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세부일정
13:00-13:30 접수 및 등록

13:30-14:00 추계 총회

14:00-15:40 주제별 논문 발표

15:40-15:50 시상 및 폐회

포스터발표Ⅰ
좌장 : 이유원(부경대학교)
제목

발표자

P-1

LTE 이동 통신을 이용한 원격 어군탐지기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해상 실험

신현옥*(부경대학교), 황두진(전남대학교),
허겸(부경대학교)

P-2

음향모델을 이용한 고등어의 음향산란특성

정종일*, 오우석, 이근니, 오선영, 이사라, 이경훈
(전남대학교)

P-3

음향산란 모델을 이용한 살오징어의 후방산란강도

이사라*, 오우석, 오선영, 이근니, 이경훈(전남대학교)

P-4

동중국해역에 유입되는 대형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 )의 수층별 분포 특성

오선영*(전남대학교), 김경연(국립수산과학원),
오우석, 이근니, 이사라(전남대학교), 임월애(국립수
산과학원), 이경훈(전남대학교)

P-5

음향조사법을 이용한 춘계 동중국해 해역과 남해 인근 해역의
어류와 동물플랑크톤의 분포 파악

오우석*, 이근니, 오선영, 이사라, 황두진, 이경훈
(전남대학교)

P-6

세이셸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주변 해역 수중생물 음향
계측

강명희*(경상대학교), 강정훈, 강동진(한국해양과학
기술원)

P-7

LED 광원에 대한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 자어의
생존율 분석

허겸*, 신현옥(부경대학교)

P-8

다중주파수에 대한 음향산란특성 규명

강태종*, 민은비(전남대학교), 강명희(경상대학교),
황두진(전남대학교)

P-9

음향 및 환경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어업자원량 추정 기술

민은비*, 강태종(전남대학교), 김동수, 이유원,
김현우(부경대학교), 강명희(경상대학교), 이경훈,
황두진(전남대학교)

P-10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실선의 표류력 추정

P-11

어선과 레저선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 어항 선정에
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어항을 중심으로)

P-12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안장영*, 김광일, 이창헌(제주대학교)

김근형*, 허남희(제주대학교), 구명성(국립수산과
학원), 김병엽, 김석종(제주대학교)
이유원*, 류경진, 김욱성(부경대학교), 원성재(오션와
이드)

2020년도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세부일정
포스터발표Ⅱ
좌장 : 류경진(부경대학교)
제목
P-13 꽃게, 참조기 어획을 위한 생분해성 신규 원료 개발

P-14

예망어구의 다이아몬드 망지 끝자루와 사각 망지 끝자루의
망목선택성 비교

발표자
박수봉*, 배봉성, 차봉진, 양용수, 김현영, 강다영
(국립수산과학원)

김병관*, 박창두, 김성훈, 배재현(국립수산과학원)

P-15 외끌이 기선저인망의 투망형태에 따른 소해면적 비교

최규석*, 이춘우, 장용석(부경대학교)

P-16 성게구제장치 현장 실험 및 효과 검증

이정관*(전남대학교), 오태건(한국수산자원공단),
오우석, 편용범, 이경훈(전남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안어장에 있어서 오분자기의 서식기구
P-17 개발에 관한 연구
Ⅲ. 서부해역 연안 어장을 중심으로

허남희*, 김근형, 김병엽, 김석종(제주대학교)

P-18 외줄낚시 어업의 활새우 미끼 어획 성능 조사

구명성*, 조삼광, 차봉진(국립수산과학원)

P-19 꽃게 통발의 치게 탈출구 성능 연구

송대호*, 이건호, 김현영(국립수산과학원)

P-20

항로고시해역에서 어선 위치발신장치 데이터를 활용한 연안
어업 피해율 산정방안

김광일*, 김석종(제주대학교)

P-21 제주 연안 자망 어선의 어획량 분석

김지희*, 김광일(제주대학교)

P-22 근해통발어업의 어로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안영수*, 장충식, 조윤형, 김보연(경상대학교),
정금철(한국해양수산연수원)

P-23 사고분석을 통한 어로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고찰

박태건*, 박태선, 김창우, 김석재(한국해양수산연
수원)

P-24 한국 다랑어 선망선의 어구 개선 동향

류경진*, 이유원, 김형석(부경대학교), 유광민,
김남구(한국해양수산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