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20~09:15

09:15~09:30

09:30~10:00

10:00~10:20

10:20~10:40

10:40~10:50

10:50~11:00

발표장

12:30~13:50

발표장

15:20~15:40

15:40~16:50

16:50~17:50

18:00~

발표장

10:00~10:20

11:50~13:00

14:30~16:30

발표장

10:00~10:20

11:50~12:00

12:00~12:30

임교선 (경북대)

기상기술 1

3층 한라홀 3층 삼다홀A 3층 삼다홀B 303호 401호 402호

김백민 (부경대) 김병곤 (강릉원주대) 유창현 (이화여대) 박영산 (국립기상과학원)

3층 로비

3층 한라홀

3층 한라홀

등록

단체사진

3층 한라홀 좌장: 민승기 (포항공대)

[초청강연1] Dr. Louis Uccellini (National Weather Service)

[초청강연2] 안중배 교수 (부산대)

사회: 권영철 (KIAPS)

[초청강연3] 손병주 교수 (서울대)

개회식                                                                                     

3층 한라홀 3층 삼다홀A 3층 삼다홀B 401호 402호

기후 1 대기물리 1 환경 및 응용기상 1 대기역학 1

5층 오션뷰 중식

이한림 (부경대) 정수종 (서울대) 이우섭 (APEC 기후센터) 정성화 (기상레이더센터)

대기물리 3 환경 및 응용기상 3
[특별세션 6]

장기예보기술 1
기상기술 3

Roman Olson

 (IBS기후물리연구단)

중식

기후 4 (English)
[특별세션 2]

HPC 기상기후 연구
환경 및 응용기상 4

[특별세션 6]

장기예보기술 2
기상기술 4

Malte Fabian Stuecker

(IBS기후물리연구단)

3층 한라홀

3층 한라홀

포스터 발표 1 (3층 로비)

평의원회

기후 3 (English)

10:20~11:50

16:30~18:00

08:30~10:00

10월 31일(수)

포스터 발표 2 (3층 로비)

3층 한라홀

기상기술 7

현유경 (국립기상과학원) 박상서 (서울대) 구자호 (연세대)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임윤진 (국립기상과학원)

3층 삼다홀A 3층 삼다홀B 401호 402호

구태영 (국립기상과학원) 김용준 (한국외대)

기상기술 6

이준이 (부산대)

10:20~11:50

13:00~14:30

김선태 (APEC 기후센터) 이명인 (UNIST) 정주용 (국가기상위성센터) 이지이 (이화여대) 이승우 (수치모델링센터)

권인혁 (KIAPS)

기후 5
[특별세션 1]

2018 한반도 폭염 1

[특별세션 3]

천리안위성-2호 1

[특별세션 4]

서해상 대기질 관측 1
기상기술 5

조민수 (KISTI) 곽경환 (강원대) 문자연 (APEC 기후센터)

2018년 한국기상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일정표

휴식

10월 30일(화)

08:30~10:00

10월 29일(월)

휴식

13:50~15:20

휴식

3층 한라홀 3층 삼다홀A 3층 삼다홀B 401호 402호

기후 2 대기물리 2 환경 및 응용기상 2
[특별세션 8]

故 박순웅 명예회장님 추모
대기역학 2 기상기술 2

이윤곤 (충남대) 김규랑 (국립기상과학원) 김철희 (부산대)

11:00~12:30

5층 오션뷰

기후 8 대기물리 5 환경 및 응용기상 6
[특별세션 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기상기술 8

휴식

기후 7 대기물리 4 환경 및 응용기상 5
[특별세션 5]

한반도 집중호우 관측

정성래 (국가기상위성센터) 이상삼 (국립기상과학원) 이은희 (KIAPS)

김주완 (공주대) 박세영 (수치모델링센터)

정기총회

5층 탐라홀B 간친회

기후 6
[특별세션 1]

2018 한반도 폭염 2

[특별세션 3]

천리안위성-2호 2

[특별세션 4]

서해상 대기질 관측 2

정지훈 (전남대) 남경엽 (기상레이더센터) 임윤진 (국립기상과학원) 정현숙 (기상청) 문일주 (제주대)

3층 한라홀

3층 한라홀

사회: 민승기 (포항공대)

사회: 민승기 (포항공대)

[정책발표] 박 훈 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

폐회식 및 우수포스터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