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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회원사 여러분께,

2021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원년을 맞이하여, 태양에너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초대 합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및 혼란스러운 국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은 2019년에 비해 2%p 증가한 28%의 높은 증가세

를 유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히 태양광과 풍력 점유율의 증가를 보고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

지 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로 상향하였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에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80%까지 달

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변화에 따라 태양에너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역대 최고로 고조되

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는 금번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시의적이며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해 200편이 넘는 다양한 발표와 300명 이상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등, 태양에너지에 대한 산학연의 뜨거운 관심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학술행사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박노창, 임재헌 프

로그램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프로그램위원님, 조직위원님, 학회 사무국,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많은 회원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산업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2021 한국태양에너

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신진과학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창업과 취업

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는 귀중한 사업경험을 나누는 알찬 네크워킹의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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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여러분께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원님들께

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8개 분과(태양광에너

지, 풍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융합, 자원량평가, 태양열융합, 건

물에너지, 건축환경, 제로에너지건물 분야)에 있어서 총 203편

의 논문을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회의 전문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유관 협회, 협의

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워크샵과 포럼을 기획하였으며, 태양에너지 분야의 관련 기업들의 제품 전시 및 기술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생을 비롯한 신진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창업 멘

토링”이나 “신진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들과 공감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김현구 조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프로그램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분과별로 여러 분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학술행사가 짜임새 있게 계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

여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건축물이나 

도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건축환경 및 건물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 분야의 기초 및 융합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학술대회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함으로

써 우리 학회가 미래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학회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로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자들에게 취•

창업 및 연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공지능분야의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태양에너지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세대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기에 많은 대학원생,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사 이사장상, 신진과학자상, 우수논문발표상, 토론상 등과 같이 우수성과

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 논문집과 연계한 우수논문제도

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따라 다수의 우수논문을 본 학회의 논문집에 우선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올해 학술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

리에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애써주신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 강기환 회장님, 김현구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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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사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가정에 큰 피해 없이 무탈하시

길 기원합니다.

우리학회는 1977년 창립이래로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물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융합학문을 연구하는 학회로써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

립 선언은 우리학회의 중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소비문화가 바뀌는 

등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학회 역시 지난해에는 춘계학

술행사 취소에 이어 추계학술행사까지 대면·비대면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춘계학술행사는 조직위원회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면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다행

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회원여러분 모두가 무탈하게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학술행사에는 총 8개의 Topic에서 203편의 많은 논문이 접수되어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나누어 회원여

러분을 모실 예정이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Tutorial 프로그램,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발표 프로그램

을 비롯하여 총 5개의 특별세션과 태양광공사협회와의 Joint workshop, 태양열 워크샵 및 정기총회, 한국에너지공

단의 탄소인증검증 포럼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의 전문위원

회를 비롯하여 전시기업의 기술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여러분을 모시고자 준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번 춘계학술행사 준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현구조직위원장님과 조직위원님 

그리고 박노창, 임재한 두분의 프로그램위원장님과 프로그램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

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김홍욱부회장님과 고석환부회장님 그리고 사무국 남아영대리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특별회원사 및 유관단체 관계

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학회는 1977년 창립하여 올해로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학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역사의 

시작이며 이제는 중년이 되어 태양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매우 성숙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학회

를 통해서 발표된 수많은 우수한 논문들과 많은 학도들은 우리나라 태양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살려 우리학회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춘계학술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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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강 기 환 올림

축 사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분 과 이 름 소 속

1. 조직위원회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총무 김홍욱 에이블에너지

 2)재무 박 인 에코다

김진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전시/협찬 고석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양정엽 군산대학교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4)프로그램 박노창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5)강좌/워크숍 윤기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진희 공주대학교

김창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홍보/출판 송형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분 과 이 름 소 속 역 할

1. 프로그램위원회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박노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프로그램위원장

 1)건물에너지 조영흠 영남대학교 분과위원장

정웅준 가천대학교 위원

신대욱 군산대학교 위원

곽영훈 서울시립대학교 위원

 2)제로에너지건물 조진균 한밭대학교 분과위원장

박병용 한밭대학교 위원

윤성민 인천대학교 위원

조가영 서울기술연구원 위원

 3)건축환경 및 설비 이광호 고려대학교 분과위원장

김홍욱 에이블에너지 위원

구보경 KICT 위원

정수광 숭실대학교 위원

 4)태양광에너지 임철현 녹색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황혜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원

김규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원

김수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위원

김진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위원

 5)태양열융합 임병주 한국기계연구원 분과위원장

정재용 세한에너지 위원

주홍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원

이현진 국민대학교 위원

 6)풍력에너지 최정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고경남 제주대학교 위원

 7)신재생융합 김진희 공주대학교 분과위원장

강은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원

김필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위원

 8)자원량평가 김진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이윤곤 충남대학교 위원

이철성 농어촌연구원 위원

2. 사무국 남아영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대리



진행 일정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 14일(금)
• 장 소 :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5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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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금)

���� h�i jk B� l� mn ��

09:00~10:15
�-satu
�v��)3�
����

�-satu
���y)3�
��3�®��O�

�-satu
����)3�
����

�-satu
�w±y)3�
����

�-satu
����)��
����

� !"#"$"%&

10:15~10:30 y%��` �̀ v-`s.

10:30~12:00
�-satu
�v��)��
����

�-satu
���y)��
��3�®����

�-satu
����)��
����

�-satu
�w±y)��
����

�-satu
����)��
��O�®����

12:00~13:00 A2�3�� BCDE� F� ��� ��� ��

13:00~14:00 XC¤� tu�IJV9:;� e� tu¥� ����	�

14:00~14:15 y%��` �̀ v-`s.

14:15~15:45
�-satu
�²�v)3�
����

^Z �̈ p'�8
©£�ª)�
�RZ;³U�
M¨' �́

�-satu
����)O�
����

�-satu
����)x�
��O�®��3�

16:00~17:00 µ{2� �� ¶(2�����	�

�� ��������� �� ������������ �� ���������� ��  !"����#$���
��  !%&'��()� �� *+,&'�-�)� �� ./012�-�-� �� 34����5�)�
�� 6�7�� 8� 69:;<=>?@� 7A �� B�C�� 8� BDEF?@� CA

G� HIJ� KL� 8�

HIJ� KLM�� HIJN� � OPQ� RSTU� VW.X� YZ[� \]� U^T_� 7 �̀� O`�� abc� SQ�d� VWe� f� g[h� ij

G� k_l�� RSmI� 8

no7O� p� no7qP� CPQ� RSmI� rs



한국태양광공사협회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상생협의체 

2021년도 태양광시스템 기술 Workshop 개최 

• 일 시 : 2021년 5월 12(수) 10:00 ~ 16:00 
• 장 소 :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

순서 발표시간 행 사  내 용 발 표 자

1(2� · �̧ �� ¹º�� »_�56IJ9:;'(� N¼4(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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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50~15:20(30분) IJV>?Q� ¹½� _ä� �� 1ÃMo Ð9Cfí� îï��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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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특별 포럼

탄소인증 검증과 태양광 특별포럼 개최 

• 일 시 : 2021년 5월 12(수) 16:10 ~ 17:00 
• 장 소 :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

순서 발표시간 행 사  내 용 발 표 자

1 16:00~16:15(15분) PQRS\� �� ö·� ìÅ 569:;Z[� ^{¾� pé

2 16:15~16:30(15분) IJVàá� 7�� \�� �� ö·¨÷ 569:;Mo�È�� ^·º�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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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7:00(15분) D� ø



특별세션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비체팰리스(레드홀)

5월 13일(목)

해상태양광 비체팰리스(레드홀) 10:00~11:30 좌장 : 임 병 주

10:00~10:15
b!� tau� vwN� xy� bz !"� m4SI{� |V

김용영(테크윈)

10:15~10:30

f}b~]� �y� bz !"� �%� ���� ��TX� 3T�� �u� �~

최석민(한국기계연구원)* * 신진과학자

10:30~10:45
M4��M}N� HiTX� bz !"� ��SI{� |V

장재경(고등기술연구원)

10:45~11:00
bz� ����� ��)�� ����� ��� ��u� �� �[� �u�� �y� ���� ��

이창규(위드엠텍)

11:00~11:15
�f�� Ml� ���� ���
� �u�� �y� ?@

김도균(DSR)

11:15~11:30
 �¡¢� �� £¤

좌장 및 발표자

신재생비즈니스 비체팰리스(레드홀) 14:10~15:25 좌장 : 윤 기 동

14:10~14:25
¥¦§)))� T� *SM¨©ª«� ¬¡� R�7�� 8� ¥¦§)))� ®z� ¯°N� ±²³��

이미정(한국품질재단)

14:25~14:40
l��´�µ� ¶��·� � �̧-�7¹¹�� ��º�� � ¶�SM� \�]� xy�  !���� »�� |V�

류정령(에코네트워크㈜)

14:40~14:55
¥¦§)))� T� *SM¨©ª«� ¬¡� R�O�� 8� l¼�R� �� l¼»�½� ¸¾�� �´�µ

이수경(녹색기술센터)

14:55~15:25

 �¡¢� �� £¤

좌장 및 발표자

목차



Oral Session 건물에너지설비  Building Energy System(BES)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비체팰리스(옐로우홀)

5월 13일(목)

BES Session 1 비체팰리스(옐로우홀) 10:00~11:30 좌장 : 김 홍 욱

BES-O-1

10:00~10:15

2z¿µN� À�y� ��[� ÁÂ� lÃ�� ������ rR� S�ªÄ� �~

이태성(인천대학교)

BES-O-2

10:15~10:30

�»�� ���� ÅÆ�� �Ç� �Â[� �� ÈÉÊ� ËÌ� ÍÎ[� �~

신학종(서울시립대학교)

BES-O-3

10:30~10:45

-=;9ÏÐDÑ=Ò=9<� Ó=ED9;9Ô]� xy� ������ Õ�J�� ,u� Ö×¤� |V

박세미(인하대학교)

BES-O-4

10: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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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한국부동산원)

BES-O-5

11:00~11:15

Þ»ßàÖ� SI{]� ��y� �%á� âSßàÖ� SI{�� Sãä�L� ÅÆå

신대욱(군산대학교)* * 신진과학자

BES-O-6

11:15~11:30

���� »��æ�� çè� éâêë�� ���� sì� �~

이찬욱(한밭대학교)

BES Session 2 비체팰리스(옐로우홀) 14:10~15:25 좌장 : 정 수 광

BES-O-7

14:10~14:25

í�î� ���� ï�� ßÖ� �¸]� xy� ÅÆå� l×� �~

구자빈(서울시립대학교)

BES-O-8

14:25~14:40

�ØÒÜ=>� ÅÆ]� ��y� ÅÆlÃ� ËÌ��� l×� |V

조재완(인하대학교)* * 신진과학자

BES-O-9

14:40~14:55

ð�ñ� ò¤]� ��y� ��.â��SI{� 2z¿µ�� ¸Mwa� Ö×

구자범(인천대학교)

BES-O-10

14:5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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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인하대학교)

BES-O-11

15:10~15:25

úûS�� ���/� ��î � zK�~]� �y� ���� üý� |þÖt� ��

박병용(국립한밭대학교)



Oral Session 풍력에너지  Wind Energy Conversion(WEC)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비체팰리스(핑크홀)

5월 13일(목)

WEC Session 1 비체팰리스(핑크홀) 10:00~11:30 좌장 : 최 정 철

WEC-O-1

10:00~10:15

34./��+0� òa]� xy� ��Y[��a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O-2

10:15~10:30

ûz34VR����[����� �/

김정현(한국에너지공단)

WEC-O-3

10:30~10:45

Þ�y� �âÇ� 34VRSI{����� a	�
 �̀ Ìa� ���v[� �~� ��

김건훈(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O-4

10:45~11:00

¦5#�)§Ú� l×]� �y� 7¹¹Ò÷� ûz34� ./�[� ��

박성군(서울과학기술대학교)

WEC-O-5

11:00~11:15

l�ÁÂ]� À�y� R4��y�2�� Ml� òK� �~

문경록(제주대학교)

WEC-O-6

11:15~11:30

����� lÃ� 34VRl� Õ�J� 	�� SI{��IJ� |V

이광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 Session 2 비체팰리스(핑크홀) 16:45~17:45 좌장 : 곽 성 조

WEC-O-7

16:45~17:00

34VRSI{� T�ËÌ]� xy��é��� øUù«� |V

최정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O-8

17:00~17:15

��u]� U^y� ûz34������ f·� R

박종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EC-O-9

17:15~17:30

34./���[N� À�y� ./��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O-10

17:30~17:45

34����� ��]� xy� 34J����� ��� ò���� øUù«� ��� �� b~

전태수(강원대학교)



Oral Session 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PVE)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14(금)

장소 : 비체팰리스(실버홀)

5월 13일(목)

PVE Session 1 비체팰리스(실버홀) 10:30~11:30 좌장 : 신 동 윤

PVE-O-1

10:30~10:45

f�� �ù�î� Ó�Ú��I�ä�� Å�� ¯'î�  !"� Å��� üý�� ¬y� ��

신동윤(부경대학교)

PVE-O-2

10:45~11:00

���.·]� xy��������r� Ç�  !"VRSI{�� �a� ����0��a

김득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O-3

11:00~11:15

mIó�� J�� ÅÆ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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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광운대학교)

PVE-O-4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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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reeya Aoboun(부경대학교)

PVE Session 2 비체팰리스(실버홀) 14:10~15:25 좌장 : 김 규 진

PVE-O-5

14: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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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주((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PVE-O-6

14:2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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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확((주)해동엔지니어링)

PVE-O-7

14:4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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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알루이엔씨)

PVE-O-8

14:5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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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PVE-O-9

15: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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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주((주)제이에이치에너지)* * 신진과학자

PVE Session 3 비체팰리스(실버홀) 16:40~18:15 좌장 : 김 진 철

PVE-I-1

16: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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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아주대학교)

PVE-O-10

17: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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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녹색에너지연구원)* * 신진과학자

PVE-O-11

17:1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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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충남대학교)* * 신진과학자

PVE-I-2

17:3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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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영남대학교)

PVE-O-12

17:4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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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찬(군산대학교)



PVE-O-13

18: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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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5월 14일(금)

PVE Session 4 비체팰리스(실버홀) 09:00~10:15 좌장 : 임 철 현

PVE-O-14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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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선(영남대학교)

PVE-O-15

09: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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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휴창(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PVE-O-16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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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우(농업회사법인솔라팜(주))

PVE-O-17

0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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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PVE-O-18

10: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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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윤(에너지 GIS / 서울대학교)

PVE Session 5 비체팰리스(실버홀) 10:30~11:45 좌장 : 이 용 환

PVE-I-3

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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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욱((주)에스테코)

PVE-I-4

10:45~11:00

 !"� VRSI{�� rs�ù� âì� �� �ñªI� ÅÆ

이동기(솔라커넥트(주))

PVE-I-5

1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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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O-19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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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엽(광운대학교)

PVE-O-20

11:3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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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엽(광운대학교)

PVE Session 6 비체팰리스(실버홀) 14:15~15:15 좌장 : 황 혜 미

PVE-I-6

14:15~14:30

fz !"VRSI{�� �'y� m4,� ��

권태규((주)오토렉스이앤에스)

PVE-I-7

14:3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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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영(주)테크윈)

PVE-I-8

1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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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섭((주)스코트라)

PVE-O-21

15: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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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한국수자원공사)* * 신진과학자



Oral Session 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BEE)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비체팰리스(옐로우홀)

5월 14일(금)

BEE Session 1 비체팰리스(옐로우홀) 09:00~10:15 좌장 : 박 병 용

BEE-O-1

09:00~09:15

�TU"��� ��� S�)l�[¿µ� UM�� çè�5'�[�V½� �� ����W�� �~

김철호(고려대학교)

BEE-O-2

09: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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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동(울산대학교)

BEE-O-3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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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a Irakoze(울산대학교)

BEE-O-4

0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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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서울기술연구원)

BEE-O-5

10: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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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한밭대학교)

BEE Session 2 비체팰리스(옐로우홀) 10:30~11:30 좌장 : 신 대 욱

BEE-O-6

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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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부산대학교)

BEE-O-7

10: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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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준(가천대학교)* * 신진과학자

BEE-O-8

11:00~11:15

$� �̀ �� ��$� �̀ �� zV½� � ��]� �y� �%� ~U�Saó� w�� |V� �� ���� �Î� u�� 12

정수광(숭실대학교)* * 신진과학자

BEE-O-9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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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한(이화여자대학교)



Oral Session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ZEB)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비체팰리스(옐로우홀)

5월 14일(금)

ZEB Session 비체팰리스(옐로우홀) 14:15~15:30 좌장 : 윤 성 민

ZEB-O-1

14: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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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한밭대학교)

ZEB-O-2

14:3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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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남(현대건설)

ZEB-O-3

1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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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ZEB-O-4

15: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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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영(서울기술연구원)* * 신진과학자

ZEB-O-5

15: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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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한밭대학교)



Oral Session 신재생융합  Renewable Energy Convergence(REC)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비체팰리스(핑크홀)

5월 14일(금)

REC Session 1 비체팰리스(핑크홀) 09:00~10:00 좌장 : 김 진 희

REC-I-1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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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호(장한기술(주))

REC-O-1

09: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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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규(한국산업기술시험원)

REC-O-2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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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숙(공주대학교)

REC-O-3

0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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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에드몬드 보아포(공주대학교)

REC Session 2 비체팰리스(핑크홀) 10:30~11:45 좌장 : 김 필 규

REC-O-4

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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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명(공주대학교)

REC-O-5

10: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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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두(현대건설)

REC-O-6

1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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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권(공주대학교)

REC-O-7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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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REC-I-2

11:3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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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주]이너지테크놀러지스)



Oral Session 자원량평가  Renewable Energy Resources(RER)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비체팰리스(레드홀)

5월 14일(금)

RER Session 1 비체팰리스(레드홀) 09:00~10:15 좌장 : 윤 창 열

RER-O-1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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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2

09: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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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3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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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titia Uwineza(UST, SOUTH KOREA)

RER-O-4

0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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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진과학자

RER-O-5

10:00~10:15

º6�N� �y� [S��z� fz�  !"� 2��+�� �� VR0��J

김한진(서울대학교)

RER Session 2 비체팰리스(레드홀) 10:30~11:45 좌장 : 김 진 영

RER-O-6

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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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7

10: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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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충남대학교)

RER-O-8

1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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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9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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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배(충남대학교)

RER-O-10

11:3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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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빈(서울대학교)

RER Session 3 비체팰리스(레드홀) 14:15~15:30 좌장 : 이 윤 곤

RER-O-11

14: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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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충남대학교)

RER-O-12

14:3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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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에너지경제연구원)

RER-O-13

1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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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에너지경제연구원)

RER-O-14

15: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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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공지영(에너지경제연구원)

RER-O-15

15: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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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ral Session 태양열융합 Solar Thermal Convergence(STC)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비체팰리스(골드홀)

5월 14일(금)

STC Session 1 비체팰리스(골드홀) 09:00~10:15 좌장 : 정 재 용

STC-O-1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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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한국기계연구원)

STC-O-2

09: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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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Niigata University)

STC-O-3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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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TC-O-4

09:45~10:00

������ êë� ùÅÆå]� xy� ��P,î� �6#$(� Å�� |V� �� ��

주홍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TC-O-5

10: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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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TC Session 2 비체팰리스(골드홀) 10:30~11:30 좌장 : 최 석 민

STC-O-6

10:3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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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TC-O-7

10: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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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걸(세한에너지(주))

STC-O-8

1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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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주)이맥스시스템)

STC-O-9

1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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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주)케이앤에스에너지)



Poster Session 1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그랜드볼룸

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 (PVE)

좌장(신진과학자) :박 종 성, 이 항 주, 임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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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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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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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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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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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남(전라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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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국(한국전자기술연구원)

PVE-P-7 ÚÐ<� �æ� lÃ�-.�  !"� Å��� �'u� ìz� �� Uüý½� ��

김대성((주)에스케이솔라에너지)

PVE-P-8 �.�� øUù«]� ��y� sAî�  !"� SI{�� VR0� ËÌ

윤창용(전라남도농업기술원)

PVE-P-9 �*.�� l×]� À�y� sAî�  !"� SI{� u�� ËÌ

윤창용(전라남도농업기술원)

PVE-P-10 sAî�  !"� SI{� u�12� ÅÆ� �ú

윤창용(전라남도농업기술원)

PVE-P-11 �ê�v� sAî�  !"� Tm�µ�Hff� ,û� �u

윤창용(전라남도농업기술원)

PVE-P-12 ��éa� �9B� ���� çè�v��� U�.�  !R�� �.� u�� ��

전재민(경상대학교)

PVE-P-13 ��� ���� �'y� �ù��  !R�� �f� Ã�.� f%� �~� Ö×

이상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14 ��[� ���µ� Uüý��u]� xy�/�0I1�ó�  !R��� �+;� ��� ��

신소정(아주대학교)

PVE-P-15 ����� lÃ�� R.f��+� [�]� �y� ��[� UJ4�/�0I1�ó�  !R�� |V

최민준(아주대학교)

PVE-P-16  !"Å�� VRu��� ��wf�ùN� xy��Ióx��� ��

곽민(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PVE-P-17 �.�� �� ���.��� J� lÃ� �l�� H£��
���z�)þ� "RV��u� �ú

은형주(아주대학교)



PVE-P-18 R.f�;��1�¡u��,�u ,� ��N� �y� Uüý�� Utau�/�0I1�ó�  !R�� |V

전혜원(아주대학교)

PVE-P-19 (B#)Ð9�<Ø99=F� Ð¢;>=� ÜEÛÛ;:E<=>� ÑÐ9<EÑ<��  !R�� ��°a�µ�� �Sð�L� �u� T£� ��

최성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20 Ó#)$Ú�B¤�[� ��N4� ���� çè� (Ø99=F� B¢;>=� #EÛÛ;:E<=>� )Ð9<EÑ<� ���� �u� �~

양희준(연세대학교)

PVE-P-21 `K¬�  !R��� ��� 2�y� U�.��Þ',� ��R&l¼� |V

박종진(아주대학교)

PVE-P-22  !R�� ��]� xy� U�°u�� UR[u� U�.�xy� |V

서보은(아주대학교)

PVE-P-23 ���  !R�N� xy� R[u�S¤��� %� tau� 12

김다정(한국전자기술연구원)

PVE-P-24 Uüý� Üî� #�-)� �ù��  !R�N� xy� U� � 9L� �'J� éa� |V

민관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25 Uüý� !+� 9�(B#)Ð9�  !R�N� xy� Ü�<ÝÜ=� ÜÐFÝÛ;F;ÑÐ9� �Sð�L�S¥�K�½

권이세(충북대학교)

PVE-P-26 �;B¦o�;¦¢� ��N� ��y� Üî� #�-)� ���  !R��� �Sð�L� �~

임규현(충북대학교)

PVE-P-27 S��� �� VRu��&¬½N� xy� �6#$�! SI{��K���Ö×� ��

김재원(한밭대학교)

PVE-P-28 ���"I#� I#��� �y�  !R�� �u� ����� +¯'� R��V½

이욱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29 q|��  !"� ���� �}(� �êá� sACD�  !"� ����� ���� u�1¦2

강경훈(KHNP)

PVE-P-30 l|��  !"� ���� �}(� �êá� sACD�  !"� ����� ���� u�12

강경훈(KHNP)

PVE-P-31 3T�]�§X� �êá� sACD�  !"� ����� l¨�¯m� w�Öt� ��b~

강경훈(KHNP)

PVE-P-32  !"� VR�� ���� ´I� »©� �� ���ù�i �̀I£

강경훈(KHNP)

PVE-P-33 +À�� �ù�]� ��y��¯a�ª«� uM� �� �u12

서광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34 ��� Âá� éa]� ��y�  !R��mJ� U@[� �ù���f

안성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35 é��¬m��K�½�� çè�  !"� VR0� �~

김충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PVE-P-36 !+î�  !"� Å�]� ��y� sAî !"� ��� �� �u� l¼� |V

임종호(주식회사 모든솔라)

PVE-P-37 ±��I���
�� UM³���y�  !"� Å�� V%� ¸z� �� %R� lÃ� UM� c�� SI{� 2�u� �~

고재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PVE-P-38 O�Û<=Ü� ¾½� éa]� �b� ��(� )Ø�69�ºE���=������  !R��� üý� ìz

김미정(군산대학교)



PVE-P-39 =Ù#w6C�/�0I1�ó�  !� R��� üý� ìz]� xy� E9<;�ÛÐF:=9<� =9Ô;9==D;9Ô� ��

박건(군산대학교)

PVE-P-40 I
ä�� %�bN� ��T_� ��(� )Ø��9�9���  !R��� G;� ��

김미정(군산대학교)

PVE-P-41 �%�  !R�� ¡�]� xy�=Ù#w�D��/�0I1�ó� �+�� "f;� ��

김미정(군산대학교)

PVE-P-42 /�0I1�ó�  !R�� ¡�]� xy�[l� aé� R�� � �� ¬y� ��

김기성(군산대학교)

PVE-P-43 -§� D=EÑ<;:=� IGJå³��B¤y� (;B��23� �u� ��

김재호(군산대학교)

PVE-P-44 #=DÐ:Ûo;<=�  !R�� ¡�]� xy� cé�B¤(� Ü�<ÝÜ=� ¦;B¢�23�� �u� ��

장효성(국립군산대학교)

PVE-P-45 T�0ù�� ��� Öá�� �y� Uüý� 2a�� #$������ �y� ��

정경환(동신대학교)

PVE-P-46 �[� �®�� Ã� �̄ �TSQ�� çè�/�0I1�ó�=Ù#w6��  !R�� ��

신재관(군산대학교)

PVE-P-47 /�0I1�ó�  !R��� Å�½N� xy� ��� Y°� éa� ��

김문회(군산대학교)

PVE-P-48 ��H[� R�� sAî�  !"� VR� ���� �� SI{� r�l¼� |V

김근호(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PVE-P-49 sAî�  !"� VR� ���� À���`�� Um22}½� SI{� r�� l¼� |V

김근호(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PVE-P-50 Ó;o)Ø� ÑÐ�>ÐÜ=>� ¦;B�� R[� �� "Á� �u� Up

황성미(군산대학교)

PVE-P-51 )Ø�>ÐÜ=>� ¦;5B��� Üî� R[� �u� ���@��jx� �~� ��

김인서(군산대학교)

PVE-P-52 )Ø��@��� [:�(� ¦;5B�� 23�� Rl�o"Á� �u�~

윤소라(군산대학교)

PVE-P-53 �0� ���  !R�� Å��� Ml� tau� �~

어영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54 �P� /ùN� ��y� #î� R[u��½��)Ø�>ÐÜ=>� ¦;5B��� ¬y� ��

심상준(군산대학교)

PVE-P-55 J4�K�½N� xy� !+� �6#$� Å���_+� ��� �~

남승엽(충남대학교)

PVE-P-56 §-#N� ��y� �0�  !"� Å��� l��� T�� S�� �u� �~

이용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57 #$ÛÝÛ<N� ��y�-.� �6#$� SI{� VR� u�� �~

신주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P-58 �S�S'���� �)Ù� �½���� çè� ���oRl�� �u� |þ

최원석(한국교통대학교)

PVE-P-59 ¯a � �ù��±�G�� Ê�'��#l2� ÙÔ� R&� �¸��'}X� sì

박정은(한국교통대학교)



PVE-P-60 �!y�²I³å� W+�� ÓÚ��� éa�� çè�S¥��� �~

최혁(국립한국교통대학교)

PVE-P-61 �FÐ<�>;=�T�Ö×]� ��y�/�0I1�ó�  !R�� ��

오주영(군산대학교 대학원)

PVE-P-62 69:=Û<;ÔE<;Ð9� ÐÏ� <X=� ÑD;<;ÑEF� ÛÜ==>� ÐÏ� E� ÛÐFED� ÑED

앙기타(Kookmin University)

PVE-P-63 #$SI{�� UMc�]� xy����ù� ÅÆ�� ïÇ� �'u� 12

김일권(대전대학교 대학원)

PVE-P-64 [l���]� ��y� �ù��  !R�� W+� �� � �e

김가민(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65 âvÁ� ÅÆå� lÃ� #�<ÝÜ=� #�-)�  !R�� Å�� "%½��Þéa� �~

이용환(구미전자정보기술원)

PVE-P-66 H)�  !"� Å�� �[� �TN� xy�[â4� é´á� ¬�� ßµ� l¼

김수민(구미전자정보기술원)

PVE-P-67 "¥ �̄ f�� V,]� xy� �¯%� Ö×�� �y�¶0� î � �D(;BC� 'u

Sungmin Heo(부경대학교)

PVE-P-68 ��éa³�� 'u(� ¦;Ño=F� (;<E9E<=� �·�� "¥ �̄ �u� ��

이용호(부경대학교)

PVE-P-69 Rl� �� %� \2���N� ��y�  !R���¸I¹� ,u�¯©ª«� �~

김용기(한국항공대학교)

PVE-P-70  !"� Å�� Ç� �$Ù8� #B��°����Â°� ÉÂ� �u� �~

정재성(한국전자기술연구원)

PVE-P-71 )mº���� �'î�  !"� VR�� R4� üý��'}X� m��9s�� sì

김환호(국립한밭대학교)



Poster Session 2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그랜드볼룸

건물에너지설비 Building Energy System(BES)

풍력에너지 Wind Energy Conversion (WEC)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WEC-P-1 =º�Û=<� lÃ� 34J�� ��ÅÆ� £#��� u�� ��J4�IB

원병철(강원대학교)

WEC-P-2 34VR� (EFF� (ÐY=D� b)l¼� âì� �~

강경훈(KHNP)

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BEE)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BEE-P-1 µ|bt� #$����� ��� ��� ���� ¬y� Up

권성기(목포대학교)

BEE-P-2 Ó�(=� lÃ� ���)c� W+�[� ËÌÅÆ� |V

배지원(한밭대학교)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BES-P-1 A[� �� �[�V½»� &´���è��%�'·.�¼.ù�µ� Y[��'}X� sì

이효진(한밭대학교)

BES-P-2 ßâSI{� ÅªJå� awN� ��y� R4mT� ËÌ� øUù«

유일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동신대학교 대학원)

BES-P-3 êe�� %�f� �lSI{]� ��y� éâêë� �a� �l� Å�� u�� �~

조경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BES-P-4 �Ç� él ]� U^y� �l� SI{�� aN��

이진현(영남대학교)

BES-P-5 V30� J'�� �½� ÅªJå� ¿µ�
`�� çè� sì� �~

김효준(영남대학교)

BES-P-6 �é*�t]� lÃ� u�� ËÌ� l¼]� À�y� T�0ù�� �%� SI{� rs� Öt

신지현(영남대학교)

BES-P-7 Õ�J¿J� )#¥� ��¾�� çè� ßÖ� ���� 12

장아민(한밭대학교)



제로에너지 건물 Zero Energy Building(ZEB)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ZEB-P-1 ��î�  !"� ��� ������ éâêë� �6=� ��� �~� l¼� À�� Ö×�� ¬y� ���� ïÇ� ��»©� ��³�� �

전현우((주)비아이엠에스)

ZEB-P-2 *$ó��+��%+� Sé� ��� Öá�� çè��%� u�� �ú

김덕성((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B-P-3 23�  !"� Å�]� ��y� ���  !"VR� �B���� �y� ��

강경훈(한국수력원자력)

ZEB-P-4 *$ó����� ¬y� �6#$� �}�� ���� .÷¾� �~

이상윤(한밭대학교)

ZEB-P-5 êe����%fj�� çè� àÖ�� V%�ù�� àÖ���� u�� 12

이경우(한밭대학교)

신재생융합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REC)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REC-P-1  !"VR� ��f�� ,��� ¬y� ��u� �~� ÅÆ� ��

양동욱(Green Energy Institute)

REC-P-2 l_� ������ çè� �6#$�� Sãä�L� u��~

홍정현(공주대학교)

REC-P-3 f}b~� ��y�  !"o%� Å�� Ç���P� à�¥c�� îz��°� %R�Q�� z���� ��

김성빈(부경대학교)

REC-P-4 élá� ���,á� #$(�� »©�~� ��

김하영(공주대학교)

REC-P-5 élá� �6#$o(2� ��(� Ùh¥SI{�� �i �̂ àÖ� ����iÎ0� �~

김지혜(공주대학교)

REC-P-6 Iù¿1� �v�î|V]� xy�Au� ���� .·½� ÅÆ� |V

정동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C-P-7  !"� VR0� ËÌ� S�%� ÅÆ� ��y� �6#$(� SI{� rsÖt� ��

김현성((주)비온시이노베이터)

REC-P-8 �6#$(� ���� üý� ìz]� xy� I"ó� �ù�� À�� ßàÖ� ��� SI{� ��

안승현((주)비온시이노베이터)

REC-P-9 T���IÀ]� ��y� C¹5� #�=§)�C	�� çè� mT�u�� �y� ��

최홍준(동신대학교 대학원)



자원량평가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R)

태양열융합 Solar Thermal Convergence(STC)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RER-P-1 Wjlz��(=Á�� .f��Â�S´�µ�Vâu� ��� 1À½� Ö×

김보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P-2 6#))� l �̀ 12� wUµ�� çè� ���� SI{�� ¬y� l_�V½�� sì

이동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P-3 [� !"� VR0� 12N� xy� ����9s� �~

이제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P-4 WjlzÕ�J� À��Au� ¬WS��� ßàÖmT� �� ßàÖ��0��a� ��

이철성(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RER-P-5 +,���� ËwN� xy� .lz��f� �H�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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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l Arifin Rajagukguk(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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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좌장(신진과학자) :이 천 규, 정 수 광, 조 현 식

STC-P-1 6�Ù� �ÐFED#Ù)���  !%VR�)�#�� ��  !�f� |V� �~�(X=� mm<X� �ÐFED#Ù)��� �¢)Ð�===<;9Ô�

김보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TC-P-2 �i �̂ %� mT�� ¬¡2�� y�  !"�  !%� Þ'� �}î �� �y� ��

전용준(동의대학교)

STC-P-3 Äµ� ��,� �}�� çè�  !%� Þ'� Z%l� %u�� �~

문광암(부경대학교)



참가 및 등록안내

 등록비 안내

• 학술대회 등록

온라인등록: 2021년 2월 15일(월) ~ 4 월 16일(금)

현장등록: 2021년 5월 12일(수) ~ 5 월 14일(금)

• 참가비

구분
학생회원 회원(종신회원,정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연회비 납부자 100,000원 130,000원 140,000원 190,000원
250,000원 300,000원

연회비 미납자 130,000원 160,000원 200,000원 250,000원

 등록비 결제 안내

카드결제
•학회홈페이지 학술행사 → 온라인등록 → 결제페이지 연결

•온라인등록 완료 후 마이페이지 → 결제 → 결제 대기 목록에서 결제

계좌이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26-433275-01-005 /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기관명으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학회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olar@kses.re.kr)

 연락처와 홈페이지 안내

• (사)한국태양에너지학회 (www.kses.re.kr)

• 주 소 : (우)0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길 6, 4층 (논현동, 코너빌딩)

• 전 화 : 02-562-1557, 팩스 : 02-558-3014, 전자우편 : solar@kses.re.kr



주요 행사일정 및 장소

 2021년도 태양광시스템 기술 Workshop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0:00~16: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그랜드볼룸

• 대 상 : 태양광시스템 기술 Workshop 참가 신청자

 탄소인증 검증과 태양광 특별포럼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6:00~17: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그랜드볼룸

• 대 상 : 탄소인증 검증과 태양광 특별포럼에 관심있는 학회 회원, 및 일반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회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7:00~18: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그랜드볼룸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정회원 및 이사진

 개회식 및 초청강연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3:00~14: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그랜드볼룸

• 대  상 : 2021 춘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일반인

 만찬(Banquet)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8:15~20: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그랜드볼룸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임원, 워크샵 등록자, 2021춘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학회등록자 중식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3일(금) 12:00~13: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1층 레스토랑 & 별관 2층 향도

• 대  상 :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특별세션-1(수상태양광)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0:00~11:3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레드홀

• 대  상 : 수상태양광 정책 현황과 사업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에 관심있는 학회 회원, 및 일반인 

 특별세션-2(신재생 비즈니스)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4:10~15:25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레드홀

• 대  상 : 신재생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학회 회원, 및 일반인 

 신진과학자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 14일(금)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 대 상 : 태양에너지를 연구하는 신진과학자

 청년 취업·창업 멘토링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 14일(금)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전시부스 및 기업세션)

• 대 상 : 채용 희망 청년 및 산학연

 이공계 대학원생 역량강화(표준일사량자료 활용강좌)

•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6:40~18:00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레드홀

• 대 상 : 신진과학자, 이공계 대학원생 및 청년 취업･창업 희망자

 이공계 대학원생 역량강화(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초)

•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14:15~15:45

• 장 소 : 무창포 비체팰리스 리조트 핑크홀

• 대 상 : 신진과학자, 이공계 대학원생 및 청년 취업･창업 희망자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안내

 INVITED SESSION 

• 발표 시간 : 15분(발표 10분, 질의 · 응답 5분)

• 시청각 기자재 : 빔 프로젝트

• 요청 사항 : 발표자는 발표파일을 USB메모리로 지참하여 해당 발표세션 전 휴식시간에 발표장 컴퓨터에 파일을 

복사한 후, 정상적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 요망

 ORAL SESSION 

• 발표 시간 : 15분(발표 10분, 질의 · 응답 5분)

• 시청각 기자재 : 빔 프로젝트

• 요청 사항 : 발표자는 발표파일을 USB메모리로 지참하여 해당 발표세션 전 휴식시간에 발표장 컴퓨터에 파일을 

복사한 후, 정상적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 요망

※ 구두발표부문 우수발표상 평가를 실시함.

(유튜브 형식의 동영상 발표자료를 활용할 경우 우수발표상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

 POSTER SESSION 

• 발표 장소 :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 그랜드볼룸

• 포스터 규격 : 600*900(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Poster 시상 : 정해진 시간내에 체크인한 모든 포스터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시상함.

※ 포스터발표부문 우수포스터상 평가를 실시함.

• Poster check-in(포스터 체크인 및 부착) :

(태양광에너지 세션) 5월 12일(수) 13:00 ~ 13(목) 09:00이전 까지 /  포스터 전시장내(그랜드볼룸)

(태양광에너지 외 세션) 5월 13일(목) 18:00 ~ 14(금) 09:00이전 까지 /  포스터 전시장내(그랜드볼룸)

※ 발표자 혹은 공동저자가 체크인데스크에서 확인 후, 포스터를 부착함.

※ 접수번호가 아닌 초록집에 배정된 세션별 논문번호를 확인 후 부착함.

※ 부착된 모든 포스터는 제거시각까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Poster presentation(포스터 발표) : 

(태양광에너지 세션) 5월 13일(목) 15:40~16:40

(태양광에너지 외 세션) 5월 14일(금) 13:00~14:00

※ 지정된 포스터 발표자가 배석하여 연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함.

• Poster removal(포스터 제거) : 5월 14일(금) 17:00까지

※ 부착된 모든 포스터를 제거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거하지 않은 

포스터는 임의로 폐기함.

*포스터 규격 예시



좌장 및 발표자 숙지사항

 좌장

① 담당분야의 시간과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시작 1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질의응답 5분 포함 초청강연 총 15분, 일반구두 총15분입니다.

⑤ 발표시작 전 채점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우수발표상, 우수포스터상 시상에서 제외 됩니다.)

⑥ 시간을 알리는 종은 발표시작 8분 경과 시 한번, 10분 경과 시 두 번 종을 울리십시오.

⑦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⑧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중을 선정하여 우수토론상을 수여합니다.

 초청강연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시작 1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파일을 USB메모리로 지참하여 해당 발표세션 전 휴식시간에 발표장 컴퓨터에 파일을 복사한 후, 정상적

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노트북도 사용가능하나 휴식시간 중에 미리 연결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Oral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시작 5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시간은 총 15분이고, 10분 발표 5분 질의 · 응답입니다.

④ 종료시간을 알리는 종은 발표시작 8분 경과 시 한번, 10분 경과 시 두 번 종을 울립니다.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⑥ Oral 발표 기자재는 “빔 프로젝트”입니다.

⑦ 발표파일을 USB메모리로 지참하여 해당 발표세션 전 휴식시간에 발표장 컴퓨터에 파일을 복사한 후, 정상적

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노트북도 사용가능하나 휴식시간 중에 미리 연결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Poster 발표자

① Poster Check-in, Presentation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장소는 그랜드볼룸이며, 태양광에너지 세션의 경우 5월 12일(수) 13:00 ~ 13(목) 09:00, 태양광에너지외 

세션의 경우 5월 13일(목) 18:00 ~ 14(금) 09:00 사이에 포스터 부착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포스터 규격(600*900)을 준수해 주시고, 초록집에 배정된 세션별 논문번호를 확인 후, 해당되는 판넬에 부착

해 주십시오.



발표장 안내도



무창포 비체팰리스 오시는 길

 경부 고속 & 국도

⦁코스:서울→경부고속도로→서해안 고속도로(서평택)→송악→당진→서산→해미→홍성→광천→대천→무창포IC

(매표후 약150m지점 좌회전후 계속 직진 무창포해수욕장끝 지점 비체팰리스콘도 목적지)

⦁소요시간: 2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코스:서울→서서울IC→안산→매봉→비봉→발안→서평택→송악→당진→서산→해미→홍성→광천→대천→무창포IC

(매표후 약150m지점 좌회전후 계속 직진 무창포해수욕장끝 지점 비체팰리스콘도 목적지)

⦁소요시간: 2시간

 서울TG (거리: 169km)

⦁코스:서울TG→판교JC→청계TG→학의→평촌→산본→조남JC→서서울TG→안산JC→매송→비봉→발안→

서평택JC→서평택→송악→당진→서산→해미→홍성→광천→대천→무창포IC

(매표후 약150m지점 좌회전후 계속 직진 무창포해수욕장끝 지점 비체팰리스콘도 목적지)

⦁소요시간: 2시간

 동서울TG (거리: 187km)

⦁코스:동서울TG→하남JC→서하남→송파→성남TG→성남→판교JC→청계TG→학의→평촌→산본→조남JC→

서서울TG→안산JC→매송→비봉→발안→서평택JC→서평택→송악→당진→서산→해미→홍성→광천→

대천→무창포



 서서울TG (거리: 169km)

⦁코스:서울TG→판교JC→청계TG→학의→평촌→산본→조남JC→서서울TG→안산JC→매송→비봉→발안→

서평택JC→서평택→송악→당진→서산→해미→홍성→광천→대천→무창포

 철도이용

출발지 도착지 노선 예상소요시간

서울 웅천역 장항선 3시간 10분

 웅천역에서 큰도로를 따라 30m정도 내려오시면 무창포 방면 시내버스가 수시로 있습니다.

 버스이용

출발지 도착지 노선 예상소요시간

서울 보령터미널 강남고속 터미널 / 동서울 터미널 / 남부 터미널 2시간

대전 대천터미널
서부터미널에서 무정차 : 06:30~20:30 2시간

직행/직통 20분 간격으로 운행 2시간 40분

군산 대천터미널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

1시간
문의 : 063-445-3824(군산) / 063-277-1572(전주시외버스터미널)

 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무창포 방면 시내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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