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안내

2020 KOES AUTUMN CONFERENCE

■ 참가 등록
· 사전등록 : 전자계산서 요청, 온라인카드결제, 계좌입금
전자계산서는 11월 6일까지 학회 메일(kosee@kosee.or.kr)로 요청 메일을 보내
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장등록대 운영시간 : 11. 12(목) 12:30 ~ 11. 13(금) 12:00
· 등록비
구분

정회원·종신회원

비회원

학생회원

학생비회원

사전등록

130,000원

160,000원

90,000원

100,000원

현장등록

150,000원

180,000원

100,000원

110,000원

· 이번 학술대회에는 COVID-19 확산 우려로 만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학술대회 프로시딩은 행사안내 브로슈어로 대체하며, 발표논문 초록은 파일로 배포합니다.
· 학술대회 등록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배부 및 추첨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발표 안내
[구두 발표]
· 발표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발표는 12일(목)~12일(금) 양일간 진행
됩니다.
· 발표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 노트북과 무선프리젠터는 발표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발표장에 미리 도착하셔서 노트북에 발표자료를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발표]
· 발표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1과 P2로 나뉘어 있습니다.)
· 발표 시간 전까지 본인번호가 붙어 있는 포스터보드에 자료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작품 규격 : 가로 90cm 세로 130cm이내
· 포스터 양식은 자유이며, 필요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학회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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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참가안내

2020 KOES AUTUMN CONFERENC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
· 14일 이내 해외를 다녀오셨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 자제 부탁드
립니다.
· 출입구에서 체온 확인 후 손목띠 착용하며, 손목띠가 없을 시 세미나실 내 출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행사장 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실 위치
컨벤션센터 1층 컨퍼런스홀로 들어오신 후 계단을 이용하여 한층 내려오시거나,
세미나실 외부 출입구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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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국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총괄일정
■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11월 13일(금)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 11월 11일(수)
시간

행사내용

16:00~18:00

분과회의

▶ 11월 12일(목)
시간

A 발표장
세미나실1

B 발표장
세미나실2

D 발표장
세미나실6

E 발표장
세미나실7

포스터
(컨퍼런스홀1F)

등록 (컨벤션센터 B1)

12:30~18:00

14:00~16:30

C 발표장
세미나실3

일반세션

특별세션

특별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분과발표
(원자력)

연구전략본부
정책연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R&D
우수성과발표회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분과발표
(에너지정책)

분과발표
(에너지자원)

포스터발표Ⅰ
(P1)

coffee break
개회식 (세미나실4)
개회사 : 한국에너지학회 박중구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40~18:00
2020년도 한국에너지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논문시상식 (세미나실4)

▶ 11월 13일(금)
시간

A 발표장
세미나실1

B 발표장
세미나실2

C 발표장
세미나실3

D 발표장
세미나실6

E 발표장
세미나실7

포스터
(컨퍼런스홀1F)

등록 (컨벤션센터 B1)

9:30~12:00

10:00~12:00
-

일반세션

일반세션

분과발표
(신재생에너지)

분과발표
(에너지산업)
(수소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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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발표Ⅱ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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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Ⅰ
●
●
●
●

일 시 : 2020년 11월 12일(목) 14:00~16:30
장 소 : 세미나실2
주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세션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정책연구
시간

내 용

발표자

14:00 – 14:10

특별세션 소개

최상진(좌장)

14:10 – 14:40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배치혜

14:40 – 15:10

상향식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형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ESS 역할 분석

박상용

15:10 – 15:30

Break Time

15:30 – 16:00

충남 수소기업 대상 국제공동연구 주제 발굴 프로세스 개발

백운호

16:00 - 16:30

특허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주제 발굴 전략 수립
(수소연구분야 중심)

정지후

16:30 – 17:00

Q&A

특별세션Ⅱ
●
●
●
●

일 시 : 2020년 11월 12일(목) 14:00~16:30
장 소 : 세미나실3
주 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션명 : 에너지R&D 우수성과 발표회
시간

내 용
분산 발전용 고 신뢰성 SOFC 스택 제조 기술 개발

14:00~14:30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14:30~15:00

인공지능 기반 원전 기동 및 정지 운전지원 기술개발

15:00~15:30

초고속 충전을 위한 400kW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개발

15:30~16:00

사용 후 리튬이차전지로부터 리튬 회수 및 소재화 상용공정 개발

16:00~16:30

가스터빈(GT24)의 고압터빈 1단 단결정회전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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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미코
(지준구)
한국수력원자력
(김윤구)
시그넷이브이
(원서연)
성일하이텍
(변석현)
한국로스트왁스(주)
(정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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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세부일정
●●● 11월 12일(목) / A발표장
>>> 원자력

좌장 : 이우광 (한국수력원자력)
비상디젤발전기 출력 변동에 따른 비상정지 사례

A01

14:00~14:15

김영철(Young Cheol Kim)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KHNP-Central Research Institute)
원자로조절계통 탄력운전 성능 평가

A02

14:15~14:30

유극종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가압경수형 원전 환경 변형률 유지 조건에 따른 316 스테인리스강의

A03

14:30~14:45

피로수명 평가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전지원 시스템 설계

A04

14:45~15:00

박대승 ․ 김윤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계전연구소 운전기술그룹
모터구동밸브 성능평가 스템 마찰계수 특성분석 및 평가방안

A05

15:00~15:15

이태경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KHNP-Central Research Institute)
안전방출밸브 구조 특성에 따른 시트 밀봉력 고찰

A06

15:15~15:30

오승환 ․ 이태경 ․ 송석윤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KHNP-Central Research Institute)
증기터빈 습분유입과 전기출력 영향고찰

A07

15:30~15:45

이우광 ․ 최문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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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세부일정
●●● 11월 12일(목) / D발표장
>>> 에너지정책

좌장 : 임슬예 (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격 민감도 추정법을 이용한 주택용 열수요함수 분석

D01

14:00~14:15 임슬예 ․ 유승훈*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확장에 대한 외부편익 추정

D02

14:15~14:30 이혜정 ․ 최선형 ․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행사업에 대한 편익 추정

D03

14:30~14:45 최선형 ․ 이혜정 ․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에너지 기술혁신 벤처기업 현황 및 시사점

D04

14:45~15:00 김봉균, 이재용, 최태환, 이지희, 송수원, 서성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조류발전 사업화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액 분석

D05

15:00~15:15 최경란 ․ 김주희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D06

15:15~15:30 김신영 ․ 김주희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수소 충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 수용도 분석

D07

15:30~15:45

김주희1 ․ 이지원2 ․ 유승훈3,*
1,3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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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세부일정
●●● 11월 12일(목) / E발표장
>>> 에너지산업 및 자원

좌장 :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라만분석기를 이용한 LNG 품질 분석 실증연구
E01

14:00~14:15 주우성 ․ 고유진 ․ 모용기 ․ 이승호 ․ 이강진 ․ 김용철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LNG기술연구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및 활용방안 연구

E02

14:15~14:30 한정민 ․ 우경택 ․ 정종태 ․ 유현석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수소기술연구소
생물학적 전환공정을 통한 발전배가스내 CO2 저감 및 고가물질 생산 신기술

E03

14:30~14:45

개발
장원석 ․ 임종원 · 오문세 · 이종준 · 이현철· 유지혜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유동층에서 나노입자 혼합물의 수력학적 특성

E04

14:45~15:00 허승준1 ․ 김준영*2 ․ 이동현*1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1,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2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gas-solid flow 에서의 CPFD modeling 검증

E05

15:00~15:15 성우창 ․ 김준영*․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천연가스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최적 CCU 기술 연구

E06

15:15~15:30 우경택 ․ 정종태 ․ 한정민 ․ 유현석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수소기술연구소
액화 공기 예냉을 이용한 수소 액화 플랜트 공정 설계

E07

15:30~15:45 임동렬 ․ 이춘식 ․ 윤문규 ․ 염충섭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엔지니어링센터
대기안정도와 난류 소산율이 풍력발전단지 연간발전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성

E07

15:45~16:00

연구
김대영 ․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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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세부일정
●●● 11월 13일(금) / B발표장
>>> 신재생에너지

좌장 : 김영곤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orption-enhanced chemical looping reforming 공정 내 화학반응에 따른
oxygen carrier와 CO2 sorbent의 분쇄특성 연구
B01

10:00~10:15 김준영 ․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바이오가스 고질화를 위한 기체분리막 공정 적용
B02

10:15~10:30

이충섭 ․ 임진혁 ․ 민광준 ․ 한상훈 ․ 김세종 ․ 김홍대 ․ 하성용 ․ 장원석* ․
오문세*
㈜ 에어레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가압 기포탑에서 수력학적 특성에 관한 온도의 영향

B03

10:30~10:45

배건 ․ 고강석* ․ 노남선* ․ 임영일** ․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CP융합연구단,
**

국립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소셜 빅데이터
B04

10:45~11:00

활용에 관한 연구
김영곤 ․ 최중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프타퀴논 기반 알칼리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 성능 향상

B05

11:00~11:15

이원미1 ․ 박균호1 ․ 권용재1,2*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나프타퀴논과 요오드 기반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 성능 평가
B06

11:15~11:30

박균호1 ․ 이원미1 ․ 권용재1,2*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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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세부일정
●●● 11월 13일(금) / C발표장
>>> 에너지산업 / 수소연료전지

좌장 : 강승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하 패턴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C01

10:00~10:15 오시덕 ․ 서석호 ․ 송정훈*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고망간강式 내조인 저장탱크의 운전 모니터링

C02

10:15~10:30 김정환 ․ 이민경 ․ 길성희 ․ 유근준 ․ 김영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배관 시스템에서 체크밸브의 슬램으로 인한 수충격 완화 실증연구

C03

10:30~10:45 양재구 · 서상일 · 맹석주 · 양지석 · 오재욱 · 오세명
플로우테크

융복합(대수층 계간축열, 수열히트펌프, 목재팰릿보일러) 에너지팜을 위한
온실 생육환경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오정석1)* ․ 강새별1) ․ 장기창2) ․ 최재준1) ․ 홍성국1) ․ 이길봉2) ․ 양제복3) ․
C04 10:45~11:00
윤시원1) ․ 윤영직1) ․ 위덕재1) ․ 이현희1) ․ 이찬규1) ․ 김기봉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1), 열변환시스템연구실2),
신연소발전연구실3)
CDI*을 이용한 물정화 및 결정화 기술 개발
C05

11:00~11:15 유장용 ․ 강위관 · 조호용, 이채수 · 장원석* · 최도현*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박용 수소충전소 위험성평가 및 기준개발 연구

C06

11:15~11:30 강승규 ․ 윤진희 ․ 허윤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연구실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한 수소추진선박의 연료공급시스템

C07

11:30~11:45 김준배 ․ 최성윤 · 조배석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가스연료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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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Ⅰ
▶ 좌장 :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유동진 (전북대학교)

●●● 11월 12일(목) 14:00-16:00
번호

발 표 주 제
IoT 기반 전력 사용량 분석 시스템 개발

P1-1

이민호 ․ 김성환
목포대학교 전기및제어공학과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적용 태양광발전 및 전력, 냉난방 삼중발전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P1-2

EMT 시뮬레이션
전성국 ․ 이동호 ․ 정용민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기술선도를 위한 분산형에너지 융복합부품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

P1-3

안정훈 ․ 배정섭 ․ 김종우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배터리셀 자가 교체가 가능한

P1-4

비용접형 볼트 고정식 스마트 모빌리트 배터리팩 개발
안정훈 ․ 서명수* ․ 성동길* ․ 김형경*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씨오알엔
가솔린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형상 개발

P1-5

배정섭 · 한대성*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디에이치지
지역난방 최적 열사용량 산정을 위한

P1-6

Neural Network 딥러닝을 통한 열수요 예측
김민영 ․ 김래현 ․ 김호현 ․ 김가희 ․ 류기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열 시스템의 특성 분석

P1-7

전원표 ․ 김성일 ․ 오상현 ․ 박기호 ․ 이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연구본부 EMS연구실, *(주)세지테크
고Mn강 저장탱크 개발 및 초도운전 데이터 분석

P1-8

이민경 ․ 김정환* ․ 길성희 ․ 유근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 관련 제도 분석 및 타당성 검토

P1-9

이화영 ․ 김정환* ․ 길성희 ․ 유근준 ․ 김영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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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목) 14:00-16:00
번호

발 표 주 제
RF 열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차전지 음극재용 Nano-SiOx 형성 제어 연구

P1-10

오성택 ․ 서인규 ․ 장혜련 ․ 이순직 ․ 연정미 ․ 박원규 ․ 신명선 ․ 최선용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고가역 및 초고속 에너지 저장 응용을 위한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 나노시트의

P1-11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합성
장혜련 ․ 서인규 ․ 오성택․이순직 ․ 연정미 ․ 박원규 ․ 신명선 ․ 최선용 ․ 백승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화학과
Technical Classification Based on Energy Industry Characteristics in Case of Energy
Resource Sector

P1-12

Seongkon LEE1,

*

․ Kyeongtaek KIM1 ․ Woonho BAEK2 ․ Ran YOO1 ․ Jeeyoung CHOI1

․ Jiseok AHN1 ․ Gento MOGI3
1

KIER, 2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The University of Tokyo

머신러닝 기반 신재생에너지 예측을 이용한 가상발전소의 최적 운영
P1-13

이정훈 ․ 이상봉 ․ 김진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코로나19가 국내 전력 부문의 수요 및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친 영향

P1-14

박년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On the issues of introducing Green Pricing in South Korea
P1-15

Woo Il Changa ․ Sung Joong Kima,* ․ Yong Tae Yoona ․ Heesu Yunb ․ Jungmin Hac
a

Seoul National University, bBoston College, c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지역난방 냉각수 배관의 용접부 파손 분석
정준철 ․ 김우철* ․ 김경민* ․ 하태백* ․ 손홍균** ․ 김정구*** ․ 이수열**** ․ 김희산*****
P1-16

아주대학교 인공지능․데이터 사이언스학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

한국부식방식학회,

*****

***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홍익대학교 재료공학과

매체순환건식개질(Chemical looping dry reforming)에서 산소전달입자LaFeO3에 지지체
P1-17

CeO2첨가 연구
강현석1 · 유동진1,2 · 손정민1,3,*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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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목) 14:00-16:00
번호

발 표 주 제
위상최적 설계된 광폭 임펠러의 유효 회전속도 선정에 관한 연구

P1-18

김태형
청주대학교 항공학부 항공기계공학전공
P형 이중 도핑을 활용한 그래핀/실리콘 쇼트키 태양 전지

P1-19

박세원, 말릭 압둘 레흐만, 하지상, 전성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대용량 풍력용 발전기 성능시험설비 엔지니어링

P1-20

이재범 ․ 이동규 ․ 조경희 ․ 김응상 ․ 안선주*
한국전기연구원 디지털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Nitrogen-doped graphene oxide encapsulated transition metal

P1-21

S. Ramakrishnan1 ․ Dong Jin Yoo(유동진)1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ynthesis and properties of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P1-22

copolymers containing

fluorenyl groups for PEMFCs
Sung Kwan Ryu1 ․ Ae Rhan Kim2 ․ Dong Jin, Yoo(유동진)1,2*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ynthesis of trimetallic chalcogenides on supported graphene oxide nanocomposites as

P1-23

sensitive and selective detection of dopamine
Santhosh Kumar Ramasamy1 ․ Dong Jin Yoo(유동진)1,2*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choring of MnFeSe on nitrogen doped graphene oxide as an efficient electro

P1-24

catalyst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Logeshwaran Natarajan

1

․ Dong Jin Yoo(유동진)1,2*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EMFC 적용을 위한 수지상 정도에 따른 음이온 교환막의 형태학적 특성 연구
P1-25

김현진1 ․ 유동진1,2*
전북대학교
실시간 수소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P1-26

권대환 ․ 신상호 ․ 최슬기 ․ 유철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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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목) 14:00-16:00
번호

발 표 주 제
국내외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비교 분석

P1-27

임재용 ․ 권대환 ․ 최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충전소 고장예지 및 안전관리 상용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P1-28

최영은 · 조충희 · 김동환 · 강승규 · 허윤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액체수소 저장탱크 운영을 위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P1-29

김수현 ․ 김정환* ․ 이민경 ․ 길성희 ․ 유근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정렬된 수지상 구조의 폴리(아릴렌 이써 설폰)과 폴리(페닐렌

P1-30

옥사이드)의 블렌딩 비율에 따른 음이온 교환 막의 형성 및 특성분석
김상희1 ․ 유동진1,2*
전북대학교
연료전지용 STiO2를 이용한 긴 소수성사슬을 갖는 술폰화 폴리(이써 이써 케톤)

P1-31

블록공중합체 복합막의 제조 및 특성
김애란1,2 ․ 유동진2,3*
전북대학교
질화 금속 코어-백금 쉘 촉매의 제조와 산소환원반응 특성 분석

P1-32

김동건 ․ 이지호 ․ 이수진 ․ 정성권 ․ 이은희 ․ 정혜원 ․ 김필
전북대학교 반도체·화학공학부
금속-탄소 복합담체를 이용한 백금 촉매의 제조 및 산소환원반응 특성 분석

P1-33

이은희 ․ 김동건 ․ 이지호 ․ 이수진 ․ 정성권 ․ 정혜원 ․ 김필
전북대학교 반도체·화학공학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산소환원반응용 비귀금속 촉매의 특성분석

P1-34

이지호 ․ 김동건 ․ 이수진 ․ 정성권 ․ 이은희 ․ 정혜원 ․김필*
전북대학교 반도체 화학공학부
수소충전소 법정계량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에 대한 개요

P1-35

최진영 ․ 임상식* ․ 한원국 ․ 길성희 ․ 유근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이동식 수소충전소 환기조건에 관한 연구

P1-36

이수민 ․ 김동환 ․ 조충희 ․ 강승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안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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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목) 14:00-16:00
번호

발 표 주 제
선박용 수소충전소 해외기술동향 분석 연구

P1-37

윤진희 ․ 강승규 · 허윤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P1-38

김혜림 ․ 강승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터널의 연중 부하에 대한 최적 운전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

P1-39

김기훈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탄소 층의 두께에 따른 철산화물의 리튬 이온 배터리용 음극 활물질로의 응용

P1-40

이수진 ․ 김동건 ․ 이지호 ․ 정성권 ․ 이은희 ․ 정혜원 ․ 김필*
전북대학교 반도체화학공학부
볼밀링 처리된 그라파이트로부터 제조된 환원된 그라파이트 옥사이드의 고체 상태의

P1-41

플렉시블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의 응용
정성권 ․ 김동건 ․ 이지호 ․ 이수진 ․ 이은희 ․ 정혜원 ․ 김필*
*

전북대학교 반도체 화학공학부

도시형 스마트그리드 경제성 검증 시뮬레이션을 위한 분산자원 전력 모듈 구현
P1-42

임정택 ․ 김태형 ․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및 분석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P1-43

이재규 ․ 김태형* ․ 이상엽 ․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융합SW연구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IT융합연구센터*
바이오중유 물성이 3ton 보일러 배출가스 및 연료 소모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P1-44

김성우*,** ․ 김현진* ․ 전화연*,*** ․ 이민호* ․ 김종렬*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동향 분석
P1-45

정세윤 ․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3D 저작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플랫폼 아키텍처

P1-46

조인표 ․ 이상엽 ․ 김태형 ․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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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 표 주 제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XGBoost 기반 하루 전 태양광 발전량 예측

P1-47

김태형 ․ 박재호 ․ 임정택 ․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IT융합연구센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캐스크 내부압력 측정사례

P1-48

이동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노심해석그룹
원전 급수가열기 누설 판별을 위한 최적 화학지표 선정 검토

P1-49

이경희 ․ 성기방 ․ 송규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Sr, Tc 핵종분리 분석 연구

P1-50

최진수 ․ 홍은희 ․ 이상호 ․ 정가희 ․ 손욱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국내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냉각재 pH 관리 현황 고찰

P1-51

최진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전 열성층/열피로배관 관리현황 및 자동초음파검사에 대한 고찰

P1-52

문균영 ․ 한경석· 김왕배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기계연구소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관(BMI) Nozzle 관리방안에 대한 고찰

P1-53

문균영 ․ 이태훈 · 김왕배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기계연구소 비파괴기술그룹
디젤발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통한 성능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P1-54

김영철 · 이상희 · 강승희 · 김명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KHNP-Central Research Institute)
UV 램프 출력에 따른 유기산 폐액분해 비교평가

P1-55

김초롱 ․ 김학수 ․ 김정주 ․

이경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유기산 종류에 따른 탄소강 산화막 제거율 평가
P1-56

김초롱 ․ 김학수 ․ 김정주 ․ 최진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ISO 4037 개정(2019)에 따른 기준 엑스선장 요건 비교 분석

P1-57

김형진 ․ 원유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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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 표 주 제
OH기간 중 발전소정전사고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 보충 방법

P1-58

배연경 ․ 김명수 · 이영승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화재시 안전정지를 위한 운전원 수동조치 문서화 지침 개발

P1-59

배연경 ․

이태수 · 정해영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4D 시스템 개발
P1-60

김우중 ․ 변수진 ․ 김종명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원자력발전소 스마트플랜트 구현을 위한 무선 솔루션 개발

P1-61

변수진 ․ 김우중 ․ 김종명 ․ 이수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우라늄 농축방법별 전과정 물발자국 비교

P1-62

정환삼a ․ Nguyen Huu Tiepb ․ 김승수a
a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b

VinAtom/INST, Vietnam

해체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구축방안 연구
P1-63

유지환 ․

박경록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방사선해체연구소 방폐물기술그룹
원자력시설의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건물과 건물 잔해의 규제해제를 위한
P1-64

방사선학적 방호기준 분석
유지환 ․ 조항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방사선해체연구소 방폐물기술그룹
수출형 원전 탄력운전 성능 요건

P1-65

유극종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기기연계모듈 시제품의 가용도 분석

P1-66

최선미 ․ 이지훈* ․ 이윤상**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전력기술,

**

수산이엔에스

APR1000 사고감시계통의 범위 및 안전등급 검토
P1-67

최선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대형원전 사고완화를 위한 피동응축냉각탱크내 잔여냉각수 활용방안 평가

P1-68

강상희 ․ 문호림 ․ 이재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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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주 제
MACST 전략 수행을 위한 이동형설비별 인력 가용성 평가

P1-69

송규상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사고대응그룹
케이블 사전설치 시 이동형발전차 가용시간 평가

P1-70

송규상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사고대응그룹
원자력발전소 설비관리프로그램(PMP) 운영시스템 개발

P1-71

현진우 ․ 염동운 ․ 이상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열수축 튜브의 기능 확인 방법에 대한 고찰

P1-72

허희무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교류 리액터의 기능 확인 방법에 대한 연구

P1-73

허희무 ․ 조은일 ․ 양창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기장연구로 핵연료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P1-74

김호민 ․ 송화영 ․ 정용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P1-75

박선애* ․ 장상현** ․ 이선일***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계통안전연구부***

P1-76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박선애*ㆍ장상현**ㆍ이선일***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계통안전연구부***
대형원전 일체형 원자로상부구조물 Critical Load 분석

P1-77

한성흠 ․ 이도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대형원전 일체형 원자로상부구조물 제작성 검토

P1-78

한성흠 ․ 이도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수전해 방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수소생산의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P1-79

문종설*† ․ 이종보* ․ 박찬오**
*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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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 표 주 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차폐 민감도 평가

P1-80

차균호 ․ 정진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Hi-Star63) 운반사고시 차폐 평가

P1-81

차균호 ․ 정진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확률론적 방사선수송 전산코드 검증 방법론

P1-82

윤창연
한수원(주) 중앙연구원 방사선해체연구소 원전사후그룹
고장률 분포에 따른 커패시터 활성화 에너지 산출 및 검증수명 평가방법 고찰

P1-83

양창석 ․ 허희무 ․ 홍영희
한수원 중앙연구원 검증기술그룹
낙뢰에 의한 서지로부터 계측제어기기 보호에 대한 고찰

P1-84

지영화
한국수력원자력(주)
소형 모듈형 원자로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 파손확률 민감도 해석

P1-85

김만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기계연구소
Production of biochar using waste biomass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s

P1-86

최용근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바이오차를 이용한 수계 내 중금속 (Cu) 제거

P1-87

김지은 ․ 최용근* ․ 오경빈* ․ 강광남
에이티이(주),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건설산업에서의 3D프린팅을 이용한 그린시멘트의 역할 및 연구 동향

P1-88

Jung Euntae1 ․ Park Joochan2 ․ Ahn Jiwhan(안지환)3*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한국·베트남 석회석 특징 및 활용에 관한 고찰

P1-89

Jung Euntae1 ․ Kwak Yujung2 ․ Ahn Jiwhan(안지환)3*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으로써 글로벌연구 동향

P1-90

Jung Euntae1 ․ Chaeyeon Lim2 ․ Ahn Jiwhan(안지환)3*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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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 표 주 제
탄소광물화 기술을 이용한 석회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능의 질병관리 방역사업으로의

P1-91

역할 및 해외 동향 연구
정은태1 ․ 김유라2 ․ 안지환3*
1,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탄소광물화사업단

Emerging Technologies of Clean Coal for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P1-92

Thenepalli Thriveni1, Ji Whan Ahn(안지환)2*
1

Sri Venkateswara University College of Science, 2KIGAM

Seashell Derived Nano-calcium Hydroxide: A Potent Precursor for the Removal of
P1-93

Phosphorus from Aqueous Solution
Mohd Danish Khan1,2, Ji Whan Ahn(안지환)2*
1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2KIGAM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of CFBC Fly Ash to Promote Rare Earth Elements
P1-94

Extraction and CO2 Mineralization
Lai
1

Quang Tuan1,2, Kyung Ho Park2, Euntae Jung2, Ji Whan Ahn(안지환)2*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2KIGAM

플라즈마 열원을 이용한 폐슬레이트 무해화 연구
P1-95

김태욱 ․ 이규항 ․ 김형준 ․ 진예진 ․ 이수민 ․ 손병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Highly Stabilized Enzyme-Polymer Composite Material

P1-96

for CO2 Conversion and Utilization
Han Sol Kim(김한솔) ․ Seung-Hyun Jun ․ Jungbae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CO2 Conversion and Utilization by Highly-Stabilized and Magnetically-Separable

P1-97

Enzyme System
Yunjae Kim(김윤재) ․ Han Sol Kim ․ Jungbae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원자력발전소 표준작업관리모델 개발

P1-98

염동운 ․ 현진우 ․ 이상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원자력발전소 계통성능감시활동 개선 검토

P1-99

이상대 ․ 현진우 ․ 염동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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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Ⅱ
▶ 좌장 : 장원석 (한국지역난반공사), 김태형 (청주대학교)
●●●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12V AGM 납축전지의 환경 온도에 따른 충‧방전 모델링

P2-1

이재우 ․ 신치범 ․ 김성태 ․ 강하현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현대자동차; 클라리오스델코
비가역적 리튬손실에 따른 리튬이온전지의 충전 거동 예측 모델 개발

P2-2

이동철 ․ 이재우 ․ 신치범† ․ 장일찬* ․ 송진주* ․ 우중제*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온도에 따른 리튬이온전지 전기적 거동 모델링
P2-3

김병묵 ․ 이동철 ․ 이재우 ․ 신치범† ․ 장일찬1 ․ 송진주1 ․ 우중제1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1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I 알고리즘의 발전분야 활용 가능분야 도출

P2-4

윤태식 ․ 김승진 ․ 신동철 ․ 윤정식 ․ 오영택 ․ 김선민 ․ 문효남
한수원(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스마트시티추진팀
Decision Tree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최적 전략 도출 방법

P2-5

윤태식 ․ 김승진 ․ 신동철 ․ 윤정식 ․ 오영택 ․ 김선민 ․ 문효남
한수원(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스마트시티추진팀
최소자승법을 활용한 비용 요인 고찰

P2-6

윤태식 ․ 김승진 ․ 신동철 ․ 윤정식 ․ 오영택 ․ 김선민 ․ 문효남
한수원(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스마트시티추진팀
Sigmoid 함수를 활용한 기기 예측진단 방법 고찰

P2-7

윤태식 ․ 김승진 ․ 신동철 ․ 윤정식 ․ 오영택 ․ 김선민 ․ 문효남
한수원(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스마트시티추진팀
AR(증강현실)의 발전분야 활용에 관한 고찰

P2-8

김영국
한수원(주) 중앙연구원 디지털융합그룹
은이 도핑된 망간 산화물을 이용한 PM 저온 연소 반응

P2-9

김민준 ․ 이재환 ․ 이은준 ․ 이재성 ․ 이관영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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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알루미나의 결정상 변화에 따른 과산화수소 직접합성반응 활성변화의 규명

P2-10

이석호 ․ 한근호*․ 이관영*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반응용매 조성에 따른 과산화수소 직접합성반응 활성변화

P2-11

황승연 ․ 한근호 ․ 이석호 ․ 이관영*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Ga/HZSM-5 촉매를 이용한 메탄 및 경질 탄화수소의 공동 방향족화 반응과 촉매 수명

P2-12

장기화를 위한 산화적 재생 반응
이현민* ․ 이병진* ․ 이관영*,
*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

KU-KIST 에너지환경대학원 그린스쿨

팔라듐-세리아 촉매의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동시산화 활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금속
P2-13

도입 및 효과
서야은 ․ 이민우 ․ 이관영**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LNG 벙커링 운영 관련 LNG 누출 분산 범위 예측에 관한 연구

P2-14

임정석ㆍ유철희ㆍ최영주ㆍ정동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동식 LNG 충전소 저장설비 가스누출에 따른 피해영향평가 연구

P2-15

전은경 ․ 최영주 ․ 김필종 ․ 유철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도입 관련 국내 LNG 벙커링 운영 기준 개발 방향 연구

P2-16

최영주 ․ 김필종 ․ 이동원 ․ 유철희 ․ 정동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송유설비 기준 마련 연구

P2-17

김필종 ․ 최영주 ․ 이동원 ․ 유철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시설 소방설비 국내 설치 기준 현황 분석

P2-18

백지효 ․ 최슬기 ․ 유철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국내외 LNG 충전 규격 분석을 통한 국내 이동식 LNG 충전 도입 기준 개발 연구

P2-19

봉선종 ․ 최영주 ․ 김필종 ․ 유철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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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고압 도시가스배관 기준 마련 연구

P2-20

유철희 ․ 최영주 ․ 김필종 ․ 유근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니심을 이용한 30Nm3급 생물학적 메탄화 공정 해석 모델링

P2-21

김예빈 ․ 이동욱 ․ 김영국 ․ 이진향 ․ 주지선*
전력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소 기후변화연구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및 현황 검토

P2-22

이다은 ․ 윤진희 ․ 강승규 ․ 허윤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다중환경제어의 실시간 융합관리

P2-23

김종만* · 김원섭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신재생에너지 대전력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 개발과 연구

P2-24

김원섭* · 김종만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미세한 표면 세척을 위한 마이크로 블라스팅 머신 개념 설계

P2-25

이승민 · 엄민용 · 남태석 · 정해웅 · 이찬형 · 유승지 · 김태형*
청주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청주대학교 항공학부 항공기계공학전공
증기발생기 전열관 체적성 결함 크기측정 방법에 대한 고찰

P2-26

천근영 ․ 한경석*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극저준위 방사성금속폐기물의 제한적 재활용 시나리오

P2-27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시 바이오실드 절단방법 평가

P2-28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포장 방안

P2-29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 방안

P2-30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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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 개발

P2-31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표면제염 방안

P2-32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안

P2-33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슬러지폐기물 발생원 평가

P2-34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P2-35

이지훈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 결빙배관 비파괴검사방안에 대한 고찰

P2-36

조용배 ․ 김왕배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기계연구소
저장대 내 사용후핵연료 배열에 따른 온도영향 평가

P2-37

김태현 ․ 김용덕 ․ 김기영 ․ 이동희 ․ 정성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급수가열기 전열관 와전류 탐상 검사 교정시험편의 최적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

P2-38

한경석*
*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증기발생기 전열관 자유단의 마모깊이 측정 와전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결함체적 특성
P2-39

분석
한경석*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보빈타입 자기카메라의 교체급수가열기 전열관 적용 실증시험 결과

P2-40

한경석*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랑스 원전의 RCC-E 법규 개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

P2-41

정선철 ․ 박혜성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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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프라마톰 원전기기의 내환경검증 방법에 대한 고찰

P2-42

박혜성 ․ 정선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전 해체 시 발생 슬러지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고찰

P2-43

조항래 ․ 유지환 ․ 박경록 ․ 이지훈
한수원(주) 중앙연구원
폴리머 콘크리트 고건전성용기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

P2-44

이미현 ․ 황영환 ․ 이지훈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처분에 대한 연구

P2-45

황영환 ․ 이미현 ․ 유지환 ․ 이지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대형원전 가압기 개선 상부지지구조물 건물구조물 적합성 평가

P2-46

김규형 ․ 김성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대형원전 원자로냉각재계통 축소모델 주배관 측정 압력요동 분석

P2-47

김규형 ․ 정동화*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연소이력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의 임계안전해석 타당성 평가

P2-48

김도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OPR-1000형 재장전 노심설계 장전모형 탐색시스템 개발

P2-49

김도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운영기술지침서를 적용한 원전 상태감시 프로그램 개발

P2-50

이병오 ․ 김대웅 ․ 민지호 ․ 이관율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웹기반의 원전 이상상태 자동통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P2-51

이병오 ․ 김대웅 ․ 민지호 ․ 이관율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기상자료 통계전처리방법이 대기확산인자에 미치는 영향

P2-52

정윤희 ․ 김정미 ․ 이영주 ․ 조현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 24 -

2020년도 한국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

●●● 11월 13일(금) 10:00~12:00
번호

발 표 주 제
주기 연소도에 따른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파단 스펙트럼 해석

P2-53

이석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대형원전 주증기파단사고 시 안전주입에 따른 반응도 영향 평가 및 설계 검토

P2-54

이석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전 구조물 비선형 상세내진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요소 타입에 따른 민감도 분석

P2-55

남현석 ․ 김태순 ․ 김갑순 ․ 이상섭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시료의 기하학적 형상과 물리적 성질이 방사선 계측효율에 미치는 영향

P2-56

신승수* ․ 김경호 ․ 심소정 ․ 최영구
원전해체연구소(NDRi) 기술개발팀
터빈 추력베어링 마모감지기 설정오류에 의한 계측기 비정상 지시 고찰

P2-57

김한울 ․ 정혁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성평가 방법론 연구

P2-58

이수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원전 제어시스템의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 분석 방법론 고찰

P2-59

이수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대형원전 제어봉구동장치(CEDM) 가속수명시험

P2-60

이상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대형원전 제어봉구동장치(CEDM) 전력측정시험

P2-61

이상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중수로원전 공칭조건 및 노물리-열수력 평형조건 여부에 따른 대형냉각재상실사고

P2-62

출력펄스 영향평가
박동환 ․ 최 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주증기배관파단사고 압력/온도에 따른 요오드핵종 거동에 대한 연구

P2-63

이승찬 ․ 윤덕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안전해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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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주 제
저압터빈 추기배관 신축이음관 파손 원인 분석

P2-64

이종훈 ․ 부명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기계연구소
여자시스템 신호기준접지 접촉 불량에 따른 영향 고찰

P2-65

강민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여자시스템 계자차단기 투입 실패 원인 고찰

P2-66

강민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예비디젤발전기의 디지털 여자시스템 적용 실증 시험 결과

P2-67

이상희 ․ 손진흠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다중 무선 통신방식 적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법론 고찰

P2-68

배재민 ․ 이수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원전 무선망 설계를 위한 전파모델에 관한 연구

P2-69

김현기 ․ 이수일 ․ 최현식 ․ 배재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원전 설계요건 추적성 확보를 위한 설계DB-설비정보 연계

P2-70

김종명 ․ 변수진 ․ 김우중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원전 금속구조물 통신기술 적용 방법론에 대한 연구

P2-71

최현식 ․ 이수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디지털혁신추진단 디지털융합실
노심 상향유동 연구용 원자로 유체계통 설계

P2-72

박홍범 ․ 서경우 ․ 김성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공학부
PSR 안전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P2-73

강종호
한국수력원자력(주)
PSR 절차서 관리 및 절차서 명확성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P2-74

강종호
한국수력원자력(주)
PSR 조직행정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P2-75

강종호
한국수력원자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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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주 제
최신기준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문서 개발

P2-76

함태규 ․ 임혁순 ․ 강종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 증진사항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PSR 평가 개선 방안 고찰

P2-77

함태규 ․ 강종호
한국수력원자력(주)
PSR 기술기준 Gap 분석 방법론 고찰

P2-78

김정욱
한국수력원자력(주)
연구용 원자로에서 정상상태 수조수 온도의 민감도 분석

P2-79

이선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계통안전연구부*
원자력 발전용 고온고압 열교환기 성능 시험장치의 개념 설계

P2-80

이선일* ․ 박주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계통안전연구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계통기술개발부**
사고관리계획서(AMP) 화재 PSA 수행현황 및 요소 기술별 방법론 적용현황

P2-81

이한설 ․ 김창남 ․ 황석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동일 노형(WH)간 정지 ․ 저출력 화재 PSA 분석 방법 및 결과 비교 분석

P2-82

이한설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화재모델링을 이용한 가상원전의 화재 진압시점에 대한 격실온도 민감도분석

P2-83

이한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OPR형 원전의 화재 리스크 Insight 및 화재 리스크 추세 분석

P2-84

이한설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APR1400 주요 사고경위 중대사고 분석결과 비교 검토

P2-85

이현교* ․ 황석원 ․ 이한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극한재해 대처설비의 PSA 평가를 위한 신규 기기신뢰도데이터 개발 및 적용

P2-86

황석원* ․ 이현교 ․ 김창남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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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주 제
극한재해 대처설비의 PSA 평가를 위한 신규 인적오류확률 개발 및 적용

P2-87

황석원* ․ 이현교 ․ 이한설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고리·새울 원자력본부 부지에 대한 통합 대기확산검증 실험 설계

P2-88

김정미 ․ 김기정* ․ 이정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소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예비해석

P2-89

류성욱 ․ 이선일 ․ 이성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상대응 방사선량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항 수계산 절차 개발

P2-90

조현준*1 ․ 윤상혁2
1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2주식회사 엔에스이

방사선 비상 초기대응 방사선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P2-91

조현준*1 ․ 정윤희1 ․ 김정미1 ․ 이영주1 ․ 박선병2 ․ 김현직2
1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2주식회사 엔에스이

에너지 믹스 고온전기분해 공정과 원자력 연계기술 검토
P2-92

이종보* ․ 문종설 ․ 이도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에너지 믹스 해수담수화 공정과 원자력 연계성 검토

P2-93

이종보* ․ 이상섭 ․ 이도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원자력 발전소 가상현실 시스템 개발 현황

P2-94

임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디지털혁신추진단 디지털융합실 디지털혁신부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맵 개발에 관한 연구

P2-95

임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디지털혁신추진단 디지털융합실 디지털혁신부
크러드 침적 저감 후보물질 성능 평가 시험

P2-96

정진호 ․ 최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건전성 평가

P2-97

김성근 ․ 장정남 ․ 박명철 ․ 권인찬 ․ 서항석 ․ 권형문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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