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 자연풍
[14:00-15:00]

▣ 좌장 :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 풍향별 100년 재현기대풍속을 이용한 풍향계수 추정
◎권성난, 우수현, 신동현,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풍향별 1년 재현기대풍속을 이용한 거주성 평가용 풍향계수 추정
◎조현주, 우수현, 류혜진,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산지풍에 미치는 방풍펜스의 영향에 대한 전산 해석
◎손현아, 이승수/충북대학교, 김영민/한국시설안전공단

행사장 안내

제 21 회

▣ 일 시 : 2018년 5월 25일 (금) 10:00-16:00
▣ 장 소 : 경일대학교 제4공학관(105호 306호 308호)

2018년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A-2 : 건축 II
[15:15-16:00]
▣ 일 시 : 2018.5.25.(금) 10:00-16:00
▣ 장 소 : 경일대학교 제4공학관(105호 306호 308호)

▣ 좌장 : 김홍진/경북대학교
▶ 점성과

마찰형 감쇠를 가지는 동조질량감쇠기를 이용한 풍
진동 제어
이상현, 이용훈, ◎박창윤/단국대학교
▶ 5층 구조물의 풍진동 응답 크기에 따른 모달파라메터 비교
◎문대호/단국대학교, 황재승/전남대학교, 이상현/단국대학교
▶ 가상진동기를 이용한 제진장치 설치 구조물의 등가 감쇠비
식별 및 자동화기술
◎황재승/전남대학교,
권대건, Ahsan Kareem/Univ. of NotreDame

B-2 : 풍공학 응용
[15:15-16:00]

▣ 좌장 : 김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풍 시 소방관의 활동 유형에 따른 위험도 분석
◎정회갑/전북대학교, 박민영/한국기계연구원,
이승호, 권순덕/전북대학교
▶ 2D 실린더 부가 질량 결정을 위한 수치 해석 분석
◎손현아, 이승수/충북대학교, 조성락/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송전선의 착빙형상에 따른 풍응답특성
◎김재민/(주)티이솔루션, 김희덕/경일대학교,
이승우/(주)티이솔루션, 구재량/한국전력전력연구원

▣ 주 최 : (사)한국풍공학회
▣ 주 관 : 경일대학교
▣ 후 원 : (주)큐버시스템

학술발표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강원대학교 함희정수교수(학술부회장)
조 직 위 원 : ㈜대우건설 김지영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동우박사
경일대학교 김희덕교수
서울대학교 이인복교수

▣ 참가비 : 종신회원 120,000원
일반회원 (신규) 190,000원
일반회원 (기존) 170,000원
학생회원 (신규) 100,000원
학생회원 (기존) 80,000원
비 회 원 140,000원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창립 21주년 특별 세션

A-1 : 건축 I

[10:30-11:50]

[14:00-15:00]

▣ 좌장 : 김희덕/경일대

▣ 일 시 : 2018.5.25.(금) 10:00-16:00

▣ 좌장 : 황종국/전통문화대학교

▣ 장 소 : 경일대학교

제4공학관(105호 306호 308호)
▶ 가상진동기를 이용한 계측응답 국부평탄스펙트럼 구조물의
시간

행사내용

비고

◎박원빈, 김홍진, 신승훈/경북대학교
◎황재승, 김종호/전남대학교

10:00-10:30

등록 및 포스터 설치

10:30-11:50

창립 21주년 특별 세션 (9-306호)
좌장: 김희덕/경일대학교

80분

11:50-13:00

점심 식사

70분

◎김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수/충북대학교,

13:00-14:00

한국풍공학회 2017년도 정기총회 (9-306호)

60분

서동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아파트 창호 시스템의 강풍 위험

30분

B-1 (4편)
리스크 해석
(9-105호)
좌장: 함희정
/강원대학교

C-1 (3편)
자연풍
60분
(9-308호)
좌장: 이영규
/한국화재보험협회

15:00-15:15

Coffee Break

15분

15:15-16:00

▶ 풍재보험사고기반 풍재 리스크 등급 개발

A-2 (3편)
건축 II
(9-306호)
좌장: 김홍진
/경북대학교

B-2 (4편)
풍공학 응용
(9-105호)
좌장: 김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풍향빈도를 고려한 고층건축물의 거주성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 장기계측데이터를 활용한 극한풍속추정 방안 연구

A-1 (4편)
건축 I
(9-306호)
14:00-15:00
좌장: 황종국
/전통문화대학교

▶ 전산해석을 통한 창호보호장치의 성능평가

감쇠비 식별

◎신동현, 김효정,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변동풍력의 연직분포를 고려한 풍하중 평가
◎류혜진, 김효정,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필로티 천장 및 벽면의 풍압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
◎우수현, 김효정,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도 평가
◎윤우석, 함희정, 최승훈/강원대학교,
이승수/충북대학교

B-1 : 리스크 해석
[14:00-15:00]

포스터
▶ 초장대 현수교의 비선형 정적 내풍거동

45분

이정한/현대건설(주)
▶ 현수교 캣트워크 정적 내풍거동 특성
◎박건영, 김기남, 장석, 윤의택, 이강호, 장인호/현대건설(주)

※ 특별세션의 발표는 1편당 20분으로 발표 17분, 질의응답 3분

▶ 비정형 고층건물 벽면의 풍압분포에 관한 풍동실험 연구

기준입니다.
오후의 학술발표는 1편당 15분으로 발표 12분, 질의응답 3분을
기준입니다.
포스터는 10시30분까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좌장 : 함희정/강원대학교

◎김기남, 박건영, 이승재, 이명재, 장인호,
▶ 국내 주변 화산분화로 인한 주요 농업시설물의 화산재 취
약도 평가
◎최승훈, 함희정, 윤우석/강원대학교, 이승수/충북대학교
▶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확률론적 화산재 위험도 분석
이승수, ◎이주용/충북대학교

박권호, ◎이영우, 임희창/부산대학교
▶ 해상유출사고 대응지원을 위한 HNS 사고정보지원시스템

▶ 재난 위험도를 고려한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
◎김준영, 이동현, 김진호/큐버솔루션

소개
◎이동현, 김진호, 김준영/(주)큐버솔루션
▶ 횡풍과 주행속도의 상호관계에 의한 차량 전도 위험도 평가
◎서동우, 김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절차에 관한
고찰
◎김진호, 이동현, 김준영/큐버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