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및소수력에너지차세대이용기술워크샵

일 시 : 2007년 10월 1일(월) 09:00-20:00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동 세미나실(4층)
주 관 : 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 해양에너지기술개발사업단
후 원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해양에너지/소수력기술연구회,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지부, 부산일보,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KT서브마린, 효성에바라, 신한정공

전 세계는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의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한편 바람과 태양광, 파력, 해수온도차 등의 재생에너지는 원히 고갈되지 않는 자연자원으로서 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친환경적인 개발이 원천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며 우리
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태양열 온수 공급 시스템, 태양광/소형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지열난방, 해수온도차 냉난방 시설 구축 및 100kW급 파력발전 실증연구, 50kW급 micro소수력터빈 개발
연구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우수한 연구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우리대학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단을 최근에 발족시킴으로서 연구역량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우리 대학과 유관기관, 업체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해양/소수력에너지 활용기술에 관
하여 훌륭한 연구성과가 발표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파력을 비롯한 renewable 에너지 전문가분들을
초청하여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 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및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

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김 순 갑

초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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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비 : 무료
등 록 : 참가자 명단란에 자필 기재하시어 팩스 (051-403-0381)로 송부하시거나, 임의양식으로 이메일

(lyh@hhu.ac.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 2007년 9월 28일(금)

찾아오시는 길 : 상세지도 및 교통편 안내는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hu.ac.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명단

성 명 소 속 부 서 직 위 e-mail /H.P

사전등록 및 찾아오시는 길

문의 (workshop organizer) : 이 호 교수 (한국해양대, 기계정보공학부)
: e-mail : lyh@hhu.ac.kr, Tel : 051-410-4293, Fax : 051-403-0381, 휴대폰 : 011-862-4293

프 로 그 램
2007년 10월 1일(월)

09:00-09:25 등록
09:25-09:30 축사, 김순갑 총장(한국해양대)

사회 : 오 철 교수(한국해양대)
09:30-09:50 국내외 해양에너지 기술 및 산업 현황 홍기용 박사(KORDI, 해양에너지기술연구회장)
09:50-10:10 국내외 소수력발전 기술 및 보급 현황 김유택 교수(한국해양대, 소수력기술연구회장)
10:10-10:30 북한의 수력발전 현황 및 현대화사업 방안 백두현 처장(Kwater)
10:30-10:50 휴 식

< 튜토리얼-CFD에 의한 전산설계기술 >
10:50-11:20 상용코드 CFX를 이용한 MW급 수평축 블레이드 설계기법 김범석 박사(한국선급)
11:20-11:50 대용량 병렬처리 CFD계산에 의한 micro소수력터빈(횡류, 튜블러) 설계기법 최 도 박사(한국해양대)
11:50-13:30 중식

사회 : 이 호 교수(한국해양대)
13:30-13:50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로드맵2030 유경석 실장(신재생에너지센터)
13:50-14:20 일본에서의 파력에너지 이용 현황 Dr. Tetsuya Hiraishi(일본항만공항연구소, PARI)
14:20-14:50 PARI에서의 파력에너지 연구동향(PARI members)
14:50-15:10 휴식

사회 : 김유택 교수(한국해양대)
15:10-15:30 Kwater의 신재생에너지 CDM사업과 전망 이형석 과장(Kwater)
15:30-15:50 댐 저층수를 활용한 수온차 냉난방시스템 적용방안 탁세완 차장(Kwater)
15:50-16:10 부산항 해수온도차 자원조사 및 온도차발전기술 현황 국승기 교수(한국해양대) 
16:10-16:30 도해안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캠퍼스 신축건물 냉난방설계 및 경제성평가

오 철 교수(한국해양대 사업단장)
16:30-17:00 학내 소수력발전 모델시험장치 소개 및 시운전 김유택 교수(한국해양대)  
17:30-20:00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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