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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남극은 평균 2,000m 이상의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그 하부의 

빙저 지형도는 항공 빙하레이더 탐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빙저 

지형 탐사는 남극 환경 변화의 체계적인 연구뿐 만 아니라 향후 

빙저호 연구와 심부 빙하시추 등의 내륙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극지연구소(KOPRI)에서는 

OPV(Optionally Piloted Vehicle)를 이용한 무인 탐사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OPV는 기존의 유인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된 항공기 플랫폼, 엔진 

및 하위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고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 비행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유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비해 탑재중량이 크고,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하고 넓은 지역을 탐사하는데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극 내륙의 빙권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OPV의 비행체 개조 부분과 탐사 장비의 탑재, 남극 탐사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2019년도 하계 극지연구회 연구발표회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신청자: 정창현 

 

※ 참고사항 

1. 2019년 하계 연구발표회 초록 제출 마감: 2019년 6월 21일 



2. 2019년 하계 연구발표회 논문 제출 마감: 2019년 8월 7일 

3. 2019년 하계 연구발표회 일정: 2019년 8월 22일~8월 23일 

4. 본 신청서 양식은 E-mail로 접수합니다. 

5. 제출처: 대우조선해양 최중효 차장 

(02-2129-3570, jhchoi@dsme.co.kr) 



KRISO 빙해수조 10년  

2019년도 극지기술연구회 

하하계계  연연구구발발표표회회  안안내내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 23일(금) 

• 장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안전방제연구(F)동 1층 대강당 

• 주최 : 극지기술연구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후원 : 대한조선학회  

 

 

     

 

 

 



모시는 글 

때이른 무더위와 예상을 벗어난 태풍의 내습과 함께 올해도 참기 힘든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극지기술연구회가 발족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

니다. 그간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국내외 환경도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습

니다만 새롭게 부각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과 일본의 부당한 정치적 조처에 따른 국내

에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최근 북극에서의 환경적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극지에 대한 혁신적 과학연구와 첨단기술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극지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의 극

지과학 기술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극지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POAC 2019 국제학

술회의에 10여명의 연구회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매년 12월 개최되는 북극협력주간

(APW)에도 우리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극지기술연구회는 이번에 대전에 위치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에서 2019년 하계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KRISO 빙해수조 개설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

약하는 우리나라의 극지기술을 확인하고 아울러 우리 연구회의 6년간 성과도 보여드리는 이번 행

사에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리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우리 극지기

술연구회가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조선학회 극지기술연구회 

회장  최 경 식 

▪ 행사 문의 : 대한조선학회 극지기술연구회 총무 

최중효 (010-6653-3197, jhchoi@dsme.co.kr), 하승현 (010-8935-8191, shha@kmou.ac.kr),  

정성엽 (010-3026-5498, jsyeop@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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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극지기술연구회 하계 연구발표회 일정표 

 

 

제 1 일차 (2019. 8. 22. 목)  

시간 순서 비고 

09:00~11:30 운영위원회 (빙해수조동)  

12:30~13:00 등록/접수  

13:00~13:20 개회식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연구회 총무 

13:20~14:20 
특별세션 #1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14:20~14:30 휴식  

14:30~16:00 
특별세션 #2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16:00~16:20 휴식  

16:20~18:00 
극지공학분야 세션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18:30~20:30 만찬   

 

 

 

제 2 일차 (2019. 8. 23. 금) 

시간 순서 비고 

09:00~10:20 
극지 정책/과학 분야 세션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10:20~10:30 휴식  

10:30~12:30 
극지공학분야 세션 

(안전방제연구(F)동 1 층 대강당) 
 

12:30 연구발표회 종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발표회 발표 순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안전방제연구동(F)동 1층 대강당) 

오시는 방법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