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2017년 5월 24일 (수) ~ 26일 (금)

◆ 장

소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

◆ 전체 일정
일자

시간

행사 내용

장소

5.24(수)

19:00~21:00

학회 이사회

-

09:00~10:15

학회 등록

4층 로비

개회사
10:15~10:30

축사

4층 대강당

특별행사
5.25(목)

5.26(금)

10:30~11:00

기조강연

4층 대강당

11:00~11:30

초청강연Ⅰ

4층 대강당

11:30~13:00

점심식사

-

13:00~15:05

구두발표 (세션Ⅰ)

1,2,3 발표장

15:05~15:30

Coffee Break

4층 로비

15:30~18:00

구두발표 (세션Ⅱ)

1,2,3 발표장

09:30~10:00

초청강연Ⅱ

4층 대강당

10:00~10:40

포스터 세션*

4층 로비

10:40~12:20

구두발표 (세션Ⅲ)

1,2 발표장

12:20~12:40

우수 발표 논문상/포스터상 시상
폐회사

* 포스터는 25일(목) 15시까지 게시, 포스터 세션에는 발표자 참석

4층 대강당

◆ 행사 일정
• 5월 25일 (목)
일시

행사 내용

09:00~10:15

학회 등록

10:15~10:30

개회사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김범식 회장)
진행: 이수출 교수
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원장)
(경북대학교)
특별행사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김범식 회장)

10:30~11:00

기조강연 – 해운부문 현황과 대기환경 정책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기술원장)

좌장: 이진욱 박사
(고등기술연구원)

11:00~11:30

초청강연Ⅰ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와 자동차
미래 (숭실대학교 정용일 교수)

좌장: 이진욱 박사
(고등기술연구원)

11:30~13:00

점심식사

구두발표
(세션Ⅰ)

미세먼지Ⅰ
[제1발표장]

Int. young
Researchers
[제2발표장]

미래에너지/환경Ⅰ
[제3발표장]

13:00~13:25

EO4 01

EO5 01

EO2 01

13:25~13:50

EO4 02

EO5 02

EO2 02

13:50~14:15

EO4 03

EO5 03

EO2 03

14:15~14:40

EO4 04

EO5 04

EO2 04

14:40~15:05

EO4 05

EO5 05

EO2 05

15:05~15:30

Coffee Break

구두발표
(세션Ⅱ)

온실가스감축Ⅰ
[제1발표장]

정책/제도
[제2발표장]

미래에너지/환경Ⅱ
[제3발표장]

15:30~15:55

EO1 01

EO3 01

EO6 01

15:55~16:20

EO1 02

EO3 02

EO6 02

16:20~16:45

EO1 03

EO3 03

EO6 03

16:45~17:10

EO1 04

EO3 04

EO6 04

17:10~17:35

EO1 05

EO3 05

EO6 05

17:35~18:00

EO1 06

EO3 06

EO6 06

* 제1발표장(4층 대강당), 제2발표장(303호), 제3발표장(2층 대회의실)

• 5월 26일 (금)
일시

행사 내용

09:30~10:00

초청강연Ⅱ – 초미세먼지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김용표 교수)

10:00~10:40

포스터 세션 (EP 01~75)*

좌장: 박노국 교수
(영남대학교)

구두발표
(세션Ⅲ)

미세먼지Ⅱ
[제1발표장]

온실가스감축Ⅱ
[제2발표장]

10:40~11:05

EO4 06

EO1 07

11:05~11:30

EO4 07

EO1 08

11:30~11:55

EO4 08

EO1 09

11:55~12:20

EO4 09

EO1 10

12:20~12:40

우수 발표 논문상/포스터상 시상
폐회사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김범식 회장)

* 포스터는 25일(목) 15시까지 게시, 포스터 세션에는 발표자 참석

진행: 이수출 교수
(경북대학교)

◆ 구두발표
• 5월 25일 (목) 세션Ⅰ (13:00~15:05)
미세먼지Ⅰ [제1발표장]

-좌장: 김학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O4 01

13:00~13:25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제어 기술과 시장 현황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윤성진

EO4 02

13:25~13:50

지수분해 분석에 의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국가핵융합연구소
장한수

EO4 03

13:50~14:15

미세먼지 유발 원인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SCR 촉매 기술
경기대학교
이상문

EO4 04

14:15~14:40

미세먼지 대응 휘발성 유기화합물 에너지화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1
고등기술연구원, 2영남대학교, 3평화엔지니어링
홍범의1*, 김호1, 전동환1, 강석환1, 박노국2, 이태진2, 김상태3

EO4 05

14:40~15:05

차량 미세먼지 저감기술
고려대학교
이성호

International Young Researchers [제2발표장]

-좌장: 허려화(아주대학교)

13:00~13:25

Large-scale preparation of Mg doped LiFePO4@C for lithium ion batteries via
carbon thermal reduction combined with aqueous rheological phase technology
Hen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uang-Ri Xu, Yuan-Chao Li

13:25~13:50

High-temperature corrosion characteristic of Fe-Cr steels for
electrical power plant
성균관대학교
Yu-Ke Shi, 김민정, 이동복*

13:50~14:15

Studies into the influence of torrefaction pretreatment on
gasification of Larch wood and corn stalk
아주대학교
Shu-min Fan, Baldorj Chimeddorj, Li-Hua Xu, Hyung-Taek Kim*

EO5 04

14:15~14:40

Korea-China Co-study with Development of Low NOx Burner in
Pulverized Coal Boiler
1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2부산대학교 화력발전에너지분석기술센터, 3
한국남부발전
Yu Jiang1, 안석기1, 김승모2, 김규보2, 강기태3, 전충환1,2*

EO5 05

14:40~15:05

한-중 에너지 기후 영향에 대한 조사
한중무역협회, 한중경영신문
김용선

EO5 01

EO5 02

EO5 03

미래에너지/환경Ⅰ [제3발표장]

-좌장: 전동환(고등기술연구원)

13:00~13:25

대용량 전력저장을 위한 차세대 VRFB 스택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세국

EO2 02

13:25~13:50

PtG와 PtL의 국내 적용 기술
고등기술연구원
강석환*, 류재홍, 김진호, 김효식, 홍범의

EO2 03

13:50~14:15

열화학적 변환을 통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FEP 융합연구단, 3UST
이은도1,2*, 김영두1,2,3, 방병열1,2

EO2 04

14:15~14:40

롤러 밀착 방식의 연속식 가압 분체연료 주입장치 기술 개발
1
고등기술연구원, 2㈜쎄인텍
정석우1*, 김문현1, 변용수1, 정종선2, 김형규2, 김태화2

14:40~15:05

석탄가스화 용융슬래그를 이용한 우수처리용 골재 제조특성
고등기술연구원
전동환, 윤성필, 권인구, 정우현*

EO2 01

EO2 05

* 제1발표장(4층 대강당), 제2발표장(303호), 제3발표장(2층 대회의실)

• 5월 25일 (목) 세션Ⅱ (15:30~18:00)
온실가스감축Ⅰ [제1발표장]

-좌장: 최민기(한국과학기술원)

EO1 01

15:30~15:55

대기 중 미량온실기체 연속관측자료를 이용한 온실기체의 배출원
및 배출량 분석연구
1
경북대학교 경북해양과학연구소, 2경북대학교 해양학과
이선란1, 박미경1, 조춘옥1, 박선영1,2*

EO1 02

15:55~16:20

CCS 안전관련 고압가스 안전규제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장갑만, 이진한, 최윤원, 엄석화

EO1 03

16:20~16:45

이산화탄소 광물화를 이용한 흡수제의 화학적 재생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민혜, 김영은, 정순관*

EO1 04

16:45~17:10

순산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 추진 현황
전력연구원
장성호

17:10~17:35

저급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한 펫코크 슬러리 가스화 기술
개발 연구
1
고등기술연구원, 2한국지역난방공사
이진욱1, 황성연1, 정기진1, 김미도2, 강원석2

17:35~18:00

Rational Design of amine-based solid absorbent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한국과학기술원
최민기*, 최우성, 민경민

EO1 05

EO1 06

정책/제도 [제2발표장]

-좌장: 장한수(국가핵융합연구소)

EO3 01

15:30~15:55

배출권할당 시나리오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지역난방공사, 2아주대학교
전영신1, 김형택2

EO3 02

15:55~16:20

기후변화 대응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성과 분석
녹색기술센터
신자원, 염성찬

16:20~16:45

지역별 환경제약 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신힘철, 김남일

EO3 04

16:45~17:10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의 현황 검토 및 대규모 CCS 통합실증 추
진의 과제와 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홍정석, 최주석, 강현규

EO3 05

17:10~17:35

CCS 및 CCKUS의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상식

EO3 06

17:35~18:00

북한 생산 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발전량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여민주, 김용표

EO3 03

미래에너지/환경Ⅱ [제3발표장]

-좌장:이성호(대구테크노파크)

EO6 01

15:30~15:55

동위원소기반 하이브리드전지 개발동향
대구테크노파크
이성호, 김보성, 윤영목, 최정건

EO6 02

15:55~16:20

반영구 베타전지 기술개발 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경환

EO6 03

16:20~16:45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실증
한국원자력연구원
손광재

EO6 04

16:45~17:10

전고체 박막이차전지 기술
가천대학교
윤영수

EO6 05

17:10~17:35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기술
한양대학교
신동욱*, 박찬휘

17:35~18:00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전지 개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남상철*, 이인성, 노을

EO6 06

* 제1발표장(4층 대강당), 제2발표장(303호), 제3발표장(2층 대회의실)

• 5월 26일 (금) 세션Ⅲ (10:40~12:20)
미세먼지Ⅱ [제1발표장]

-좌장: 정운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O4 06

자동차에서의 NOx 발생과 SCR 기술
10:40~11:05 한국기계연구원
조규백

EO4 07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저감기술
11:05~11:3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현설

EO4 08

2차 미세먼지 유발원 저감 촉매기술
11:30~11:55 한국화학연구원
허일정

EO4 09

VOC 감지 나노소재 및 센서 제작 기술개발
11:55~12:2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오석

온실가스감축Ⅱ [제2발표장]
EO1 07

-좌장: 황상연(고등기술연구원)
다양한 반응 매질에서의 SF6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및 생성속도
특성 분석
10:40~11:05
울산과학기술원
고결

EO1 08

11:05~11:30

알칼리계 건식 CO2 흡수제의 SO2 영향
1
경북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한국전력연구원
채호진1, 이수출1, 조민선1, 황병욱2, 이중범3, 백점인3, 김재창1*

EO1 09

11:30~11:55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파울링에 의한 온도감소 연구
1
아주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주창1, 남궁훤2, 허려화1, 김형택1

EO1 10

11:55~12:20

매체순환연소를 위한 Cu-Mn 혼합금속 환원/산화 반응거동 조사
1
영남대학교, 2한국전력연구원, 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용한1, 박노국1, 강미숙1, 이태진1*, 류시옥1, 백점인2, 류호정3

* 제1발표장(4층 대강당), 제2발표장(303호), 제3발표장(2층 대회의실)

• 5월 26일 (금) 포스터세션 (10:00~10:40)
* 포스터는 25일(목) 15시까지 게시, 포스터 세션에는 발표자 참석

온실가스감축 [4층로비]

-좌장: 강태진(한국화학연구원)

EP 01

수소생산을 위한 제올라이트 5A, 13X, LiX 질소 흡착
1
경북대학교, 2원익 Materials,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1
1
1
2
2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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