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한국패류학회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Oral Presentation]

일/시 구분 장소 비고

11 18:00-20:00 이사회 손민호1)

►► 09:00-09:30 등  록 Reception desk Staff

09:30-09:40 학회장 인사 / 발표 준비 손민호1)

Junior Session

시간 제목 발표자(주, 공동) 좌장

►► O-01
09:40-10:10
(20분 발표/10분 질의)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소화기관의 미세해부학적 구조

(주)김혜진

임현식2)

(공)김수지, 주선미, 이정식

O-02 10:10-10:40 섬진강에 서식하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의 연령과 성장

(주)이미희

(공)류동기, 최종덕, 노길해, 신수정

O-03 10:40-11:10
Molecular diagnostic of protozoan

parasites in marine bivalve species

sampled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주)이혜미
(공)강현실, 조영관, 이희중, 홍현기, 
     최광식

11:10-11:30 Poster Session-I & Coffee break

►► 11:30-11:45 전남대 부총장 축사 및 총회 학회 현황 및 재정보고
최수연/
손민호1)

12

11:45-12:00 명예회원 감사장 증정(13개 기관) 명예회원 중 대표 3명
12:00-12:20 특별 Seminar(학회 영문홈페이지 구축현황) 이용석4)

12:20-13:30 Poster Session-II & 점심식사(당일 별도 안내)
Senior Session-I

시간 제목 발표자(주, 공동) 좌장

►► O-04
13:30-13:50
(15분 발표/5분 질의)

동해연안 조하대 경성기질에 서식하는

난류성 대형저서동물의 분포특성과

수온과의 상관성

(주)김대익

이용석3)

(공)손민호, 이종욱

O-05 13:50-14:10
한국 연안 대륙붕과 심해저에서 발견된 

미공류, Scutopus sp.-K (Mollusca: Caudofoveata: 

Limifossoridae) 출현 양상과 환경 조건

(주)손민호

(공)임현식, 정직영, 김영일

O-06 14:10-14:30
생식‧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가두리 

양식전복의 현황 및 전복 양식산업의 

문제점

(주)박정준

(공)김병학, 이희정

14:30-14:50 Poster Session-Ⅲ & Coffee break
Senior Session-II

►► O-07
14:50-15:10
(15분 발표/5분 질의)

가로림만 갯벌어장에서 바지락 치패의

가입 및 이동양상

(주)김은영

류동기4)

(공)류상옥, 박서경, 이재환, 오하늘, 
     오선관

O-08 15:10-15:30
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nd structure of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along the Korean coasts 

based on microsatellite markers

(주)강현실
(공)이혜미, 조영관, 홍현기, 최광식

O-09 15:30-15:50 보호대상 해양생물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의 보전생물학적 연구

(주)김민섭
(공)조인영, 한동욱, 이창호, 윤문근, 
     홍순상, 정춘구

O-10 15:50-16:10 퇴적물 입도변화에 따른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의 성장 및 생존율

(주)김형섭



►►

12

16:10-16:30 Poster Session-Ⅳ & Coffee break
Senior Session-Ⅲ

O-11
16:30-16:50
(15분 발표/5분 질의)

태안 근소만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의 

분포와 이차생산

(주)신상호

최진우5)

(공)구본주, 신현출

O-12 16:50-17:10
Reproductive effort depends on the sizes 

of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in 

Tae-an off the west coast of Korea

(주)정희도
(공)송재희, 이희중, 전준협, 안현미, 
     허영백

O-13 17:10-17:30 꼬막 Tegillarca granosa의 화학적 

소화와 당면체

(주)주선미

(공)이정식

17:30-18:00 Coffee break &

우수 발표자 선정, 시상식 및 Closing Remarks 손민호1)

1)해양생태기술연구소/(사)한국패류학회, 2)목포대학교, 3)순천향대학교, 4)군산대학교, 5)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학술대회 관련 모든 안내 및 요청사항 연락처: 학회 사무국장 최 수연(010-9634-9012)
ㆍ당일 교내 관련 사항: 김 혜진(이정식 교수 실험실, 박사과정)(010-2101-1229)
ㆍ정말 긴급 사항 및 SOS(M): 손 민호(010-4575-9717), 이 정식(010-8910-3172)



2017 한국패류학회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Poster Presentation]

일/시 구분 장소

 ► ► 09:30-16:40 Poster Session-I～Ⅳ 학술대회장 인근

No. 제목 발표자(주, 공동저자)

P-01
거제 및 여수 연안 개조개(Saxidomus purpuratus)의 
분포밀도 및 퇴적물 조성

(주)홍서현 / (공)김영혜, 유준택

P-02
새만금방조제 건설이 전라북도 형망어업 패류자원 
어획량의 최대지속적생산량(MSY)에 미치는 영향

(주)최종덕 / (공)류동기

P-03 거제 저도 개조개 어장의 저서동물 군집 (주)이진영 / (공)조영빈, 김영혜, 유준택, 임현식

P-04
진주만 해역의 저질 환경 특성과 중금속 오염에 
관한 연구

(주)김재훈 / (공)조상만, 이슬기

P-05 고성만의 물리화학적 환경에 따른 해양미생물의 변동 (주)이슬기 / (공)

P-06
지중해담치 Mytilus galloprovincialis의 당면체 형태 
및 형성

(주)오승헌 / (공)김혜진, 김수지, 주선미, 이정식

P-07
수평망식 굴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단양식기술 개발

(주)강주현 / (공)조상만, 장진혁, 서준기

P-08
국내 주요 가두리 양식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Ino, 1952)의 생식학적 연구

(주)신유리 / (공)유세라, 김양수, 김병학, 이희정,

박정준

P-09
동계기간 상업용 배합사료 공급비율에 따른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Ino,1952)
치패의 성장 특성

(주)유세라 / (공)김병학, 이시우, 신유리, 김양수,

손맹현, 이희정, 박정준

P-10
NGS를 이용한 멸종위기 담수패류 곳체두드럭조개
(Lamprotula leai)의 RNAseq 데이터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주)정종민 / (공)강세원, 황희주, 박소영, 상민규,

박지은, 민혜린, 이준상, 한연수,

박홍석

P-11
Study for DNA barcoding of land snails 
(Gastropoda: Bradybaenidae) in Korea using the 
CO1 and 16S rRNA gene

(주)윤현주 / (공)김희영, 박갑만

P-12
섬진강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이차생산량 
추정

(주)김정현 / (공)서진영, 최진우

P-13
꼬막 Tegillarca granosa 당면체의 형태 및 
당면체낭의 미세구조

(주)김수지 / (공)김혜진, 오승헌, 주선미, 이정식

P-14
우리나라 남해안 무인도 홍합과 이매패류의
intersexuality

(주)김수지 / (공)나고경, 김현진, 신소령, 이연규,

이정식

P-15
서해 부안연안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양식어장의 수질 및 퇴적물 환경 특성

(주)김형섭 / (공)최문술, 최옥인

P-16
Gene expression analysis of GnRH in adult 
Haliotis discus hannai

(주)손영창 / (공)김경섭, 김재원, 이정식

P-17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의 수온상승에 따른 
생존율 및 생리학적 반응

(주)신윤경 / (공)김영대, 송준영, 김원진

P-18
유해적조(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Ino, 1952)의 
생체 외 세포성 면역 반응

(주)이상준 / (공)조규태, 신유리, 유세라, 김 란,

이희정, 박정준, 전미애

P-19
Pelagic oxycline on the sheltered shallow coasts: 
the nature and damage potential 
to the farmed shellfish in the longline system

(주)이상준 / (공)Qtae Jo, Jong Cheol Han,

Yeong Cheol Park, Tae Gyu Park



P-20

Inter-annual density of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relative to the sand 
addition to the tidal flat of Geunso bay off the 
west coast of Korea

(주)전준협 / (공)정희도, 박광재, 송재희, 이희중,

이규현, 안현미, 허영백

P-21 완도해역 갯벌 양식굴의 기생충 감염특성 (주)조상만 / (공)강주현, 장진혁

P-22
왕우럭(Tresus keenae)의 장에서 분리된 7종의
Bacillus spp.에 대한 생물막 형성능의 조사

(주)문성현 / (공)이승원, 김철원

P-23
왕우럭(Tresus keenae)의 장에서 분리된 
미생물의 분포와 인공종묘생산 산업화를 위한 
잠재적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탐색

(주)이승원 / (공)문성현, 김철원

P-24
왕우럭 모패의 실내 및 실외 사육에 따른 
성장, 생존 및 성숙에 관한 연구 

(주)김철원 / (공)강한승

P-25
NGS를 이용한 멸종위기 담수패류 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의 비교유전체 연구

(주)강세원 / (공)황희주, 박소영, 정종민, 상민규,

박지은, 민혜린, 이준상, 한연수,

박홍석

P-26
NGS를 이용한 멸종위기 담수패류 두드럭조개
(Lamprotula coreana)의 RNAseq 데이터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주)박소영 / (공)강세원, 황희주, 정종민, 상민규,

박지은, 민혜린, 이준상, 한연수,

박홍석

• 안내 데스크에 부착 필요 물품 준비되어 있음. / • 저자 직접 해당 번호가 부착된 공란에 Poster 부착.
※푸른색으로 표시된 Junior 분들(P-1～10)만이 ‘우수 발표상’ 선정 대상이며, ‘누르끼리’한 색으로 표시된 
  Senior 분들은 아무리 잘하셔도 상장과 부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한국패류학회 학술발표 및 관련 장소 위치 안내(도면)

• 한국패류학회 학술발표회장 (): 산학연구관 F05

• 점심 식사 장소 (): 학생회관(청경홀, F23) 지하 1층

[이름표 뒷면에 삽입된 식권 이용]

• 저녁 식사 장소 (): 청람홀 F19(학회 종류 후, 식사[뷔페식] 장소 단체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