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1단계)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Vision and Challeng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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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Transport System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의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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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30

FRI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이벤트홀B(5F)

참가신청하기

주최

주관

후원

모시는 글 Invitation
자율주행차와 로봇, 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이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우리 삶을 바꾸어 놓으
리란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물류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누구보다 적극 활용해야
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활동의 형태는 컨테이너의 발명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나뉠 만큼 제조산업과 물류산업에 미치는 물류기술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를 국민들께 소개하고 유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벨기에 전문가를
초대하여 각국의 신개념 화물운송기술의 개발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금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

프로그램 Program
13:30-14:00

등록 및 입장 Registration

14:00-14:20

개회식 Opening

개회사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Opening Remarks

Jae-Hak OH President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환영사

박일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과장

Welcoming Remarks

Ilhwa PARK Director of Logistics Facility and Information Division in MOLIT

축 사

박진석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Congratulatory Remarks

Jin-Seok PARK Director General of Logistics Policy Divis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사진촬영 Photo
14:20-15:20

1부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국내 도입 방향
Session 1 A New Automated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System and the Application in Korea

발표 1

국내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과 실용화 전략

Presentation 1

Introduce of Intermodal Automated Freight Transport system in Busan Port
노홍승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연구단 연구단장
Hong-seung ROH R
 eseach Fellow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4:50-15:20

전문가 토론 Panel Discussion

좌 장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Choongyeol, Peter, YE V ice President of KOTI

Moderator

이정윤 부경대학교 교수
Jungyoon LEE P rof. of Pu-Kyong National

토론자
Discussant

조삼현 동의대학교 교수
Sam-hyun CHO P
 rof. of Dong Eui University

University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서수완 동서대학교 교수
Su-wan SEO Prof. of Dong Seo University

Yulseong KIM Prof.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이일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윤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Yoonsoo HUR Research

Fellow of BDI

Ilhwa LEE Research Fellow of KRRI

15:20-15:40

휴 식 Coffee Break

15:40-17:20

2부 신규 자동화물운송시스템의 선진 기술개발 사례
Session 2 Global Efforts to develop Automated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System

발표 2

자기부상식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적용 사례

Presentation 2

Electromagnetic Automated Intermodal Freight Transportation Systems
샘 구롤 前 GA 자기부상연구실 연구책임
Sam Gurol F ormer Engineer General Atomics (GA)

발표 3

UCM 화물운송시스템과 항만적용 전략

Presentation 3

Introduction of UCM and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ed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System for the future
한 어드미럴 ITA 지하공간위원회 공동 의장
Han Admiraal Co-chair of ITACUS

16:40-17:20

전문가 토론 Panel Discussion

좌 장

이중우 한국항해항만학회 학회장

Moderator

Jungwoo LEE P
 resident of KINPR

토론자

김환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Hwanseong KIM P
 rof. of Korea Maritime

Discussant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Daeseop MOON D
 irector of KRRI

University

배기훈 국토교통부 사무관
Gihoon BAE A ssistant Director of MOLIT

신범준 해양수산부 사무관
Beomjoon Shin Assistant

Director of MOF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부장
Jeongheom YEON D
 irector of BPA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Sanghee CHOI Research

Fellow of KMI

폐 회 Closing

17: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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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GS해안주유소

해양문화지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이벤트홀B(5F)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크루즈부두

지하철 이용 시

중앙부두

순환버스 국제여객터미널 → 부산역 후문 9번 출구 → 부산세관 앞(연안여객터미널)
→ 중양역(14번 출구) → 크라운하버호텔 → 부산역(지하철 4번 출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 초량역(4번 출구, 우회전 119소방서 맞은편) →
국제여객터미널
도

보 부산역사 8번 출구 → 북측 E/V → 횡단보도(충장대로)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도보로 10-15분 소요
공항역(경전철) → 2호선 사상역 환승 → 1호선 서면역 환승 →
초량역 하차 → 4번출구에서 도보 10분

버스 이용 시

시내버스 5-1
반여1동 → 서면 → 충장로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충장로 → 자갈치
1004
김해 → 덕천 → 모라 → 백양터널 → 서면 → 부산역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공항버스 국
 제선청사 공항리무진1탑승 → 부산진역 정류장 하차 → 1004번 버스
승차 → 부산항컨벤션센터 도착

문 의 Inquir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한국교통연구원)

T
 . 044-211-3071 E-mail. dmkye@koti.re.kr
T. 070-4216-3331 E-mail. elliejang@handi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