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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회원사 여러분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의 변화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국

가 경제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에너

지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학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 에너지원 간의 융합,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 확보를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도와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신재생융합, 자원량평가, 건물에너지, 건축환경, 제로에너지, 에너

지저장, 태양수소에너지 등 10개 분야의 논문 발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풍성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착실

히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00편에 가까운 초록이 접수되어 어느 해보다 풍성

한 학술대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됩니다. 이진석, 곽영훈 프로그램위원장과 김홍욱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

무국,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의 헌신적인 수고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고, 전시에 

참여해주신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따듯한 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의 미래를 “202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지식의 교류를 통해 다음이 더 기대되는 학술대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10

사단법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임 동 건 올림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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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여러분!

2022년 추계학술대회는 학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천혜

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배출량 제로인 섬)를 선

언한 제주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와 건축 분야가 함께 모여 융합된 

우리 학회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태양수소에너지 분과가 처음으로 추가되었고, 기존의 건물에너지설비, 

제로에너지건물, 건축환경,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융합, 풍력에너지, 신재생융합, 자원량평가 및 에너지저장을 포함하여 

총 10개 정규세션과 태양열융합 워크숍 및 다양한 특별세션 등에서 총 291편의 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 아이디어 및 태양광 예보 경진대회를 통해 그동안 학회에서 교육해 온 지식을 겨뤄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습

니다. 학회 기간 중에는 탐라해상풍력 단지를 견학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콜로키움, (사)한국태양광공사협회 및 에너지코리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전 및 다양한 기업들의 전시를 통

해 회원분들과 산업계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준비하였습니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RE100과 알2백 그리고 알이백의 차이는 무엇일까”의 주제로 (사)한국전기기술사회의 이현화회

장님께서 초청강연해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강연을 해 주심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김일환 제주대 총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프로그램 구성에 수고해주신 프로그램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주신 김현구 회장님, 임동건 조직위원장님, 김홍욱 사무총장

님, 엄지선 과장님, 조직위원 및 학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적인 교류상황이었음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

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학술대회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타분야간 융합과 지식･기술･정보 교류의 네트워크, 친목 도모를 통해 우리 학회만의 특별함을 느껴보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

사단법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장 이 진 석 올림

곽 영 훈 올림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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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극심하게 변해가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안보 이슈와 그에 따른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체육 등 소프트파

워는 전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기술강국인 일본은 드디

어 우리나라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과 가치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일본

이 급변하는 초격차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에 앞으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도 최근 많은 변화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서울 셋방을 청산하고 세종 

사무국 시대를 열었으며, 내년부터는 타학회 보다 빨리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7080 회장단으로 세대교체가 됩

니다. 특히 금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태양에너지-수소융합-에너지저장 등 차세대 기술분야를 적극 수용하고 

태양에너지 데이터 및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태양광 발전량 예보 학술경진대회를 최초로 개최하며 한국

에너지기후변화학회와 섹터커플링 콜로키움 등 다양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의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여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질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회가 금번 추계학술대회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

신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조직·프로그램위원회와 도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시행착오를 너그럽게 받아드

리고 오히려 시대적 방향성을 읽고 발전적인 도전을 환영하는 회원들의 개방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대 최다 초록수를 달성하고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마다 않는 조직·프로그램위원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큰 기대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 학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금번 2022년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산학연

관 전문가분을 초청합니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김 현 구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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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분 과 이 름 소 속

조직위원장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총무 김홍욱 에이블에너지

재무
박인 주식회사 에코다

이주윤 (주)바이솔라

전시/협찬

이상헌 (주)원광에스앤티

한창순 (재)전남테크노파크

최원석 한밭대학교

프로그램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영훈 서울시립대학교

강좌/워크숍

임철현 녹색에너지기술연구원

양정엽 군산대학교

박종성 경상국립대학교

김보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명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보/출판

김준동 인천대학교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박진주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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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분 과 이 름 소 속 역 할

1. 프로그램위원회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프로그램위원장

곽영훈 서울시립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1)건물에너지설비

Building Energy System (BES)

조재완 인하대하교 분과위원장

박병용 한밭대학교 위원

최원준 전남대학교 위원

김동수 한밭대학교 위원

 2)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ZEB)

최영진 경기대학교 분과위원장

김주욱 조선대학교 위원

임현우 건국대학교 위원

윤성민 성균관대학교 위원

 3)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BEE)

문선혜 에버리젠 분과위원장

신대욱 군산대학교 위원

조가영 서울기술연구원 위원

조경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4)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 (PVE)

임종철 충남대학교 분과위원장

양정엽 군산대학교 위원

김민 전북대학교 위원

박종성 경상국립대학교 위원

이상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원

송슬기 충남대학교 위원

 5)태양열융합 

Solar Thermal Convergence (STC)

박창대 한국기계연구원 분과위원장

김정배 한국교통대학교 위원

정재용 (주)세한에너지 위원

주홍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원

 6)풍력에너지 

Wind Energy Conversion (WEC)

황성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오기용 한양대학교 위원

서윤호 한국기계연구원 위원

 7)신재생융합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REC)

강은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김종현 한국폴리텍대학교 위원

최휘웅 부경대학교 위원

김진희 공주대학교 위원

 8)자원량평가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R)

김보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이윤곤 충남대학교 위원

이천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원

 9)에너지저장 

Energy Storage System (ESS)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장

박정선 포투원(유니스트) 위원

김찬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원

 10)태양수소에너지

Solar to Hydrogen (S2H)

조현석 인하대학교 분과위원장

조원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위원

박선영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위원

2. 사무국 엄지선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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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 21일(금)
• 장 소 : 오리엔탈호텔

10월 19일 (수요일)

���� ���	 
��� ���	 
��� ���	 
��� ���	 
��� ���	 
��� �����

9:00~12:00 ����	 ��

12:00~13:00 ����	 �� !"

13:00~14:30 #$%&'(	 �
)*


�+,-./�	
0123

45	 67 #$�8&'( #$9:;	
<=>

?@A 
BCD �EB

14:30~15:30 ?@A	 FG	 
#$%&'(H	 ������
(IJK	

LMN��O	
IP6QRS

BT(I	
�OUVW�

15:30~16:30

X�Y	 Z	 [\6�
[\6�	 ]	 ^_`���a	 b�c	

def	 bgch	 igj	 kl�mn
���������	�
� ��� 
��

o o

16:30~18:00 g��H	 p�

10월 20일 (목요일)

���� ���	 
��� ���	 
��� ���	 
��� ���	 
��� ���	 
��� �����

9:00~10:30 #$%&'(	 �
FBP	 qr	
sE��

)t&'(u�	 � &'(v�	 �
#$9:;	
6w�


xKW(	 yz�

10:30~10:50 {|}}��	 ~����

?@A 
BCD �EB

10:50~12:20 #$%&'(	 � �/PUV	 � ��&'()t	 � &'(v�	 �
#$9:;	
0123

12:20~13:20 ��
(�Y��

13:20~14:20 ?@A	 FG	 
#$%&'(	 �H	 ������

14:20~15:50
��@&'(
����	
0123

45	 ��	
sE��

)*�s	 � &'(v�	 �

~5��	 0123
15:50~16:10 {|}}��	 ~����

16:10~17:40 #$%&'(	 �
)tC��g3	

0123
)t&'(u�	 � xK&'(

17:40~18:00 {|}}��	 ~����

18:00~ ~������ o

10월 21일 (금요일)

���� ���	 
��� ���	 
��� ���	 
��� ���	 
��� ���	 
��� �����

9:00~10:30 #$%&'(	 � �/PUV	 � )*�s	 � #$9:; M��:;	 �

BCD �EB
10:30~10:50 {|}}��	 ~����

10:50~12:20 �/P	 UV	 � ��&'()t	 � #$%&'(	 � M��:;	 �

12:20~13:00 C�Y	 Z	 ��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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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Session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2)

10월 19일(수)

태양열융합(STC) 워크숍 오리엔탈호텔(사라2) 13:00~15:30 좌장 : 박 창 대(한국기계연구원)

13:00~13:10
���� ��

박창대(한국기계연구원)

STC-W-1

13:10~13:30

���� �	�� �� ��� ����

진태영†(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팀)

STC-W-2

13:30~13:50

� !"� #$� %&'� "� ��� ($� )*� +,� �� -.� �/

주홍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 신재생열융합연구실)

13:50~14:40
�01� 234� � "567�8� 1�� 9:;<

박창대(한국기계연구원)

14:40~15:30
��� "=$>
� ?


이도성(한국태양열융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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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 20(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1/2, 사라2)

10월 19일(수)

건축(한국부동산원) 특별세션 오리엔탈호텔(한라2) 13:00~14:20 좌장 : 곽 영 훈(서울시립대학교)

REB-S-1

13:00~13:20

�.@ABCD� ($EF� �G� @ABCD��H� (I� JK

최민석†, 윤영란, 이동수, 이동영, 지창윤(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녹색기후지원부)

REB-S-2

13:20~13:40

@KA� BCDLMNOPQRS'� TU2VB� W�� XY.Z� [KL\� -.

지창윤†, 최민석, 윤영란, 이동영, 장희경(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녹색기후지원부)

REB-S-3

13:40~14:00

]^_%`a� )*� bQ8� 1�� �.@ABCD($� EF� �G� cde� fg

윤영란†, 이동영, 최민석, 지창윤, 박정호(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녹색기후지원부)

REB-S-4

14:00~14:20

TT� h0� ]^_%`a� ij� �)�k� 1�� �G� lm� nJ

조성흠†, 이동영, 최민석, 윤영란(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녹색기후지원부)

10월 20일(목)

태양열융합(STC) 특별세션 오리엔탈호텔(사라2) 10:50~12:20 좌장 : 정 재 용(세한에너지)

STC-S-1

10:50~11:10

op� "BCD� 'q�� RSB� 3�� nJ

김성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PD단), 이종훈(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STC-S-2

11:10~11:25

R2S� opBCD� rsR�� �

배상석†(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STC-S-3

11:25~11:40

t"WuA� ov+w'� "BCD� x�B� 3�� nJ

정재용†, 강성걸, 유영길(세한에너지(주) 기업부설연구소)

STC-S-4

11:40~12:00

op"� yZ� Q7/� z{|{�� �	

곽희열†, 주홍진, 이경호, 안영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공민석(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STC-S-5

12:00~12:20

}�~�B� x$�� � "� +Z�� ��

조성구†, 문병용((주)이맥스시스템)

플러스에너지커뮤니티 특별세션 오리엔탈호텔(한라1) 14:20~15:50 좌장 : 김 종 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EC-S-1

14:20~14:35

��ZBCD����� J8� 1�� ��o� ���� �e�� �� "BCD� +Z�� J

김민휘†, 김종규, 주홍진, 안영섭, 한광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PEC-S-2

14:35~14:50

���)� f�1� ����G'� ��ZBCD����� YQ��� fg� �� �D����� �G� JK

한광우, 김하늘, 김득원, 김광득, 김민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PEC-S-3

14:50~15:05

��ZBCD����� "BCD� w�� ��� fg

김하늘, 김종규, 이상남, 김민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PEC-S-4

15:05~15:20

��o� ���� ������ ��� � !"� #$� %&

주홍진†, 김민휘, 안영섭, 이왕제, 김득원, 한광우, 김하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 신재생열융합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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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S-5

15:20~15:35

F��e�� \"�Dk� 1��  ¡�A¢'� )*fg

김득원, 이동원, 허재혁, 김민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PEC-S-6

15:35~15:50

+£¤�¥� �¦]§8� ���� TU2V� �e�+Z�� x�)� -.

이왕제†, 김민휘, 김종규, 안영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임희원(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BIPV 특별세션 오리엔탈호텔(사라2) 14:20~17:40 좌장 : 김 규 진(KCL)

1부 세션

14:20~14:30

�
� �� P�¨©

김현구(학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진희(위원장)(공주대학교)

BIPV-S-1

14:30~14:55

XY.Z� ª[� �� BCD� LM� QWk� 1�� TT@KA\� «¬@KA� ]^_%`a� �6

이상엽†(국토안전관리원 생활시설성능실)

BIPV-S-2

14:55~15:20

F��e+Z�� O� ®58� 1�� �����	� �\� z¯\R�

조성구†, 정도연(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BIPV-S-3

15:20~15:45

�e� +Z�8� 1�� ��� °±¥� ²� ¯³� [D� �� 1,� �Dk� 1�� D*�� ��� °±¥

김광현†, 좌종훈, 임윤주(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코리아)

BIPV-S-4

15:45~16:10

�;´(h� �+��µ��¶·¸�� W¹� F��e'� n�)*� fgB� 3�� nJ

신이철, 박계원†, 이길용(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BIPV-S-5

16:10~16:35

F��e� º�� wI� �� +T�»

김철호†(세종인터내셔널주식회사)

16:35~16:50 F¼½¾¿� ÀÁÂ½

2부 세션

16:50~17:35
F��e� �01Ã
� 
'

BIPV 전문위　

17:35~17:40
Ä
� �� P�¨©

김준태(고문)(공주대학교)

건물시뮬레이션 특별세션 오리엔탈호텔(한라2) 16:10~17:20 좌장 : 임 현 우(건국대학교)

BPS-S-1

16:10~16:40

BCD� +£¤�¥� Å8� ���� ºx�� wI� �/

백승윤†, 이준호, 박인(주식회사 에코다)

BPS-S-2

16:40~17:00

ÆÇE+£¤�¥8� (�� � !� ÈÉ'� wÊ� ��)� b;

이준호†, 백승윤, 박인(주식회사 에코다)

BPS-S-3

17:00~17:20

�9PËÌ� ÆÇE� +£¤�¥8� ���� ºxwI�/

이준호†, 백승윤, 박인(주식회사 에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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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강연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 20일(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3, 사라2)

10월 19일(수)

기술강연 - 에너지 AI 강좌 오리엔탈호텔(한라3) 13:00~14:30 좌장 : 이 제 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강연-1

13:00~14:30

Í�� �Î� % �̀ ºx�� YÏ²� % �̀ ÐÑ� �� Ò�Ó�ÔÕ�� ºx�

이제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실)

10월 20일(목)

기술강연 - 태양열융합 기술 강연 오리엔탈호텔(사라2) 09:00~10:30 좌장 : 임 병 주(한국기계연구원)

기술강연-2

09:00~09:45

R¦BCD@K� J8� 1�� � BCD� +Z�'� Ö×� �� ØÙ�/

윤종호†(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기술강연-3

09:45~10:30

XÔP� +£¤�¥� �G� � "+Z�� )*� -.� �� ��br� ÃÚ� %��a� +Z�� �7

임희원(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김일권(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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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2)

10월 20일(목)

태양광 예보 경진대회 오리엔탈호텔(한라2) 09:00~10:30 좌장 : 오 명 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9:00~09:05 P�¨

RER-C-1

09:05~09:10

ÛÜÝÜ� � !� 7�H� Þ� ß	àjW
� ���� �� W
� ��

오명찬, 김창기, 김보영, 강용혁,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C-2

09:10~09:20

1)� � �G� ��H8� ���� �sáâH� Z�ã� ä å� Þæ� %�� �7

김태형(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지수(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함유진(세종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한성원†(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RER-C-3

09:20~09:30

ç�ßÏ�� ¯$è� éÜ�c� �G� � !� 7�H� Þ� % �̀ �7

전병기†, 오경철(인하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공학과)

RER-C-4

090:30~09:40

êë�� ì�_í� �G'� �î%� �s� ~�+�� ïðk� 1�� � !� 7�H� ÞæB� 3�� nJ�

김상진†, 유재혁, 허윤서(한국전력정보(주))

RER-C-5

09:40~09:50

� !� 7�H� Þk� 1�� ä å� Í��Î� % �̀ �7�

김다원, 정다희, 최요순†(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RER-C-6

09:50~10:00

Í��Î8� ���� Û�ñ� �s� áâH� Þæ� % �̀ �7

이영섭†, 박소연, 김유정, 김나형(동국대학교 통계학과)

RER-C-7

10:00~10:10

Í��Î� �/8� ���� � !� 7�H� Þæ% �̀ �ò

최교익, 한호상, 서장원†(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

RER-C-8

10:10~10:20

DÖó� ô)8� �õ�� � !� 7�H� Þ� %`

구지윤(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최예림(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형동†(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RER-C-9

10:20~10:30

�IßÏ� �/8� ���� � � Þ� ���� �G� ö�� � !� 7�H� Þæ� % �̀ �7B� W�� nJ

이상원(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류승형†(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전략실)

에너지 데이터 및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오리엔탈호텔(한라2) 14:20~15:55 좌장 : 김 보 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20~14:23 P�¨

14:23~14:28 BCD���� �� ÷�� ��� t��ø� àjW
� ��

RER-C-10

14:28~14:36

ù �� ì�_í8� ���� � BCD� %`a

Asif Afzal, 박성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RER-C-11

14:36~14:44

TT� ���ú� %��a� ���k� ���� � !� 7��'� 95� 3_

오원욱†(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임성택(오씨아이파워 신사업부문)

RER-C-12

14:44~14:52

@ç�� û8� 1�� ��H� ���� �G� �ü+¬� �� ��H� 3_� ø�_ý�¥

이상원(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류승형†(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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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C-13

14:52~15:00

�.ïüþ�� ���k� ������ç�ßÏ� �G� ����� Rø��

한광우, 주홍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임희원(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영섭, 이왕제, 이경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RER-C-14

15:00~15:08

@A� BCD� j�8� 1�� "� BCD� �D�� ��� %`

서민지(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윤경호†(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계산과학공학))

RER-C-15

15:08~15:16

DÖó� ��� ���6p�IB�	
��uA� p5H� Þæ

김병욱†, 강현욱(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RER-C-16

15:16~15:24

� � ��H� ���� �G� DÖó��ü� 7pH� Þæ� % �̀ �7

김익환†, 노재우, 강현욱(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RER-C-17

15:24~15:32

�c�� ���4� ø��� �ÕD� �� ÷�k� ���� � !� ���� ��� 2�JÖ'� ºx� wÊ� �� ��� ��

백지은(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 홍지민, 최요순†(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RER-C-18

15:32~15:40

�¦�� ���k� ���� ¦�� ��� Þæ� % �̀ �7

전병기†, 오경철(인하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공학과)

15:40~15:50 ��

15:50~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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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건물에너지설비  Building Energy System (BES)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3)

10월 20일(목)

BES Session 1 오리엔탈호텔(한라3) 09:00~10:20 좌장 : 최 원 준(전남대학교)

BES-O-1

09:00~09:15

Í��Î8� ���� �¼½�¶���� �G� ºx����� Rø� +£¤�¥� %�� nJ

박진형, 박세미, 조재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BES-O-2

09:15~09:30

e÷e� �ÕÉ� :�� +Z�'� ���� �G���� �� �/

김효준(영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조영흠†(영남대학교 건축학부)

BES-O-3

09:30~09:45

%`�G� Þæ� Røk� 1��  ¼½�¶���ú� .!+�� �¦"Z� �G'� @A� %`a

타립아부, 조재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BES-O-4

09:45~10:00

éÜ�c8� ������\� O#� Þæ� �� {$¶TOfg

전호성, 김동우, 이종만(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철호(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래건설융합연구소), 

이광호†(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BES-O-5

10:00~10:20

ð����ßÏ� t%&''� Y�XS� Þæ)*� �´

최원준†(전남대학교 건축학부)

BES Session 2 오리엔탈호텔(한라3) 16:10~17:30 좌장 : 조 재 완(인하대학교)

BES-O-6

16:10~16:25

 6� @A'����� ºxRøk� 1�� A_� �� �IßÏ� �G� @A� %`a� �/� �7

박세미, 조재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BES-O-7

16:25~16:40

2á�� @AB� W�� =#$� �e÷Æ� %&� BCD)*� � �́ fg

최민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소재센터 주임연구원), 이광호†(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ES-O-8

16:40~16:55

(�)� ��� �� àRx� ð@8� �õ�� @ABCD� È%D� x�B�	
� @ABCD�*[L\� fg

윤태균(우석대학교 조경건설공학과), 신재윤((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강석표†(우석대학교 조경건설공학과)

BES-O-9

16:55~17:10

+,ð\��-  ��� BCD� %`'� Þæ� )*� �ò� ��

구자빈(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곽영훈†(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신학종, 김지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성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BES-O-10

17:10~17:30

 6@A'� � !� ix� +Z�� S�8� 1�� BCD� �� àR)� fg

박유석, 최희원, 오정환, 조재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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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ZEB)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3)

10월 20일(목)

ZEB Session 1 오리엔탈호텔(한라3) 10:50~12:10 좌장 : 김 주 욱(조선대학교)

ZEB-I-1

10:50~11:10

]^_%`a� �� fg8� (�� @A� �.� �Õ/Î'� ~$)

김소연(강원대학교 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임종연†(강원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ZEB-O-1

11:10~11:25

70��� � !� �Ê'� �1� ª2Jü� ��)� +,

안승택, 배우빈, 김용길†((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ZEB-O-2

11:25~11:40

+I"� @ABCD� ���'� ¯æ3�'_� ��� � �́ fg�

이승주, 김지원†, 최지민(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곽영훈,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ZEB-O-3

11:40~11:55

"4�� �Æ� ÈÉ� x�B�	
� @KA� BCD� ª[� L\� fg

정은성, 최영진†(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ZEB-O-4

11:55~12:10

�¸+¬� BCD� ���� ��� 6q+w'� BCD� LM� j�� �� È+5� �	� _%`a� ��

임수진, 이정훈, 조가영†(서울기술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

10월 21일(금)

ZEB Session 2 오리엔탈호텔(한라3) 10:50~12:00 좌장 : 최 영 진(경기대학교)

ZEB-O-5

10:50~11:05

� "�6{���U�k� x��� U+���� +Z�'� L�)� fg

이석현, 이유진, 신대욱†(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ZEB-O-6

11:05~11:20

{7�8���9� x�B�	
� ¤Ó:Z� Ë;� %`'����� hÒ� fg

윤창민, 차원식, 최광원, 박세미, 문수연, 조재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ZEB-O-7

11:20~11:35

< � XY\� ($è� �q� @A'�  =� �>B�	
���� BCD� ��H� fg

구자빈(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곽영훈,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ZEB-O-8

11:35~12:00

�� ���� �G� Y��  ��� +£¤�¥� % �̀ �7� �� 2$� ¡{� fg

곽영훈†(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구자빈, 신학종, 김지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성균(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축수산지능화연구센터),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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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BEE)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21(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3)

10월 20일(목)

BEE Session 1 오리엔탈호텔(한라3) 14:20~15:35 좌장 : 문 선 혜(에버리젠)

BEE-O-1

14:20~14:35

�Ñ@KA� ü)� �)�k� 1�� PQ� P��5� �� b;

서성모(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진철†(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BEE-O-2

14:35~14:50

}�~�8� 1�� �¶ÜÝÝE� @KA� �\�-.� -.2?� �� �@

조수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정영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BEE-O-3

14:50~15:05

YóRø� +Z�8� x��� TU2V�A�,�� ì�_í� YQnJ

정혁준, 조동우, 조경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BEE-O-4

15:05~15:20

B�� TT@A� @Aê� ô)B�	
� BCD� LM� fg

이준혜, 안호상, 강재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BEE-O-5

15:20~15:35

þC� �rH� æ�8� 1�� �DZ�EF'� wI� �� )*� bQ� nJ

정진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10월 21일(금)

BEE Session 2 오리엔탈호텔(한라3) 09:00~10:20 좌장 : 신 대 욱(군산대학교)

BEE-O-6

09:00~09:15

Zl�� K�B�'� YLxP�G%�t� %��a8� 1����� � �� :D3_� ��� R�

강정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곽영훈†(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문선혜(EVEREGEN), 

신학종, 구자빈, 김지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BEE-O-7

09:15~09:30

Í��Î8� ���� @KSCB�'� þ� �� 09� 9UP�B� 3�� nJ�

연상훈, 지현진(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광호†(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BEE-O-8

09:30~09:45

Y�XS� +I"� ���k� ���� @A� �.� ")*� j��/'� Y,x� nJ

이정훈†, 조가영, 임수진(서울기술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

BEE-O-9

09:45~10:00

��� @KA'� +¬� �1� ��� ���k� ���� @ABCD� %`'� �ÔÕ��(�D�� i<\� YQ

배우빈, 김용길((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허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BEE-O-10

10:00~10:20

FÝÜ� �� ÆÇEk� ���� .K� �-+w'� ",à� fg

문선혜(EVEREGEN), 강정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신학종, 구자빈, 김지원, 곽영훈†(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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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 (PVE)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21(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1, 사라1)

10월 19일(수)

PVE Session 1 오리엔탈호텔(한라1) 13:00~14:25 좌장 : 임 종 철(충남대학교)

PVE-I-1

13:00~13:20

H�I� f!ß8� ���� f9!��9'� �� x� BCD�JY� �u� zg

조새벽†(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PVE-O-1

13:20~13:35

K¦5ZL���MN� �� �¯�B�'� �á_� �Ò�U�  � îO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I-2

13:35~13:55

K¦5ZL��� � �D� ��)�> 8� 1�� ù �� �o� Rø�	� �7

양태열†, 정희윤, 김수아, 배미선(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VE-O-2

13:55~14:10

K¦5ZL��� ¯��I� P8� (��K¦5ZL��� � �D'� LM� �� ��)�> � ��

김민†(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PVE-O-3

14:10~14:25

Û½QRÁS� �¼��½� Ç�¼T½� cÁT¼�UT�V�8� ���� !6{�� þC'� ��x� ô)� fg

박종성†(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윤재성(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Advanced 

Technology Institute (ATI), University of Surrey, United Kingdom), 김진혁(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0월 20일(목)

PVE Session 2 오리엔탈호텔(한라1) 09:00~10:25 좌장 : 김 창 헌(녹색에너지연구원)

PVE-I-3

09:00~09:20

� !7��� :D3_� ��0�� �7� �

김창헌†((재)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 

Thomas C. Sauer(EXXERGY GmbH, Am Wasserbogen 2882166 Gräfelfing, Germany)

PVE-I-4

09:20~09:40

@A�� � !7�� �	�  ��� ��

탁성주, 김영수, 김아롱†((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소 에너지연구그룹)

PVE-O-4

09:40~09:55

� !� 7��'� v�W� i.ØI8� 1�� YL� nI�H� i�� �/

전기량†(한국전력공사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PVE-O-5

09:55~10:10

1Ò~� �� üXÒ~8� �õ�� z � !+Z�� Jü� ��)� fg

최석민, 박창대, 조성훈(한국기계연구원 플랜트융합연구실), 이가람(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플랜트기계공학과), 

임병주†(한국기계연구원 플랜트융합연구실)

PVE-O-6

10:10~10:25

�.� x�8� 1�� Y_Y� � �D� %&'� àH�� �	� �7

황혜미†, 고석환, 신우균, 주영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 Session 3 오리엔탈호텔(한라1) 10:50~12:20 좌장 : 박 종 성(경상국립대학교)

PVE-I-5

10:50~11:10

K¦5ZL��� � �D'� ��x� "��  

배수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I-6

11:10~11:30

!�9�9� ¹�8� 1�� �Z+å� c÷��F¼[�K¦5ZL��� �¯�� nJ

조윤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조윌렴(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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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금)

PVE Session 5 오리엔탈호텔(한라1) 09:00~10:25 좌장 : 이 상 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VE-I-11

09:00~09:20

\O��k� ���� Y_Y� � �D� �� "�� 7��9� �I� -.� +Z�

이용환†, 김준희, 김윤갑, 고요한, 김한중(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나노전자소재부품연구센터)

PVE-I-12

09:20~09:40

¯�¢� Y_Y� � �D'� ��À½SÀÁ¾Q� ÁS]^T½]� ]½ ¼¾]¾ÀÁ�S�

배수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O-11

09:40~09:55

 ¢'�W�«� �opBCD���Z� RT� �� BCD�56��)�� �ðk� 1�� ���� ���Z� %`B� 3�� nJ

박채영†, 정진승, 정준영, 김남규(한국남동발전 디지털전략처)

PVE-O-12

09:55~10:10

�LM� �_�Æ�S� � �Dk� 1�� �`�� �)� �¦��� nJ

조윤애, 박준성, 김용진, 김도형, 이상희, 정경택, 강민구, 박성은, 송희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O-13

10:10~10:25

a�Î� �	\� �¶e� ���k� ���� � !� ��� j�� �	

신우균, 배수현, 강기환, 주영철, 황혜미, 고석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 태양광연구단)

PVE Session 6 오리엔탈호텔(사라1) 10:50~12:20 좌장 : 송 슬 기(충남대학교)

PVE-I-13

10:50~11:10

x��� � �Dk� 1��K¦5ZL��� � �D� IC� nJ

김동회†(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VE-I-14

11:10~11:30

�LM� x��� �Dk� 1��KbZL��� ü)� Rø� �	

강동원†(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PVE-O-7

11:30~11:45

�`+�k� x��� � !� %&� �`T�� �	

임동건†(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김동희, 류중현((주)리젠)

PVE-O-8

11:45~12:00

�cÇ�� z � !� h:�� JüA'� Jü@�)-.B� 3�� nJ

이강수†, 김병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성(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권오근(블루웨이), 

임춘기((주)금호테크닉스)

PVE-I-7

12:00~12:20

WCx�K¦5ZL��� � �Dk� 1�� �o� Rø� �	� �7

전남중†(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소재연구센터)

PVE Session 4 오리엔탈호텔(한라1) 16:10~17:40 좌장 : 김 민(전북대학교)

PVE-I-8

16:10~16:30

�)*� � �Dk� 1�� �d¢�K¦5ZL���MN� �� IC� nJ

나석인†(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PVE-I-9

16:30~16:50

�e�� {��� �G� :�� �DB�� �Ò� f_� �� oü$� UÖßB� W�� %f¦D'� �>

차효정†(경북대학교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학과)

PVE-I-10

16:50~17:10

g¦�h�  9i� � �Dk� 1�� A¢� �7� ��

최종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PVE-O-9

17:10~17:25

jµµ¿k� � '� 7�H8� .j� � !� 7��l'� ��� ��� ���� fg� nJ�j�

김정배†(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공학전공)

PVE-O-10

17:25~17:40

ç�è� ��)*� ®k� 1�� @A���� � !� %&� �7� U>

조형근†, 안용진, 문지현, 조미리, 황주빈, 김은혜, 이동현(주식회사 한국항공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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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I-15

11:3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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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윤재성(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University of Surrey, UK),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 대학원)

PVE-O-14

11:50~12:05

� !+Z�� þ��� �� PQ� º�U>

신정현†, 최현동, 김승주, 조성대, 황수현, 전무이, 서창균(한국기계전기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PVE-O-15

12:05~12:20

���� ��mn� � !7�� Zl�� ��+Z�� �7

박정우, 김창수, 박정재†(한국수력원자력(주) 재생에너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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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태양열융합  Solar Thermal Convergence (STC)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1)

10월 21일(금)

STC Session 오리엔탈호텔(사라1) 09:00~10:30 좌장 : 김 정 배(한국교통대학교)

STC-I-1

09:00~09:30

}�~�� J8� 1�� � "+Z�'� Õâ

홍희기†(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STC-O-1

09:30~09:45

=$�� BCDw�� )*fg�Ê� �7� �� ��)� +,B� 3�� nJ

이형민†, 김도현((주)케이앤에스에너지), 이용석((주)혁신이앤씨)

STC-O-2

09:45~10:00

� "¶����� =$� 56T�"� TO+Z�

임병주, 조성훈, 최석민(한국기계연구원, 고효율에너지기계연구본부, 신에너지플랜트연구실), 

이가람, 박창대†(한국기계연구원, 고효율에너지기계연구본부, 신에너지플랜트연구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플랜트기계공학과)

STC-O-3

10:00~10:15

��� òVx� � � #�BCD� *U� Rø� �	� �7

임미경†, 김광섭, 김현돈, 전성재, 김재현(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장비연구부 나노역학장비연구실)

STC-O-4

10:15~10:30

�o2VB� x�è� T�"Ã� ����� �� �e�+Z�� ��ô)� fg

권유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왕제, 김하늘, 김종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임희원, 김일권,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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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풍력에너지  Wind Energy Conversion (WEC)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1)

10월 20일(목)

WEC Session 오리엔탈호텔(사라1) 16:10~17:40 좌장 : 황 성 목(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O-1

16:10~16:25

z 1s�p� DDJü� @�)� [+k� 1�� �:jU{� îO� �	

서윤호†, 김상렬(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실)

WEC-O-2

16:25~16:40

1s� 7��� å¤�h'� �Á q¶ÇÁ]½QÁÀ�� ÇÝ� c�]½Q� �7

김현목(라온엑스솔루션즈), 황성목†(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팀)

WEC-O-3

16:40~16:55

ÓD� �� �àW� ì�_í8� ����1s�p'��Hx� )*j�� �/� nJ

김종현, 강명철(디엑스랩즈(주)), 박채영, 정준영(한국남동발전), 기자영†(극동대학교 항공모빌리티학과)

WEC-O-4

16:55~17:10

Õâ�- 1s� O� +r_s� �7

김진영, 황수진, 김건훈,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임덕오, 이승문, 장연재(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WEC-O-5

17:10~17:25

ª�S�1I� 9tk� ���� �IßÏ�1sÞæ'� ��)� -.

김정현(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if Afzal(University Centre for Research & Development,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handigarh University), 김현구(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Renewable Resource Map Laboratory), 

박성군†(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EC-O-6

17:25~17:40

ozg� ���k� ���� z �uv���'� ù�Zý�a� �/B� 3�� nJ

이건우(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고경남†(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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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신재생융합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REC)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2)

10월 21일(금)

REC Session 1 오리엔탈호텔(사라2) 09:00~10:30 좌장 : 최 휘 웅(부경대학교)

REC-O-1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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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권,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대학원)

REC-O-2

09:15~09:30

MN� �e� %&�� x�è�w=�� F��e� +Z�'� �")*B� 3�� nJ

김하영, 유지숙(공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과(대학원))

REC-O-3

09: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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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빈(공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과(대학원))

REC-O-4

0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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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빈, 김준엽(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대학원), 안병화((주)야베스), 최휘웅(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광환†(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REC-O-5

10:00~10:15

EÆ� �s�{K�k� ���� �e�� T�"Ã� �������� +Z�� Y,x� nJ�

김유진(UST 재생에너지공학 박사과정), 

Libing Yang, Evgueniy Entchev(CanmetENERGY Researcher, Head Researcher), 

강은철, 이의준†(KIER 열변환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REC-O-6

1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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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웅(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인한, 김준엽, 김성빈, 문광암(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대학원), 

안병화((주)야베스), 최광환†(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REC Session 2 오리엔탈호텔(사라2) 10:50~12:25 좌장 : 김 종 현(한국폴리텍대학)

REC-I-1

10:5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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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부호준, 김동완, 김태형, 김수현, 김원식, 강수한(제주에너지공사)

REC-O-6

11: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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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하, 민경천(지엔원에너지(주)), 김종현†(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그린에너지설비과)

REC-O-7

11:2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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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한, 문광암(부경대학교 냉동공조학과 대학원), 최휘웅(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광환†(부경대학교 냉동공조학과)

REC-O-8

11:4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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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암, 이인한, 김준엽, 김성빈(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대학원), 안병화((주)야베스), 

최휘웅(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광환†(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REC-O-9

11:5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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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명(공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REC-O-10

12: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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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숙(공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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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자원량평가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R)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 21일(금)

장소 : 오리엔탈호텔(한라2, 한라1~2)

10월 20일(목)

RER Session 1 오리엔탈호텔(한라2) 10:50~12:20 좌장 : 박 정 순(에너지경제연구원)

RER-O-1

10:50~11:05

����oH� n58� 1�� @A�C�� � !� fg% �̀ �7

윤창열, 오명찬, 김보영, 이제현, 김진영, 황수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임덕오, 조일현(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김창기, 김현구,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김용일†(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RER-O-2

11:05~11:20

@A���� !�F��e�� àR)� fg²��N�� 7���

이재석†, 이승문, 안재균, 조일현, 공지영(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김기환(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정책연구팀), 이경선((주)이경선 건축디자인/홍익대학교 건축대학)

RER-O-3

11:20~11:35

F��e� 7�H� -.k� 1����¶��H� f_%`

김보영†, 오명찬, 윤창열, 김창기, 강용혁,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O-4

11:35~11:50

2V�� � !� wÊ� .J'� �s� p5���� ô)� fg

조일현†, 안재균(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RER-O-5

11:50~12:05

@A� (I� ���� �G� S�� � !� BCD��oH� -.� Í��Î� % �̀ JK

이제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실), 

오명찬, 김보영, 윤창열,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O-6

12:05~12:20

� !� +��oH� fg� % �̀ �S�� nJ�

임덕오†(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10월 21일(금)

RER Session 2 오리엔탈호텔(한라2) 09:00~10:30 좌장 : 김 진 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7

09:00~09:15

�s․TT���� =$� opBCD� I(nI� �D�°±¥

정현성†, 최영애, 김병석, 송호승(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 박성호(한국전력공사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RER-O-8

09:15~09:30

�s․TT���� =$� opBCD� ���� ���

박성호†, 김재인, 성시민, 문주영, 송종협(한국전력공사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정현성(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

RER-O-9

09:30~09:45

1s�oH� 5�B� x��}�1s�p'� )*ô)� fg

김건훈†, 황수진, 김진영,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O-10

09:45~10:00

D9�� �Úá_� î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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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김건훈(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송정은, 홍성희(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정책연구센터), 

김현구,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O-11

10:00~10:15

- 1s� Õâ��oH� 5�B� 3�� nJ

김진영†, 황수진, 김건훈,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임덕오, 이승문, 장연재(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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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O-12

1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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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titia Uwineza(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Laborator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epartment of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yun-Goo Kim†(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Laborator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Jan Kleissl(Center for Energy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ang Ki Kim(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Laborator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RER Session 3 오리엔탈호텔(한라1~2) 10:50~12:05 좌장 : 김 창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O-13

10:50~11:05

#$%� &'(� )*+� ,-� .'/0� 1234� %567� 8*97:� ;<

김창기†, 김현구, 강용혁, 윤창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이동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구천문대기학부(대기과학))

RER-O-14

11:05~11:20

=!�� >� ?�@A	B��� CD+� EFG3� -� HIJ� 'K� LM(� )*N� OP

프란다 가니와, 이현진†(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RER-O-15

11:20~11:35

="@QBR� �S�BTBUS� ,OVWX+� YZ-� [M'\CD� ]^R� 8*97:N� _ �̀ ;<

이동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구천문대기학부(대기과학)), 

김창기†, 김현구,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O-16

11:35~11:50

ab� ;cP1� de� fgJ� h\� LM(� Vi+� ,-� hV;j� >� klm� CD� ;<

리알 라자국국, 이현진†(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RER-O-17

11:50~12:05

,Ono� EF� LM(+� Y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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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타 엘비나 파우스티나(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창기†, 김현구(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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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에너지저장  Energy Storage System (ESS)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1)

10월 20일(목)

ESS Session 1 오리엔탈호텔(사라1) 09:00~10:35 좌장 :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SS-I-1

09:00~09:20

z{v�_'� z x�� �	� �7

백승재†, 구성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ICT융합연구센터)

ESS-O-1

09:20~09:35

opBCD� rsR�� 0Rz¯8� 1�� àRxP� z{��� W�H� BCDª��	

김한기†, 최지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융복합연구팀), 

이동건, 강한종(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융복합연구팀, 제주대학교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ESS-O-2

09:35~09:50

z{���D'� Ã_� �� nJ�7� U>

박정선†((주)포투원), 김영식†((주)포투원,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ESS-O-3

09:50~10:05

z{�D� �G� ÝÜÜ� �78� 1��  `'� �õ�2

이왕근†, 김동엽, 박정우(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학과)

ESS-O-4

10:05~10:20

opBCD� rsR�� z¯8� 1�� �2�� BCDª��Ê¦��  {7�

황태규†((사)한국수력산업협회 연구사업부), 이종석(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기획 3그룹), 

민병준(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 수력처 수력사업부)

ESS-O-5

10:20~10:35

��� �̀ K���$��f�7�� )*� �ò8� 1����� �̀ :¦� wI� �� )*� -.

양승철†(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창원대학교 소재융합시스템공학과), 김동현(창원대학교 소재융합시스템공학과), 

권화빈, 박희성(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ESS Session 2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특별포럼 오리엔탈호텔(사라1) 10:50~12:20 좌장 :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SS-I-2

10:50~11:05

��������a8� 1�� "ª�� �	

오승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청정웰빙 연구그룹), 김영민(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청정웰빙 

연구그룹),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연구 센터)

ESS-O-5

11:05~11:20

opBCD��Ô!h� ���'� �S�k� 1�� DÖó� ºx� BCDª�+Z�� �H� 5�

김용하, 한규림, 한상화, 이혜선, 박종민, 김유리†(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ESS-O-6

11:20~11:35

�{O� {Itn���Dk� 1�� tn��`'� ����

김찬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웰빙연구그룹)

ESS-O-7

11:35~11:50

c^_�¶cñ½S½z}��rB�:'� ���ßx� ô)� nJ

육서연(충북대학교 도시·에너지·환경 융합학부), 이동주†(충북대학교 도시·에너지·환경 융합학부 신소재공학과)

ESS-O-8

11:50~12:05

_���I��`8����� ����D'� )*> 8� 1�� ICRø� nJ

송태섭†(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ESS-O-9

12:05~12:20

ÝÜÜ� �2�� W¹8� 1���"W��Ó¤oZ� �È+�� �	� �7

유정준†, 강상희, 백정훈, 김범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 에너지저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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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Session 3 오리엔탈호텔(사라1) 14:20~15:50 좌장 : 고 희 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SS-O-10

14:20~14:40

FcÜ� +£¤��� ��� FcÜ� �*� +,� �/�

홍승현†, 김동욱(한국전지산업협회)

ESS-O-11

14:40~15:00

56� {�.�� Äv�_� o��� ÝÜÜ� �H� 5�

김승현, 최영준†(제주대학교)

ESS-O-12

15:00~15:20

#$BCD+Z�� ($� ��3_�	� �7

김기훈, 정윤철, 고희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ESS-O-13

15:20~15:40

���� ����� v�_� )*� NO� Þæ� nJ

고현주†, 김형진(제주테크노파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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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태양수소에너지  Solar to Hydrogen (S2H)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장소 : 오리엔탈호텔(사라1)

10월 19일(수)

S2H Session 오리엔탈호텔(사라1) 13:00~14:40 좌장 : 조 현 석(인하대학교 키우리 연구단)

S2H-I-1

13:00~13:20

ì�ÔP� {�z� f_N�� Uô)B� ÕÊ}� �>�

안시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이정원, 조원철†(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S2H-I-2

13:20~13:40

"�ß� A� fz� G¹� �G� ]^{�� p5�	

진현규†(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S2H-O-1

13:4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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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인하대학교 수소기반 차세대 기계시스템 키우리연구단), 이은상(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S2H-O-2

13:55~14:10

� "� ���4}� fz� {�� p5

김하늘, 이상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김학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탄소전환연구실), 

김종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열융합연구실)

S2H-O-3

14:10~14:25

Ä�ÔZ�'� "�ßx� T�8� (�� {�� p5� �	

정재용, 조현석, 이은상†(인하대학교 수소기반 차세대 기계시스템 KIURI 연구단)

S2H-O-4

14:25~14:40

!{�� "�ßx� {�� p5� )*8� 1���¦�� ��'� Ç½¶V��¼�KÔ���� �4��í� îO

이동규, 김태형, 진현규†(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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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1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장소 : 일출연회장

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 (PVE)

좌장:임 종 철(충남대학교), 김 창 헌(녹색에너지연구원), 박 종 성(경상국립대학교)

PVE-P-1 ¡��C� �`8� ���� �½¼�RU¿ÁÀ½� � �D'� ��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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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김준기(한경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김현지(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백승재(한경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김규민(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PVE-P-2 ¡� �`8� ����K¦5ZL��� � �D'��T{¤��¢£� Rø� �� ��)�> � ÐÑ

김준기, 백승재†(한경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김규민(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태우(한경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

PVE-P-3 �)*�K¦5ZL��� � �Dk� 1�� ¯³� Rø� �	� �7

이현정, 권성남, 나석인†(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PVE-P-4 #$�� :q�� �X� S¥8� (��K¦5ZL��� � �D'� LM� �� ��)�> � nJ

백도훈, 김민†(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PVE-P-5 Ç÷�����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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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관, 이현우, 김문회, 김미정, 김기성, 박건, 양정엽†(군산대학교 물리학과)

PVE-P-6 Ü½Q�¶÷UU½Â�Q½]� c�S�Q¾�½¼� A¢8� ���� ÖJü�K¦5ZL��� � �D� nJ

김기성, 김미정(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차세대재료소자연구실), 강성호(첨단융합기술원 신재생에너지소재연구실), 

이용제†, 양정엽†(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차세대재료소자연구실)

PVE-P-7 K¦5ZL��� � �D'� ¦7� �G� ��×� {�¨}� �X¶�{�©ò� æ�� �� ºW� �si� iªB� W�� nJ

이재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용진, 이상희, 배수현, 송희은, 강민구, 조임현, 김민진, 조윤애, 김도형, 정경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명재민(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성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P-8 �«� T��¦�¬� ��Ü�FÓ��8� (��K¦5ZL��� � �D'� ��)�> 

김수아, 양태열†(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

PVE-P-9 G\O� U½Q�¶½ST¾V�K¦5ZL��� � �D� Ru� �� ��x� ��)� ®

정희윤, 양태열†(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

PVE-P-10 ® �̄ Jü� � �D� x�8� 1�� Æ�¶½R¾V�¼¾ÀÁ�S� Q°� ���K¦5ZZL���MN�

정민지, Muhammad Adnan, 임종철,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교)

PVE-P-11 �9'� �Uá_� d� 2��ISk� ���� ��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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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이원종, 윤시원, 권영서, Muhammad Adnan,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12 �¼¾SUÁ½SÀ� Vq�À�¶T�S]^TÀÁRÁÀ�� ���Æ�k� �����I� ×¦±�K¦5ZL��'� 9:� �Ò�²_ø� �US� fg

Muhammad Adnan†, 이원종, 김선규, 윤시원,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13 ÜÆéÆ� �/8� ���� Ò�5_h�K¦5ZL���MN'� �Ò� �U�   \� ¯³�§S� îO

윤시원†, 이원종, 김선규, Muhammad Adnan,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14 ��°³��´.A8� ����K¦5ZL���µ�'� !��)� �ò

이원종†, Muhammad Adnan, 김선규, 윤시원, 임종철(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15 V¶Á¶S� Jü�K¦5ZL��� � � �D'� "x� ��)�> 8� 1�� #$� �9{¤�'� �>

정영훈†, 한동운, 김효규, 김성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 본부 기능성소재부품연구그룹), 

모찬빈, 박장웅(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소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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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P-16 LMx��� ��xP�K¦5ZL��� � �Dk� 1�� �«�´.R� Tß

민한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P-17 ÷éEk� ���� ÷Q�_�� Q°: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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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김예진, 백승재, 김규민†(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PVE-P-18 PT�àW� Jü� x�è� ��
¶� �/8� ���� �ß <�ó�K¦5ZL��'� !ß� ô)� Þæ� % �̀ nJ

김수민†((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나노전자소재부품연구센터), 

Syed Dildar Haider Naqvi, 강민구, 송희은, 안세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연구실)

PVE-P-19 �opBCD� Þæ+�� ïð�� � !� 7�H� Þæ� % �̀ �7

유재혁†, 김상진, 장병훈(한국전력정보(주)), 우성민(충북테크노파크)

PVE-P-20 ��� ���\� ix�� � !� +Z�'� ��� ���C� ��H� fg

정재성†(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정여원(파루, 기업부설연구소), 오수영(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정화(한국중부발전 신재생사업처 태양광사업부), 손정민(전북대학교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PVE-P-21 �I� ßÏ� %`8� ���� 7�� )*� fg

오현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우균, 주영철, 배수현, 황혜미, 강기환, 고석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22 �U� �·Ò!Z� ��� T¬8� ���� ���� � !� +Z�'���� �� 7�H� �5%�� nJ

조건영, 김근호((재)녹색에너지연구원), 남재우(솔라팜(주)), 도기일(모든솔라(주)), 임철현†((재)녹색에너지연구원)

PVE-P-23 éÜ�c� �G� � !� 7�H� Þæ� % �̀ nJ

박지원, 홍성협(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광호†(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PVE-P-24 ÷c�c÷ú� Ü÷c�c÷� +I"� fg�/8� ���� W�DÖ�H�+¬� ��H� ònÞ% �̀ JK

김동희, 김유정(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김창기,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영섭†(동국대학교 통계학과)

PVE-P-25 wÊ,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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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롱, 김영수, 김소정, 탁성주†((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소 에너지연구그룹)

PVE-P-26 D¹�� @A� ���� � !� %&'� Jüx� ��)� bQ

신주영, 이길송, 이도하((주)에스지에너지 기술연구소), 이진섭†((주)에스지에너지)

PVE-P-27 F��e� +Z�'� �o� ��� )*B� 3�� nJ

김덕성, 류의환, 김규진†((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PVE-P-28 g}7�� h5A8� ���� àHºo���� F��e� �F Á̂Q]ÁS � �SÀ½ ¼¾À½]� �q�À�R�QÀ¾ÁT�� %&� Rü�	� �7�

최충기, 박미연, 서천일, 홍순일, 최성환((주) 승화기술(Seunghwa Technologies co.,ltd)), 

윤영훈(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DYETEC)), 이정훈†(에코융합섬유연구원(KICTEX))

PVE-P-29 ��\� ¨¤�+t'� ��ú� � 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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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최규혁((주)비아이엠에스)

PVE-P-30 �µ¿kO�o�D2�� ��mn� � !� 7�+Z�� Òh� å±(_� p-� ô)� fg

박정재(한국수력원자력(주)), 조건영, 김민소, 양나래, 임철현†((재)녹색에너지연구원)

PVE-P-31 ���� � !� 7�� +Z�8� x���»S� \{'� ov� YQ� �� \Y'� 7-� ô)� �´

김보명, 오수영(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윤해근, 안순영(영남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정재학†(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PVE-P-32 [ªX'� ÷�e� Jü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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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김민소, 조건영, 신윤찬, 임철현†((재)녹색에너지연구원)

PVE-P-33 � !� ÄÈÉ� o��� +Z�� J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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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승헌, 문대한, 홍석현, 최종서, 박병욱†(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PVE-P-34 o��� Y_Y'� �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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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동(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안영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강기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임원빈†(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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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P-35 �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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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안영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강기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임원빈†(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PVE-P-36 f¼¶òó� T�8� ���� � !� %&¦h�� Y_Y� f �̈ 
{

윤대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안영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강기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PVE-P-37 {Êzg8� (�� � !� %&¦h�� :_� f_� áU� nJ

서광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안영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강기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PVE-P-38 � �D¦h�� ½¾O� Y_Y� 
{� �� �k� ���� � �D� oRü

허소연, 안영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강기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PVE-P-39 @�� òó� ��8� ���� � !� ÄÈÉ� o��� T�� nJ�

노청민†, 이상헌, 김준기, 오세중, 조승섭, 이도윤((주)원광에스앤티)

PVE-P-40 � !�¿¦h�� Ü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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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제필†(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마린융합디자인공학과(첨단소재공학)), 

김현종, 김도희, 황종하(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PVE-P-41 � !�¿¦h�� ÜÁ� 
{� +� G¹� +¬�� ÕÊ}� �>� nJ

왕제필†(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마린융합디자인공학과(첨단소재공학)), 

김현종, 김도희, 황종하(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PVE-P-42 � �D'� Q°� XS� 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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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이진영, 심서우(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문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용진, 이상희, 김도형, 정경택, 강민구, 박성은, 송희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이해석(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조윤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김가현(충북대학교 물리학과)

PVE-P-43 V¶�_�Æ�S� � �D��C� � �̀K�Z�'� Ø�ª2� ô)

김도형†, 김용진, 박준성, 임규현, 김문세, 이상희, 조윤애, 정경택, 박성은, 강민구, 송희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P-44 ��Q�¶ÜÁ� ô)� ��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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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송희은, 강민구, 정경택, 박성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연구단)

PVE-P-45 ¯�¢� Y_Y� � �D'� ÷Q�_�� "'_.� È+(�¥� ô)B� ÕÊ}� �>� nJ

김문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이상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민관홍(조지아 공과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 

송희은, 박성은, 조윤애, 김용진, 김도형, 정경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김가현†(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강민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P-46 �LM� Y_Y� � � �Dk� 1���T� òVØ�'� "�'_� L\

김용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권이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민관홍, 이상희, 최성진, 정경택, 박성은, 송희은, 강민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김가현†(충북대학교 물리학과)

PVE-P-47 V¶À�V½� Æ^÷Q_�'� $)�4��í\� c � ]�VÁ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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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진†, 최수빈, 이용제(군산대학교 물리학과)

PVE-P-48 Y_Y� � �D� %&'� LM�> 8� 1�� Y_Y�À�Ó'�*�C� È+(�¥� nJ

김문회, 김미정, 신재관, 김기성, 이용제†, 양정엽†(국립군산대학교 물리학과)

PVE-P-49 �X�� ��� Z1Ê� �Á{�ÂF�k� x��� %&�� � !� �ÆÜ

오윤경, 권정민†(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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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P-50 Ã¶¤Ä� ÷¾�Æ� PF�k� x��� [ � ��{� � !� �ÆÜ

김도현, 권정민†(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

PVE-P-51 ���¶÷��� �G� � !7�� )*-.� �� ��[D� ÃÚ� %��a� +Z�

임희원(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김일권(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PVE-P-52 �s �Ê.� x�è� � !7�+Z�'� W�M� fg�

노청민†, 이상헌, 김준기, 오세중, 조승섭, 이도윤((주)원광에스앤티)

PVE-P-53 ±F�� ë!�!+Z�'� ��B�	
� � !� 7�� )*� �� Y�BCD� hÒ*[B� 3�� nJ

전용준(동의대학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연구소), 박경순†(동의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공학전공)

PVE-P-54 opBCD��Ô!h� ���� �*� ®�8� 1�� DÖó� n~� Wþ� �¸+¬W� � !� 7�H� 5�

김용하, 김유리, 한상화, 이혜선, 박종민, 한규림†(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PVE-P-55 ÃÚ� Ð�k� (�� � !� 7�+w'�,à� �>� fg

김한진(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김준교(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표지영(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형동†(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PVE-P-56 �C�,�� ü@B�	
� çÅ� ���� � !� %&'� "x� �>B� '�� 7�)*� fg

최문규, 김재원, 최민주, 이효문, 김동수†, 윤종호(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PVE-P-57 @�� 5�� T��� 
� BÕ�� S¥� �¦��B� ÕÊ}� �>� nJ

박준성(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조윤애, 강민구, 박성은, 이상희, 김용진, 김도형, 정경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이태경(경상국립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민관홍(조지아공과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이해석(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송희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PVE-P-58 ØI»�� v�ò¦B� Zl�� PF�k� x��� � !� 7�'� {�)�> � nJ

윤광훈, 이지원(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이승민, 유선호, 이정훈(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문원식†(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PVE-P-59 ªX��Æ� T�� ÇS_�MN8� x����Jü� �f9� � �D� nJ

김준영(경상국립학교 반도체공학과), 안건식†(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공학과)

PVE-P-60 ÷éE� T�� ü@B�	
� �9� {¤�� ÜS_��MN'� ô)� nJ

김기현, 임종철,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VE-P-61 �«T�8� ���� :n� � �D� %&�� ��Ï�µ�� �7

박노창†, 김다정, 김진철(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PVE-P-62 ©ò�� � !7�+Z�'� wÊ� :�B�	
� 7�H� ����� fg

이도하, 이길송, 신주영((주)에스지에너지 기술연구소), 이진섭†((주)에스지에너지)

PVE-P-63 \O�� � �D� �G� !WÖ� �q�À�]½À½TÀ�¼U�

Naveen Kumar†, Malkeshkumar Patel†(인천대학교 차세대에너지 융합연구소, 전기공학과), 

임동건(한국교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기범((주)솔라라이트), 

김준동(인천대학교 차세대에너지 융합연구소, 전기공학과)

PVE-P-64 5�A� GS�� �G'�\O� 9�ò� !� br�� �� Ö�>� �{8� (�� ¹È� ô)�> 

이준식, Naveen Kumar, Malkeshkumar Patel, 김준동†(인천대학교)

PVE-P-65 �f9� �z¢¦� ��� .*�� ��¼¼�QÁ]ÁSÁ^Â¶É½��¾ÂÁS½Ê� Æ�¶V�Q��¾ÂÁ]½¶½UÀ½¼�'� ô)

최종인, 이민재†(군산대학교 화학과)

PVE-P-66 ��� �z¢¦� ��� .*�� :��X¯�� A¢P� j4�¶�ÁU��¶¾Q¿�QV�¼¼�QÁ]ÁSÁ^Â�½Àq¾S½� �ÁU��Q^�¼�U Q̂��S�Q�ÁÂÁ]½�
A¢'� ô)

김승환, 이민재†(군산대학교 화학과)

PVE-P-67 ��� �z¢� �S'� ��¼¼�QÁ]ÁSÁ^Â� �X� ot� $)� �� ô)

신종찬, 이민재†(군산대학교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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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P-68 �~�ËÌ� $� ��'� �¡{� ò�nÍ� hN�8� 1�� '�P�è�Îfü@

김도완†(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 이동환(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PVE-P-69 Ý��ÁTÁ½ST�� Ý��½TÀ� ÷S¾Q�UÁU� ��� F Q̂¿� éÁ�½ÀÁÂ½� ¾S]� c½UÁUÀÁRÁÀ�� �S� �½À½¼�Ï^STÀÁ�S� Ü�Q¾¼� Æ½QQ

Cheolwook Kwon, Sanghee Lee, Hee-Eun Song, Mingu Kang(Department of Photovolta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Hae-Seok Lee(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Sungeun Park†(Department of Photovolta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PVE-P-70 EÁ¾Â�S]��Á¼½� U¾���¾�½¼'� À½�À^¼ÁS � �� ÷éE� ÷Q�_�� Q°� ü@B�	
� V¾UUÁR¾ÀÁ�S� ô)� nJ

조영준, 장효식†(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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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2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일출연회장

건물에너지설비  Building Energy System (BES)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ZEB)

좌장 :김 홍 욱(에이블에너지), 문 선 혜(에버리젠)

ZEB-P-1 B�� @KA���� �")*� �òB�	
� "3XM� fg�/� � �́I5/\� -�� "XI/�

이수인, 최현중†(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ZEB-P-2 �9� TT@A'� BCDLMNO� �ò8� 1�� ]^_%`a� x���� nJ

배민정, 안호상(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윤성준(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강재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ZEB-P-3 TU2V�����B�	
� BCDLMNO� PQ�fg

김지현(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최현식(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ZEB-P-4 DÖ��� TU2V'�"Wó� O#� BCD��H� fg

김지현(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김일권(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임희원(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ZEB-P-5 �Ñ@KA� ��3_� RS� �)�� ��� nJ�

김유진†, 장대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ZEB-P-6 Ð¶R¦BCD2V'� T�"Ã� ����+Z�� UxáU� �� BCD)*� fg

임희원, 김지현, 김일권(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ZEB-P-7 � !�Ñð�s8� ���� ���½¼¶À�¶q½¾À� +Z�'� BCD�*[� L\� fg

엄지영, 김용기†, 우스만 무하마드, 최경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ZEB-P-8 R¦BCDß´+w'� � !7�w�� hÒ Ò� �� I( =u�B� 3�� nJ

이현승, 김법전(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좌장 :김 홍 욱(에이블에너지), 문 선 혜(에버리젠)

BES-P-1 ���� t��� �C'� � !� wÊ� ô)B�	
� 7�� )*� � �́ -.

Tran Nhat Tien, 서문구, 이루다, 윤종호, 김동수†(국립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BES-P-2 7":_� +Z��� x�è� 2á�� @A'� "Óx� fg

조성연, 서문구, 강은호, 윤종호†, 김동수(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BES-P-3 #����� +Z�� :�B�	
� v3� �+� % �̀ x�)� -.

이규남†(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ES-P-4 Y�XS� ü@B���_�����B�	
� c¸µ¸÷ú� cj[¸¾k� x����UÔ����+Z�'� )*�´

신윤찬, 임철현, 김근호, 김민소, 양나래((재)녹색에너지연구원), 조홍현†(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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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BEE)

좌장 :김 홍 욱(에이블에너지), 문 선 혜(에버리젠)

BEE-P-1 @A�.� " �́ "JYI{� �� æ��/� nJ

김서훈†, 김정호, 배호준, 이현영, 박종빈(한국조명ICT연구원 그린에너지센터)

BEE-P-2 oY9� ��n�k� �õ�� ÷�� �G� �9� @KA� BCD� j�� -.� % �̀ �7

조가영†, 이정훈(서울기술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

BEE-P-3 TU2V�A�,�k� 1�� Yó� �5�}�� Þæ� �IßÏ� % �̀ �7

정혁준, 조동우, 조경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BEE-P-4 TU2V� � !� +Z�� wIk� 1�� �¦]§� �7� ��� nJ

박상훈(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김동우†(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BEE-P-5 }�~��x)8� 1�� DÖ��� ��'� àR)� fg

신혜리, 김유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BEE-P-6 TU2V'��Ñ@KPQ��¶ÜÝÝE��ÕÖ�� �� PQ2?� ô)� fg

윤요선†, 장대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BEE-P-7 �Ñ@KPQ� 6q�\� �G� #$@KA� �� fg

윤요선†, 장대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태양열융합  Solar Thermal Convergence (STC)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TC-P-1 Zl�×� %��a� +Z�� JK� ��Ø�ó� XS��� ��� R�

김일권(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김범섭, 이송섭, 김사헌, 오현영, 양태선, 양수경(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 신우철†(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STC-P-2 ÙÚ�� �D�� S¦�»��'� XS� f»� ô)\� � "� ë"H� -.

우스만 무하마드, 손병후†, 김용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남정희, 장진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풍력에너지  Wind Energy Conversion (WEC)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EC-P-1 W�1s7��D� �� ~���1s7��'� L\

최현준†, 김인철, 김만복(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WEC-P-2 kÁS]�¼�k� ���� �!�1s�D� 7�H� Þæ� nJ

김인철, 박지훈, 최현준†(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WEC-P-3 I(nI� x$)� -.�	B� 3�� nJ

김병기, 유경상, 남양현, 김찬수, 김대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시스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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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융합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REC)

자원량평가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R)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C-P-1 áâLM� Qj8� 1�� �sáâ� ���� ���9P� R�� nJ

박자형†, 정규창(한국전자기술연구원)

REC-P-2 �Ü_� Û·µ½� Y,B� Ùá�� T��� ����� �e�� {Êzg� % �̀ nJ�

김유진(UST 재생에너지공학 박사과정), 김기봉(KIER 열변환시스템연구실 박사후연구원), 

이의준, 강은철†(KIER 열변환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REC-P-3 �$� :�)� Äu�s Z� TU9Ã�+w'� _cÆ� �	� x�8� (��u�sBCD� p5� �Ü�� �7

김근호, 양나래, 임철현†((재)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

REC-P-4 u�s�Æ� p58� 1�� �ª'� �Q½ Á½SÁT� ÂÁT¼�¾Q ¾½� G#�� �� nI�� v T�� �7

김근호, 양나래, 임철현†((재)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

REC-P-5 �ÝcÇÆB�� cÝ÷� )*�> B� W��� �Ñ�'� �>�

김재영(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송은정(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문현경(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강범수, 마수드라나, 라찌쿠마르 팔라니사미(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선호정, 심중표†(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REC-P-6 u�s�Æ��$�MB�	
� �Ý¤��Þj'� vr.Z� ô)B� W�� nJ

신윤찬, 임철현, 김근호, 김민소, 양나래((재)녹색에너지연구원), 조홍현†(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REC-P-7 �ÝcÇÆ� Ä� cÝ÷¦h��ß,àxP� �ÀzÆ� op� nJ

문현경(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홍희석(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재영(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강범수, Md. Masud Rana, P. Rajkumar(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선호정(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심중표†(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REC-P-8 Õ�ø� � !%&� �Rd� �7� nJ

이세현†, 이규승((주)에쓰와트)

REC-P-9 �~�y�� � !z"� ë"�� ��y��à�� ¡�B�	
� BCDLM� -.

김준엽, 김성빈(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대학원), 안병화((주)야베스), 최광환†(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REC-P-10 � !%&� �� YQ8� (�� �"ô)� fg

이현영†, 배호준, 박종빈(한국조명ICT연구원)

REC-P-11 Zl�á� x�8� 1�� ����G� Y�±F�� ë!�!+Z�� �7

신미수†((주)선포탈), 김정훈((주)포디브), 김영일, 박채환, 한태곤((주)선포탈)

REC-P-12 opBCDk� x��� U*��Nð\� T�� Ã{� XSB�	
� BCD�*[B� 3�� nJ

이상우, 민경천(지엔원에너지(주) 기술연구소), 김종현†(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그린에너지설비과)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R-P-1 ��� opBCD� ($��oH� fg% �̀ �7

윤창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조상민(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김진영, 황수진, 이준표, 노남선, 강은철, 김현구,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김용일†(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RER-P-2 opBCD� 7��6'� �Dú� 2$� 5â�'� �z

이영준†, 박종윤(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RER-P-3 { � !��oH� i�8� 1�� I�x� ØÙ

박종윤†, 이영준(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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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  Energy Storage System (ESS)

태양수소에너지  Solar to Hydrogen (S2H)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SS-P-1 ÝÜÜ¶�e� �sBCD� æ�8� 1��4+D�5¦�� �G� (��,à� JK�

신홍민†, 정규창(한국전자기술연구원)

ESS-P-2 5�� }�rBã'� ��x� ô)

김철수, 권석훈, 강현일, 최원석†(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

RER-P-4 �»� fg8� (�� opBCDú� åätå'� 3I� nJ�

김채연(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한예주(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구지윤(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형동†(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RER-P-5 � !� 7�H'� A_x� I5� %`B� W�� �>� P9� i<� �/

구지윤(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오명찬, 김현구,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박형동†(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RER-P-6 {Êzg8� (�� F��e� +Z�'��Hx� ��� 7�� Þæ

보아포 프레드 에드몬드, 김진희(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김준태†(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RER-P-7 � \�1s� 9ÃDSk� ���� {�� p5� T¬� fg

오명찬, 김보영, 윤창열, 김창기, 강용혁,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P-8 T���1s9Ã'� Þæ9t� )*� � �́ fg

김진영, 김창기, 김현구†, 황수진, 김건훈(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김종현((주)디엑스랩즈), 

박채영(한국남동발전 디지털전략처), 강창원(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RER-P-9 1s7�� Þk� 1��1s�D� 7�H� �x¹

김현구†, 김진영, 김창기, 황수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P-10 çÃS� 2:�ú�Î��� T¬'� � !� 7���oH� -.

최교익(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서장원†(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 서희진(MGIT)

RER-P-11 þ�� � ���k� ���� ð�æ� BøÂ�/C'� ÏT����� hÒ��H� fg

이천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탄소중립산업기술연구부문), 

이학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스마트생산시스템연구부문), 

정효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탄소중립산업기술연구부문)

RER-P-12 þ�� ���k� 1�� W�«�� ozg� � 9t���Z�a

김보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박종무(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오명찬, 김현구,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RER-P-13 �ë!� � "7��ÆÜ��� �� � {�p5� �7� U>� ��Ý÷� Ü�Q¾¼�÷ÆÝÜ� Rjµ��� ën1Ã
�

강용혁†, 김창기, 김진영, 김보영, 오명찬, 윤창열,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좌장:강 은 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천 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한 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2H-P-1 Ç¾�¼ÁT¾ÀÁ�S� ¾S]� Æq¾¼¾TÀ½¼Á�¾ÀÁ�S� ��� Àq½� F¼�TT�QÁ¶QÁ¿½� ÜÀ¼^TÀ^¼½]� Æ^_� �qÁS� ÇÁQÂU� Ü�SÀq½UÁ�½]� ��� ¾� Ç¾TÁQ½�
��]¼�Àq½¼Â¾Q� c½Àq�]� ÷S]� �ÀU� �q�À�½Q½TÀ¼�Tq½ÂÁT¾Q�k¾À½¼� ÜVQÁÀÀÁS � ÷VVQÁT¾ÀÁ�S

Nguyen Hoang Lam, Tam Nguyen Truong Nguyen, Nam Le, Bomyong Kim, Jae hak Jung†(School of Chemical 

Engineerng,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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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H-P-2 ÝSq¾ST½]� éÁ qÀ� ÷�U�¼VÀÁ�S� ¾S]� Æq¾¼ ½� Ü½V¾¼¾ÀÁ�S� ��� �S¶]�V½]� ÇS_� ¾¾S�¼�]� ÷¼¼¾�U� ��¼�
�q�À�½Q½TÀ¼�Tq½ÂÁT¾Q�k¾À½¼¶UVQÁÀÀÁS � ÷VVQÁT¾ÀÁ�S

Nam Le, Tam Nguyen Truong Nguyen, Nguyen Hoang Lam, Jae Hak Jung†(School of Chemical Engineerng, 

Yeungnam University)

S2H-P-3 �À¶¾ÁzÆ�� � RüB�� Rü� ü@B�	
� )*� ¡�� �@

강범수, 문현경, 김재영(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심중표†(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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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및 등록안내

 등록비 안내

• 학술대회 등록

사전 등록 : 2022년 8월 8일(화) - 9월 16일(금)

현장 등록 : 2022년 10월 19일(수) - 10월 21일(금)

 참가비(학술대회: 10월 19일(수)-21(금))

구분
학생회원 회원(종신회원,정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연회비 납부자 120,000원 150,000원 190,000원 240,000원
300,000원 350,000원

연회비 미납자 150,000원 180,000원 250,000원 300,000원

 참가비(태양열융합 워크숍: 10월 19일(수))

학회회원 및 일반인 100,000원

 참가비(BIPV 특별세션: 10월 20일(목))

학회회원 및 일반인 200,000원

 등록비 결제 안내

카드결제
•학술대회홈페이지 학술행사 → 온라인등록 → 결제페이지 연결

•초록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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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에스제이타워 804호(나성동)

• 전 화 : 044-864-1977, 팩스 : 044-864-1978, 전자우편 : solar@kse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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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일정 및 장소 안내

 개회식 및 초청강연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5:30-16:30

• 장 소 : 한라1~2

• 대 상 : 2022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일반인

 MOU 체결(한국태양에너지학회 및 (사)한국전기기술사회)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5:30~16:30

• 장 소 : 한라1~2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및 (사)한국전기기술사회 회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회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6:30-18:00

• 장 소 : 한라1~2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총회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6:30-18:00

• 장 소 : 한라1~2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정회원

 특별워크숍(태양열융합)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3:00-15:30

• 장 소 : 사라2

• 대 상 : 태양열융합 워크숍 참가 신청자

 특별세션-1(한국부동산원)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3:00-14:30

• 장 소 : 한라2

• 대 상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의 활용에 관심있는 회원

 특별세션-2(태양열융합)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0:50-12:20

• 장 소 : 사라2

• 대 상 : 태양열융합에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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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션-3(플러스에너지커뮤니티)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4:20-15:50

• 장 소 : 한라1

• 대 상 : 태양열융합에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인

 특별세션-4(BIPV)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4:20-17:40

• 장 소 : 사라2

• 대 상 : BIPV 특별세션 참가 신청자

 특별세션-5(건물시뮬레이션)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6:10-17:40

• 장 소 : 한라2

• 대 상 : 건물시뮬레이션에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인

 에너지 AI 강좌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3:00-14:30

• 장 소 : 한라3

• 대 상 : 에너지 AI에 관심있는 회원

 태양열융합 기술 강연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09:00-10:30

• 장 소 : 사라2

• 대 상 : 태양열융합 기술에 관심있는 회원

 태양광 예보 경진대회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09:00-10:30

• 장 소 : 한라2

• 대 상 : 태양광 예보 경진대회 참가 신청자

 에너지 데이터 및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4:20-15:55

• 장 소 : 한라2

• 대 상 : 에너지 데이터 및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신청자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역량강화 교육(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4:30-18:00

• 장 소 : 사라1

• 주 제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역량강화 교육 신청자



44

 해상풍력단지 투어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09:00-14:00 

• 장 소 : 탐라해상풍력발전(주) (호텔 로비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 대 상 : 해상풍력에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인 

 콜로키움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5:30-16:50

• 장 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JGRC 대강당 & 온라인

• 주 제 : 탄소중립과 Sector Coupling

 기업전시 및 상담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 21일(금)

• 장 소 : 일출연회장 내

• 대 상 : 2022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일반인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 21일(금)

• 장 소 : 일출연회장 내

• 대 상 : 태양광 사진에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인 

 학회등록자 중식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2:20-13:20

• 장 소 : 오리엔탈호텔 식당(지하)

• 대 상 : 2022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만찬(Banquet)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8:00-

• 장 소 : 한라 1-2호

• 대 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임원, 2022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시상식 및 폐회식

•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2:20-13:00

• 장 소 : 한라 1-2호

• 대 상 : 2022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원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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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및 포스터 발표 안내

 INVITED SESSION 

• 발표 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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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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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실시

 POSTER SESSION 

• 발표 장소 : 오리엔탈호텔 일출연회장 (2F)

• 포스터 규격 : 600*900(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Poster 시상 : 정해진 시간내에 체크인한 모든 포스터에 대해서 서면평가

를 통해 선정, 시상함.

※ 포스터발표부문 우수포스터상 평가 실시

• Poster check-in(포스터 체크인 및 부착)

- (태양광에너지 세션) 10월 19일(수) 10:00 – 19(수) 14:30이전 까지 / 

포스터 전시장내 (2F 일출연회장)

- (태양광에너지 외 세션) 10월 19일(수) 18:00 – 20(목) 09:00이전 까지 / 

포스터 전시장내 (2F 일출연회장)

※ 발표자 혹은 공동저자가 체크인데스크에서 확인 후, 포스터를 부착함.

※ 접수번호가 아닌 초록집에 배정된 세션별 논문번호를 확인 후 부착함. 

※ 부착된 모든 포스터는 제거 시각까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Poster presentation(포스터 발표) :

- (태양광에너지 세션) 10월 19일(수) 14:30 - 15:30 

- (태양광에너지 외 세션) 10월 20일(목) 13:20 - 14:20

※ 지정된 포스터 발표자가 배석하여 연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함.

• Poster removal(포스터 제거) : 10월 21일(금) 12:00까지

※ 부착된 모든 포스터를 제거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거하지 않은 포스터는 임의로 폐기함.

포스터 규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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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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일반구두 총1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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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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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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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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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ㆍ응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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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하나 휴식시간 중에 미리 연결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Poster 발표자

① Poster Check-in, Presentation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장소는 2F 일출연회장이며, 태양광에너지 세션의 경우 10월 19일(수) 14:30 – 10(수) 15:30, 태양광에너지 

외 세션의 경우 10월 20일(목) 13:20 – 20(목) 14:20 사이에 포스터 부착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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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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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 안내도

오리엔탈호텔 연회장(2F)

한라 1 한라 2 한라 3

사라 1 사라 2

일출연회장

 행사장 안내 : 연회장(2F) 전체 (한라1~3, 사라1~2, 일출연회장)

• 한라1~3: 구두 발표

• 사라1~2: 구두 발표

• 일출연회장: 포스터 발표, 전시회 부스, 사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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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호텔(제주특별자치도) 오시는 길

오리엔탈호텔

제주국제공항

제주항국제
여객터미널

주소 우)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47 (삼도2동 1197)

전화 사무실 : 064-752-8222 FAX : 064-752-9777

홈페이지 https://www.oriental.co.kr/

 택시 이용

출발지 거리 요금 소요시간

제주국제공항 3.8km 약 5,000원 약 10-15분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2.2km 약 3,000원 약 5분

 학회 지정 숙박 안내 

No. 호텔명 전화번호 주소 할인가

1 제주 오리엔탈호텔 064-754-8810 우)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47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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