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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공적내용요약

이영호 교수는 1980년 대학 졸업후 33년간 모교에 근무하면

서, 후학의 교육과 산학협동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1992년 학

위 취득 후에 연구실명을 유동정보연구실(Flow Informatics

Lab) 이라고 명명하고 주로 PIV S/W 개발과 응용, 소오스코드

에 기반한 CFD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PIV분야는 동 교수가 국내에 최초로 본격적으로 소개한

기술이며, 1996년부터 3년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

아 PIV중점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PIV 계측기술을

향상시켰으며2007년에는국내최초로상용S/W를출시하여산

학연 현장에서 폭 넓은 호응을 받아왔다. 동 교수는 1998년부터

우리 학회 펌프분과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편집이사, 사업이사

를거쳐서2010년부터는부회장을역임하고있다.

이영호 교수는 1980년부터 1985년 까지 모교의 실습선에 근

무하면서, 선박 기관에 관한 실무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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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년간 일본 해운회사인  SANKO LINE의 LPG선에 승선

하여 당시 최첨단 선박 운항기술을 익힌 바 있다. 1997년부터는

학내외의 조선기자재 기술개발에 관련된 대외활동에 관여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을 도왔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설립추진위원장과초대

원장의업무를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유체공학과 유체기계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분야

를 모색하던 중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였던 풍력을 비롯하여, 해

양 및 소수력 분야의 터빈 공력설계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에는

재생에너지분야에서다양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대외적

으로는 2004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기술자문과 심의위원, 운영위원, R&D

로드맵전문위원등의활동을수행하여왔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는 1990년부터 167편의 국내·국제 전

문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중 PIV를 적용한 논문은 33

편이며 유체기계저널 논문은 33편이다. 재생에너지에 관한 논

문은 총 62편이며, 구체적으로는 풍력 21편, 파력 16편, 조류발

전 3편, 소수력 21편, 해수온도차발전 3편이다. 국제저널에는

총 36편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23편이 Renewable Energy 등

SCI급으로 구분된다. 국내 학술대회에는 총 388편을, 국제학술

대회에는 138편을 발표하였다. 국제학술대회중 재생에너지 관

련하여서는 풍력 14편, 파력 22편, 조류발전 7편, 소수력 23편,

해수온도차발전 2편을 발표하였다. 정부 및 산학협력 과제도 활

발히 수행하여, PIV 기술의 산업체 적용, 펌프 및 수차 개발, 풍

력 및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 과제를 130여건 수행하여 왔다. 그

중유체기계관련연구로는한국수자원공사와우리학회가공동

으로 수행한 펌프장 섬프모델 표준화 기준 수립 과제와 비상방

류밸브성능해석, 응집지내교반기성능해석등이있다. 정부지

원 산학과제로는 50kW급 패키지형 횡류수차 개발과 수도관 차

압을 이용한 50kW급 마이크로 튜블러수차 개발을 비롯하여 풍

력, 해양에너지관련다수의과제수행성과가있다. 대표적인저

서로서2008년에공저로해양에너지개론을출판하였다.

학술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가 수여하는 제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과총 제 97-57

호)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제31회 과학의 날에 과학진흥

유공국무총리표창(제86074호)을수상하였다.  2008년에는교

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학내에서 각

각등재지최다부문과연구비부문우수연구교수로선정된바가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우리 학회로부터 해양에너지분과 신

설 및 국제워크샵 개최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였으

며, 2012년에는 Asia Wave & Tidal Energy Conference

(AWTEC2012, Jeju)에서조직위로부터공로상을수상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공학박사 12명, 공학

석사 56명을 배출하여 유체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에는 파트타임 학생을 포함하여 17명의 석박사 학

생을지도하고있으며, 네팔, 피지,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유학

생을받아들여국제적인재생에너지연구넷트워크를구축하고

있다.

유체기계공업학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업적 이외에도,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및한국동력기계공학

회에서 임원으로서도 활동하였으며, 그동안 국제학술대회

(WWEC2009, ISLCT2010, AFORE 2011, ISFMFE2012)의 여

러조직위원장을역임하였다. 

최근활발히수행하는연구분야로는파력발전터빈설계, 마이

크로급 수차개발, 선박용 중저온 페열회수 시스템 터빈설계, 선

박용 연료유 스크러버 노즐설계, 해양에너지 실해역 실증시험

타당성조사연구등이있다. 

학술상수상소감

2012년도 유체기계공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학회 관

계자및회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유체기계분야

중 에너지의 회수,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터빈 설계

는 고전적인 학문분야에 속하여,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

으나,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되어 젊은 학생, 연구

자분들의  적극적인활동이기대됩니다. 우리학회가이러한분

야에초석이되고결속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이름이바뀐

한국유체기계학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하며, 저와함께열심히

연구를 수행하여 온 한국해양대학교 유동정보연구실의 대학원

생들에게고마움을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