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학술대회 I / 11월 16일 (월)
12:30~16:30
크리스탈1
13:30~14:50
(80분)

기획세션
풍력발전 유지보수
좌장 : 김상렬
(한국기계연구원)

14:50~15:10
(20분)
15:10~16:30
(80분)

등
록 (등록 데스크)
크리스탈2
제이드
비공개 기획세션
학술발표1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 I
개발 I1)
좌장 : 정준모
좌장: 박미호
(인하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

아메티스트
기획세션
군산대 인재양성센터
좌장 : 이상일
(군산대학교)

브레이크 타임

기획세션
기초전력연구센터
사외공모 연구과제
좌장 : 허성호
(경북대학교)

비공개 기획세션
학술발표2
기획세션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 II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개발 II2)
좌장 : 박성군
좌장 : 박미호
좌장 : 이대용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1) 해당 비공개 기획세션은 연구과제 워크숍으로 참여 연구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2) 해당 비공개 기획세션은 연구과제 워크숍으로 참여 연구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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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II / 11월 17일 (화)
08:30~17:00

등
록 (등록 데스크)
크리스탈2
제이드

크리스탈1
09:00~10:20
(80분)

기획세션
국산풍력시스템 I
좌장 : 이기학
(두산중공업)

10:20~10:40
(20분)
10:40~12:00
(80분)

브레이크 타임

기획세션
국산풍력시스템 II
좌장 : 박선호
(유니슨)

기획세션
기획세션
풍력발전 국제표준화 II 육상풍력 입지지도 II
좌장: 허용학
좌장 : 김현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00~13:10
크리스탈1

13:10~14:30
(80분)

[초청강연]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
초청강연
좌장 : 이상일
(군산대학교)

아메티스트

학술발표3
전기분야

기획세션
강원대 인력양성

학술발표6
기기 분야 I

좌장 : 백주훈
(광운대학교)

좌장: 백인수
(강원대학교)

좌장 : 강종훈
(중원대학교)

브레이크 타임

20주년 기념 세션

포스터 세션

장소 : 크리스탈홀

장소 : 크리스탈홀 로비
좌장 : 임희창 (부산대학교),
허성호 (경북대학교)

좌장 : 황병선 (군산대학교)

15:50~16:10
(20분)
16:10~16:50
(40분)

학술발표5
기타풍력 분야 II
좌장 : 김상렬
(한국기계연구원)

중식(1F, 자왈포차)
크리스탈2
제이드

14:30~14:50
(20분)
14:50~15:50
(60분)

아메티스트

기획세션
기획세션
학술발표4
풍력발전 국제표준화 I
육상풍력 입지지도 I
기타풍력 분야 I
좌장 : 정성수
좌장 : 김현구
좌장 : 김석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세계 풍력시장 선도를 위한

『미래 풍력 신기술 포럼』

브레이크 타임

장소 : 아메티스트홀

정기총회
장소 : 제이드홀
진행 : 오기용 수석총무이사 (중앙대학교)

16:50~17:00
(10분)

이동 및 브레이크 타임

기조연설
17:00~17:30
(30분)

장소 : 크리스탈홀
“해상풍력, 새로운 20년 전망과 도전”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전 한국해상풍력(주) 본부장)

20주년 기념 행사 및 만찬
장소 : 크리스탈홀

17:30 ~

진행 : 박지상 조직위원장 (재료연구소)

학술대회 Ⅲ / 11월 18일 (수)
08:30~10:00

09:00~10:20
(80분)
10:20~10:40
(20분)
10:40~11:20
(40분)

등

록 (등록 데스크)

크리스탈

제이드

아메티스트

학술발표7
기기 분야 II

기획세션
블레이드

학술발표8
지지구조 분야

좌장 : 임희창
(부산대학교)

좌장 : 문진범
(재료연구소)

좌장 : 오기용
(중앙대학교)

브레이크 타임

학술대회 폐회식
장소 : 크리스탈홀
진행 : 이대용 학술이사(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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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0 추계학술대회 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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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
l 11월 16일(월) 크리스탈1
• [기획세션] 풍력발전 유지보수
좌장 : 김상렬(한국기계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기태영(윈디텍 주식회사)
풍력터빈 블레이드 전연부 보호 방법 및 이성훈
고정민(제주에너지공사)
13:30 - 13:45
특성 분석
(윈디텍 주식회사) 김원식(제주에너지공사)
손진혁(윈디텍 주식회사)

13:45 - 14:00

풍력발전기 상태예측을 위한 변화시점 규 서윤호
명 기술
(한국기계연구원)

채성기((주)에이투엠)
한기범((주)에이투엠)
김정우((주)에이투엠)

풍력발전시설 전용 스마트 O&M 플랫폼 이경학
14:00 - 14:15
개발
((주)에이투엠)

14:15 - 14:30

김상렬(한국기계연구원)
마평식(한국기계연구원)
우정한(한국기계연구원)

강준구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풍력발전기용
((주)에스엠인트루
베어링 상태감시시스템 고찰
먼트)

지영평((주)에스엠인스트
루먼트)
이도행((주)에스엠인스트
루먼트
박종민((주)에스엠인스트
루먼트))

이진재(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이광세
지능형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을 위한 풍력
강민상(한국에너지기술연
14:30 - 14:45
(한국에너지기술연
터빈 빅데이터 인프라 운영
구원
구원)
강승진(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 [기획세션] 기초전력연구센터 사외공모 연구과제
좌장 : 허성호(경북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15:10 - 15:30

김학근(군산대학교)
비접촉식 방법을 통한 풍력 터빈용 복합재
김형진(군산대학교) 장윤정(군산대학교)
블레이드의 고유주파수 측정
강기원(군산대학교)

15:30 - 15:50

풍력터빈 에어포일의 유동특성 분석을 위
임희전(제주대학교)
이근석(제주대학교)
한 수치해석 모델 비교
김범석(제주대학교)

15:50 - 16:10

풍력터빈 블레이드 전연에서 관찰된 손상
김종화(제주대학교) 김범석(제주대학교)
카테고리 분류

16:10 - 16:30

임피던스 신호와 균열보 해석모델의 상관 이종원(남서울대학
관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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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6일(월) 크리스탈2
• [학술발표1] 부유식해상풍력Ⅰ
좌장 :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정준모(인하대학교)
공동저자

13:30 - 13:50

Fatigue Analysis for a 5-MW Floating
안현정(울산대학교)
팜탄담(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Offshore Wind Turbine System

13:50 - 14:10

부유식 해상풍력 플랫폼의 진동 감소를 위
오기용(중앙대학교)
박광희(중앙대학교)
한 tuned mass damper 시스템의 최적화
남우철(중앙대학교)

14:10 - 14:30

극한환경조건에서의 10-MW급 부유식 해
안현정(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상풍력발전시스템 하중해석

공동력-수동력-계류력-다물체-구조탄성-제어
14:30 - 14:50 의 완전 연성에 기반한 부유식 해상 풍력 정준모(인하대학교) 리춘보(인하대학교)
발전기 통합 하중 및 응력 해석 코드 개발

• [학술발표2] 부유식해상풍력 Ⅱ
좌장 :
시 간
15:10 - 15:30

발표제목

박성군(한국과학기술대학교)

발표자

공동저자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동해안의 바람자원
정인지(울산대학교)
유영재(울산대학교)
분석
신현경(울산대학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부유체 복원성 검토
김민지(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를 위한 하중조건
방조혁(유니슨(주)
박선호(유니슨(주))
Y-Wind 반잠수식 부유체를 고려한 5MW
15:50 - 16:10
정종훈(유니슨(주)) 부성윤(VL Offshore)
부유식 해상풍력터빈 개념설계
Steffen
Shelly
(VL
Offshore)
15:30 - 15:50

16:10 - 16:30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박성군(서울과학기
시뮬레이션
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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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6일(월) 제이드
• [비공개 기획세션]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기술개발Ⅰ
좌장 :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김경환(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
최종수(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
이정기(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
하윤진
제주 서부 해역 해양환경 특성에 관한 분
임창혁(선박해양플랜드
13:30 - 13:50
(선박해양플랜트연
석
연구소)
구소)
고태경(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
김정석(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
박지용(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고혁준(고등기술연구원)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박미호(고등기술연
13:50 - 14:10
김관수(고등기술연구원)
설계근거
구원)
김정태(고등기술연구원)
김준영(고등기술연구원)
이태경(고등기술연구원)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5.56MW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의 지지 고혁준(고등기술연
14:10 - 14:30
김관수(고등기술연구원)
구조물 및 계류시스템 개념설계
구원)
김정태(고등기술연구원)
김준영(고등기술연구원)
이태경(고등기술연구원)
고혁준(고등기술연구원)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김관수(고등기술연구원)
통합연성해석을 통한 5.56MW급 부유식 김정태(고등기술연
14:30 - 14:50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해상풍력터빈의 개념설계 동적응답 평가 구원)
김준영(고등기술연구원)
이태경(고등기술연구원)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 해당 비공개 기획세션은 연구과제 워크숍으로 참여 연구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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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기획세션]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기술개발Ⅱ
좌장 :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고혁준(고등기술연구원)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반잠수식 부유식 풍력터빈 제어 알고리즘 김관수(고등기술연
15:10 - 15:35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설계
구원)
김정태(고등기술연구원)
김준영(고등기술연구원)
이태경(고등기술연구원)
김정태(고등기술연구원)
이태경(고등기술연구원)
박종포(고등기술연구원)
5.56MW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의 경제성 김준영(고등기술연
15:35 - 16:00
박미호(고등기술연구원)
분석 모델 개발
구원)
고혁준(고등기술연구원)
김관수(고등기술연구원)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박공만(세호엔지니어링
5.56MW급 부유식 해상풍력의 계류장치 신상성(세호엔지니 (주))
16:00 - 16:25
설계를 위한 연구
어링(주))
이욱동(세호엔지니어링
(주))
※ 해당 비공개 기획세션은 연구과제 워크숍으로 참여 연구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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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6일(월) 아메티스트
• [기획세션] 군산대학교 인재양성센터
좌장 : 이상일(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강상균(군산대학교)
대형 해상풍력터빈 하부구조물의 고유 주
김영진(군산대학교)
13:30 - 13:45 파수 및 하중 분석을 위한 통합하중해석에 장윤정(군산대학교) 이장호(군산대학교)
관한 연구
김동현(군산대학교)
강기원(군산대학교)
최찬웅((재)자동차융합기
균질화 기법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술원)
13:45 - 14:00 이용한 직물 탄소복합재료의 물성 예측 및 전병욱(군산대학교) 진지원((재)자동차융합기
멀티스케일 확률론적 분석
술원)
강기원(군산대학교)
접착제 균열 성장 특성을 고려한 풍력 복
장윤정(군산대학교)
14:00 - 14:15 합재 블레이드의 접합부 디본딩 손상에 대 김학근(군산대학교)
강기원(군산대학교)
한 점진적 파손 특성 연구
김학근(군산대학교)
풍력 터빈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고유주파
14:15 - 14:30
김형진(군산대학교) 장윤정(군산대학교)
수 특성 변화 기반 디본딩 손상 예측
강기원(군산대학교)
14:30 - 14:45

박정완(군산대학교)
풍력블레이드용 복합소재의 조건별 미세역
신평수(군산대학교) 황병선(군산대학교)
학 및 계면특성 평가
이상일(군산대학교)

• [기획세션]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좌장 : 이대용(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15:10 - 15:30

김응수(POSCO)
다양한 해수레벨 조건 하에서 4-Leg 자켓 트란 탄-투안(군산
이장호(군산대학교)
구조물의 동적 거동 연구
대학교)
이대용(군산대학교)

15:30 - 15:50

이장호(군산대학교)
5.5MW 대형풍력터빈 실증단지 주변해역
김영진(군산대학교) 강기원(군산대학교)
의 세굴위험지도
김동현(군산대학교)

김진옥(군산대학교)
고유익형 KA2의 전 범위 공력특성에 대한
15:50 - 16:10
강상균(군산대학교) 이상일(군산대학교)
분석
이장호(군산대학교)
강상균(군산대학교)
풍력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김진옥(군산대학교)
16:10 - 16:30 익형들의 회전력 계수에 대한 특성 및 블 박성수(군산대학교)
이대용(군산대학교)
레이드 성능분석
이장호(군산대학교)

- 8 -

l 11월 17일(화) 크리스탈1
• [기획세션] 국산풍력시스템Ⅰ
좌장 : 이기학(두산중공업(주))
시 간
09:00 - 09:20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DS205-8MW 이정훈(두산중공업
이기학(두산중공업(주))
개발
(주))

오인규(두산중공업(주))
주완돈(두산중공업(주))
8MW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블레이 이승준(두산중공업 엄승만(두산중공업(주))
09:20 - 09:40
드 루트 인서트 볼트의 해석적 연구
(주))
배철민(목포대학교)
임기천(목포대학교)
심천식(목포대학교)
09:40 - 10:00 ICT 기반의 융합형 풍력단지 운영 시스템

엄승만(두산중공업(주))
김성태(두산중공업
박순종(두산중공업(주))
(주))
이정훈(두산중공업(주))

이성래(두산중공업(주))
서동석전남테크노파크)
신행옥(전남테크노파크)
8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시제품 실증플 이기학(두산중공업
10:00 - 10:20
심은철(세일종합기술공
랫폼 선정
(주))
사)
박치중(세일종합기술공
사)

• [기획세션] 국산풍력시스템Ⅱ
좌장 :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박선호(유니슨(주))
공동저자

이병철(유니슨(주))
대용량 풍력발전용 전력변환장치의 파라미
강성욱(유니슨(주))
10:40 - 11:00 터 최적화에 따른 영구자석 발전기 출력 이주한(유니슨(주))
임민수(유니슨(주))
특성 분석
방조혁(유니슨(주))
11:00 - 11:20

김정수(유니슨(주))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서호준(유니슨(주)) 임민수(유니슨(주))
발전기 개발 현황
방조혁(유니슨(주))

11:20 - 11:40

10MW급 대용량 국산
HEMU-X 개발 현황

해상풍력발전기

방조혁(유니슨(주))

임민수(유니슨(주))
박선호(유니슨(주))

임정현(유니슨(주))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발전기 개
오용운(유니슨(주))
11:40 - 12:00
박선호(유니슨(주))
발 현황
이경학(유니슨(주))
방조혁(유니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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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 초청강연
좌장 : 이상일(군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13:10 - 13:40 기초전력연구센터 R&D 기획 방향 및 기초연구과제 소개

김상범(전력연구원)

13:40 - 14:10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용 초전도 풍력발전기

박민원(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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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7일(화) 크리스탈2
• [기획세션] 풍력발전 국제표준화Ⅰ
좌장 :
시 간

발표제목

정성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발표자

공동저자

09:00 - 09:20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국제 표준화 동 허용학(한국표준과
향
학연구원)

09:20 - 09:40

풍력에너지 발전시스템 EMC 평가 표준 권종화(한국전자통 황정환(한국전자통신연
동향
신연구원)
구원)

09:40 - 10:00

IEC 61400-50-3 제정을 앞둔 나셀 라이다 최정철(한국에너지
의 미래
기술연구원)

10:00 - 10:20

국내 풍력발전기 계통연계 규정의 이해 및
송승호(광운대학교) 김수빈(광운대학교)
시뮬레이션 모델 대응

• [기획세션] 풍력발전 국제표준화Ⅱ
좌장 :
시 간

발표제목

허용학(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발표자

공동저자

10:40 - 11:00 출력성능측정을 위한 라이다 장비의 활용 고경남(제주대학교)
11:00 - 11:20 광의의 표준화 관점에서의 풍력산업

11:20 - 11:40

오정배(블루윈드엔
지니어링)

IEC61400-3-2 진행 사항 및 국내 부유식 이상래 ((사 )한국 선
풍력관련 기술 개발 현황 소개
급)

11:40 - 12:00 IECRE와 IEA Wind의 최신 기술동향 활용

김경아(한국기계전 김승주(한국기계전기전
기전자시험연구원) 자시험연구원)

• [학술발표3] 전기분야
좌장 :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백주훈(광운대학교)
공동저자

13:10 - 13:30

선형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통한 풍력발
김범수(광운대학교)
유제휘(광운대학교)
전시스템의 추종 제어
백주훈(광운대학교)

13:30 - 13:50

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풍력발전용 발전기
이훈기(충남대학교) 최장영(충남대학교)
의 극/슬롯 조합에 따른 가진원 해석

이재형(고려대학교)
새로운 계통연계규정이 요구하는 풍력터빈
13:50 - 14:10
김수빈(광운대학교) 윤민한(광운대학교)
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송승호(광운대학교)
14:10 - 14:30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오현석 ((사 )한국 선
김범석(제주대학교)
연간 충방전가능량 산정에 대한 연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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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7일(화) 제이드
• [기획세션] 육상풍력 입지지도Ⅰ
좌장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09:00 - 09:20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주제모델링에 의한 풍력에너지 연구동향 김현구(한국에너지 유기완(전북대학교)
분석
기술연구원)
백인수(강원대학교)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이영준(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김진영(한국에너지 박영준(한국환경정책‧평
기술연구원)
가연구원)
송정은(한국산지보전협
회)
이정빈(한국산지보전협
회)

09:20 - 09:40 육상풍력 입지지도

정병군(서울과학기술대
학교)
장윤호(서울과학기술대
NWP-CFD 축소화에 의한 풍력자원지도 고 박성군(서울과학기 학교)
09:40 - 10:00
도화
술대학교)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이정빈(한국산지보전협
육상풍력 입지지도의 산림규제 데이터베이 송정은(한국산지보 회)
10:00 - 10:20
스 고도화
전협회)
민수희(한국산지보전협
회)

• [기획세션] 육상풍력 입지지도Ⅱ
좌장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10:40 - 11:05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활용한 입지발굴 사 구덕윤(한국에너지
김상준(한국에너지공단)
례 분석
공단)

김광득(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GIS분석 툴에 의한 풍력발전 단지 적정 입 김건훈(한국에너지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
11:05 - 11:30
지 선정 기술 개발
기술연구원)
연구원)
이미진((주)선도소프트)
최진향((주)선도소프트)
11:30 - 11:55

육상풍력 입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공간 박종윤(한국환경정 이재홍(한국환경정책‧평
정보 활용 방안
책‧평가연구원)
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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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세션] 강원대학교 인력양성
좌장 : 백인수(강원대학교)
시 간
13:10 - 13:25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풍력터빈 축소모델을 이용한 피드포워드
김정기(유니슨(주))
김동명(강원대학교)
제어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
백인수(강원대학교)

전태수(강원대학교)
축소형 풍력터빈을 이용한 Stall 블레이드
13:25 - 13:40
장현무(강원대학교) 김선용((주)금풍)
출력제어성능 검증
백인수(강원대학교)
13:40 - 13:55

황예찬(강원대학교)
전기적 효율이 고려된 15 kW 수직축 소
장현무(강원대학교) 임승률((주)에니텍시스)
형 풍력터빈 출력예측 및 검증
백인수(강원대학교)

13:55 - 14:10

Dynamic 수치모델을 이용한 풍력터빈 출
송원(강원대학교)
력예측

14:10 - 14:25

풍력터빈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퍼지 논리
김동명(강원대학교)
전태수(강원대학교)
기반 LQR 제어기 설계 및 검증
백인수(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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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강원대학교)

l 11월 17일(화) 아메티스트
• [학술발표4] 기타풍력분야Ⅰ
좌장 : 김석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 간
09:00 - 09:25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피치각에 따른 수직풍력터빈 성능 변화 연
손승현(연세대학교) 주원구(연세대학교)
구
박기웅((주)유신)
김호승((주)유신)
변동하((주)유신)
박성용((주)유신)

해상풍력단지개발을 위한 GIS 데이터베이
09:25 - 09:50
문재상((주)유신)
스 구축

09:50 - 10:15

전남·전북 및 울산권 해역 해상풍력 입지 김석우(한국에너지
지도
기술연구원)

• [학술발표5] 기타 풍력분야Ⅱ
좌장 : 김상렬(한국기계연구원)
시 간
10:40 - 11:00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Impact of averaging methodologies on
윤우식(DNV‧GL)
WindCube LiDAR performance

11:00 - 11:20 LiDAR Performance Verification methodologies 문영희(DNV‧GL)

윤우식(DNV‧GL)

이승훈(한국항공우주연
구원)
스피너에 설치된 3축 초음파풍속계를 활용 장병희(한국항공우
11:20 - 11:40
박영민(한국항공우주연
한 풍력터빈 풍황 측정
주연구원)
구원)
임민수(유니슨(주))
11:40 - 12:00

풍력 발전 디지털 트윈을 위한 Ansys 플 안영규(태성에스엔
랫폼
이)

• [학술발표6] 기기분야Ⅰ
좌장 : 강종훈(중원대학교)
시 간
13:10 - 13:30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풍력발전설비 가동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
김현두((주)솔지)
술(윤활측면)

이재신(중원대학교)
4MW급 풍력발전기용 피치 감속기 진동특
강종훈(중원대학교)
13:30 - 13:50
김영철(중원대학교)
성 연구
이형우(중원대학교)
김광민(우림기계(주))
김영철중원대학교)
4MW급 풍력 발전기용 요 감속기 설계에
강종훈(중원대학교)
13:50 - 14:10
이재신(중원대학교)
대한 연구
이형우(중원대학교)
김광민(우림기계(주))
풍력발전기용 슬루잉베어링의 구동부 구조
허수진(중원대학교)
14:10 - 14:30
강종훈(중원대학교)
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
유재홍(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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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풍력시장 선도를 위한 『미래 풍력 신기술 포럼』

시 간

내 용

비 고

14:50 - 14:55

개회 및 포럼 소개

사회자

14:55 - 15:05

개회사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권기영 P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

15:05 - 15:20

(발제1) 풍력산업 2030 기술트렌드

15:20 - 15:35

(발제2)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향후 세계시장 전망

이준신 소장
(전력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15:35 - 16:45

[좌장]

김범석 교수 (제주대학교)

[패널]

<신기술>
송승호 교수 (광운대학교)
정준모 교수 (인하대학교)
하홍수 책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제도·시장>
이정훈 수석연구원 (두산중공업)
최정철 선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5 - 16:50

폐회

- 15 -

l 11월 18일(수) 크리스탈
• [학술발표7] 기기분야Ⅱ
좌장 : 임희창 (부산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09:00 - 09:20

라지에디모사법을 이용한 난류유동생성에 구티 로케시 칼얀
임희창(부산대학교)
대한 C++ 패키지개발
(부산대학교)

09:20 - 09:40

벽면에 놓인 사각원주 후류의 난류에 대한 무스타파 즈하이얼
임희창(부산대학교)
개선된 Detached-Eddy 모사
요시프(부산대학교)

09:40 - 10:00

난류경계층 내부에서의 벽면 변동압력변화
이영우(부산대학교) 임희창(부산대학교)
분석

정재호(가천대학교)
MW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와류생성기 공
하광태(울산대학교)
10:00 - 10:20
문현기(가천대학교)
력 특성에 관한 연구
김정기(유니슨(주))
박선호(유니슨(주))

l 11월 18일(수) 제이드
• [기획세션] 블레이드
좌장 : 문진범 (재료연구소)
시 간
09:00 - 09:20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강민규(재료연구소)
카본 풀투르전 소재를 이용한 대형 블레이
김지훈(재료연구소) 문진범(재료연구소)
드 스파캡 제작성 검토
박지상(재료연구소)

박지상(재료연구소)
초대형 블레이드 피로시험을 위한 시험 셋
문진범(재료연구소)
09:20 - 09:40
윤순호(재료연구소)
업 최적화에 관한 연구
김지훈(재료연구소)
강민규(재료연구소)
09:40 - 10:00

경량 블레이드를 위한 보강 구조의 설계
강민규(재료연구소)
이우경(재료연구소)
개념 연구
박지상(재료연구소)

강민규(재료연구소)
기존 5MW 급 블레이드 모델의 경량화 구
10:00 - 10:20
조광훈(재료연구소) 이우경(재료연구소)
조 개념 연구
박지상(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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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월 18일(수) 아메티스트
• [학술발표8] 지지구조 분야
좌장 : 오기용(중앙대학교)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

공동저자

09:00 - 09:25

해상 풍력발전기 지지부의 파도 충격에 대 디팍 쿠마르 반디
임희창(부산대학교)
한 수치해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09:25 - 09:50

지반 강성의 불규칙한 변화로 인한 해상풍
박광희(중앙대학교)
남우철(중앙대학교)
력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변동
오기용(중앙대학교)

09:50 - 10:15

Tank Width Effects on a Symmetrical 루페르시쿠마르(울 허 준(울산대학교)
Flapping Foil in Waves Using CFD
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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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 11/17(화) : 포스터 설치는 크리스탈홀 로비에 오전 10시까지 부착 완료
좌장 : 임희창(경북대학교), 허성호(경북대학교)
시 간

포스터
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공동저자

저우싱저우(부
임희창(부산대학교)
산대학교)
황성충(부산대
PO-02 자연대류경계층의 속도와 온도측정
임희창(부산대학교)
학교)
유린치(부산대
PO-03 격리챔버에서의 고압생성기법 연구
임희창(부산대학교)
학교)
Yiza Srikanth
Machine Learning-based Short-term
PO-04
R e d dy (경북 대 허성호(경북대학교)
Wind Speed Forecast
학교)
PO-01 저속의 보텍스링 형성의 CFD 해석

PO-05 풍력발전단지의 출력 제어
PO-06

황정현(경북대
허성호(경북대학교)
학교)

해상풍력발전단지 연계에 따른 계통 김 연 희 ( 대 한 전 최상진(대한전기협회)
안정도 분석
기협회)
김태기(대한전기협회)

최영도(한국전력공사)
유재섭(한국전력공사)
다중회귀모델 기반 풍력발전 출력 예 김 경 민 ( 이 화 여
PO-07
이태형(한국전력공사)
측에 관한 연구
자대학교)
오의석(한국전력공사)
허진(이화여자대학교)
정승민(한밭대학교)
강성우(고려대학교)
풍력 발전단지의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유 연 태 ( 고 려 대 한창희(고려대학교)
14:50 - 15:50 PO-08 위한 풍속 상관관계에 따른 클러스터 학교)
송성윤(한국에너지기술연
링 운영 방안
구원)
장길수(고려대학교)
희토류 및 페라이트 자석을 이용한
우종현(충남대
PO-09 외전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코깅토크
최장영(충남대학교)
학교)
개선 설계
채윤석(제주대학교)
대용량 초전도 풍력 발전기용 레이스
김지형(제주대학교)
쿠엑후릉(제주
PO-10 트랙형 고온초전도 코일의 권선장력
홍정현(제주대학교)
대학교)
변화에 따른 전기적 안정성 연구
윤용수(신안산대학교)
김호민(제주대학교)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velocity V i n z e n z
Antonio Delgado (LSTM
PO-11 distribution in a wind turbine
Klapper(LSTME
Erlangen)
dust separator
Busan)
제주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이 동 민 ( 제 주 도
김일환(제주대학교)
저감량 분석과 정책 제안
청)
김재현(강원대학교)
저수심 모래지반에서 석션버켓에 대 신 진 화 ( 한 국 건
PO-13
이주형(한국건설기술연구
한 설치거동 평가
설기술연구원)
원)
딥러닝을 이용한 난류 시계열 자료 유 기 완 ( 전 북 대
PO-14
생성
학교)
P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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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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