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의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대응
책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 기술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람과 태양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절감, 배출된 탄소의 포집과 저장 처리기술, 그
리고 에너지 효율의 제고 및 소비를 줄이는 절감기술입니다. 그중 산업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풍력에너지가 규모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off-shore wind가 새로운 불
루 오션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바로 해양에
너지입니다.
해양에너지는 크게 파력, 조류, 조력, 해수온도차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시화호에서는

금년말부터 254MW규모의 세계최대 조력발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인천만과 가로림만에
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조력발전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류발전은 전남 울둘목에서
1MW규모의 실증플랜트가 작년부터 운전되고 있으며 고효율 터빈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부 개발
과제가 다수 수행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분야에서는 제주도 근해에서 수백kW급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기

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온도차 분야중 냉난방이용 기술은 한국해양대에
서 첫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전국의 임해 인구 집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온도차발전(OTEC)을 산업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작업이 국내 전
문가그룹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해양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을 시행하 고

우리대학이 2009년에 국토해양부 주관「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사업」과 지식경제부 주관「조류
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서 학교위상에 걸맞는 해양에너지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비로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번 이 포럼행사는 그동안 우리 대학이 주도한 성과를 국내외 산업계와 전문가분들께 소개드

리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규슈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에
서도 학생과 교수가 다수 참가하여 최신 기술개발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해양에너
지관련 유수의 전문업체에서 향후 우리대학과 국내외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유기술과 정부정책 연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 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는 해양에너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국내의 재생에너지 비

율중 수위를 다툴만큼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로
서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 입지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지않은 장래에 남해와 서해, 그
리고 동해, 나아가 한일해협에서 해양에너지 관련 대형 국제프로젝트들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
상합니다.
이 포럼은 이와 같은 미래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한발 앞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연초에 바쁘신 중 많이 참석하여 주시어 유익한 정보교환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포럼 준비위원님들
과 유관 후원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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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오 철
조류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장 현범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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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환 사 한국해양대 총장 오거돈
포럼-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조류발전 실용화 방안 사회 : 이 호(한국해양대)
Scope of a proposed Canadian APP project on Ocean Energy,                           Dr. Gouri Bhuyan(Powertech, Canada)
국내 조류발전 자원평가방법 사례보고 양창조(목포해양대)   
국내외 조류발전사업 현황 조철희(인하대)
조류발전 기술동향 및 학계/연구계의 역할 이신형(서울대)
100kW급 해양 부유식 조류발전기 설치 사례 정 현(오션스페이스)

조류발전 실용화 방안 패널 토의(패널:산학연관 전문가)
< Poster Session >
- A study on the sectional hydrofoil development for the optimum design of the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 rotor 
blade. Ki-Pyoung Kim(Graduate School, KMU), R. Ahmed(Univ. of South Pacific), Beom-Soo Hyun, Young-Ho Lee(KMU) 

- A horizontal flexible axis turbines for Korea coast
Deog Hee Doh, Hyo Jae Jo(KMU), Yeon Won Lee(PKNU), Jae Min Lee(KMU)

중 식

Advanced Technology on Ocean Energy Chair: Jong-Ho Nam(KMU)
< invited lecture >   
Strategy and Future of By-Product using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in Japan and World for Sustainable Energy 
and Water Resource, prof. Y. Ikegami, (Saga Univ.) 
Scenario Analysis of Oregon Electricity Systems for determining longer-term integration potential of wave power 

Mr. Frederic Howell, (Powertech, Canada)
Counter-Rotating Type Hydroelectric Unit Supplied to Tidal Power Station

Y. Nakamura*(Graduate School,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T. Kanemoto(KIT)
Advanced Technology to Utilize Effectively Ocean Wave and Tidal Current 

K. Matsumoto*, M. Orita(Graduate School,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T. Kanemoto(KIT)
Develop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arine Energy Converters, Dr. Mann-Eung Kim(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troduction of 1st Air-Conditioning System by Ocean Thermal Energy in Korea,             Cheol Oh, Young-Ho Lee(KMU)
coffee break
< Poster Session > Chair: Sung-Cheol Koh(KMU) 
- Study on Performance of Waste Heat Recovery System Utilizing Waste Heat Energy of Marine Engines, 

T. Nishida, T.  Nakaoka(Fisheries Univ.), Y. Ikegami(Saga Univ.)
- Estimation on the condition for maximum power of OTEC using Rankine cycle,

Faming Sun(Graduate School)  and Y. Ikegami(Saga Univ.)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now melting system for the anti-freezing road using the pulsating heat pipe

Jong-Soo Kim(PKNU), Su-Jeong Ha, Kil-Jae Shon, Jae-Ho Woo(Graduate School, PKNU)
- Intelligent Wind Power Unit Supplied to Offshore K. Kubo(Graduate School, KIT), T. Kanemoto(KIT)
- Advanced Technologies in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K. Sakamoto(Graduate School, KIT), T. Kanemoto(KIT) 
- Advanced Technologies in Air Environmental Protection                 T. Sunada(Graduate School, KIT), T. Kanemoto(KIT)
- Study on flow characteristics in an augmentation channel of a direct drive turbine for wave energy conversion 

D. Prasad*, M. Zullah(Graduate School, KMU), Young-Ho Lee(KMU)
- Performance analysis and flow characteristics of savories type turbine for wave energy

M. Zullah*, D. Prasad(Graduate School, KMU), Young-Ho Lee(KMU)
-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2D Airfoil at different attack angles 

Mun-Oh Kim*, Chang-Goo Kim, M. Zullah(Graduate School ,KMU), Young-Ho Lee(KMU)
- Vibration analysis for inflatable rubber dam 

Tae-Gyu Hwang*, Jae-Ik Lim, Jeong-Hwan Kim(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 Biological Treatment of the Contaminated Harbor Water and Sediment for Production of Marine Bioenergy Source

K. I. Ekpeghere, S.-C. Koh*(KMU)
- Biological Pretreatment of the Contaminated Harbor Water and Sediment for Production of Marine Microalgae as a 
Bioenergy       Mass K. I. Ekpeghere, S.-C. Koh*(KMU)
- Development of urban cross-flow type vertical axis wind turbine 

Sung-Woo Son, Doo-Hwan Kim, Jun-Yong Lee, Young-Do Choi(Mokkpo National Univ.)
- Characteristics of Laser-Assisted Machining for SSN Treated Silicon Nitride

Jong-Do Kim. Su-Jin Lee, Chang-Je Lee, Jae-Bum Lee＊(KMU)

move to downtown

Dinner



준비위원
이 호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신성렬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종도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고성철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남종호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황태규 박사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김범석 박사 (한국선급)

◈ 아래의 참가자명단을 자필 기재하시어 팩스(051-404-4480)로 송부하시거나 등록양식을 이용하시어 이메일
(smk3041@hhu.ac.kr)로 보내주십시오

◈ 사전등록마감 : 2010년 1월 28일(목) 

◈ 등록비 : 무료

◈ 제 공 : 포럼교재(사전등록자에 한함)

◈ 참가자 명단

◈ 문의 : 신민경, 강정원(사무국, Tel : 051-410-4481,Fax : 051-404-4480, Mobile : 010-6857-3041,
e-mail : smk3041@hhu.ac.kr)

◈ 찾아오시는길 : 한국해양대 홈페이지 참조(http://www.hhu.ac.kr)

이메일 휴대폰번호직 위부 서소 속성 명

부산역에서▶태종대방면버스이용 : 88, 101번

도대교▶교내진입버스이용 : 135번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태종대방면버스이용 : 8번

고속버스터미널▶지하철 : 노포동역(승차)하여

태종대방면버스이용 : 8, 30, 88, 13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