, 진대현, 김동희, 김창기, 

김현구

O-RM-06 16:55-17:10

풍력발전 단지 개발 배제 구역 및 IEC 터빈 입지 요구 조건에 기반한 입지 
선정 툴 개발
(On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Tool for the Promising Windfarm 

Sites Based by the Restricted Area and IEC Site-Specific Conditions)

김건훈*, 김광득, 이미진, 최진향, 

김진영

O-RM-07 17:10-17:25
다양한 유사성 척도를 이용한 바람권역의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of Wind Zone Using Various Similarity Measures)

김현구*, 김진영, 황수진, 오명찬

O-RM-08 17:25-17:40

연직바람관측자료 기반 국내 풍황 특성 분석
(Wind Characteristics Analysis Based on Wind Profiler Radar Data in 

Korea)

황수진, 김창기, 김진영, 김현구*

O-RM-09 17:40-17:55

풍력 발전량 예보를 위한 수치기상모델 기반 풍황변동성 분석
(Wind Variability Based on Numerical Weather Model for Wind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김진영, 김현구*, 강용혁, 황수진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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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저탄소/CCU & ESS/Grid 세미나실 4
Abstracts pp. 119-122

❚좌장 : 정승민(국립한밭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ES-01 10:30-10:45

고에너지밀도 레독스흐름전지를 위한 다전자 반응의 액체 활물질 연구
(Liquid State with Multi-Electron Active Molecule for High Energy 

Density Redox Flow Battery)

장상순, 박세국, 연순화, 신경희, 

김한수, 진창수*

❚좌장 : 윤여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성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E&LC/

CCUS-01
10:45-11:00

석탄/바이오매스 혼소 및 첨가제 적용 시 생성되는 Slag 생성특성 해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Slag Characteristics of Applying 

Coal/Biomass Co-Firing and Additives)

채태영, 박지선, 양원, 이재욱*

O-E&LC/

CCUS-02
11:00-11:15

가압순산소 연소 발전 시스템에서 습식 및 건식 재순환에 따른 영향 평가
(Evaluation of the Influence of Wet and Dry Flue Gas Recirculation 

in Pressurized Oxy Combustion Power Generation System)

이호수, 이용운, 채태영, 이재욱, 

최현록, 양원, 김성일*, 홍종섭

O-E&LC/

CCUS-03
11:15-11:30

전기화학법을 이용한 폐배터리 침출수에서의 선택적 리튬 회수
(Electrochemical Lithium Recovery from Spent LIB Leachate)

장윤재, 김재현, Chia-Hung Hou, 

박상혁, 권경중*, 정은혜*

>> 바이오에너지 세미나실 4
Abstracts pp. 125-129

❚좌장 :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BE-01 16:25-16:40

상온 조건에서 바이오촤를 통한 NOx와 SOx 저감 특성 평가
(Characterization of the Reduction of NOx and SOx by Biochar under 

Atmospheric Temperature Condition)

이용운*, 김성일, 양원, 이재욱, 

채태영

O-BE-02 16:40-16:55

고춧대 및 커피찌꺼기 펠릿의 혼합 비율에 따른 펠릿 평가 및 반탄화를 통한 
연료로서의 적용
(Pellet Evaluation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Pepper Stem and 

Coffee Grounds Pellets and Application as Fuel through Torrefaction)

박선용, 김석준, 조라훈, 전영광, 

이주광, 홍선영, 김대현*

O-BE-03 16:55-17:10

표면탄화 공정개발 및 적용을 통한 미이용 농업부산물의 에너지원 
활용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nergy Source Utilization of Agro 

By-Produc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Surface Torrefaction Process)

김석준, 김대현*, 박선용, 조라훈, 

오광철

O-BE-04 17:10-17:25
유기성폐기물의 메탄 잠재량 연구
(Biomethane Potentials from Organic Waste/Wastewater)

김웅*, 전창현, 이준

O-BE-05 17:25-17:40

Lab-Scale 기포 유동층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Biomass Co-Firing Using Lab-Scale Bubble 

Fluidized Bed Combustor)

안승번, 정수화, 조천현, 안석기, 

조현호, 정성묵, 이은도*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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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 & 수력(소수력) 세미나실 5
Abstracts pp. 133-136

❚좌장 : 민기복(서울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GT-01 10:30-10:45

열응답시험에서 열전도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rmal Conductivity 

Estimation in Thermal Response Test)

오해림, 박병학, 백지영, 이강근*

O-GT-02 10:45-11:00
개방형 지열시스템에서의 열 거동에 대한 LTE 가정 검증
(Testifying LTE Assumption for Heat Transport in GWHP Systems)

백지영, 박병학, 이강근*

O-GT-03 11:00-11:15

암반대수층에서 개방형 지열시스템 개발 및 활용
(The Development of an Open-Loop Geothermal Heat Pump 

System in a Fractured Rock Aquifer)

심병완*, 김성균, 이수형, 최한나, 

하규철, 박찬희, 이철우, 김용철

❚좌장 : 김진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HP-01 11:15-11:30

프란시스수차 흡출관 J-Groove 형상 최적 설계
(Shape Design Optimization of Draft Tube with J-Groove of a 

Francis Hydro Turbine Model)

쉬레스트 우즈왈, 최영도*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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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 - 7월 13일(화)

>> 가스하이드레이트 세미나실 5
Abstracts pp. 139-144

❚좌장 : 서용원(울산과학기술원), 이종원(공주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GH-01 14:10-14:25

HCFC-22, HCFC-142b, N2를 포함하는 혼합가스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상평형
(Hydrate Phase Equilibria of Gas Mixtures Consisting of HCFC-22, 

HCFC-142b, and N2)

이원희, 강성필*

O-GH-02 14:25-14:40

메탄 하이드레이트 저해제로서의 단량 유기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및 
계산적 접근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to Evaluate 

Monomeric Organic Substances as CH4 Hydrate Inhibitors and 

Synergists)

고우진, 이동영, 서용원*

O-GH-03 14:40-14:55

친수성/소수성 이온성 액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억제 효과
(Hydrophilic and Hydrophobic Ionic Liquids as Gas Hydrate 

Inhibitors)

윤소영, 이동영, 고우진, 김기섭, 

서용원*

14:55-15:25 Break

O-GH-04 15:25-15:40

3성분 합성가스로부터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형성을 통한 CO2 분리/회수 
제거 기술 연구
(CO2 Separation/Recovery by Forming Clathrate Compounds from 

Ternary Syngas Mixtures of (CO + CO2 + H2))

이종원*, 이동원, 윤지호

O-GH-05 15:40-15:55
Proton Irradiation-Induced Lattice Defects in Tetrahydrofuran 

Clathrate Hydrates and Their Thermodynamic Properties
문석윤, 박영준*

O-GH-06 15:55-16:10
Investigation of Distinct Tuning Effect in sH Clathrate Hydrate for 

Natural Gas Storage
이윤석, 문석윤, 박영준*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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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3일(화) ●●

●●

>> 제로에너지 & 폐자원에너지 세미나실 5
Abstracts pp. 147-150

❚좌장 : 이응신(명지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ZE-01 16:40-16:55

공동주택의 연간 급탕 에너지 사용량 분석 
-서울지역 지역난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Analysis of Annual Domestic Hot Water Energy Usage on 

Apartment -For District Heating Apartment in Seoul-)

김지현, 김일권, 이왕제, 신우철*

O-ZE-02 16:55-17:10

제로에너지주택단지에서 지열에너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Geothermal Energy in Zero Energy 

Housing Complex)

이응신*, 김현아, 변수영, 이명주

❚좌장 : 오세천(공주대학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WE-01 17:10-17:25

천연 제올라이트 촉매로 커피 찌꺼기와 폐스티로폼의 혼합 급속열분해를 
통한 열분해 오일 생산
(Natural Zeolite Catalyzed Co-Pyrolysis of Coffee-Grounds and 

Waste Polystyrene Foam for the Production of Pyrolysis-Oil)

응웬 반 꾸잉, 최연석*, 최상규, 

정연우, 한소영

O-WE-02 17:25-17:40

커피찌꺼기 급속열분해를 위한 50톤/일 규모 실증플랜트의 열 및 물질수지 
산정
(Estimation of Heat and Mass Balance of a 50ton/day 

Demonstration Plant for the Fast Pyrolysis of Coffee Ground)

최상규*, 최연석, 정연우, 한소영, 

응웬 반 꾸잉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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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 - 7월 14일(수)

>> 해양에너지 세미나실 2
Abstracts pp. 153-159

❚좌장 : 배윤혁(제주대학교),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ME-01 09:00-09:15

방파제 연계 경사형 OWC 파력발전장치의 형상에 따른 파력추출 성능 수치 
및 실험 해석
(Numerical and Experimental Analysis of Wave Energy Extra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hamber Shape of the Sloped OWC 

Wave Energy Converter Connected to the Breakwater)

양현재, 정현철, 구원철*

O-ME-02 09:15-09:30

비대칭 형상 파력발전장치의 비선형 복원모멘트 특성을 고려한 수치적 
거동 해석
(Numerical Study on Behavior of Asymmetric Shape Wave Energy 

Converters Considering Non-Linear Restoring Moment)

김동은, 배윤혁*

O-ME-03 09:30-09:45

파력발전장치의 WECAN Level 1 통합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WECAN Program for Integrated Performance 

Analysis of Wave Energy Converter)

하윤진, 박지용*, 김경환, 박세완, 

김길원, 김정석, 이정희, 오재원, 

노찬, 최장영, 장강현, 천호정, 

김재환

O-ME-04 09:45-10:00
Numerical Hydrodynamic Analysis of a Wave Energy Convertor- 

Rotor in Irregular Waves

포구루리 써니 쿠마르, 김동은, 

배윤혁*

10:00-10:15 Break

O-ME-05 10:15-10:30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소개
(Introduction of Open Sea Test Site for Wave Energy Converters)

최종수*, 이정기, 고태경, 임창혁, 

김영곤, 김길원, 김영덕

O-ME-06 10:30-10:45

해양 블루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Recent Advances and Prospects on Marine Blue Energy 

Technology)

정남조*, 김한기, 황교식, 정윤철, 

최지연, 남주연, 한지형, 좌은진

O-ME-07 10:45-11:00
신형-해양발전기
(New Sea Power Generator)

이영수, 이순선*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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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4일(수) ●●

●●

>> 자원지도 세미나실 2
Abstracts pp. 114-116

❚좌장 : 윤창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RM-10 11:15-11:30

제로에너지 시티 설계에서위한 3D BIPV 자원지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3D BIPV Resource Maps in Zero Energy City 

Design)

김보영, 윤창열, 김창기, 강용혁, 김진영, 

오명찬, 김현구*

O-RM-11 11:30-11:45

액티브 학습 기반 도심 옥상 직달음영 평가 모델 개발
(Active Learning on Urban Rooftop Shadow Estimation 

Modeling)

이제현, 배수민, 오명찬, 김창기, 강용혁, 

김현구*

O-RM-12 11:45-12:00

Solar Power to Heat, Hydrogen Production and Storage: 

Financial Analysis of a Photovoltaic-Powered Electrolysis 

Plant

Laetitia Uwineza, 김현구*

>> 풍력 세미나실 3
Abstracts pp. 163-166

❚좌장 : 이상래((주)한국선급)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WD-01 09:00-09:15

군산시 말도 지역의 바람자원을 활용한 와이블분포 추정 방법들의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s of Weibull 

Distribution Using Wind Resources in Mal-do Island)

강상균, 유성호, 이대용, 이장호*

O-WD-02 09:15-09:30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비교 연구: 군산 및 제주도 주민대표 인터뷰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Local Acceptance of Offshore Wind 

Farm: Focusing on the Text Network Analysis of Local 

Representatives Interviews in Kunsan and Jeju)

이상혁, 박재필*

O-WD-03 09:30-09:45

풍력발전기술분야 산업생태계 현황 분석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Industrial Ecology System in 

Korea’s Wind Power Technology Sector)

김경택, 이성곤*

O-WD-04 09:45-10:00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 발전량 예측과정에서 
기상요인의 영향도 평가
(Evaluating the Influence of Meteorological Factors in the 

Process of Predicting the Energy Production of Wind Farm 

Using Machine-Learning Algorithms)

김대영, 김범석*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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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 - 7월 14일(수)

>> 풍력 세미나실 3
Abstracts pp. 167-171

❚좌장 : 이성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WD-05 10:15-10:30

블레이드 팁 표면 오염과 와류 발생장치가 풍력터빈 연간발전량 및 
피로 하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lade Tip Surface Contamination and Vortex 

Generator on Annual Energy Production and Fatigue Load of 

Wind Turbine)

김성건, 임희전, 김범석*

O-WD-06 10:30-10:45

고정식 풍력발전시스템 설계를 위한 IEC 61400-3-1 소개
(Introduction of the IEC 614003-1 for the Design of Fixed 

Offshore Wind Turbine)

임진석*

O-WD-07 10:45-11:00

부유식 해상풍력 선급 입급 소개
(Introduction of Classification Registration with th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이상래*

11:00-11:15 Break

❚좌장 : 임진석((주)한국선급)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WD-08 11:15-11:30

10-MW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계류선 파단 시 
하중해석
(Load Analysis at Mooring Line Break of 10-MW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김민지, 김종배*

O-WD-09 11:30-11:45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그라우트 연결부의 설계민감도 분석 - 

전단키를 중심으로
(Sensitivity Analysis of Monopile Grout Joint Design for 

Offshore Wind - Focusing on Shear Keys)

김찬영, 이대용*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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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4일(수) ●●

●●

>> 녹색에너지정책/전략 세미나실 4
Abstracts pp. 175-180

❚좌장 : 김윤성(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표 번호 발표 시간 발표 제목 저자

O-RP-01 09:00-09:15

해상풍력 입지 선정절차의 국가 간 비교 - 한국, 네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Planning and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hore Wind Farms of Korea, the Netherlands, 

and Japan)

임효숙, 강선우, 조공장*

O-RP-02 09:15-09:30

해상풍력 수용성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Role of Local Governent for Acceptability of Offshore Wind 

Power)

조공장*, 박선아, 윤기돈, 이유진

O-RP-03 09:30-09:45

V2G 도입이 2050 탄소중립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V2G on the 2050 

Carbon-Neutral Energy System)

문효동, 운성권, 임현지, 김윤성, 권필석*

09:45-10:15 Break

O-RP-04 10:15-10:30

지역수용성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개선 방안 탐색: 

전기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A Policy Study to Improve Process of Licensing Renewable 

Energy Bus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cceptance: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KOREC)

박선아, 조공장*

O-RP-05 10:30-10:45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와 정부의 역할
(Re-Investment for the Energy Transition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김윤성*, 윤성권, 문효동, 임현지, 권필석

O-RP-06 10:45-11:00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절차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cedural Improvement for Stakeholder 

Consultation for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 

Focusing on Fisheries Compensation and Benefit Sharing)

임현지, 김윤성*, 윤성권, 문효동, 권필석

※ 밑줄은 발표자, *표시는 교신저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