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 일 시 : 2019. 5. 24(금) 10:00-18:00
▣ 장 소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관 (217호, 408호, 417호)

시간

행사내용

비고

10:00-10:30

등록 및 포스터 설치

30분

10:30-12:00

417호
특별 세션 I (3편)
좌장: 함희정/강원대학교

90분

12:00-13:00

점심 식사

60분

13:00-13:50

417호
특별 세션 II (1편)
좌장: 이승수/충북대학교

50분

13:50-14:00

Coffee Break

10분

14:00-14:50

417호
한국풍공학회 2019년도 정기총회

50분

14:50-15:00

Coffee Break

10분

15:00-16:15

408호

417호

217호

건축 I (4편)
좌장: 김홍진

건축 II (4편)
좌장: 황재승

댐퍼기술 (5편)
좌장: 정기택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주)DRB동일

16:15-16:30

16:30-18:00

Coffee Break
408호
풍공학 응용 I (6편)
좌장: 임준택

417호
풍공학 응용 II(6편)
좌장: 이영규

/(주)한양풍동실험연
구소

/한국화재보험협회

75분

15분
217호
풍력에너지(5편)
좌장: 이승호
/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

90분

※ 학술발표는 1편당 15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발표 12분, 질의응답 3분 기준으로, 발표자는
발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는 10시30분까지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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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션 I [10:30-12:00]
좌장 : 함희정/강원대학교
▶ 풍공학 분야의 전산유체역학 활용 현황과 전망
◎이승수/충북대학교, 황종국/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복합제어 및 능동제어를 활용한 구조물 풍응답 감소
◎이상현/단국대학교
▶ 해상 풍력 기상탑의 파단 원인 분석
◎권순덕/전북대학교

특별 세션 II [13:00-13:50]
좌장 : 이승수/충북대학교
▶ Buffeting estimation of line-like structures: what aerodynamic admittance do we need?
◎Mingshui Li, Qiang Zhou/Research Centre for Wind Engineering,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China

건축 I [15:00-16:15]
좌장 : 김홍진/경북대학교
▶ 대기경계층 공탄성실험에 의한 원형 실린더 구조물의 공력감쇠 추정
◎황재승, 김종호/전남대학교
▶ 대기경계층 원형 실린더 구조물의 와류하중 모델
◎황재승, 김종호/전남대학교
▶ 능동제어에 의한 다중모드 유효감쇠비 평가
◎전민준, 문대호, 이상현/단국대학교
▶ 합리적인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관한 고찰
◎김원술, 정일원, 김영민, 김규선/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 II [15:00-16:15]
좌장 : 황재승/전남대학교
▶ 영상기반 변위 계측 시스템의 고층 구조물 적용성 검토
◎신승훈/경북대학교 건축안전기술연구소, 설동현, 김구연, 지형진, 김홍진/경북대학교
▶ 건축물의 고차모드를 고려한 풍하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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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진,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고층 건축물의 필로티 외장재 설계를 위한 피크외압계수
우수현/(주)보루, ◎신동현, 하영철/금오공과대학교
▶ KBC 2016 풍하중의 올바른 이해와 고층건물 적용 예시
◎강현구/서울대학교

댐퍼기술 [15:00-16:15]
좌장 : 정기택/(주)DRB동일
▶ EaSy 댐퍼를 적용한 내진보강 사례
◎정기택, 고창균/(주)DRB동일, 유홍식/(주)포스코, 오상훈/부산대학교
▶ 이중골조를 이용한 중저층 건물 내진보강의 동적성능 평가
◎유홍식/(주)포스코, 최광용, 김영주/한국건축구조연구원, 정기택/(주)DBR동일,
오상훈/부산대학교
▶ 실리콘 점성댐퍼가 적용된 2층 토글형 감쇠시스템의 내진보강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류재호, 정인용/(주)테크스퀘어
▶ 내풍성능향상을 위한 진자형 TMD의 적용
주석준, 고형균, ◎문종호/(주)티이솔루션
▶ 도로교 교통하중에 대한 진동사용성 향상을 위한 제진장치의 적용
◎문종호, 이승우, 유승용/(주)티이솔루션, 이광원/현대엔지니어링(주), 이종재/세종대학교

풍공학 응용 I [16:30-18:00]
좌장: 임준택/(주)한양풍동실험연구소
▶ 울릉도 풍력자원평가를 위한 지상관측자료 평가
◎김현구, 강용혁, 윤창열, 김건훈/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와이블 분포가 풍환경 평가에 최적인가?
◎임준택, 공윤배, 이종원/(주)한양풍동실험연구소
▶ 수치해석을 이용한 분진입자 다상유동 해석
◎이슬기, 이승수, 손현아/충북대학교
▶ Lagrangian 입자 추적에 의한 농도 예측 기법의 개선 방안
◎이주용,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원호/광운대학교
▶ 가속도 운동에 따른 원형실린더 후류의 변화
◎손현아, 이승수/충북대학교, 조성락/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설치 편의형 인프라 시설물 계측 시스템 개발
◎김태훈/서울대학교, 권오성/University of Toronto, 김호경/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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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공학 응용 II [16:30-18:00]
좌장: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 건축물 지붕 설치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풍취약도 평가
◎함희정/강원대학교
▶ 국내 토네이도 리스크 수준 검토 및 전망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 머신러닝에 의한 전지구 풍력자원지도 재평가
◎이제현, 김덕환, 이정태, 김진영, 강용혁,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강풍 시 비산물의 비행 특성에 대한 연구
◎정회갑/전북대학교, 이승호/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 권순덕/전북대학교
▶ 극치풍속의 비정상성 빈도해석
◎김경민/전북대학교, 권현한/세종대학교, 권순덕/전북대학교
▶ 장대 현수교 캣워크의 풍응답 해석
◎김상범, 김재민, 유승용, 이승우/(주)티이솔루션

풍력에너지 [16:30-18:00]
좌장: 이승호/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
▶ 대용량 해상풍력발전기 하부지지구조 설계사례
◎박성용, 이동일/(주)유신
▶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후류 모델링
◎문재상/(주)유신
▶ 공탄성 불안정성을 이용한 전자기 풍력 에너지 수확
◎Hai Dang Le, 권순덕/전북대학교
▶ 고유익형 KA2가 적용된 풍력 블레이드의 공력하중에 대한 동특성 분석
◎강상균, 박성수, 유성호, 이장호/군산대학교
▶ 풍력 터빈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의 동향 검토
허석재, ◎이상현/단국대학교

포스터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연안지역의 태풍해일영향 예측
◎구혜윤,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김현구, 강용혁, 윤창열, 김창기, 김진영, 김보영, 이정태, 김하양/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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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성형용 블레이드 형상변경에 따른 나선형 풍력발전기의 성능 검증
양형근, ◎김명곤, Rinus Mieremet/(주)에스코알티에스, 지호성/부산대학교
▶ 해양․수산 부문 모형 GUI 시스템 개발
◎김진호, 이동현/(주)큐버솔루션, 구혜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준영/(주)큐버솔루션
▶ 드론 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도 분석 제안
◎최유리, 이승수, 이주용/충북대학교
▶ 화산재 확산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농업시설물 취약도 평가
◎최승훈, 함희정/강원대학교, 이승수/충북대학교
▶ 옥상층 상부에서 풍력발전기 활용을 위한 기류분석
◎박민우/전북대학교, 유장열/송원대학교, 김영문, 유기표/전북대학교
▶ 코너 필로티의 내부 풍압계수 분포 연구
◎남병희/전북대학교, 유장열/송원대학교, 김영문, 유기표/전북대학교
▶ 강원산불(2019)의 비화 특징과 피해 저감을 위한 제언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 2개의 가속도계로 측정된 초고층 건축물의 비틀림 식별
◎허석재, 이상현/단국대학교
▶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비정상류 원형실린더 후류 분석
◎손현아, 이승수/충북대학교
▶ 변장비변화에 따른 플레이트거더단면의 풍응답에 대한 실험적 고찰
◎김희덕/경일대학교
▶ 풍속에 따른 구조물 와류진동의 공력감쇠 특성
황재승, ◎김종호/전남대학교
▶ 라그랑지안 모델 결과를 이용한 가우시안 확산 적용
◎이주용,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원호/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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