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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인류사회의 불확실성은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공학 분야에서 이러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학공학의 

전반적인 큰 흐름(메가트렌드)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화공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는 우리 

한국화학공학회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의 권익증진과 학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슬로건을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는 화학공학”으로 정하고,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며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글로벌 화학공학”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를 과학의 도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우식 명예교수(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의 Plenary Talk가 

예정되어 있으며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공감을 주시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KIChE-SCEJ joint symposium,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 설계와 응용,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차세대 IT 응용,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청정화학 

촉매 등 화공산업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과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등을 통한 여성 

과학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으며,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화학공정소재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 그리고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의 발표 등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공학실무역량평가 

(TOPEC) 심포지엄 등 한국화학공학회의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관련 프로그램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을 구성하였으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공감하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화학공학회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화학공학회의 정관 조직 등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미래 화학공학 산업을 발전시키고 학회의 가치 증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함께 학회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강   용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는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Creating the Happiness and Future of the Human)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글로벌 화학공학” 
(Global Chemical Engineering for Collaboration among Industry, Academy,  

Research Institute, and Government)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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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Talk 및 Keynote Lecture 안내
Plenary Talk

성 명 / 소 속 약력사항 발표 제목

김우식

연세대학교, 창의공학연구원

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前 부총리 겸 제25대 과학기술부 장관

Creative Leadership

Keynote Lecture
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민경현

대웅제약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바이오화장품 분야에서 성장인자 개발 및 

응용

빈범호

아모레퍼시픽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당 미백

황용연

보령제약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경피 약물전달체의 연구개발 사례 및 최신 

연구전략

김도현

한국과학기술원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Novel temperature control in a microfluidic 

system

Hongkai Wu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3D printing for microfluidics and tissue 

engineering

Ming Ma

Tsinghua University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Carbon nanostructure based mechano-

nanofluidics

Shinji Hasebe

Kyoto University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Control by design - Design procedure of 

micro chemical plants

이재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태양 연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화학공정안전 주제별 심포지엄)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연구실안전법의 개정방안과 나아갈 방향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고분자) 구두발표

Ion exchange membranes based on 

poly(arylene ether ketone) for fuel cell

태기융

광주과학기술원
(고분자) 구두발표

Multifunctional nanogel for targeted 

imaging, delivery, and therapy

고대호

GS건설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Optimal design of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plants for coalbed methane 

purification

전경식

경희대학교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Advanced process and equipment control 

using big data in semiconductor/display 

manufacturing

심상준

고려대학교
(생물화공) 구두발표

DNA 유래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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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1

10월 19일(수): 대전컨벤션센터, 롯데시티호텔 대전

13:00~17:30 화학공학 기술강좌(미립자 기술의 소재 및 환경 분야 응용)(대전컨벤션센터 1층 101호)

13:00~17:50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대전컨벤션센터 1층 102호)

13:00~18:00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대전컨벤션센터 1층 103호)

15:00~16:00 업무위원장 / 지부장 / 부문위원장 회의(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6:00~16:20 평의원회의 등록(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6:20~18:00 평의원회의 전 세미나(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8:00~19:00 평의원회의(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9:00~20:30 평의원만찬(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0월 20일(목):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호)

B발표장
(205호)

C발표장
(204호)

D발표장
(206+207+208호)

E발표장
(209+210+211호)

F발표장
(101호)

G발표장
(102호)

H발표장
(103호)

I발표장
(104호)

J발표장
(105호)

K발표장
(106호)

L발표장
(107+108호)

08:00~17:40

사전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00,000원, 정회원B-14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0,000원, 학생회원B-65,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40,000원)
현장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10,000원, 정회원B-15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5,000원, 학생회원B-70,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50,000원)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LG하우시스 협찬 바리스타 커피 제공)

08:30~11:00

[특별  
심포지엄 1]

새로운 바이오
메디컬 소재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 

-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I
(08:30~11:00)

[주제별  
심포지엄 1]
미래 분체
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 연구  
심포지엄

(08:30~11:00)

열역학
구두발표

(08:30~11:10)

[주제별  
심포지엄 2]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09:00~11:00)

[특별  
심포지엄 3]
KIChE-SCEJ 

joint 
symposium I
(08:50~11: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08:30~11:00)

분리기술
구두발표

(08:30~11:05)

재   료
구두발표 I

(09:00~10:50)

[여성위원회]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09:10~11:0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08:30~11:00)

미립자공학 

부문위원회

 11:10~11:50 총     회(201호)

 11:50~12:30 Plenary Talk: Creative Leadership [김우식 이사장/명예교수(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연세대학교)](201호)

 12:30~12:40  휴        식

 12:40~14:00 간친회(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총회 참석 정회원)(202호)

14:00~17:40

[특별  
심포지엄 1]

새로운 바이오
메디컬 소재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 

-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I I

(14:00~17:30)

[특별  
심포지엄 2]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와  

공학실무역량

평가(TOPEC)  
심포지엄

(14:00~17:40)

이동현상
구두발표

(14:00~17:3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

(14:00~17:30)

유동층
구두발표

(14:00~16:50)

[주제별  
심포지엄 3]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14:00~17:50)

[특별  
심포지엄 3]

KIChE-SCEJ 
joint  

symposium I I

(14:00~17:3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I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4]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 

(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14:00~17:20)

화학공정안전
구두발표

(14:00~15:50)

[특별  
심포지엄 4]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자동차산업과 

화학공학
(14:00~17:3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I

(14:00~16:30)

재료 

부문위원회

이동현상 

부문위원회

에너지 환경

부문위원회

유동층

부문위원회

고분자

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화학공정안전 

부문위원회

촉매

부문위원회분리기술부문위원회

17:40~18:00 경품추첨(1층 전시홀)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09:00~10:30): 고분자, 분리기술, 이동현상, 화학공정안전

포스터 발표 II (16:00~17:40): 미립자공학, 생물화공, 에너지, 열역학, 유동층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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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2

10월 21일(금):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호)

B발표장

(205호)

C발표장

(204호)

D발표장

(206+207+208호)

E발표장

(209+210+211호)

F발표장

(101호)

G발표장

(102호)

H발표장

(103호)

I발표장

(104호)

J발표장

(105호)

K발표장

(106호)

L발표장

(107+108호)

08:00~17:00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LG하우시스 협찬 바리스타 커피 제공)

09:00~12:00

[전문대학 

위원회] 

화학분야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10:00~12:00)

생물화공

구두발표

(09:00~11:58)

에너지 환경
학생 구두발표 II

(09:00~12:00)

[주제별  

심포지엄 5]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09:00~12:00)

고분자

구두발표

(09:30~12:05)

[주제별  

심포지엄 6]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I  

(09:10~12:00)

[주제별  

심포지엄 7]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09:00~11:40)

[주제별  

심포지엄 8]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09:00~12:00)

재   료

구두발표 II

(09:30~12:00)

[주제별  

심포지엄 9]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09:00~12:00)

[주제별  

심포지엄 10]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09:00~12:25)

[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11:00~17:00)

생물화공

부문위원회

공정시스템

부문위원회

공업화학 

부문위원회

12:00~13:00 점심식사
화학공학 및 유사

학과 학과장 모임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13:20~16: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I

(13:00~14:30)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

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화학
공정소재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

(13: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6]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II
(13:40~17: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I

(13:00~14:30)

[주제별  
심포지엄 11]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13:00~16:20)

재   료
구두발표 III

(13:30~15:30)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13:00~16:20)

[주제별  
심포지엄 12]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13:00~17:00)

17:00~17:30
시상식(대림 대학원 논문상, 회명 대학원 연구상, 우수 구두 발표상, 우수 포스터 발표상, 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여대학(원)생 팀제공학연구상 및 경품추첨(치킨+피자+음료 파티)(1층 전시홀)

1층 중회의장 로비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포스터발표)(13:00~17:00)

1층 전시홀

[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2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13:20~16:00)

포스터 발표 III (09:00~11:00): 공정시스템, 재  료

포스터 발표 IV (15:00~16:30): 공업화학, 촉매 및 반응공학, 환  경 

홍보전시회

부문위원회	시간	안내

10월	20일(목)

고분자부문위원회 F 발표장(101호) 17:50~18:20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B발표장(205호) 13:30~13:5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I 발표장(104호) 17:40~18:00

열역학부문위원회 I 발표장(104호) 17:20~17:40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D발표장(206+207+208호) 17:30~18:00

유동층부문위원회 E발표장(209+210+211호) 16:50~17:10

이동현상부문위원회 C발표장 (204호) 17:30~18:00

재료부문위원회 A발표장(201호) 17:30~18:00

촉매부문위원회 L 발표장 (107+108호) 16:30~17:0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J 발표장(105호) 15:50~16:10

10월	21일(금)

공업화학부문위원회 K발표장(106호) 12:00~12:4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H발표장(103호) 11:50~13:00

생물화공부문위원회 C발표장(204호) 12: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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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전 세미나 / 평의원회의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2016년 10월 19일(수), 16:00~20:30

	

사회:	송광호,	한국화학공학회	조직이사

16:00	 평 의 원 등 록

16:20	 		기술혁신과	조직문화	 유진녕,	LG화학	기술연구원	사장

17:10	 		한국화학공학회	중장기	발전	방안	 오장수,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사회:	이창수,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18:00	 평 의 원 회 의

	 1.	보고사항

	 	 (1)	주요회무

	 	 (2)	자문의장	선출	결과

	 	 (3)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결과

	 2.	승인사항	

	 	 (1)	영문지	편집장

	 3.	심의사항

	 	 (1)	정관	개정(안)

	 	 (2)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3)	제48대	임원(이사회,	운영위원회)	구성(안)

	 	 (4)	제48대	감사	선출

	 4.	학회상	시상	

	 					-			범석논문상,	심강논문상,	석명우수화공인상,	형당교육상,	윤창구상,	박선원	학술상,	양정	생물화공상,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5.	기타토의

19:00	 평 의 원  만 찬

화학공학 및 유사학과 학과장 모임

대전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211호) 2016년 10월 21(금), 12:00~13:00

	 	 사회:	박윤국,	홍익대학교

12:00 토 의 사 항 

 1.	공학인증:	한국화학공학회	요청사항

	 2.	TOPEC:	시험내용과	방법

	 3.	교과과정:	학부	및	대학원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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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총회, Plenary Talk, Fun&Fun Festival: A발표장(201호)

•간친회: 202호

•사전.현장등록처, 물품보관소: 1층 로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1~2층 발표장

•Coffee lounge: 1층 전시홀(바리스타 커피 제공 / LG하우시스 협찬)

※ 대전컨벤션센터 내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  포스터발표, 경품추첨, 대림 대학원 논문상/회명 대학원 연구상/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여대학(원)생 팀제공학연구상 시상식, 홍보전시회,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 Internet lounge: 1층 전시홀

•VIP lounge, 연사휴게실: 201호 맞은편

•WISET 포스터발표: 1층 중회의장 로비

1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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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종류별 코드]

심 = 심포지엄        O = 구두발표         P = 포스터발표

[발표분야별 코드]

고분자 = 고분  공업화학 = 공업 공정시스템 = 공정

미립자공학 = 미립 분리기술 = 분리 생물화공 = 생물

에너지 = 에너 열역학 = 열역 유동층 = 유동

이동현상 = 이동 재료 = 재료 촉매 및 반응공학 = 촉매

화학공정안전 = 안전 환경 = 환경

[심포지엄 코드]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심(생재)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심(공동)

KIChE-SCEJ joint symposium-심(국제)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자동차산업과 화학공학=심(마스)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심(미립)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심(에환)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심(고분)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심(분리)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심(유동)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심(이동)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심(공정)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심(재료)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심(공업)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심(촉매)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심(해양)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심(안전)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심(여성)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심(전문)

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화학공정소재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심(과제)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심(위젯) 

|발|표|코|드|

          심포지엄 / 구두발표 코드

 O 고분 A 목 - 1

 발표종류 발표분야 발표장소 발표요일  발표순서

         

 P 공업 금 - 1

 발표종류 발표분야 발표요일  발표순서

<협조 사항>
■ 발표자의 동의없이 포스터 및 구두발표장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 구두발표자

•구두발표자는 발표자료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시어 USB에 저장해 오시기 바랍니다. 

•  발표세션 시작전 미리 발표장에 준비된 노트북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발표자

•  포스터 보드에 발표자료를 붙일 수 있는 크기는 약 가로 96cm×세로 120cm입니다(보드 전체 사이즈 100cm×200cm).

•발표 내용물을 부착할 수 있는 시침핀을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는 포스터 내용을 1~2페이지로 요약한 인쇄물(20~30부 정도)을 준비하여 각 보드를 찾아오는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발표자는 발표시작 30분전까지 자료를 게시하여 주시고, 포스터발표 시작 시간부터 40분 동안 반드시 포스터 앞에 있어야 합

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no show 처리됩니다.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후보자는 이와 관계없이 심사위원이 심사할 동

안에는 계속 포스터 앞에 있어야 합니다.

•포스터 게시와 철거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 / 구두발표 코드 포스터발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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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I

(New biomedical material design and applications: Korea-Japan, 
biochemical engineering-materials division joint symposium I)

공동주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포스텍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2016년 10월 20일(목), 08:30~11:00

Speaker
김유천	

2007 Georgia Tech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1 KRIBB 위촉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hairman:	Donghyun	Lee,	Chung-Ang	Univ.

08:30	 Microneedle	patches	for	improved	influenza	vaccination	 Yeu-Chun	Kim,	KAIST	
심(생재)A목-1

08:55	 Therapeutic	effects	of	trehalose	liposomes	against		 Yoko	Matsumoto,	Sojo	Univ.	
심(생재)A목-2

	 carcinoma	in	vitro	and	in	vivo

09:20	 Disease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using	gold	nanowire	 Seung	Min	Yoo,	KAIST	
심(생재)A목-3

09:45	 Dual	delivery	of	growth	factors	with	coacervate-coated		 Kyobum	Kim,	Incheon	Nat’l	Univ.	
심(생재)A목-4

	 poly(lactic-co-glycolic	acid)	mesh	improves			

	 neovascularization	in	a	mouse	skin	flap	model

10:10	 Ion-responsive	star	copolymers	and	their	biomedical		 Taichi	Ito,	The	Univ.	of	Tokyo	
심(생재)A목-5

	 applications

10:35	 New	strategy	for	molecular	diagnostics	using	biomedical		 Yong	Shin,	Univ.	of	Ulsan			
심(생재)A목-6

	 material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llege	of	Medicine/Asan		

	 	 	 Medical	Center

Yoko	Matsumoto

1986   Ph. D. in Pharm. Kyushu Univ. 
2002   Prof., Dept. of Applied 

Chemistry, Sojo Univ.
Prese  nt Prof., Dept. of Life Sci., Sojo 

Univ.

Taichi	Ito

2004   Ph.D. in Chem. Eng. The 
Univ. of Tokyo 

2006   Massachusetts Inst. of Tech., 
Post-doc. Researcher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The Univ. of 
Tokyo

유승민

2009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5 (주)메디제네스 연구팀장
현  재   KAIST 생물공정연구센터 연구교수

신			용

2008   Max Planck Inst. and  
Georg-August-Univ. 
Goettingen, 뇌신경 생물학 박사

2015   A*STAR, Singapore,  
Bio Electronics Group

현  재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조교수

김교범

2010   Ph.D. Chem. Eng., Univ. of 
Maryland

2013   Univ. of Pittsburgh Post-doc. 
현  재 인천대 생명공학부 조교수

이동현	

2009   Carnegie Mellon Univ. 바이오 
메디컬공학 박사

2010   Univ. of Pittsburgh 바이오공학 
Post-doc.

현  재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부교수

백승필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8 교토대 JSPS/JST 연구원 
현  재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특
별

 심
포

지
엄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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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II

(New biomedical material design and applications: Korea-Japan, 
biochemical engineering-materials division joint symposium II)

공동주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포스텍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Chairman:	Seung	Pil	Pack,	Korea	Univ.

14:00	 Multi-dimensional	micropatterning	through	biomimetic		 Kwang	Heo,	Sejong	Univ.	
심(생재)A목-7	 self-templating	assembly
14:25	 Bottom-up	3D	tissue	engineering	approaches	using		 Masumi	Yamada,	Chiba	Univ.	
심(생재)A목-8	 collagen	microbeads	as	particulate	scaffolds
14:50	 3D	bio-printing	technology	in	tissue	engineering	 Junhee	Lee,	KIMM	
심(생재)A목-9

15:15	 Photo-activated	instant	surgical	tissue	glue	based	on		 Byeong	Hee	Hwang,	Incheon	Nat’l	Univ.	
심(생재)A목-10	 mussel	adhesive	protein	and	tyrosine	crosslinking		 	
15:40	 Coffee	break

Chairman:	Toshiyuki	Kanamori,	AIST

15:50	 Optical	cell	manipulation	using	biomaterial-based		 Shinji	Sugiura,	AIST	
심(생재)A목-11	 photodegradable	hydrogels
16:15	 Advanced	fusion	techniques	for	cell	and	tissue	engineering	 Suk	Ho	Bhang,	SKKU	
심(생재)A목-12

16:40	 The	development	of	photo-switching	protein	based	memory	 Minsub	Chung,	Hongik	Univ.	
심(생재)A목-13

17:05	 Development	of	X-ray	CT	contrast	agents	based	on	tantalum		 Nohyun	Lee,	Kookmin	Univ.	
심(생재)A목-14	 oxide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7:30

황병희

2010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3   UC Santa Barbara 

Post-doc. 
현  재 인천대 생명공학부 조교수

방석호	

200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Georgia Inst. of Tech. & 

Emory Univ., Post-doc. 
Fellow/Washington 
Univ. in St. Louis, Post-
doc. Fellow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
부 조교수

Speaker
허			광

2011   서울대 나노과학기술협동 
과정 박사

2015   UC Berkeley&LBNL  
연구원

현  재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조교수 

Masumi	Yamada

2006   Ph. D. in Chem. and 
Biotech. The Univ. of Tokyo

2008   JSPS Post-doc. 
Researcher, Tokyo 
Women’s Medical Univ.

2009   JSPS Post-doc. 
Researcher, Massachusetts 
Inst. of Tech.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Applied Chemistry and 
Biotech., Chiba Univ.

Shinji	Sugiura

2002   Ph. D. in Eng. Dept. of 
Chemistry and Biotech., 
Graduate School of Eng. 
The Univ. of Tokyo

2004   Post-doc. Research 
Associate, Radiology 
Division, Nat’l Cancer 
Center Hospital East

Prese  nt Senior Scientist, 
Biotech. Research Inst. 
for Drug Discovery, 
Nat'l Inst. of AIST

정민섭

2011   Stanford Univ. 화학공학 
박사

2013 UC Berkeley Post-doc.  
현  재 홍익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이준희	

2005 KAIST 기계공학 박사
2015 UST 부교수
현  재   KIMM 나노자연모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노현

201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2   화학공정 신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재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이동현	

2009   Carnegie Mellon Univ. 
바이오메디컬공학 박사

2010   Univ. of Pittsburgh  
바이오공학 Post-doc.

현  재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부교수

백승필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8 교토대 JSPS/JST 연구원 
현  재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특
별

 심
포

지
엄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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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필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8 교토대 JSPS/JST 연구원 
현  재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특
별

 심
포

지
엄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 I

(Symposium on EDRC industry-academia projects and Introduction 
to TOPEC(test of practical engineering competency) I)

주    관: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14:00		 EDRC	소개	 한종훈,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Chonghun Han, EDRC)

14:10	 할로겐,	인,	규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REACH	제도	대응		 양대륙,	고려대학교		
심(공동)B목-1	 물성	예측:	정상끓는점,	인화점,밀도,	수용해도	 (Dae Ryook Yang, Korea Univ.)

 (Material property estimation of organic compounds contain Halogen, Phosphorus,  

 Silicon for REACH: Boiling point, flash point, density, solubility) 

14:25	 혼합용매를	포함한	4성분	액-액	평형	NRTL	시스템	구축	및	초산분리		 이문용,	영남대학교	
심(공동)B목-2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신공정	개발	 (Moonyong Lee, Yeungnam Univ.)

 (Liquid-liquid equilibrium NRTL system for mixed solvent and hybrid 

 extraction-distillation process development for enhanced acetic acid separation)

14:40		 고농도	폐수	전처리	기술	개발	 황성원,	인하대학교	
심(공동)B목-3 (Development of pretreatment system of industrial wastewater) (Sungwon Hwang, Inha Univ.)

14:55		 생분해성	고흡수	수지(biodegradable	superabsorbent	polymer)		 배영찬,	한양대학교	
심(공동)B목-4	 생산	공정	설계에	적용을	위한	물성	예측	패키지	개발	 (Young Chan Bae, Hanyang Univ.)

 (Development of physical property simulation package for applying the production  

 process design of biodegradable superabsorbent polymer)

15:10	 유기성폐기물	슬러지	유중건조/반탄화	공정	모사	및	기술경제성	평가	 임영일,	한경대학교	
심(공동)B목-5 (Process simulation and techno-economic analysis for fry-drying and torrefaction 	 (Young-il Lim, Hankyong Nat’l Univ.) 

 of organic waste sludge)

15:25	 ALM(additive	layer	manufacturing)	공정을	이용한	에너지		 박상후,	부산대학교	
심(공동)B목-6	 플랜트용	고효율	열교환기	핵심기술	개발	 (Sanghu Park, Pusan Nat’l Univ.)

 (Develoment of core technologies of high efficiency heat exchanger for   

 energy plant applications using ALM process)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5:40

Speaker
양대륙

1990   UC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1993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황성원

2004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2 Aspen Tech UK, UOP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배영찬

1989   Wayne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1991 U.C. Berkeley Post-doc.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임영일

2001   프랑스 ENSIACE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CoSPE 센터장/한경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문용

1991 KAIST 화학공학 박사  
1984 SK(주) 울산컴플렉스 공정연구실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박상후

2006 KAIST 기계공학 박사
2007 KIMM 나노공정장비센터 연구원
현  재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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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 II

(Symposium on EDRC industry-academia projects and Introduction 
to TOPEC(test of practical engineering competency) II)

주    관: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6년 10월 20일(목), 15:40~17:40

15:40	 미세조류의	생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확전략	 Christoph	Lindenberger,		
심(공동)B목-7	 (Influence of the harvesting strategy on biomass yield)	 FAU	Campus	Busan

15:55	 PDH(propane	dehydrogenation)	신공정	개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이종민,	서울대학교	
심(공동)B목-8	 운전조건	탐색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Jong Min Lee, Seoul Nat’l Univ.)	

	 (Development of the new simulation model for the optimal PDH process)

16:10	 스케치업과	매트랩을	활용한	화재	및	가스	센서	맵핑	툴의	프레임워크	개발	 김경묵,	FAU	Campus	Busan
심(공동)B목-9 (Development of a general framework and fire & gas sensor coverage mapping 	 (KyungMook Kim , FAU Busan Campus) 

 tool using Sketchup and MATLAB)

16:25	 초대형	해상크레인의	시뮬레이션	기반	작업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함승호,	서울대학교
심(공동)B목-10 (Development of simulation-based safety evaluation program of lifting operation 	 (Seung-Ho Ham, Seoul Nat’l Univ.) 

 for a mega floating crane)

16:40	 TOPEC의	현재와	미래	 이의수,	동국대학교
심(공동)B목-11 (The present and future of TOPEC) (Euy Soo Lee, Dongguk Univ.)

17:10	 TOPEC	제도의	인지적	차별성과	기대성과:	제도적	관점에서의		 이광복,	충남대학교	
심(공동)B목-12	 NCS,	NQF,	TOPEC	비교연구	 (Kwang-bok Yi, Chungnam Nat’l Univ.)

 (What to expect from TOPEC implementation and its recognitive difference:  

 Comparison study on NCS, NQF, and TOPEC)

Speaker
이종민

2004 Georgia Tech 화학공학 박사
2010   Univ. of Alberta Assistant 

Prof.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

김경묵

2010 한국해양대 환경공학 학사
현  재   Friedrich-Alexander Univ. 

Erlangen-Nürnberg Busan 
Campus 화학생명공학부 석사과정

Christoph Lindenberger
2010   Doc. Chem.- and Bioengineering, 

Friedrich Alexander Univ. 
Erlangen-Nürnberg 

2010   Senior Scientist Bioprocess 
Engineering, FAU Campus Busan

Prese  nt Vice President Chemical- and 
Bioengineering, FAU Campus 
Busan

이의수

1988   Purdue Univ. School of 
Chem. Eng., Ph.D.

1994   제철화학(현 OCI) 중앙연구소  
연구실장

현  재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이광복

2004   Louisiana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0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충남대 화학공학교육과 부교수

함승호

2009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석사
2013 대우조선해양 특수성능연구소 대리
현  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이영우

1987 Auburn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충남대 기획처장,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
황성원

2004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2 Aspen Tech UK, UOP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한종훈

학 력 MIT 화학공학과 박사
경 력   한국화학공학회, 에너지공학회, 

한국가스학회 이사/서울대 공학연
구소장/SNU공학컨설팅센터 소장/ 
한국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협회 
운영위원장/POSTECH 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EDRC 소장/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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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yun Kim
2009   Ph.D., Chem. & Biomol. Eng., KAIST
2010   Post-doc. Res., Harvard Univ.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 Biomol. Eng., KAIST

Takashi Ogi
2008   Ph.D., Dept. of Chem. Eng., Graduate 

School of Eng., Hiroshima Univ.
2008   Young Scientists Doctoral Course 

Students (DC1), JSPS Res. 
Fellowships

2010   Assistant Prof., Dept. of Chem. Eng., 
Osaka Prefecture Univ.

2014   Assistant Prof., Dept. of Chem. Eng., 
Hiroshima Univ.

2015   Visiting Prof., ETH Zurich, Wendelin 
J Stark Lab.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Hiroshima Univ.

Toru Wakihara
2004 Ph.D., Eng., The Univ. of Tokyo
2004   Res. Associate, Graduate School of 

Environ. & Information Sci., 
Yokohama Nat’l Univ.

2012   Assistant Prof., & Associate Prof., 
Yokohama Nat’l Univ.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System Eng., The Univ. of 
Tokyo

KIChE-SCEJ joint symposium 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Chairman:	Pil	J.	Yoo,	SKKU

08:50	 Opening	remarks		 Yong	Kang,	President	of	KIChE

09:00	 Unconventional	photolithography	dictated	by		 Shin-Hyun	Kim,	KAIST	
심(국제)G목-1

	 reaction-diffusion	process

09:30		 Synthesis	of	hollow	nanostructured	silica	particle	and				 Takashi	Ogi,	Hiroshima	Univ.	
심(국제)G목-2

	 their	application	for	optically	transparent	and	thermally		

	 insulating	polymer	

10:00		 Mesoscale	porous	inverse	opals:	Characterization	of	their		 Jun	Hyuk	Moon,	Sogang	Univ.	
심(국제)G목-3

	 charge	and	ion	transport	properties	for	photoelectrochemical		  

	 electrode	application

10:30		 Bead-milling	and	post-milling	recrystallization:	An	organic		 Toru	Wakihara,	The	Univ.	of	Tokyo	
심(국제)G목-4

	 template-free	methodology	for	the	production	of		

	 nano-zeolite	catalyst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6년 10월 20일(목), 08:50~11:00

Speaker

Chairman

Jun Hyuk Moon
2005 Ph.D., Chem. Eng., KAIST
2007   Post-doc. Res., Univ. of Pennsylvania
2008   Res. Staff, Samsung Adv. Inst. Tech.
2015   Visiting Scholar, Harvard Univ. 
Prese  nt  Associate Prof., Chem. Eng., 

Sogang Univ.

Pil J. Yoo
2004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07   Post-doc. Associate, Dept. of 

Chem. Eng., MIT
2013   Visiting Associate Prof., Dept. of 

Chem. and Biomolecular Eng., 
UPENN

Prese  nt  Associate Prof., School of 
Chem. Eng., SK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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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hE-SCEJ joint symposium I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Chairman:	Jun	Hyuk	Moon,	Sogang	Univ.

14:00		 In	vitro	tissue	models	using	microscale	technologies	for		 Kazunori	Shimizu,	Nagoya	Univ.	
심(국제)G목-5	 drug	development

14:30		 Utrathin	polymeric	thin	films	for	the	application		 Sung	Gap	Im,	KAIST	
심(국제)G목-6	 to	organic	electronics

15:00		 Metal-organic	framework(MOF)-based	gas		 Nobuo	Hara,	AIST	
심(국제)G목-7	 separation	membrane

15:30		 Coffee	break

15:50		 Smart	carbon	nanotube	photothermal	therapy	platform	 Woo-Jae	Kim,	Gachon	Univ.	
심(국제)G목-8

16:20		 Transformation	of	biomass-derivatives	using	layered		 Atsushi	Takagaki,	The	Univ.	of	Tokyo	
심(국제)G목-9	 metal	oxide	solid	acid	catalysts

16:50		 Microfluidic	design	and	synthesis	of	shape-variant		 Pil	J.	Yoo,	SKKU	
심(국제)G목-10	 functional	droplets	and	bubbles

17:20	 Closing	remarks	 Do-Heyoung	Kim,	Chonnam	Nat’l	Univ./	

	 	 Chair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KIChE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7:30

Speaker

Woo-Jae Kim
2004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05   Post-doc. Res. Associate, Chem. & 

Biomol. Eng.,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7   Post-doc. Fellow, Chem. Eng. 
(Dreyfus MIT Fellowship Award), 
MIT 

Prese  nt  Associate Prof., Chem. & 
Biological Eng., Gachon Univ.

Do-Heyoung Kim
1993   Ph.D., Chemical Eng.,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1997   Principal Researcher, Central 

Research Center, LG Semicon 
Prese  nt Professor, School of Chem. Eng., 

Chonnam Nat’l Univ. 

Nobuo Hara
2009   Ph.D., Dept. of Chem. System Eng.,  

Univ. of Tokyo
2008   Young Scientists, JSPS Res. 

Fellowships 
2009 Post-doc. Fellow, Virginia Tech
2011   Researcher, Res. Inst. for 

Innovation in Sustainable 
Chemistry, Nat’l Inst. of AIST

Prese  nt  Senior Researcher, Res. Inst. 
for Chem. Process Tech., Nat’l Inst. 
of AIST

Atsushi Takagaki
2006   Ph.D., Chem., Tokyo Inst. of Tech.
2008   Assistant Prof., Dept. of Chem. 

System Eng., The Univ. of Tokyo
2010   Assistant Prof., School of Mat. Sci., 

JAIST 
Prese  nt  Assistant Prof., Dept. of Chem. 

System Eng., The Univ. of Tokyo

Doh Chang Lee
2007   Ph.D., Chem. Eng., Univ. of Texas 

at Austin
2010   Director’s Post-doc. Fellow, Los 

Alamos Nat’l Lab.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 Biomol. Eng., KAIST 

Jun Hyuk Moon
2005 Ph.D., Chem. Eng., KAIST
2007   Post-doc. Res., Univ. of Pennsylvania
2008   Res. Staff, Samsung Adv. Inst. Tech.
2015   Visiting Scholar, Harvard Univ. 
Prese  nt  Associate Prof., Chem. Eng., 

Sogang Univ.

Chairman

Kazunori Shimizu
2007 Ph.D., Biotechnol., Nagoya Univ.
2007 Res. Fellow(DC2), JSPS
2009   Visiting Res. (Post-doc.), Toyota 

Central R&D Labs., INC
2013   Program-Specific Assistant Prof., 

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 Kyoto Univ.

2014   Assistant Prof., Dept. of Chem. 
Eng., Osaka Univ.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Biotechnol., Graduate School of 
Eng., Nagoya Univ.

Sung Gap Im
2009 Ph.D., Chem. Eng., MIT
2010   Post-doc. Fellow, Dept. of Chem. 

Eng., MIT
Prese  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 Biomol. Eng. & Graphene Center 
in KI for Nano Century, KAIST

Pil J. Yoo
2004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07   Post-doc. Associate, Dept. of 

Chem. Eng., MIT
2013   Visiting Associate Prof., Dept. of 

Chem. and Biomolecular Eng., 
UPENN

Prese  nt  Associate Prof., School of 
Chem. Eng., SKKU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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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자동차 산업과 화학공학 

(New strategies for new world – role of chemical engineers in 
automotive industry)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7:30

Speaker

임종대

1983 현대자동차 입사
2013 현대기아자동차 재료개발실장
현  재   현대기아자동차 재료개발센터장/

자공회 생산 및 재료부문 부회장/
금속학회 기술이사

김태윤

2001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16   삼성SDI Battery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재   동진쎄미켐 종합연구소 연구위원

이재헌

2010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현  재 LG화학 Battery연구소 연구위원

	 Chairman:			정상문,	충북대학교	(Sang	Mun	Jeong,	Chungbuk	Nat’l	Univ.)	

황성원,	인하대학교	(Sungwon	Hwang,	Inha	Univ.)

14:00	 자동차	산업	및	기술동향	 임종대,	현대자동차
심(마스)K목-1 (Trend of Automotive Industry & Technology)

14:40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trend	of	long	range	EV	battery	 이재헌,	LG화학	
심(마스)K목-2 

15:10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및	수소	인프라	구축	동향	 김태윤,	동진쎄미켐	
심(마스)K목-3 (The status of FCEV technologies and hydrogen infrastructure)

15:40	 Coffee	break

16:00	 자율주행	기술	소개	및	동향		 신현석,	LG전자
심(마스)K목-4 (An introduction to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16:30	 Solving	future	CO2	challenges	and	air	pollution	in	 김창환,	현대자동차	
심(마스)K목-5	 automotive	industry

17:00	 자동차	경량화용	고분자복합재	및	부품	개발	 김희준,	LG하우시스	
심(마스)K목-6 (Development of Polymer Matrix Composites and Automotive Components)

신현석

2003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박사
현  재   LG전자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자율주행연구소 Vehicle 
System파트 수석연구원

김창환

2005   Univ. of Michigan 화학공학 
박사

2008   General Motors Global 
R&D Staff Researcher

현  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배기촉매리서치랩 연구위원

김희준

1999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 
2005   Univ. of Delaware Center 

for Composite Materials  
선임연구원

현  재 LG하우시스 연구소 연구위원

이도창

2007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10   Los Alamos 국립연구소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이민희

1999   Univ. of Waterloo 화학공학 
박사

2013   LG하우시스 연구소 고분자 재료 
Lab 연구위원

현  재 LG하우시스 연구소장

황성원

2004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2 Aspen Tech UK, UOP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정상문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7   Univ. of Nottingham  

방문연구원
현  재 충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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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
(Symposium for the Industry-University-Institute-Government 
collaboration research on powder technology in the future)

 주    관: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후    원: E&B 나노텍

Chairman:	최희규,	창원대학교	(Heekyu	Choi,	Chang-Won	Nat’l	Univ.)

08:30	 Opening	remarks	 김종길,	미립자공학부문위원장/한양대/E&B	Nanotech

  (Jongkil Kim, Hanyang Univ. / E&B Nanotech)

08:40		 Ti염	응집제를	이용한	슬러지의	응집	및	이를	이용한			 김종호,	전남대학교	
심(미립)B목-1

	 Ti광촉매	제조	및	응용기술		 (Jongho Kim, Chonnam Nat’l Univ.)

 (Prepar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Ti catalyst using Ti  

 coagulant of waste water)

09:15	 New	innovation	Jet	Milling	system	및	초미립자	제조기술	 강덕일,	네취코리아
심(미립)B목-2

 (New innovation Jet Milling system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Deogil Kang, NETZSCH Korea Co., Ltd.)

 of fine particle)

09:50	 차세대	CNT	제조	기술	및	산업적	응용	 김빅토르,	OCSiAl	Asia	Pacific
심(미립)B목-3

 (Next generation CNT and Its application) (Victor Kim, CEO of OCSiAl Asia Pacific)

10:25	 나노	및	미립자	제조	기술에	기초한	복합소재	산업의		 김종길,	한양대/E&B	Nanotech
심(미립)B목-4

 새로운	도전	 (Jongkil Kim, Hanyang Univ. / E&B Nanotech)

	 (New challenge of composite materials industry based on  

	 nano and fine particle manufacturing technology)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6년 10월 20일(목), 08:30~11:00

Speaker
김종호

1989 동경대 화학 박사
1993 돗토리국립대 교수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김빅토르

2005 MBA
2012 모스크바폴리테크대학 박사
현  재 OCSiAl Asia Pacific CEO

김종길

2004 한양대 신소재화학공학 박사
2015 한국실리콘학회 실리카분과회장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미립자공학부문

위원장

최희규

2004   부산대 분체공학협동과정  
공학 박사

2004   나고야대 물질제어시스템공학부 
Post-doc.

현  재 창원대 메카융합학과 교수

강덕일

1997 KIST 재료공학 석사 
1998 KIST 연구원
현  재 네취코리아 기술영업이사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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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이분열

1995 서울대 화학 박사
2000 LG화학 선임연구원
현  재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심상준

1994 KAIST 생물화학공학 박사 
2002 KIST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황윤정

2012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 박사

현  재 KIST 선임연구원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주    관: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후    원: KAIST,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대전컨벤션센터 D발표장(206+207+208호) 2016년 10월 20일(목), 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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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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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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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이재형,	한국과학기술원	(Jae	H.	Lee,	KAIST)

09:00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선택적	일산화탄소	생성	촉매	개발	 황윤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에환)D목-1

 (Insights into selective electrocatalysts for CO2 conversion to CO production) (Yun Jeong Hwang, KIST)

09:30	 Prepar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s	using	CO2:		 이분열,	아주대학교	
심(에환)D목-2

	 Poly(1.2-propylene	carbonate),	poly(1,4-butylene	carbonate),		 (Bunyeoul Lee, Ajou Univ.)	

	 poly(1,4-butylene	carbonate-co-terephthalate)

10:00	 멀티스케일	이산화탄소	생물전환	유기자원화	기술		 심상준,	고려대학교
심(에환)D목-3

 (Multiscale approaches for improving bioconversion process of CO2 into valuable bioproducts) 	 (Sang Jun Sim, Korea Univ.)

10:30	 슬래그	및	폐콘크리트로부터	나노탄산칼슘의	제조	 정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에환)D목-4

 (Preparation of nCaCO3 from waste concrete and steel slag) (Kwang-Deog Jung, KIST)

이재우	

2000   Carnegie Mellon Univ.  
화학공학 박사

2001 New York Univ. 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재형	

1991 Caltech 화학공학 박사
1991   Auburn Univ./Purdue Univ. 

/Georgia Tech 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정광덕

1996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Chairman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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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이영근

198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0   SK이노베이션 Global Tech.  

소재연구소장
현  재   SK이노베이션 Global Tech. Chief 

Scientists Leader

김형준

2002   Case Western Researve 
Univ. 고분자공학 박사

2004   삼성SDI 연구소 에너지랩  
책임연구원

현  재   KIST 연료전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희태

1998   Case Western Reserve Univ.  
고분자공학 박사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나노연구소 소장

하종욱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RICT 책임연구원

차국헌

1989 Stanford Univ. 박사
1990   IBM Almaden Research Center 

Visiting Scientist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Intelligent Hybrids 창의연구단장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주    관: 고분자부문위원회

	 Chairman:			손정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Jeong	Gon	Son,	KIST)	

이원보,	서울대학교	(Won	Bo	Lee,	Seoul	Nat’l	Univ.)

14:00	 From	industrial	wastes	to	sulfur	utilization:	Perspectives		 차국헌,	서울대학교	
심(고분)F목-1	 for	industrial	applications (Kookheon Char, Seoul Nat’l Univ.)

14:30	 SK이노베이션의	고분자	연구개발	현황		 이영근,	SK이노베이션
심(고분)F목-2 (Polymer R&D in SK Innovation) (Youngkeun Lee , SK Innovation)

15:00	 고분자	이차	스퍼터링	현상을	이용한	고해상도,	고종횡비,	고밀도,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심(고분)F목-3	 대면적의	나노패턴	제작	및	광전자소자	응용	 (Hee-tae Jung, KAIST)

 (Secoendary sputtering lithography for high performance flexible opto-electronics)

15:30	 Development	of	biopolymers	having	different	aromatic		 박상현,	롯데케미칼	
심(고분)F목-4	 composition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Sang Hyun Park, Lotte Chemical)

16:00	 Coffee	break

16:20	 Poly(ether	sulfone)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개발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고분)F목-5	 (Development of Poly(ether sulfone)-based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or Fuel Cell)	 	 (Hyoung-Juhn Kim, KIST)

16:50	 불소계	고분자	소재의	합성	기술	개발	 하종욱,	한국화학연구원	
심(고분)F목-6 (Development of fluorinated polymeric materials) (Jong-Wook Ha, KRICT)

17:20	 고효율	고안정성	고분자	태양전지	기술		 김경곤,	이화여자대학교	
심(고분)F목-7	 (Recent progress on developing polymer solar cells)	 (Kyungkon Kim, Ewha Womans Univ.)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7:50

박상현

1999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롯데케미칼 연구소 상무

김경곤

2003 고려대 고분자화학 이학박사 
2006   Yale Univ./Wake Forest Univ. 

Post-doc.
2012   KIST 태양전지 연구센터 선/책임연구원
현  재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부교수

김범준

2006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2008 UC Berkeley 화학과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원보	

2007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2015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

손정곤

2009 서울대 나노과학기술 박사 
2011 MIT Post-doc.
현  재   KIST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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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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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  
(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Symposium on separation technologi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in honor of Professor Sung Hyun Kim))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후    원: 경희대학교 결정기능화 공정기술 센터

Speaker
박상도

1990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2012   21C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 
사업단장

현  재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 
연구개발센터 센터장

윤여일

2004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그린에너지 

공정연구실장

이창하

1993   Univ. of Pittsburgh 화학공학 
박사 

1994   Merck & Co. Post-doc. Fellow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이형근

1992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서양곤

1988 KAIST 화학공학 박사 
1991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경상대 화학공학과 교수

김우식

1992   Pennsylvania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결정기능화 공정기술 센터(ERC)  
센터장

이기봉

2005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8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Organizer/Speaker
김종남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분리기술부문 

위원장/KIER 책임연구원

Organizer/Chairman Chairman

Chairman: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ong-Nam	Kim,	KIER)

14:00		 CCS	기술개발	최근	동향	및	전망	 박상도,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심(분리)I목-1 (Technology status and future outlook for CCS) (Sangdo Park, Korea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R&D Center)

14:30		 CO2	포집	기술,	KIERSOL	 윤여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분리)I목-2 (CO2 capture technology, KIERSOL) (Yeo Il Yoon, KIER)

15:00		 수분	투과/회수를	위한	나노	복합	분리막	이용기술		 이형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분리)I목-3 (Nanocomposite hollow fiber membrane technology for water  (Hyung-Keun Lee, KIER) 

 vapor permeation and recovery) 

15:30	 Coffee	break

Chairman:	서양곤,	경상대학교	(Yang-Gon	Seo,	Gyeongsang	Nat’l	Univ.)

15:50		 규칙적	유동에서의	새로운	결정화	현상	 김우식,	경희대학교
심(분리)I목-4 (New crystallization phenomena in periodic fluid motion) (Woo-Sik Kim, Kyung Hee Univ.)

16:20	 IGCC	발전에서	CO2	포집	및	H2	회수를	위한	흡수	및		 이창하,	연세대학교	
심(분리)I목-5	 흡착공정의	기술·경제성	평가	 (Chang-Ha Lee, Yonsei Univ.)

 (Techno-economic analysis of absorption and adsorption processes for   

 CO2 capture and H2 recovery in IGCC plant)

16:50		 고순도	수소	생산을	위한	흡착부과	반응공정	 이기봉,	고려대학교
심(분리)I목-6 (Sorption-enhanced reaction process for high-purity hydrogen production) (Ki Bong Lee, Korea Univ.)

대전컨벤션센터 I발표장(104호) 2016년 10월 20일(목), 14: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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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노남선

1996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기후변화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류호정

2000 건국대 화학공학 박사
2005   Univ. of British Columbia 

Post-doc.
현  재   KIER 저탄소공정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상호

2008 POSTECH 신소재공학 박사
현  재   (주)포스코 FINEX 연구개발추진 

반장, 상무

이동현

199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1999   Univ. of British Columbia 

Post-doc.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Organizer/Speaker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theory and fundamentals for the 
commercial fluidized bed reactors)

주    관: 유동층부문위원회

Chairman: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Dong	Hyun	Lee,	SKKU)

09:00		 중질유분의	슬러리상	수첨분해(slurry	phase	hydrocracking)	기술	개발	현황		 노남선,	한국화학연구원
심(유동)E금-1

 (Status of slurry phase hydrocracking technology for heavy oils) (Nam-Sun Nho, KIER)

09:30		 Lab.	scale	및	pilot	scale급	유동층	공정의	설계,	운전	및	성능개선을	위한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유동)E금-2

	 아이디어	 (Ho-jung Ryu, KIER)

 (Idea for design, operation,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lab. scale and pilot scale  

 fluidized bed process)

10:00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카본소재의	합성	및	정제공정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심(유동)E금-3

 (Synthesis and purification of carbon materials in fluidized bed reactor) (Dong Hyun Lee, SKKU)

10:30		 Coffee	break

10:45	 FINEX®	유동환원공정	개발	및	상업화	현황	 이상호,	(주)포스코
심(유동)E금-4

 (Recent status on the fluidized bed direct reduction process of FINEX®) (Yi Sang Ho, POSCO)

11:15		 신재생연료(bio-SRF,	SRF)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국내현황	및	기술특성	 이정우,	한솔신텍(주)
심(유동)E금-5

 (Domestic current situation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FBC boiler for renewable fuel  (Jeung Woo Lee, Hansol SeenTec) 

 (bio-SRF, SRF))

대전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211호) 2016년 10월 21일(금), 09:00~11:45

이정우

2012   UST 청정공정 및 시스템공학 박사
2012   KITECH 고온에너지시스템그룹 

연구원
현  재 한솔신텍(주) 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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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I

(Microfluidics and extended nanofluidics for innovative process I)
공동주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미세유체응용화학 연구단 

후      원:   Nikon Instruments Korea,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 두호특허법인, (주)영사이언스

Chairman:	김동표,	POSTECH	(Dong-Pyo	Kim,	POSTECH)

09:10	 Opening	remarks	 전명석,	이동현상부문위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Myung-Suk Chun, KIST)

09:20	 [Keynote Lecture] Control	by	design	-	Design	procedure		 Shinji	Hasebe,	Kyoto	Univ.	
심(이동)G금-1	 of	micro	chemical	plants	

10:00	 Viscoelastic	microfluidics:	From	fundamentals	to	applications	 김주민,	아주대학교	
심(이동)G금-2   (Ju Min Kim, Ajou Univ.)  

Chairman:	최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kwon	Choi,	KIST)

10:35	 [Keynote Lecture]	Novel	temperature	control	in		 김도현,	한국과학기술원	
심(이동)G금-3	 a	microfluidic	system	 (Do Hyun Kim, KAIST)

11:10	 Self-assembly	of	microparticles	at	an	interface	 이창수,	충남대학교	
심(이동)G금-4   (Chang-Soo Lee, Chungnam Nat’l Univ.)

11:35	 Micro	energy	harvesting	based	on	electrokinetic			 전명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이동)G금-5 microfluidic	process (Myung-Suk Chun, KIST)

12:00			 Lunch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6년 10월 21일(금), 09: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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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hinji	Hasebe

1984   Ph.D., Chem. Eng., Kyoto Univ.
2016   SCEJ, Vice President
현  재   Prof., Chem. Eng., Kyoto 

Univ./Global Leadership 
Eng. Edu. Center of the 
Grad. School of Eng. 
Director

김주민(Ju	Min	Kim)

200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5 MIT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아주대 화학공학과/에너지시스템

학과 부교수

김도현(Do	Hyun	Kim)

1990 MIT 화학공학 박사
2012 한국유변학회 회장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창수(Chang-Soo	Lee)

2003 서울대 응용화학부 박사
2004 MIT Post-doc.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최낙원(Nakwon	Choi)

2010 Cornell Univ. 화학공학 박사
2010 NIBR/MIT Post-doc.
현  재   KIST 뇌과학연구소 바이오마이

크로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Chairman/Speaker
김동표(Dong-Pyo	Kim)

1991 Temple Univ. 박사
2012 충남대 바이오응용화학부 교수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미세유체응용화학연구단 단장

Organizer/Chairman
전명석(Myung-Suk	Chun)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1995 U. California Davis Post-doc.
1999 Max-Planck 연구소 방문과학자
현  재   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Organizer/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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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Hongkai	Wu

2002 Ph.D. Harvard Univ.
2005   Assistant Prof., Tsinghua 

Univ.
현  재   Associate Prof., The Hong 

Kong Univ. of Sci. & Tech.

이준호(Joon	Ho	Lee)

2004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학사
2006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현  재 두호특허법인 대표변리사

Ming	Ma

2010   Ph.D. Engineering Mechanics, 
Tsinghua Univ.

2011   Post-doc. Chemistry, 
Univ. College London  

현  재   Associate Prof., Mechanical 
Eng., Tsinghua Univ.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II

(Microfluidics and extended nanofluidics for innovative process II)
공동주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미세유체응용화학 연구단 

후      원:   Nikon Instruments Korea,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 두호특허법인, (주)영사이언스

Chairman:	임성갑,	한국과학기술원	(Sung	Gap	Im,	KAIST)

13:40	 [Keynote Lecture] 3D	printing	for	microfluidics	and		 Hongkai	Wu,		 	
심(이동)G금-6	 tissue	engineering	 Hong	Kong	Univ.	of	Sci.	&	Tech.

14:20	 Multiplexed	detection	of	epigenetic	markers	using	quantum		 최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이동)G금-7	 dot(QD)-encoded	hydrogel	microparticles	 (Nakwon Choi, KIST)

14:45	 Patent	and	technology	transfer	 이준호,	두호특허법인
심(이동)G금-8  (Joon Ho Lee, DooHo IP Law Firm)

Chairman:	봉기완,	고려대학교	(Ki	Wan	Bong,	Korea	Univ.)

15:20	 [Keynote Lecture]	Carbon	nanostructure	based		 Ming	Ma,	Tsinghua	Univ.	
심(이동)G금-9	 mechano-nanofluidics

16:00	 Inertial	microfluidics	for	high	speed,	high-throughput		 이원희,	한국과학기술원	
심(이동)G금-10	 particle	and	fluid	manipulation	 (Wonhee Lee, KAIST)

16:25	 Multilayered	polyimide	film	three-dimensional	microreactors		 민경익,	POSTECH	
심(이동)G금-11	 for	better	chemical	processes	 (Kyoung-Ik Min, POSTECH)

16:50	 Closing	remarks			 김동표,	POSTECH	

  (Dong-Pyo Kim, POSTECH)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6년 10월 21일(금), 13:40~17:0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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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완(Ki	Wan	Bong)

2012 MIT 화학공학 박사
2014   Harvard/MGH, Research 

Fellow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김동표(Dong-Pyo	Kim)

1991 Temple Univ. 박사
2012 충남대 바이오응용화학부 교수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미세유체응용화학연구단 단장

Organizer/Chairman

전명석(Myung-Suk	Chun)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1995 U. California Davis Post-doc. 
1999 Max-Planck 연구소 방문과학자
현  재   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Organizer/Speaker
민경익(Kyoung-Ik	Min)

2015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9 KIMM 연구원
현  재   POSTECH 미세유체응용화학 

연구단 Post-doc.

이원희(Wonhee	Lee)

2008   Caltech Applied Physics 박사
2008 Caltech/UCLA Post-doc. 
현  재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조교수

Chairman
임성갑(Sung	Gap	Im)

2009 MIT 화학공학, 박사
2010 MIT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Graphene Center in KI for 
Nano Century,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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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신동일

1997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Translational Genomics 

Research Inst. 겸임교수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

민광기	

200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주)이씨마이너 대표이사

양대륙

1990   UC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1993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이강주

199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Schneider Electric Software 

Asia-Pacific Sales Director, 
Process Industry (Oil & Gas, 
Power, MMM)

윤여홍	

199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0 KCCSA Director
현  재 SysplusTech 기술이사

Organizer/Chairman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Symposium on next generation IT applications)

주    관: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Chairman:	윤여홍,	시스플러스텍	(Yeo	Hong	Yoon,	SysplusTech)

09:00	 지능형	안전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cyber	physical	 신동일,	명지대학교	
심(공정)H금-1

	 플랜트의	비전	 (Dongil Shin, Myongji Univ.)

 (Intelligent safety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unmanned  

 cyber-physical plants: A vision) 

09:30	 제조부문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사례	 민광기,	이씨마이너
심(공정)H금-2

 (Productivity improvement practices using Big Data in manufacturing sector) (Kwang Gi Min, ECMiner) 

10:00	 Coffee	break	

10:10	 온도	의존성이	큰	물성	예측을	위한	SVRCQSPR	모델	개발	및		 양대륙,	고려대학교	
심(공정)H금-3

	 이를	활용한	liquid	viscosity의	추정 (Dae Ryook Yang, Korea Univ.)

 (Development of SVRC-QSPR model for temperature-dependent physical  

 properties and estimation of liquid viscosity)

10:40	 산업용	비전	검사기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선택적	특징추출,			 유			준,	부경대학교	
심(공정)H금-4

	 클래스	불균형	및	복수의	검사	목적	해결에	대한	연구	 (J. Jay Liu, Pukyong Nat’l Univ.)

 (Handling class imbalance and multiple objectives in design of industrial   

 machine vision inspection system)

11:10	 Achieving	transformational	smart	plant	in	the		 이강주,	Schneider	Electric	Software	
심(공정)H금-5

	 process	industry	 (KangJu Lee, Schneider Electric Software)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2016년 10월 21일(금), 09:00~11:40

유			준

2004 McMaster Univ. 화학공학 박사
2008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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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Symposium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dvanced materials)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Chairman:	이원규,	강원대학교	(Won	Gyu	Lee,	Kangwon	Nat’l	Unv.)

09:00	 Opening	remarks	 김도형,	재료부문위원장/전남대학교

  (Do Heyoung Kim, Chonnam Nat’l Univ.)

09:10	 탄소양자점	소재의	합성과	물성,	그리고	응용	 이시우,	숙명여자대학교
심(재료)I금-1 (Carbon quantum dot: Synthesis, properties and applications) (Shi Woo Rhee, Sookmyung Women’s Univ.)

09:30	 실리콘	관통	비아에서의	초등각	구리	전착을	위한	첨가체	 김재정,	서울대학교
심(재료)I금-2 (Additives for the bottom-up copper electrodeposition in through-silicon-vias) (Jae Jung Kim, Seoul Nat’l Univ.) 

09:50	 초저가	SnSxSe1-x	박막태양전지	개발	현황	 박진호,	영남대학교
심(재료)I금-3 (Status of low cost SnSxSe1-x thin film solar cells) (Chinho Park, Yeungnam Univ.)

10:10	 Coffee	break

10:20	 소재	개발의	triple	helix:	기술성,	사용성,	제도적합성	 박승빈,	한국과학기술원
심(재료)I금-4 (Triple helix in material development: Feasibility, accessibility, and suitability) (Seung Bin Park, KAIST) 

10:40	 석유정제	및	화학공정용	신	반응/분리소재	개발	 박용기,	한국화학연구원
심(재료)I금-5 (New catalytic and separation materials for refinery and petrochemical application) (Yong Ki Park, KRICT)

11:00	 Advancement	of	device	functionalities	with	novel		 장			혁,	삼성전자	
심(재료)I금-6	 design	of	electronic	materials	 (Hyuk Chang, Samsung Electronics)

11:20	 Oxygen	diffusion	barrier	coated	on	a	transparent	AZO		 우성일,	한국과학기술원	
심(재료)I금-7	 electrode	for	dye-sensitized/perovskite	solar	cells	 (Seong Ihl Woo, KAIST)

11:40	 Closing	remarks

대전컨벤션센터 I발표장(104호) 2016년 10월 21일(금), 09:00~12:00

Speaker
이시우

1984 MIT 화학공학 박사
2015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현  재 숙명여대 공과대학 교수, 학장

김재정

1990   Carnegie Mellon Univ.  
화학공학 박사

1999 LG반도체 공정개발실장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학부장

박진호

1992 Univ. of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15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미래성장동력 

신재생E하이브리드추진단장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산학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박승빈

1988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8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회장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대외부총장

박용기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1996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ost-doc.
현  재 KRICT CCP융합연구단 단장

부
문

위
원

회
 주

제
별

 심
포

지
엄

  

장			혁

1990 Univ. of Utah 금속공학 박사
1992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Research 
Associate

현  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Material 
연구센터장, 부사장, 삼성 Fellow

이원규

1995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4 강원대 공과대학 학장
현  재 강원대 화학공학과 교수

우성일

1983   Univ. of Wisconsin-Madison 
화학공학 박사

2001   Center for Ultramicrochemical 
Process Systems 소장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명예교수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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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Drug delivery and cosmetics symposium)

주    관: 공업화학부문위원회

Chairman:	정지훈,	경기대학교	(Jihoon	Jung,	Kyonggi	Univ.)

09:00		 Opening	remarks	 정지훈,	공업화학부문위원장/경기대학교

  (Jihoon Jung, Kyonggi Univ.)

09:05	 Systems-based	pharmaceutics	and	gPROMS	formulated		 Dan	Braido,	PSE	
심(공업)K금-1

	 products	 (Process	Systems	Enterprise)

09:35	 [Keynote Lecture] 당	미백		 빈범호,	아모레퍼시픽
심(공업)K금-2

 (Sugar-based antimelanogenesis) (Bum-Ho Bin, Amore Pacific Corporation)

10:20	 Coffee	break	

10:30	 [Keynote Lecture] 경피	약물전달체의	연구개발	사례	및	최신	연구전략		 황용연,	보령제약
심(공업)K금-3

 (Development of a conventional transdermal product and the future trend) (Yongyoun Hwang, Boryung Pharm.)

11:15	 [Keynote Lecture] 바이오화장품	분야에서	성장인자	개발	및	응용		 민경현,	대웅제약
심(공업)K금-4

 (Develoment and application of growth factors in biocosmetics) (Kyunghyun Min, Daewoong Pharm.)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6년 10월 21일(금), 09:00~12:00

Speaker
Dan	Braido

2012   PhD. Chem. & Biochem. 
Eng., Rutgers Univ.  

현  재     PSE, Formulate Products, 
Senior Technical 
Consultant

빈범호

2011 오사카대 이학 박사
경  력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원
현  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부장

황용연

2012 KAIST 이학 박사
경  력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재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상무

민경현

2015 KAIST 이학 박사
경  력 대상 중앙연구소 연구원
현  재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지훈	

1993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기대 화학공학과 교수

장동진

2007 서울대 약학 박사
경  력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인제대 제약공학과 교수 

Organizer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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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전종기

1995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0 현대석유화학(주) 연구소 차장
현  재 공주대 화학공학부 교수

박은덕

2001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2 LG화학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재 아주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재성

1984 Stanford Univ. 화학공학 박사
2013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서영웅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1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안광진

2009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ost-doc.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조교수

최용남

1999 고려대 물리학 박사
2000   KAERI 중성자과학연구부  

선임연구원
현  재   KAERI 중성자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Catalyst for green chemistry symposium)

주    관: 촉매부문위원회

	 Chairman:	전종기,	공주대학교	(Jong-Ki	Jeon,	Kongju	Nat’l	Univ.)	

	 	 박은덕,	아주대학교	(Eun	Duck	Park,	Ajou	Univ.)

09:00		 Opening	remarks	 전종기,	공주대학교

  (Jong-Ki Jeon, Kongju Nat’l Univ.)

09:05		 [Keynote Lecture]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태양	연료	 이재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심(촉매)L금-1 (Solar fuels for sustainable energy future) (Jae Sung Lee, UNIST)

09:45	 물분해	태양광	수소	변환	효율	7%	광전기화학셀/태양전지	텐덤구조	 박종혁,	연세대학교
심(촉매)L금-2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exceeding 7% solar to hydrogen conversion  (Jong Hyeok Park, Yonsei Univ.) 

 efficiency using photoelectrochemical cell/solar cell tandem device)

10:10		 나노촉매의	강한	금속-담지체	상호작용	연구	 안광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심(촉매)L금-3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s of nanocatalysts) (Kwangjin An, UNIST)

10:35		 Coffee	break

10:45		 Small	molecules	전환을	위한	불균질계	촉매	개발에	대한	최근	연구	 서영웅,	한양대학교
심(촉매)L금-4 (Recent studies on small molecules activation and reactive transformation over  (Young-Woong Suh, Hanyang Univ.) 

 heterogeneous catalysts)

11:10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에	의한	디메틸카보네이트	및	폴리올	제조	촉매공정	기술	 백준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심(촉매)L금-5 (Synthesis of polyols and dimethyl carbonate through the chemical conversion of carbon dioxide) (Joon Hyun Baik, RIST)

11:35		 MCM-22	전구체	박리	방법에	대한	연구	 최정규,	고려대학교
심(촉매)L금-6 (On the delamination of layered MCM-22 precursors) (Jungkyu Choi, Korea Univ.)

12:00	 제올라이트	세공	내	Frustrated	Lewis	Pair	촉매에	의한	이온성	수소화	반응	 최용남,	한국원자력연구원
심(촉매)L금-7 (Catalytic ionic hydrogenation by intra-zeolite frustrated lewis pairs) (Yong Nam Choi, KAERI)

대전컨벤션센터 L발표장(107+108호) 2016년 10월 21일(금), 09: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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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2004 KAIST 화공생명공학 박사
2007 LG화학 기술연구원 과장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Organizer/Chairman

백준현

200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9   MIT, Penn. State Univ. 

Post-doc.
현  재   RIST 기후에너지연구그룹 전문

연구원

최정규

2008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1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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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Offshore plants and chemical engineering symposium)

주    관 : 분리기술부문위원회

Chairman:	황성원,	인하대학교	(Sungwon	Hwang,	Inha	Univ.)

13:00	 해양플랜트	R&D	및	기본	설계	역량	확보	방안		 고민수,	삼성중공업
심(해양)I금-1

 (Strategies for improving capability of R&D and basic engineering for oil & gas  (Min Su Ko, Samsung Heavy Industries) 

 production plant in offshore) 

13:30	 LNG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와	기술혁신	사례	소개		 장대준,	한국과학기술원
심(해양)I금-2

 (New opportunities in LNG industry and technology innovation cases)  (Daejun Chang, KAIST)

14:00		 해저-해상	통합	모델을	이용한	해양플랜트	설계		 서유택,	서울대학교
심(해양)I금-3

 (Design of offshore plat with integrated subsea-topside simulation model) (Yutaek Seo, Seoul Nat’l Univ.)

14:30			 Coffee	break

Chairman	:	서유택,	서울대학교	(Yutaek	Seo,	Seoul	Nat’l	Univ.)

14:50			 조선해양플랜트		LNG	가스처리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	 장광필,	현대중공업
심(해양)I금-4

 (R&D status of LNG gas processing technologies for offshore platform) (Kwang-Pil Chang, Hyundai Heavy Industries)

15:20	 해양	기회원유	생산용	FPSO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해양)I금-5

 (FPSO for producing opportunity crude)  (Jong-Nam Kim, KIER)

15:50	 해양플랜트	개발을	위한	KOGAS의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종태,	한국가스공사
심(해양)I금-6

 (KOGAS research status and plan for offshore plant development) (Jong-Tae Chung, KOGAS)

대전컨벤션센터 I발표장(104호) 2016년 10월 21일(금), 13:00~16:20 

Speaker
고민수

200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0 SK에너지 기술원 선임연구원
현  재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장광필

2015 KAIST 해양시스템공학 박사
경  력   노르웨이 NTNU Visiting 

Researcher
현  재   현대중공업 기반기술연구소 의장

시스템연구실장

정종태

2013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OGAS 가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부
문

위
원

회
 주

제
별

 심
포

지
엄

  

서유택

2003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2   CSIRO Petroleum Team 

Leader
현  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장대준

1997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9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현  재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LATTICE Tech. 대표이사

김종남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분리기술부문 

위원장/KIER 책임연구원

Organizer/Speaker Organizer/Chairman/Speaker

Chairman
황성원

2004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2 Aspen Tech UK, UOP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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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이근원

1993   숭실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회장
현  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연구센터 소장/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

이상민

1980   충남대 법학 학사
2015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현  재 제20대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이익모

1989   Ohi Stae Univ. 이학박사
경  력   대학환경안전협회 부회장, 회장, 

고문
현  재 인하대 화학과 교수

이광원

1993   베를린대 시스템안전공학과 박사
현  재   호서대 안전보건학과 교수/ 

미래부 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장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of laboratory accidents) 
공동주관 :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

	 Chairman: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eun	Won	Lee,	KOSHA),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Young	Do	Jo,	KGSC)

13:30	 Opening	remarks		 강			용,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Yong Kang, President of KIChE)

13:40	 [Keynote Lecture]  연구실안전법의	개정방안과	나아갈	방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심(안전)L금-1 (Future direction and amendment plan i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Sang Min Lee, TMPK) 

 laboratory environment)

14:10	 연구실	안전실태조사	의의와	정책개발	방향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심(안전)L금-2 (The significance of current status for laboratory safety and direction of policies) (Young-Hee Roh, NRSH)

14:40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과	발전방안	 이광원,	수도권연구실안전센터
심(안전)L금-3 (Present & Future of hazard predection ananlysis) (Kwang-Won Rhie, SCMRS)

15:10	 Coffee	break	

15:30	 해외	안전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이익모,	인하대학교
심(안전)L금-4 (Implication and the Pres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Ikmo Lee, Inha Univ.)

16:00	 국내외	화학공학	교과과정의	안전교육	비교	및	Systems	Engineering	활용	 신동일,	명지대학교
심(안전)L금-5	 (Comparison of Chemical Engineering Safety Curricula and Application of Systems Engineering)	 (Dongil Shin, Myongji Univ.)

16:30	 화학(공)	실험실의	사고사례와	안전대책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안전)L금-6 (Accident cases and safety measures in chemical laboratories) (Keun Won Lee, KOSHA)

17:00	 Wrap-up	discussion

대전컨벤션센터 L발표장(107+108호) 2016년 10월 21일(금), 13:30~17:0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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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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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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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1998 한남대 경제학 박사
경  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연구안전

센터장
현  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본부장

신동일

1997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Translational Genomics 

Research Inst. 겸임교수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Women lead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ymposium)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6년 10월 20일(목), 09:10~11:00

Chairman:	한은미,	전남대학교	(Eunmi	Han,	Chonnam	Nat’l	Univ.)

09:10		 Opening	remarks	 한은미,	여성위원장/전남대학교

  (Eunmi Han, Chonnam Nat’l. Univ.)

09:30	 CFU	simulator	및	물성예측	시스템	개발	 이현정,	한화토탈연구소
심(여성)K목-1

 (Development for CFU simulator and physical properties system) (Hyunjung Lee, Hanwha Total Petrochemical R&D)

10:00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개발	동향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심(여성)K목-2

 (Trend of display parts technology in vehicle) (Meehye Oh, KATECH)

10:30	 임플란트용	골유착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기술	 박경희,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심(여성)K목-3

 (Technology of osseointegration organic-inorganic hybrid  (Kyonghee Park,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l. Univ.)

 coating for implants)

Speaker

Organizer
한은미

1996 동경공업대 생명이공학 박사
1998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현  재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Organizer/Chairman

박경희

2000 전남대 화학 박사
2008 전남대 전기공학과 계약교수
2016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재료학교실 학술연구교수

이현정

2011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3   POSCO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현  재 한화토탈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미혜

2008 충북대 화학 박사
2015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현  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총무이사/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소재연
구센터 센터장

김수현

2011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2013 UC Riverside 방문연구원
현  재   고등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수린

2010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경  력 특허법인 명문 변리사 
현  재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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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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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Women lead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ymposium)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6년 10월 20일(목), 09:10~11:00

Chairman:	한은미,	전남대학교	(Eunmi	Han,	Chonnam	Nat’l	Univ.)

09:10		 Opening	remarks	 한은미,	여성위원장/전남대학교

  (Eunmi Han, Chonnam Nat’l. Univ.)

09:30	 CFU	simulator	및	물성예측	시스템	개발	 이현정,	한화토탈연구소
심(여성)K목-1

 (Development for CFU simulator and physical properties system) (Hyunjung Lee, Hanwha Total Petrochemical R&D)

10:00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개발	동향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심(여성)K목-2

 (Trend of display parts technology in vehicle) (Meehye Oh, KATECH)

10:30	 임플란트용	골유착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기술	 박경희,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심(여성)K목-3

 (Technology of osseointegration organic-inorganic hybrid  (Kyonghee Park,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l. Univ.)

 coating for implants)

Speaker

Organizer
한은미

1996 동경공업대 생명이공학 박사
1998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현  재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Organizer/Chairman

박경희

2000 전남대 화학 박사
2008 전남대 전기공학과 계약교수
2016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재료학교실 학술연구교수

이현정

2011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3   POSCO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현  재 한화토탈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미혜

2008 충북대 화학 박사
2015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현  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총무이사/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소재연
구센터 센터장

김수현

2011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2013 UC Riverside 방문연구원
현  재   고등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수린

2010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경  력 특허법인 명문 변리사 
현  재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여
성

위
원

회
 심

포
지

엄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29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Development practice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curriculum in the chemical industry symposium)

주    관: 전문대학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6년 10월 21일(금), 10:00~12:00

Chairman: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Young-Hae	Park,	Yeungnam	Univ.	College)

10:00	 NCS	기반	생명화공과	교재	개발사례	 김동회,	동양미래대학교
심(전문)B금-1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textbook of biotechnology and  (Dong-Hue Kim, Dongyang Mirae Univ.) 

 chemical engineering)

10:20	 NCS	기반	화학공업과	교육과정	개발사례	 이화수,	동의과학대학교
심(전문)B금-2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chemical industry) (Hwa-Soo Lee, Dongeui Institute of Tech.)

10:40	 NCS	기반	신소재화공계열	교육과정	운영사례	 허광선,	경남정보대학교
심(전문)B금-3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advanced materials and  (Kwang-Sun Huh, Kyungnam College of Info. & Tech.) 

 chemical engineering)

11:00	 NCS	기반	화장품	화공계열	교육과정	운영사례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심(전문)B금-4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cosmetic and  (Young-Hae Park, Yeungnam Univ. College)  

 chemical engineering)

11:20	 Wrap-up	discussion

전
문

대
학

위
원

회
 심

포
지

엄

박영해

1997 계명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영남이공대 화장품화공학계열 교수

Speaker
김동회	

1994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동양미래대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허광선

1992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남정보대 신소재화공계열 교수

이화수	

2003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동의과학대 화학공업과 조교수

Organizer/Speak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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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기술강좌: 미립자 기술의 소재 및 환경 분야 응용
(Application of particle technology to materials and 

environmental fields)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2016년 10월 19일(수), 13:00~17:30

Chairman:	김교선,	강원대학교	(Kyo-Seon	Kim,	Kangwon	Nat’l	Univ.)

13:00		 Opening	remark	 김교선,	강원대학교

   (Kyo-Seon Kim, Kangwon Nat’l Univ.)

13:10		 나노	및	미립자	제조	기술에	기초한	복합소재	산업의	새로운	도전	 김종길,	한양대학교/E&B	Nanotech

 (New challenge of composite materials industry based on nano and fine  (Jong-Kil Kim, Hanyang Univ./E&B Nanotech) 

 particle manufacturing technology)

14:10		 Synthesis	of	3D	graphene,	its	composites	by	aerosol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rocess	and	their	applications (Hee Dong Jang, KIGAM)

15:10		 Coffee	break

15:30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현황,	이해와	대처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Fine dust phenomenon in Korea: Status, scientific understanding,  (Yong Pyo Kim, Ewha Womans Univ.) 

 and control measures)

16:30		 산업공정	배출	미세먼지	고도제어	기술	 박영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igh efficiency removal technologies of fine particulate emit from industry processes) (Young-Ok Park, KIER)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일  반

사전등록 50,000원 120,000원

현장등록 60,000원 130,000원

박영옥

1990 성균관대 화학공학 박사
1993   Univ. of Minnesota  

기계공학과 연구교수
현  재 KIER 전문연구위원

김교선

1989   Univ. of Cincinnati 화학공학 
박사

2003 DuPont 중앙연구소 방문교수
현  재 강원대 화학공학과 교수

Speaker
김종길

2003 한양대 신소재화학 이학 박사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미립자공학부문 

위원장/한양대 공학기술연구소/
E&B Nanotech CEO

장희동

2005   히로시마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GAM 희유자원 활용연구실  

영년직 책임연구원/UST 나노 
재료공학과 교수/Advanced 
Powder Tech Executive 
Editor

대전컨벤션센터 101호

Organizer/Chairman

김용표

1992 Caltech 화학공학 박사 
2000   KIST 환경연구센터 연구원
현  재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

화
학

공
학

 기
술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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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Understanding adsorption and adsorption processes)

주    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102호 2016년 10월 19일(수), 13:00~17:50

Speaker

Chairman:	이기봉,	고려대학교	(Ki	Bong	Lee,	Korea	Univ.)

13:00		 흡착기술의	개요	 이창하,	연세대학교

 (Introduction to adsorption technology) (Chang-Ha Lee, Yonsei Univ.)

14:00		 흡착제의	설계,	선정	및	특성화	 배윤상,	연세대학교

 (Adsorbent design, selection & characterization) (Youn-Sang Bae, Yonsei Univ.)

15:00		 Coffee	break

Chairman:	배윤상,	연세대학교	(Youn-Sang	Bae,	Yonsei	Univ.)

15:20		 흡착	공정:	기상	분리	 이기봉,	고려대학교

 (Adsorption processes: Gas-phase separation) (Ki Bong Lee, Korea Univ.)

16:20		 흡착	공정:	액상	분리		 문성용,	한양대학교

 (Adsorption processes: Liquid-phase separation) (Sungyong Mun, Hanyang Univ.)

17:20		 Q&A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이기봉

2005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8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문성용

2002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3 Purdue Univ. Post-doc.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창하

1993   Univ. of Pittsburgh 화학공학 
박사 

1994   Merck & Co., Post-doc. 
Fellow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Organizer/Speaker/Chairman

배윤상

2006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0   Northwestern Univ.  

화학공학과 연구교수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Speaker/Chairman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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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embrane processes)

주    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103호 2016년 10월 19일(수), 13:00~18:00

Speaker

Chairman:	김진수,	경희대학교	(Jinsoo	Kim,	Kyung	Hee	Univ.)

13:00		 분리막	원리	및	제조	 김종학,	연세대학교

       (Basic principles and preparation of membranes) (Jonghak Kim, Yonsei Univ.)

14:00		 수처리,	해수담수화	분리막	소개	 이정현,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of membranes for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Jung-Hyun Lee, Korea Univ.)

15:00		 Coffee	break

Chairman:	김종학,	연세대학교	(Jonghak	Kim,	Yonsei	Univ.)

15:30		 분리막의	응용:	기체분리	 강상욱,	상명대학교

 (Application of membrane processes: Gas separation) (Sang Wook Kang, Sangmyung Univ.)

16:30		 세라믹	분리막	 김진수,	경희대학교

 (Ceramic membranes) (Jinsoo Kim, Kyung Hee Univ.)

17:30		 Q&A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김진수

1999   Univ. of Cincinnati 화학공학 
박사

2000 스위스 취리히공대 Post-doc.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정현

2010 Georgia Tech 화학공학 박사 
2014 KIST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김종학

2003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04 MIT Post-doc.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Organizer/Speaker/Chairman

강상욱

200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9 MIT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상명대 화학과 부교수

Speak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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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화학공정소재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

주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6년 10월 21일(금), 13:00~17:00

한
국

산
업

기
술

평
가

관
리

원 13:00	 회의	준비	및	참석자	안내	

13:30	 진도점검	취지	및	계획	안내

13:40	 노닐페놀	대체	알릴페놀(Allyl	phenol)계	계면활성제	및	페인트첨가제	개발	 이은호,	엔에이치케미칼(주)
심(과제)F금-1	 (Development of aryl phenol surfactants and paint additives for the replacement nonyl phenol)	

14:00	 고내구성	난연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전선용	소재	및	케이블	개발	 이상윤,	동성코퍼레이션(주)
심(과제)F금-2	 (Development of high durability flame retardant TPU resin and cable)	

14:20	 반도체급	초순수	제조용	고효율	보론선택성	이온교환소재	및	모듈	개발		 이춘구,	(주)이노메디텍
심(과제)F금-3 (Development of high efficient ion exchange materials and modules for preparing 	  

 UPW for semi-conducting industry applications)

14:40	 자동차용	스크래치	자기치유형	코팅	및	공정기술	개발	 안재범,	(주)노루비	케미칼
심(과제)F금-4	 (Development of scratch self-healable coatings and related process for automotive)	

15:00		 Coffee	break

15:10		 내마모특성	50mg	이하의	올시즌타이어용	스티렌·부타디엔	합성고무		 이풍만,	(주)유성화연테크	
심(과제)F금-5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The development of styrene-butadiene rubber composite for the all-season tire with  

 ultra-high abrasion resistance of 50mg)

15:30	 1GHz	대역에	유전율	3이하의	고내열	및	고방열	특성	제공을	위한		 임현재,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심(과제)F금-6	 유연회로기판용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and thermal-conductive low-K materials satisfying  

 the dielectric-constant value below 3 at 1GHz and their applications)

15:50	 10,000PPM	수분의	24hr	조건에서	5N/15mm	이상의	내불산	신뢰성을	 한희식,	율촌화학(주)	
심(과제)F금-7	 갖는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파우치용	고성능	접착제	및	표면처리	소재	 	

	 /공정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hesive & surface treatment process for medium and large size  

 Li 2nd battery pouch with hydrofluoric acid resistance above 5N/15mm under water  

 content 10,000PPM for 24hr)

16:10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고흡수성	(UV	흡광도	60%	이상)	toluene	free		 박동경,	송원산업(주)	
심(과제)F금-8	 자외선	안정제	개발		

 (Developmnet of toluene free light stabilizer having high absorbance above 60%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16:30		 코팅안정성이	확보된	고투명	할로겐-free	난연	PC	압출	sheet	개발	 김상엽,	신일화학공업(주)
심(과제)F금-9	 (Development of extruded polycarbonate sheet with stability of coating, high clarity  

 and flame retarding by halogen-free retardant)	

16:50	 총평	및	정리

34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6년 10월 21일(금), 13:00~16:20

	 Chairman: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Surin	Hong,	CHA	Univ.)	

13:00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나노촉매에	관한	연구	 강지연,	명지대학교
심(위젯)K금-1

13:20 유연/신축	전자기기로의	응용을	위한	나노입자의	분산	및	코팅에	관한	연구	 박혜지,	경북대학교
심(위젯)K금-2

13:40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를	복합	담지체로	하여	질소를	담지한	비금속	촉매	제조	연구		 서미리,	울산대학교
심(위젯)K금-3

14:00	 Coffee	break	

14:10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광등방상	액정	연구	 신은정,	전북대학교
심(위젯)K금-4

14:30 Black	TiO2	nanofibers	as	highly	conductive	electrode	materials		 이나원,	숙명여자대학교
심(위젯)K금-5

	 for	sodium-ion	batteries

14:50 피부	질환의	온열	치료가	가능한	생친화성	자성	나노입자	연구	 이종원,	명지대학교
심(위젯)K금-6

15:10	 Coffee	break	

15:20	 3차원	입체구조	청색	발광	물질인	N,N,N’,N’-tetrakis	 이지영,	중앙대학교
심(위젯)K금-7

 (4-(anthracene-9-yl)	phenyl)ethylenediamine의	

	 합성과	광학적	특성분석

15:40	 투명전극의	유연성	향상을	위한	N-doped	graphene	film	제조	 차주해,	전남대학교
심(위젯)K금-8

16:00 유방성	액정을	이용하여	코팅	가능한	플렉시블	편광필름	제조	 황주경,	전북대학교
심(위젯)K금-9

※	포스터발표는	1층	중회의장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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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2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

 •후      원: 에스오일 과학문화재단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1층 전시홀 2016년 10월 21일(금), 11:00~17:00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
13:00 개회사 및 인사말 강   용,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이영우,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동영상 발표 / PPT 발표 / 작품 전시 및 포스터 발표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동영상 발표: A발표장(201호)

V창의설계-1 화학공학이란? 김도연 영남대학교 A.H.A
권민정, 김아현, 남동현, 박종현, 박지윤, 
손지현, 이수진, 이우석, 이재경

V창의설계-2 화공 톡!톡! 보니하니 정환재 전남대학교 I.O.K
박규성, 박인철, 박재은, 방성은, 서하은, 
오은정, 유지우, 정가영, 현승렬

V창의설계-3 반응성(절대 현혹되지 마라) 송형수 순천대학교 D.O.C
백주현, 신선혜, 윤슬기, 이도현, 최정문, 
하재성, 한승민

V창의설계-4
CNU 썰전 – 세간의 이슈를 화학공학으로 
다루다

박세웅 충남대학교 R.A.C.E.
김길환, 박주현, 신동혁, 이문희, 전인오, 
정다운, 최은서, 황서연

V창의설계-5 마약, 비타민 뭣이 중헌디 김승현 대구한의대학교 호연지기
곽종석, 권재욱, 김원준, 김주홍, 김지윤, 
김태희, 김현우, 문하연

V창의설계-6 화공채널-e 서진미 전남대학교 CHEQCA 이준관, 정현우

V창의설계-7 케미캐스트로 알아보는 화공 박송미 경상대학교 H.C.L
강효인, 손승한, 이성진, 이승희, 이재혁, 
임영환, 정초예

V창의설계-8 호그와트 공학학교 박평화 부산대학교 LINK 김지홍, 김하연, 정재민, 최윤성

V창의설계-9 달렸는감 신철용 동아대학교 KEMI 강승오, 강신우, 권다솜, 성낙균

V창의설계-10 화공정상회담 장지순 충북대학교 비정상들
김낙윤, 김   솔, 김수지, 김영우, 김은비, 
박충근

PPT 발표: A발표장(201호)

O창의설계-1 화공 홍보 대책 위원회 정재헌 충북대학교 홍대위
김남일, 김민기, 신동한, 이소영, 이희수, 
임은경, 조윤지, 최봉근, 한예진

O창의설계-2 The Martian 송승현 부산대학교 The Martian 김세영, 손준실, 오세윤, 이명욱

O창의설계-3 커피 속의 화학과 공정 김수빈 KAIST Kaldi 권승호, 박보현, 신원우

O창의설계-4 화공이 알고싶다 심혜륜 전남대학교 오케이굳 강수진, 김동영, 박지혜, 오승준, 이세훈

O창의설계-5 TOUCH MY BODY 화공 김상훈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강민영, 김다영, 김현수, 김형준, 배효준, 

윤준성

O창의설계-6 화학공학의 발자국과 길 엄준현 경상대학교 H.C.L
김근수, 김효일, 박지호, 이아영, 조수진, 

조환준, 지유진

O창의설계-7 화공‘s Book; SNS으로 알아보는 화학공학 김다정 영남대학교 A.H.A
김경호, 김연진, 노윤하, 박도현, 이영진, 
이재윤, 이진표, 이태형, 정진현

O창의설계-8 가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화학공학 정철헌 영남대학교 A.H.A
구강민, 김태동, 김휘중, 남현우, 도현주, 
이수민, 이하빈, 전정호

O창의설계-9 너는 지금 화공에 빠진다빠진다빠진다 전주형 순천대학교 맘스터치
강의종, 김지훈, 박진화, 송태진, 이향란, 
정미진, 황채린

O창의설계-10
Challenge, Change!  
[쓰레기를 당신의 가치로.]

이기쁨 대구한의대학교 D.real 백승아, 이자민, 이지훈, 표정흠

O창의설계-1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정재헌 경상대학교 H.C.L 김연빈, 박다혜, 변수현, 양정화,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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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2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

 •후      원: 에스오일 과학문화재단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2016년 10월 21일(금), 11:00~17:00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작품 전시 및 포스터 발표: 1층 전시홀

P창의설계-1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제거 김남준 전남대학교 오또케
강현웅, 김우중, 서유리, 안영필, 이현행, 
임다은, 장명섭, 장우성, 정은영

P창의설계-2 후코이단 팩으로 피부미인 되기 성하영 순천대학교 ACE 정소라, 조재경

P창의설계-3 흡착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 이종호 영남대학교 A.H.A
곽민정, 도현석, 민준기, 배상은, 신민수, 
이은석, 최수인, 최해인

P창의설계-4 물을 활용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 제습기 안세진 전남대학교 OTOCHE
강효경, 곽  민, 김준호, 김홍식, 배현두, 
여예은, 오수현, 장서윤, 정민희

P창의설계-5
친환경 폴리프로필렌/장기재고미 
바이오복합재 개발

신병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P.S 공형우, 김지선, 정지영

P창의설계-6
주방 공기정화를 위한 탈부착형 음이온 
발생기

송명철 전남대학교 OTOCHE
김민경, 류이솔, 서정호, 양동은, 윤지상, 
이소민, 한명완, 황금잔디 

P창의설계-7 줄톰슨 효과를 이용한 휴대용 냉각장치 김소정 경북대학교 Chemi-ful Story
권영민, 김민지, 김수희, 김예은, 김정은, 
박소진, 장수용, 정석윤, 최현규 

P창의설계-8 엄마를 부탁해 이정란 동아대학교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김찬우, 김치호, 박상우, 양혜주, 임원빈, 
정문경

P창의설계-9 UV-stability enhancement of preserved flower 백설희 한밭대학교 보존화조 이주경, 장하영 

P창의설계-10 화재용 산소 발생 방독면 배다빈 전남대학교 씨카
김준승, 김희진, 박찬호, 송춘근, 이산하, 
임소연, 정경수, 정명환, 정해리

P창의설계-11
클로라민 제거를 위한 마이크로버블 
정수시스템

김건종 부산대학교 LINK 1조 강상민, 김성겸, 김지현, 박정현, 서영빈

P창의설계-12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관련 
자동차 시동 제어 시스템

김현진 충남대학교 R.A.C.E.
강은지, 김오섭, 김현정, 문선혜, 소희수, 
이동원, 이재원, 장지웅

P창의설계-13 화학적 발광을 이용한 우천 시 차선스티커 서영인 경상대학교 발光하네 권오빈, 김슬기, 박한솔, 성태경, 이창재 

P창의설계-14 친환경 쿨팩 정형빈 영남대학교 A.H.A
김미경, 김서영, 김정임, 김태완, 손기현, 
이기훈

P창의설계-15 냄새먹는 no-sebum, 끝내줍니다! 정세영 경북대학교 냄새먹는 하마들♡ 김나영, 엄영은, 윤현혜, 임연정

P창의설계-16
Template method를 이용한 support 제작 
및 CO₂ 흡수제 특성분석

류민영 경북대학교 십점오 김현지, 김혜민, 박다영, 배근혜

P창의설계-17 UV 클린 쿠션 박경민 가천대학교 chemi폭발 최성일
P창의설계-18 전기변색소자를 적용한 자동차 유리 김석우 한밭대학교 스마트창조 이경익, 진다희, 차재헌 

P창의설계-19 환경을 생각하는 분해성 담배필터 이지민 영남대학교 A.H.A
권민경, 김성후, 백승태, 오동훈, 유현재, 
장지순, 전혜수, 조휘제

P창의설계-20
시온잉크를 이용한 카멜레온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우성현 충북대학교 피카소
김정배, 심성준, 이선규, 이순범, 정예슬, 
최지민

P창의설계-21
초임계 추출 방식을 이용한 곤충 기능성 

단백질 제품
양홍명 인하대학교 AICE 박서빈, 박세현, 우아로

P창의설계-22 야간 사고차량 후방알림 시스템 신보영 경상대학교 Chemi.Car 김영제, 류화성, 안영진, 유송희 
P창의설계-23 Nano Fiber 류호준 경상대학교 I.B

P창의설계-24
응축기술을 이용한 "Filterless" 미세먼지 
제거기

조성욱
이한별

부산대학교
너와 나의 
연결고리

김수연, 송영은, 이한얼, 임현성

P창의설계-25
기상정보와 공개지도 자동연계 기능을 갖춘 
스마트 누출확산 피해예측 S/W

함동식 명지대학교 M.V.P.
곽동호, 김동일, 김성수, 김창완, 김희주, 

윤재인

P창의설계-26
화재시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산소발생식 
일산화탄소 정화기

성동민 경상대학교 Chmi-up 강은진, 구현정, 김지현, 김현진, 최아란 

16:00   도전 골든벨

16:30   시상식 및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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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화학공학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

 •후      원: 에스오일 과학문화재단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6년 10월 21일(금), 13:20~17:00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
13:00   개회사 및 인사말 강   용,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이영우,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구두 발표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O전문대학-1 UV와 O3를 이용한 살균장치 개발 김도형 경남정보대학 마르텐사이트
김현준, 박정호, 안종명, 오하윤, 

윤준성

O전문대학-2
MWCNT를 이용한 전기전도성 점착제  
개발 

이재익 경남정보대학 CASA
김윤환, 박준기, 이재열, 이진기, 

정제영, 하성필 

O전문대학-3 친환경 세정제 개발 김진영 동의과학대학 삼위일체 김은겸, 김형래

O전문대학-4
재생 고분자 사용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연구

윤다정 동양미래대학 윤다정, 전혜민 전혜민

O전문대학-5 해충(모기) 퇴치 천연 기능성 비누 & 크림 장기훈 영남이공대학 비누텍 강호은, 박성민

O전문대학-6
실내 설치형 식물 공장  
(Smart farm factory–indoor type)

정주현 동양미래대학 NUKE 김세훈, 김주희, 김형묵

O전문대학-7
증발부하변화에 따른 냉동시스템의 성능 
변화

신호창 인하공업전문대학 T.C.B. 강해용, 신재욱, 이수범

O전문대학-8 천연측정기 이승진 경남공업고등학교 경공남
김대훈, 김종수, 손보경, 신진욱, 

임태성

O전문대학-9
기능성고분자 분산제를 이용한 

대전방지필름 개발
이경성 경남정보대학 NINANO

고재진, 김동진, 박준수, 박하영, 

이동관, 정세준

O전문대학-10 ccp 김규태 경남공업고등학교 센스 구성윤, 김진우, 박영수, 이유준

O전문대학-11 Blue, Orange, Pink 이미지 향수 개발 김성진 동양미래대학 BIOCHEM
박태현, 박현지, 유현지, 이시원, 

장선미

O전문대학-12 일상생활에서 산성비 측정 정준섭 경남공업고등학교 알비노 김길상, 서진우, 송용석, 전재욱

O전문대학-13
증발압력변화에 따른 냉동시스템의 성능 
변화

최환희 인하공업전문대학 T.C.B. 노경윤, 유진환, 조민기, 한충갑  

O전문대학-14 적외선 차단용 수용성 접착필름 개발 최   웅 경남정보대학 수용성
김세윤, 김준희, 김진현, 이상인, 

이영재, 이종수

O전문대학-15 친환경 수용성 무기난연제개발 이제민 경남정보대학 해머
김동수, 김용연, 김태양, 엄희현, 

이윤철, 조민호

16:00   도전 골든벨

16:30   시상식 및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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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목): 구두발표

열역학

C발표장(204호) 좌장: 김기섭(한국교통대), 서용원(UNIST), 이원희(KIER)

O열역C목-1 (316) 08:30~08:40
Structure Identification and Dissociation Enthalpy 
Measurement of the CH4 + C3H8 Hydrate Replaced 
by CO2

(UNIST)이요한, 최원중, 서용원

O열역C목-2 (316) 08:40~08:50
Topological and dynamical analysis of entangled 
polymer using computer simul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윤정하, 김준모, 백충기

O열역C목-3 (316) 08:50~09:00
Mechanistic study of decomposition of Nitro 
Methane encapsulated in CNT Nanocontainer via 
Reactive Molecular Dynamic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이정현, 김진철, 전우철, 
곽상규, (국방과학(연))조수경

O열역C목-4 (316) 09:00~09:10
Interaction Mechanism of Claudin-4 Receptor and 
Fab1 Antibody in Pancreatic Cancer Cell Membran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신은혜, 고은민, 곽상규

O열역C목-5 (317) 09:10~09:20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ocal Density 
Augmentation of Supercritical Fluids: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윤태준, 하민영,  
이원보, 이윤우

O열역C목-6 (317) 09:20~09:30
Thermodynamic study of carbazole based 
hydrogen carriers for liquid hydrogen storage

(고려대)신병수, 강정원
(UNIST)곽상규

O열역C목-7 (317) 09:30~09:50
Proton Conduction in Perovskite Oxides:  
A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Approach

(울산대)강성구

O열역C목-8 (317) 09:50~10:10
Structural analysis of neutron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clathrate hydrates

(경북대)신규철, (강원대)차민준
(KIER)이원희, (KAIST)이 흔

O열역C목-9 (318) 10:10~10:30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동물성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전환 기술

(KITECH)이홍식, 알드리코 
알파 폴라르도, 이도훈, 김상용, 

(성균관대)김재훈

O열역C목-10 (318) 10:30~10:50
A Priori Prediction of Phase Equilibria for Ionic 
Liquid Solutions

(경남대)이봉섭

O열역C목-11 (318) 10:50~11:10
이온성 액체의 열역학적/동력학적 하이드레이트 
형성 억제 효과

(KIER)이원희, 강성필
(한국교통대)김기섭

이동현상

C발표장(204호) 좌장: 김민찬(제주대), 류원선(홍익대), 임도진(부경대)

O이동C목-1 (332) 14:00~14:10
Numerical analysis of thermal convection in a liquid 
film on the uneven surfac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유재현, 안경현
(성균관대)남재욱

O이동C목-2 (332) 14:10~14:20
Analysis of the cavitation in the orifice using CFD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광운대)한경호, 윤도영

O이동C목-3 (332) 14:20~14:30
A modeling study based on numerical methods 
on polarization behaviors of a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광운대)정정열, 윤도영

O이동C목-4 (332) 14:30~14:40
CFD simulation of Fischer-Tropsch synthesis 
reaction  using Fe catalyst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광운대)전형배, 윤도영

O이동C목-5 (333) 14:40~15:00
3D simulation of Si-melt flow patterns and their 
effects on crystal quality in the horizontal magnetic 
Czhochralski

(LG실트론)송도원, 정호섭, 오현정

O이동C목-6 (333) 15:00~15:20 Effect of viscoplasticity in slot coating flow (성균관대)남재욱

O이동C목-7 (333) 15:20~15:40
Numerical Simulation on Electrical Energy 
Harvesting by Reverse Electro-Dialysis (RED)

(홍익대)류원선

15:40~15:50 Coffee Break

O이동C목-8 (333) 15:50~16:00
Influence of the vortex flow on particle transport 
and deposition in the patterned membrane channel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정선엽, 안경현
(한국항공대)강태곤

O이동C목-9 (334) 16:00~16:10
Effect of pH on the rheology and microstructure 
of aqueous cathode slurry system based on poly 
(acrylic acid)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김도훈, 성상훈,  
안경현, 이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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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동C목-10 (334) 16:10~16:20
직각 미세유로에서 저점도 고분자의 관성-탄성 유동 
불안정성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아주대)김정희, 홍선옥, 김주민

O이동C목-11 (334) 16:20~16:30
Curving silver nanowires using liquid droplet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안광국, 남재욱,  
임거환, 임병권

O이동C목-12 (334) 16:30~16:50
Utilizing anisotropic multifunctional microparticles 
fabricated by flow lithography techniques

(고려대)봉기완

O이동C목-13 (335) 16:50~17:10
Microfluidic gut-liver-on-a-chip for studying the 
first-pass metabolism

(홍익대)성종환

O이동C목-14 (335) 17:10~17:30
산업용 미세조류 우량종 발굴을 위한 미세액적기반 
디지털 전기천공법 최적화 연구

(부경대)임도진, 권상구,  
김영훈, 최창용

17:30~18:00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회의

에너지 환경 I

D발표장(206+207+208호) 좌장: 곽근재(KRICT)

O에환D목-1 (262) 14:00~14:20
5kW급 건물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연료개질기 
시동시간 단축 기술 개발

(KIER)정운호, 권순철,  
윤왕래, 구기영

O에환D목-2 (262) 14:20~14:40
Highly efficient CuCo oxide nanoparticles for 
oxygen evolution electrocatalysts

(재료연구소)최승목

O에환D목-3 (262) 14:40~15:00
High Performance Li-S Battery Cathodes Based on 
Novel Sulfur-Loading Method and Carbon-Modified 
Separator

(동아대)이정규, 오창일, 안성현

O에환D목-4 (262) 15:00~15:20
Surface modification of stainless steel and its 
application to water splitting in a HCO3

-/CO2 system 
at neutral pH

(KIST)이민오, 황윤정, 민병권

O에환D목-5 (263) 15:20~15:40
Design of Highly Active Perovskite Oxides 
for Oxygen Evolution Reaction by Combining 
Experimental and ab Initio Studies

(KIER)서민호, (LG화학)박혜웅
(Univ. of Waterloo)이동언, 박문규, 

Zhongwei Chen

15:40~15:50 Coffee Break

좌장: 김범준(KAIST)

O에환D목-6 (263) 15:50~16:10
Efficient Bulk Heterojunction Hybrid Solar 
Cells with Microwave-Processed Ag-Graphene 
Nanocomposites in Active Layer

(전북대)Tahmineh Mahmoudi, 
서승희, 한윤봉

O에환D목-7 (263) 16:10~16:30
TiO2-금속산화물 복합체를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김은미, 정상문

O에환D목-8 (263) 16:30~16:50 Thermal and Catalytic pyrolysis of Citrus Peel

(한림대)김영민, 한태욱, 이보람, 
김승도, (서울시립대)이형원, 박영권

(Frontier Laboratories Ltd) 
Atsushi Watanabe

O에환D목-9 (264) 16:50~17:10
Pt-based alloy/graphene nanohybrid materials as a 
robust and efficient counter electrodes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충남대)다오반, 라리나, 최호석

O에환D목-10 (264) 17:10~17:30
Modelling of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for predicting toxic effects of ionic liquids

(전북대)조철웅, 윤영상

17:30~18:00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회의

유동층

E발표장(209+210+211호)                                        좌장: 김성원(한국교통대), 류호정(KIER), 이시훈(전북대)

O유동E목-1 (326) 14:00~14:10
공정변수에 따른 Conical spouted bed 반응기 내 
Jatropha curcas seed cake의 급속열분해 반응 특성

(연세대)박훈채, 이병규,  
김효성, 최항석

O유동E목-2 (326) 14:10~14:20
Particle Mixing Characteristics of Binary Solid 
Mixture in Bubbling Fluidized Beds with Particle 
Size Distribution Differenc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홍택운, 임종훈, 이동현
(포항산업과학(연))이목영, 정재영

O유동E목-3 (326) 14:20~14:30
Variation of gas holdup with liquid and gas 
properties in a pressurized bubble colum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김봉준, 김준영, 이동현
(KIER)고강석

O유동E목-4 (326) 14:30~14:40
2 kg/h급 순환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급속열분해 한 낙엽송 톱밥 바이오원유의 특성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황재규, 최항석,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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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동E목-5 (327) 14:40~14:50
순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수력학적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양창원, 
이은도, (KITECH)방병열, 정수화

(KIER)문태영

O유동E목-6 (327) 14:50~15:10
순환유동층 재순환부 특성에 따른 유동해석을 
통한 고체 순환량 고찰

(한국전력(연))이종민, 박경일, 김동원

O유동E목-7 (327) 15:10~15:30
1ton/day급 이중 유동층(DFB) 가스화 시스템을 
이용한 유동사 순환 및 스팀 가스화 연구

(KITECH)김종수, 류태우, 방병열, 
이은도, 구본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양창원, 김한슬

O유동E목-8 (327) 15:30~15:50 이온-전자 전도성 소재기반 산소공여입자 개발
(KIER)조원철, 배기광, 박주식, 
정성욱, 김창희, 조현석, 강경수

O유동E목-9 (328) 15:50~16:10
CPFD Simulation on the Prediction of Mixing and 
Segregation in the Conical Fluidized Beds with 
Ternary Solid Mixture

(성균관대)임종훈, 홍택운, 이동현
(포항산업과학(연))이목영, 정재영

O유동E목-10 (328) 16:10~16:30
유동층 반응기 내 입자 유동특성에 대한 입자 형상의 
영향

(한국교통대)김성원, 김동영

O유동E목-11 (328) 16:30~16:50
순산소 순환유동층 로내 탈황을 위한 석회석 거동 
연구

(전북대)이시훈, 김예빈

16:50~17:10 유동층부문위원회 회의

공정시스템 I

H발표장(103호) 좌장: 성수환(경북대), 한지훈(전북대)

O공정H목-1 (172) 08:30~08:40
가스추진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boil-off gas (BOG) 
재액화 공정 설계 및 열역학적 분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한양대)곽동훈, 조하빈, 김진국
(동화엔텍)허정호, 박승하,  

김창수, 서석장

O공정H목-2 (172) 08:40~08:50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Inspection 
Scheduling with a Time-variant Transition 
Probability Under a State Observation Uncertaint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김종우, 최고봉, 이종민

O공정H목-3 (172) 08:50~09:00
천연가스 정제와 이산화탄소 포집을 목적으로 하는 
Dual-PSA 공정의 동적 최적화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김승남, 문 일
(GS건설)고대호

O공정H목-4 (172) 09:00~09:10
물-초산의 효율적인 분리를 위한 증류-투과증발막 
혼성 공정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충남대)양정인, 전형철, 한명완

O공정H목-5 (173) 09:10~09:30

An integrated strategy for catalytic production of 
biofuels (butene oligomers) and biochemicals 
(1,4-pentnaediol) from corn stover using  
gamma-valerolactone

(POSTECH)안유찬, 이인범
(전북대)김성훈, 한지훈

09:30~09:40 Coffee Break

O공정H목-6 (173) 09:40~09:50
A 1.5 dimensional rigorous modeling for the dry 
sorbent CO2 capture process with fluidized bed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강대)박준형, 이광순

O공정H목-7 (173) 09:50~10:00
Surrogate Modeling of SMR cycle using gPC to 
determine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energy 
intensive equipment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영남대)Wahid Ali, Muhammad 
Abdul Qyyum, Alam Nawaz Khan, 

Arif Hussain, Junaid Haider,  
Nhien Le Cao, 이문용

O공정H목-8 (173) 10:00~10:10
Process design and simulation of sustainable 
bio-fuel production from brown seaweeds via 
thermochemical rout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부경대)Brigljevic Boris, 유 준

O공정H목-9 (174) 10:10~10:20
CFD Simulation of Homogeneous Nitrate Ester 
Propellant Decomposition in a Fluidized Bed 
Reacto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한밭대)Nyande Baggie Waponde, 
오 민, (국방과학(연))박정수, 김현수

(연세대)문 일

O공정H목-10 (174) 10:20~10:30

인체 내 SHBG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간의 결합 
분류를 위한 Machine learning-Deep learning 
기반계산독성학 QSAR 모델 개발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경희대)김동우, 유창규

O공정H목-11 (174) 10:30~10:40

Cost-based feasibility study of draw solution 
assisted reverse osmosis process in desalination 
technology as changing various membrane 
parameters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고려대)박기호, 양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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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12 (174) 10:40~10:50
Quick Estimation for Optimal Design of Large-scale 
Compact Fischer Tropsch Reactor Module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서울대)정익환, 나종걸,  
박성호, 한종훈

(한국가스안전공사)이종열, 정종태

O공정H목-13 (175) 10:50~11:00
Offshore MEG 재생 공정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한양대)손현수, 김진국
(현대중공업)김유리, 박상민

공정시스템 II

H발표장(103호) 좌장: 류준형(동국대), 유창규(경희대)

O공정H목-14 (175) 14:00~14:50
(Keynote Lecture)Advanced Process and Equipment 
Control Using Big Data in Semiconductor/ 
Display Manufacturing

(경희대)전경식

O공정H목-15 (175) 14:50~15:00
Microalgae cultivation in open raceway pond: 
Model development and dynamic optimiz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유경환, 허성민, 이재형

O공정H목-16 (175) 15:00~15:10
Design and Analysis of Solid Oxide Fuel Cell 
System Powered by Seaweed-Derived Bioga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부경대)Ivannie Valentina Effendi, 
유 준

O공정H목-17 (176) 15:10~15:30 Promonicon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응용 (경북대)성수환

O공정H목-18 (176) 15:30~15:50
Validation of porous media CFD model for 
structured-packing amine absorber under ocean 
wave impact

(한경대)임영일, Pham Anh Dung

O공정H목-19 (176) 15:50~16:10
Extracting chemical information in supervised 
learning through variable selection

(부경대)유 준, Petar Zuvela

O공정H목-20 (176) 16:10~16:20
Hybrid Distillation-Membrane:  
Modelling, Simulation and Optimiz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영남대)그레고리 리오누그로호 할비안토, 
김서은, Yus Donald Chaniago, 

김종환, 이문용

O공정H목-21 (177) 16:20~16:30

Combination of Observer and Statistical Techniques 
for Robust Fault Detection of Transient State in 
Nonlinear Systems with Noisy Condi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명지대)안상훈, 김현승, 신동일

O공정H목-22 (177) 16:30~16:40
A New Tuning Method for Centralized PID 
Controllers in MIMO Process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POSTECH)박병언, 이인범
(경북대)성수환

O공정H목-23 (177) 16:40~16:50

Hypothetical Operation Model for the Tokamak 
Exhaust Process System and Isotope Separation 
System of the Tritium Plant based on the 
Scheduling Approach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POSTECH)이서영, 이인범
(국가핵융합연구소)장민호, 윤세훈

(동국대)하진국, 이의수

O공정H목-24 (177) 16:50~17:10
Lump Kinetic Model of Hydrocracking Reactions of 
Heavy Oils over Oil-Dispersed Mo Catalyst

(KIER)김우현, 김광호,  
고강석, 노남선

O공정H목-25 (178) 17:10~17:20
Modeling of Carbonation Reactor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서울대)김민준, 나종걸, 박성언, 
안진주, 한종훈

O공정H목-26 (178) 17:20~17:40
Study on Overall Management of Complex 
Chemical Plants  on the basis of Engineering 
Philosophy

(Y.H.KIM Eng. & Mfg. Int. 
Consultant, Representative)김영호

분리기술

I발표장(104호) 좌장: 박영준(GIST), 한상일(창원대)

O분리I목-1 (216) 08:30~08:40
Analysis of crystal morphology of sulfamerazine 
(SMZ) based on the interfacial structure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박주현, 고은민, 김수환, 
곽상규, (경희대)김우식

O분리I목-2 (216) 08:40~08:50
Mg 비율이 높은 Hydrotalcite 합성 및 CO2 흡착능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고려대)김수지, 이기봉

O분리I목-3 (216) 08:50~09:00
Investigating the cocrystallization of Caffeine and 
p-hydroxybenzoic acid in Rotating Disk Crystalliz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경희대)Li Zunhua, 김우식

O분리I목-4 (216) 09:00~09:10
Mesoporous MgO-TiO2 Adsorbents for CO2 Captur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명지대)Hiremath Vishwanath, 
서정길

O분리I목-5 (217) 09:10~09:20

Depolymerization of Concentrated Sulfuric 
Acid Hydrolysis Lignin in Subcritical Water and 
Supercritical Methanol Basic Solvent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Marcel Jonathan Hidajat,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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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I목-6 (217) 09:20~09:30
CO2 Capture from CO2 + H2 Gas Mixture Using 
Tetra-n-butyl Ammonium Chloride Semiclathrat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김소영, 서용원

O분리I목-7 (217) 09:30~09:40
Pressurized Hot Water Extraction of Phytochemicals 
from Chamaecyparis obtusa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부경대)조연진, 전병수

O분리I목-8 (217) 09:40~09:50
Bioactivity of oils extracted from a mixture of citrus 
seeds and peels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nd ethanol as a modifi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부경대)John Ndayishimiye, 전병수 

O분리I목-9 (218) 09:50~10:05
합성가스를 이용한 하방기류건조기에서의 
저등급석탄의 건조특성

(KAIST)이민회, 이재우

O분리I목-10 (218) 10:05~10:20
in silico discovery of nanoporous materials for CO2 
capture and CoRE MOF database

(부산대)정용철

O분리I목-11 (218) 10:20~10:35
Dynamic Simulation of a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for Coalbed Methane Separation

(GS건설)고대호

O분리I목-12 (218) 10:35~10:50
Self-coagulating polymer blend adsorbents for 
recovery of precious metal and removal of heavy 
metal ions

(전북대)윤영상, John Kwame Bediako

O분리I목-13 (219) 10:50~11:05
Metal-Organic Framework(MOF)를 이용한 제논/
크립톤 흡착 분리

(연세대)배윤상, 이승준

재    료 I

J발표장(105호) 좌장:  박용일(전남대), 백태종(중앙대)

O재료J목-1 (342) 09:00~09:10
Synthesizing TiO2 on Mica Surface and Its 
Photocatalytic Activit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김도희, 김도현

O재료J목-2 (342) 09:10~09:30
Study of Excitonic Property in Assembled  
Copper-doped Colloidal CdSe Nanoplatelets

(KAIST)김휘동, 이도창

O재료J목-3 (342) 09:30~09:40
TiO2/WO3 composite photocatalysts from different 
precursor functionalities for photocatalytic activit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최태석, 김정식, 김정현

O재료J목-4 (342) 09:40~09:50
Facile preparation of carbon foam and applications 
to binder-free electrode for lithium-ion battery 
anode and adsorbent for CO2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울산대)Balasubramaniyan,  
김병수, 정진석

09:50~10:00 Coffee Break

O재료J목-5 (343) 10:00~10:10
Study on the nucleation and the growth of 
Cu particle: the effect of surfactants on the 
autocatalytic reac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변진욱, 김재정

O재료J목-6 (343) 10:10~10:20
Fabrication of highly luminescent quantum 
dot/poly(methyl methacrylate) nanocomposite by 
matrix-free method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윤철상, 이강택

O재료J목-7 (343) 10:40~10:50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Semiconductor Nanomaterials for Spin-/ 
Opto-electronics

(서울대)양지웅, 현택환

O재료J목-8 (343) 10:50~11:10
One-step Synthesis of Various Metal Nanoparticles 
in Lipid Bilayer Vesicl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강대)신용희, 강태욱

화학공정안전

J발표장(105호) 좌장: 류영돈(한국가스안전공사), 신동일(명지대)

O안전J목-1 (432) 14:00~14:10
Application and effect of indoor release model to 
dispersion of hazardous material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허창환, 신서린, 최솔지, 
양시엽, 전경우, 한종훈

O안전J목-2 (432) 14:10~14:20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다기능 협업체계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나리오 개발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김영진, 최준영, 이광희, 
은종화, 문 일

O안전J목-3 (432) 14:20~14:30
Risk Management of CO2 Injection Process on Topside 
Platform for CO2 Storag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이영근, 안진주, 이건학, 
최솔지, 한종훈

O안전J목-4 (432) 14:30~14:40
플랜트 경계면 이동식 센서의 이동경로 최적화를 
통한 감지성능 향상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명지대)조재훈, Addis Lulu, 
김현승, 신동일

O안전J목-5 (433) 14:40~14:50
화학공정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해손실 비용 분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최완균, 이광희, 조성현, 
박진우, 문 일

O안전J목-6 (433) 14:50~15:10
FPSO용 Turret의 ESDV의 PST적용 및 SIL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요꼬가와전기)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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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안전J목-7 (433) 15:10~15:30 록소프로펜산 분말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주엽, 

이근원, 한우섭, 박상용

O안전J목-8 (433) 15:30~15:50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고려사항 
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류영돈,  
이진한, 조영도

15:50~16:1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회의

촉매 및 반응공학 I

L발표장(107+108호) 좌장: 주상훈(UNIST), 최정규(고려대)

O촉매L목-1 (386) 08:30~08:40
Mechanism and properties of core-shell 
metal-ceramic microstructure synthesized by 
hydrothermal method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김지은, 이두환

O촉매L목-2 (386) 08:40~08:50
Niobia/Alumina 촉매를 이용한 1-hexanol 탈수 반응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IST)이윤수, 하정명, 최재욱, 
서동진, (연세대)이창하

O촉매L목-3 (386) 08:50~09:00
Mechanistic Study for Metallic Nano Particle 
Exsolution on PaBaMn2-xM’xO5+δ (M’ = Co and Fe) 
Perovskit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김경학, 한정우

O촉매L목-4 (386) 09:00~09:20
석탄 지지체 촉매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탄화수소 
개질 반응의 활성화

(KIER)유지호, 김수현, Paul Victor, 
Lia Priscilla, 임영준, 임정환, 이시훈

O촉매L목-5 (387) 09:20~09:30
Mechanistic Study of CO2 Adsorption and 
Desorption on Li4SiO4 

(UNIST)정관영, 전우철, 곽상규

09:30~09:40 Coffee Break

O촉매L목-6 (387) 09:40~09:50

Physicochemical Stabilization of Pt against Sintering 
for a Dehydrogenation Catalyst with Exceptionally 
High Activity, Selectivity, and Durabilit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임주환, 최민기

O촉매L목-7 (387) 09:50~10:10
M/TiC as a single atom elecrocatalyst for HER and 
ORR reactions: A DFT approach

(서울시립대)Suman Kalyan Sahoo, 
한정우

O촉매L목-8 (387) 10:10~10:20
Ordered mesoporous FeMOx (M = Al or Zr) 
catalysts for high temperature Fischer-Tropsch 
synthesi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조재민, 배종욱

O촉매L목-9 (388) 10:20~10:30
Amine-functionalized MOF membranes via 
microwave/ultrasonic heating for catalytic 
application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인하대)이유리, 안화승

O촉매L목-10 (388) 10:30~10:40
EU-12: A Small-Pore, High-Silica Zeolite Containing 
Sinusoidal Eight-Ring Channel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POSTECH)배주나, 조중연, 이정환, 
서성만, 홍석봉

O촉매L목-11 (388) 10:40~11:00

Graphene oxide functionalized with Brønsted 
acidic ionic liquids is highly efficient, selective, and 
recyclable catalyst for dehydration of glucose into 
5-hydroxymethylfurfural (HMF)  

(명지대)Jadhav Arvind, 황순하, 
서정길

촉매 및 반응공학 II

L발표장(107+108호) 좌장: 이현주(KAIST), 하정명(KIST)

O촉매L목-12 (388) 14:00~14:10

How Pt interacts with CeO2 under the reducing and 
oxidizing environments at elevated temperature? 
The origin of improved thermal stability of Pt/CeO2 
compared to CeO2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대)이재하, 유영석, 김도희
(Stony Brook Univ.)Xiaojun Chan, 

김태진

O촉매L목-13 (389) 14:10~14:20
이산화탄소 전환율 향상을 위한 고온 동시전해용 
이종 합금 촉매를 담지한 연료극 제작 및 반응 
메커니즘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IST)김시원, 박만수, 김형철, 
윤경중, 손지원, 이종호, 홍종섭

(고려대)이종흔

O촉매L목-14 (389) 14:20~14:30
Generalized Route to Fe-N/C Electrocatalysts with 
Preferentially Generated  Fe-Nx Active Sites for Efficient 
Oxygen Reduction Reac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사영진, 우진우, 주상훈
(포항가속기연구소)김민규

(KIER)김태영

O촉매L목-15 (389) 14:30~14:40
Conductivity-Dependent Completion of Oxygen 
Reduction on Oxide Catalyst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이동규, 송현곤

O촉매L목-16 (389) 14:40~15:00
Growth Behavior and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ctivity Trends of Transition Metal Sulfides 
Embedded in Nanoporous Carbons

(UNIST)주상훈, 정관영,  
곽상규, 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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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17 (390) 15:00~15:20
Cross-Linked “Poisonous” Polymer Support for 
Tuning Chemoselectivity

(KAIST)최민기, 윤성호, 이송현

15:20~15:30 Coffee Break

O촉매L목-18 (390) 15:30~15:50
Enantioselective surface chemistry on chiral and 
achiral Cu surfaces

(POSTECH)윤용주

O촉매L목-19 (390) 15:50~16:10 촉매부문위원회 “촉매연감” 발간 사업 (전남대)조성준

O촉매L목-20 (390) 16:10~16:30
촉매부문위원회 ‘국내 촉매 상용화 연감’ 발간을 위한 
용역과제

(성균관대)배종욱

16:30~17:00 촉매부문위원회 회의

10월 21일(금): 구두발표

생물화공

C발표장(204호) 좌장: 김문일(가천대), 최유성(충남대)

O생물C금-1 (244) 09:00~09:20
(Keynote Lecture)DNA 유래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고려대)심상준

O생물C금-2 (244) 09:20~09:35
Rapid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with an integrated fluorescence 
anisotropy system

(Harvard Medical School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박기수, Chen-Han Huang,  
Ralph Weissleder, 이학호

O생물C금-3 (244) 09:35~09:50
Development of multiplex and quantitative 
microRNA analysis technology based on isothermal 
exponential amplification with CE-SSCP

(POSTECH)나정경, 정규열

O생물C금-4 (244) 09:50~09:58
A Robust Scaffold for Multimodality Using a 
Plasmonic Gold Core and a Mesoporous Fe3O4 Shell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Aastha Kukreja, 강병훈, 
김현욱, 장은지, 함승주, 손혜영, 

박광열, 허용민

O생물C금-5 (245) 09:58~10:06
Homogeneous Biosensor Based on Lumilumin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Using the Upconversion 
Nanoparticl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GIST)조은정, 김민곤

O생물C금-6 (245) 10:06~10:14
One step immobilization of antimicrobial peptide 
on non-conventional surfac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정구민, 성혜정, 임성갑, 
정기준, (KRIBB)성봉현

O생물C금-7 (245) 10:14~10:22
Ag@silica-Entrapped Hydrogel Microarray: A New 
System For A Metal Enhanced Fluorescence-Based 
Protein Assa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김민수, 한상원, 조강희, 
방혜정, 민지홍, 고원건

O생물C금-8 (245) 10:22~10:30
Hydrogel-framed Nanofiber Sheet Integrated with 
a Microfluidic Chip for Fluorescence Detec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s-9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한상원, 차성호, 방혜정,
홍혜진, 유병용, 고원건

10:30~10:40 Coffee Break

O생물C금-9 (246) 10:40~10:55
Development of biocatalysts based on carbonic 
anhydrase for CO2 sequestration

(경상대)조병훈

O생물C금-10 (246) 10:55~11:10
Biological Synthesis of Graphene Using Medicinal 
Plant Extracts

(충북대)Bipinchandra K Salunke, 
김범수

O생물C금-11 (246) 11:10~11:18
Single amino acid replacement transforms mCherry to a 
far-red fluorescent protein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홍익대)김예지, 송경주, 이화진, 
정민섭, (명지대)김도현

(건국대)김진태

O생물C금-12 (246) 11:18~11:26
Protein nanostructures for the encapsulation of 
phytochemicals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명지대)Md. Abdur Razzak, 최신식

O생물C금-13 (247) 11:26~11:34
Development of riboswitch-based sensor devices 
for quantification of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a 
flavonoid scaffold, naringenin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POSTECH)장성호, 장성연, 정규열

O생물C금-14 (247) 11:34~11:42
Microfluidic single-cell analysis for signaling 
crosstalk between cell wall integrity and mating 
pathway in S. cerevisia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충남대)이병진, 정성근, 진시형, 
이창수, (ETH Zurich)Ranjan Mishra, 

Sung Sik Lee, Matthias Peter

O생물C금-15 (247) 11:42~11:50
Highly Porous Regenerated Bacterial Cellulose 
Scaffolds for in vitro Tissue Regener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경북대)Shaukat Khan,  
Mazhar Ul-Islam, Muhammad Israr, 

김예지, 장재현, 노태용, 박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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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생물C금-16 (247) 11:50~11:58
Enhanced in vivo diagnosis of cancer with multiple 
tumor targeting peptides presented proteinticl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고려대)조은지, 이지원, 권구철

12:00~12:30 생물화공부문위원회 회의

에너지 환경 II: 학생 구두발표

D발표장(206+207+208호) 좌장: 유태경(경희대)

O에환D금-1 (264) 09:00~09:10
염화알칼리에 대한 sulfate계 첨가제의 반응특성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김범종, 류창국
(한국기술교육대)김용준
(한솔신텍)이정우, 송재헌

(KITECH)이은도

O에환D금-2 (264) 09:10~09:20
Ferroelectric Polarization in Poly(vinylidene 
difluoride) by DFT calcul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주세훈, 김도형, 정관영, 
강석주, 곽상규

O에환D금-3 (265) 09:20~09:30
첨가제의 alkyl chain 길이 변화에 따른 역청 내 
아스팔텐 추출 특성 변화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IER)권은희, 노남선, 고강석, 
김민용, 김광호

O에환D금-4 (265) 09:30~09:40
Scalable Fracture-free SiOC Glass Coating for 
Robust Silicon Nanoparticle Anodes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최성훈, 최장욱
(KICET)정대수

O에환D금-5 (265) 09:40~09:50
Glucose Oxidase based Biocatalyst Consisting of 
Enzyme Cluster Composite and Its Effective Utilization 
to Bioelectrical Devic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과학기술대)타니아 다니엘 크리스, 
Christwardana Marcelinus, 정용진, 

권용재

O에환D금-6 (265) 09:50~10:00

Enhanced electrocatalytic effect of Bi incorporated 
nano-carbon synthesized by polyol process toward 
Cr2+/Cr3+ and Fe2+/Fe3+ redox reaction for Fe-Cr RFB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과학기술대)수하르토유스티안, 
김기재, 권용재

O에환D금-7 (266) 10:00~10:10
징크브롬전지 효율 향상을 위한 BCA(Bromine 
Complexing Agent)와 pH의 상관관계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동국대)김용범, 전준현, 김미애

O에환D금-8 (266) 10:10~10:20
징크브롬 흐름전지에서 strip cycle의 조건이 전류 
효율에 미치는 영향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동국대)김동현, 김용범, 전준현

10:20~10:30 Coffee Break

좌장: 김재혁(부산대)

O에환D금-9 (266) 10:30~10:40
BCA를 사용한 징크 브롬 흐름 전지에서 분리막 소재 
특성에 따른 성능 분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동국대)김미애, 김동현, 전준현

O에환D금-10 (266) 10:40~10:50
작동 온도에 따른 Lithium Ion Capacitor(LIC)의 성능 
및 전해액 조성이 미치는 영향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동아대)임라나, 김준호, 김점수

O에환D금-11 (267) 10:50~11:00
다양한 공정 변수에 따른 Ni-rich NCM의 잔존 
리튬화합물 제거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동아대)박재윤, 박동준,  
이창우, 김점수

O에환D금-12 (267) 11:00~11:10
초중질유분 고부가화를 위한 회분식/연속식 업그레이딩 
반응 및 공정변수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김두욱, 문승현, 이창하

O에환D금-13 (267) 11:10~11:20
바이오매스 분쇄실험을 통한 비교 분석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ITECH)강 별, 양 원, 채태영, 
이용운, 이재욱, 박우용

(성균관대)류창국

O에환D금-14 (267) 11:20~11:30
Dye-sensitized solar battery as a new type of 
photo-rechargeable battery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이명희, 김병만,  
권태혁, 송현곤

O에환D금-15 (268) 11:30~11:40
Air-Stable, Hole-Contuctor-Free High Photocurrent 
Perovskite Solar Cells with CH3NH3PbI3-NiO 
Nanoparticles Composit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전북대)왕유생, 노원엽, 양화영, 
Tahmineh Mahmoudi, 서승희, 

이동헌, 한윤봉

O에환D금-16 (268) 11:40~11:50
포름산 합성용 팔라듐계 촉매 개발을 위한 질화탄소 
(g-C3N4) 지지체의 응용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POSTECH)박훈민
(UNIST)이재성

O에환D금-17 (268) 11:50~12:00
The catalytic upgrading pyrolysis of lignocellulose 
in the presence of Mg/ZSM-5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이수민, 박진원

에너지 환경 III

D발표장(206+207+208호) 좌장: 박영권(서울시립대)

O에환D금-18 (268) 13:00~13:10
NaCl 생산공정으로부터 나온 산업 폐수로부터 
분리한 Mg2+의 탄산화를 통한 Magnesium Carbonate 
생성에 대한 연구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유윤성, 조호용, 이민구, 
강동우, 최경재, 이상엽, 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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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19 (269) 13:10~13:20
Biochar from phosphorus-enriched bacterial 
biomass waste: Characterization and its potential 
as a fertiliz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전북대)김정애, 윤영상

O에환D금-20 (269) 13:20~13:30
천연가스 연소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제거 연구 및 
처리공정의 모델링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인하대)손정은, 양희천,  
김건중, 황성원

O에환D금-21 (269) 13:30~13:40
레미콘회수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및 재이용 
공정에서 첨가제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 분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최경재, 이민구, 조호용, 
강동우, 유윤성, 이상엽, 박진원

O에환D금-22 (269) 13:40~13:50
Carbon Dioxide Utilization Based on Wet Absorption 
Technology using Industrial Wastewat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강동우, 이민구, 조호용, 
유윤성, 최경재, 이상엽, 박진원

O에환D금-23 (270) 13:50~14:10 석탄 브리켓 제조를 위한 Biomass 적용법 (POSCO)김현정, 조민영, 이상호

O에환D금-24 (270) 14:10~14:30
Membrane-based dewatering processes using FO 
and MD for nitrogen recovery from wastewater

(KIST)배효관, 정다운
(Yangon Technological Univ.) 

Lat Lat Tun

고분자

F발표장(101호) 좌장: 강태욱(서강대), 권인찬(GIST)

O고분F금-1 (136) 09:30~10:00
(Keynote Lecture)Multifunctional Nanogel for 
Targeted Imaging, Delivery, and Therapy

(GIST)태기융, (세라믹연구소)최원일
(한화)김자영, (GIST)이종현, 김만세

O고분F금-2 (136) 10:00~10:25
Direct measurements of colloidal forces via optical 
laser tweezers

(경희대)박범준, 임진현, 강동우

O고분F금-3 (136) 10:25~10:50
Artificial Sensor Skin with Mechanosensitive Ion 
Nanochannels  

(숭실대)김도환

10:50~11:10 Coffee Break

O고분F금-4 (136) 11:10~11:40
(Keynote Lecture)Ion exchange membranes based 
on poly(arylene ether ketone) for fuel cell

(성균관대)김덕준

O고분F금-5 (137) 11:40~12:05 Thermal Graphitization of Protein Fibers
(인하대)진형준, 조세연

(강원대)윤영수

공정시스템 III

H발표장(103호) 좌장: 고대호(GS건설), 김지용(인천대)

O공정H금-1 (178) 13:00~13:30
(Keynote Lecture)Optimal Design of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Plants for CoalBed 
Methane Purification

(GS건설)고대호

O공정H금-2 (178) 13:30~13:50
건물 재실자의 건강 위해도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data analytics 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경희대)김민정, 유창규

O공정H금-3 (179) 13:50~14:10
Biphasic (G-L/L-L) reaction 해석에 있어서 용해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화케미칼)이신범, 김지연, 
김정훈, 이상욱

O공정H금-4 (179) 14:10~14:30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 소듐-물 반응 압력완화계통의 
방출시스템 설계 연구

(한국원자력(연))박선희, 이태호

재    료 II

J발표장(105호) 좌장: 류원희(숙명여대), 서형기(전북대)

O재료J금-1 (344) 09:30~09:40
Fabrication of monodisperse silica shell structured 
particle using silanol group functionalized polymer 
particl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충남대)김동영, 진시형, 이창수

O재료J금-2 (344) 09:40~10:10
Graphene-based Bioelectronics for Diabetes 
Monitoring and Therapy

(서울대)이현재, 홍용석, 김대형

O재료J금-3 (344) 10:10~10:20
생분해성 금속(magnesium) 및 고분자(Levan)를 
외적 열에너지원 조절을 통해, 외부적 요인으로 생체 
내부의 소자의 수명 조절(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성균관대)권기윤, 김태일

O재료J금-4 (344) 10:20~10:30
Fabricating Multi-Compartmental Hydrogel 
Microparticles for Biochemical Application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연세대)조강희, 한상원, 민지홍, 
김민수, 홍혜진, 고원건

O재료J금-5 (345) 10:30~10:50
Single-step Imprint of Controllable Honeycomb 
Patterns on Polymeric Substrate as Scaffold for Cell 
Growth

(충남대)부반티엔, 최호석

10:50~11: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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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6 (345) 11:00~11:10
Highly efficient thin film CdTe solar cells for 
aerospace application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고려대)조은우, 양광석, 김지현

O재료J금-7 (345) 11:10~11:30
Advanced patterning techniques for wearable 
electronic/optoelectronic devices  

(서울대)최문기, 김대형

O재료J금-8 (345) 11:30~11:40
Crown Ether-Decorated Magnetic Reduced Graphene 
Oxide as a Composite Adsorbent for Lithium Ion 
Recovery from Seawat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명지대)Khino Parohinog,  
Grace M. Nisola, Chosel P. Lawagon,  

Lawrence A. Limjuco,  
Anelyn Bendoy, Jed Albarico,  

Hana Gebre, Hilof Tekle, 정욱진

O재료J금-9 (346) 11:40~11:50
Surface modification of graphene for highly thermal 
conductive and thermally stable epoxy composite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전북대)모하마드 와심, 김성찬, 
김종석, (KIST)이윤선, 양철민

O재료J금-10 (346) 11:50~12:00
Theoretical study on graphene hydrogenation via 
Birch reduction: Chair vs Boat-type configuration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UNIST)이태경, Kester Wong, 
곽상규

재    료 III

J발표장(105호) 좌장: 심태섭(아주대), 안상현(중앙대)

O재료J금-11 (346) 13:30~13:40
Multiscale CFD simulation of non-Newtonian 
Nylon-6 permeating into carbon fiber in composite 
impregnation proces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한경대)Ngo Ich Son, 임영일
(효성기술원)한문희, 정재호

O재료J금-12 (346) 13:40~13:50
Effect of Mechanical Strain on Lattice Cation 
Segregation at Solid Oxide Fuel Cell Cathodes 
(SOFC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권형욱, 한정우
(KAIST)구본재, 서한길, 정우철

O재료J금-13 (347) 13:50~14:00
2차원 atomic layered alloy junction 해석을 위한 
정량적 영상분석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성균관대)김동재, 남재욱

O재료J금-14 (347) 14:00~14:10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f low temperature 
furnace for continuous carbonization of carbon 
fiber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한경대)Pham Hai Hung, 임영일
(효성기술원)조철호, 방윤혁

O재료J금-15 (347) 14:10~14:30
Highly efficient exfoliation of black phosphorus 
into few-layer phosphorene via acoustic-
microfluidic process

(POSTECH)최창호, 김동표

14:30~14:40 Coffee Break

O재료J금-16 (347) 14:40~14:50
Mechanical exfoliation of graphite into graphene 
using Taylor-Couette flow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서동혁, 장석현, 김도현

O재료J금-17 (348) 14:50~15:00
Aerosol Synthesis of Silicon/Graphene Composite 
Powder using PVP Modification for Advanced  
Li-Ion Batteries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KAIST)최승호, 박승빈, 최장욱
(고려대)강윤찬

O재료J금-18 (348) 15:00~15:20
Organic Sulfonium-Directed Synthesis of Silicate 
Zeolite Ananlogues

(기초과학(연))조창범, 유 룡
(KAIST)이승준, (전남대)조성준

O재료J금-19 (348) 15:20~15:30
A study on flexible zeolite nanofiber composites 
with a high surface area (우수 구두발표상 후보)

(경남대/KICET)지상현, 
(KICET)윤지선, 조정호, 
정영훈,(경남대)윤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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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I: 10월 20일(목), 09:00 ~ 10:30 

고분자: 10월 20일(목), 09:00~10:30

좌장: 박범준(경희대), 이정현(고려대) 

P고분목-1 (137)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lica/GF/POP/PP composite 
for filter module parts

(인하대)황소산, 심상은, 김영선, 
조선태, 이민철

P고분목-2 (137) 정전기를 이용한 고순도 리사이클 플라스틱 선별기 개발
(순천향대)엄진화, 유은재, 구영서, 

김성배, 이재식, 김동학

P고분목-3 (137) VOCs 저감 폴리우레탄 개발을 통한 자동차 실내공기질 향상 연구 (덕양산업)이재용, 곽성복, 김승호

P고분목-4 (138) PPS 복합소재를 적용한 극한 환경용 자동차 부품 개발
(덕양산업)이재용, 곽성복, 주상률

(인지컨트롤스)이명헌, (코프라)이종수
(자동차부품(연))하진욱

P고분목-5 (138)
Characterization of polypropylene composites with wood flours 
hydrophobized by vegetable oils

(충북대)백종빈, 당봉, 김대수

P고분목-6 (138) Suspended Polymer Microwire on a Quartz Resonator (POSTECH)황서경, 윤희원, 전상민

P고분목-7 (138)
Enhancement of anti-degradation effect of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fuel cell membrane by grafting of crown 
ether for enhanced cerium ion fixation

(성균관대)양성우, 박중화, 김덕준

P고분목-8 (139)
진동감쇄형 복합소재 개발을 위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의 특성 
연구

(애경화학)김상훈, 서용원, 김영용, 
박형남, 최광식

P고분목-9 (139)
Porous membranes based on Poly (arylene ether ketone)/polylactide 
block copolymers for separator in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성균관대)Le Mong Anh, 김덕준

P고분목-10 (139)
Structure of Poly(styrene-b-ethylene-alt-propylene) Diblock 
Copolymer Solution in Oi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홍익대)이상호, Marcel Ockhoma Tapa, 
 최수형

P고분목-11 (139) Phase Behavior of Adenine Functionalized Block Copolymers (POSTECH)김은설, 김진곤

P고분목-12 (140)
Physical properties of bio-epoxy/cellulose nanocrystals 
nanocomposites

(충북대)석효희, 김대수

P고분목-13 (140) 3D 프린터 적용을 위한 PA6/Graphite 복합체 내 PP-g-MAH의 거동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권영준, 

황경준, 최원석
(경희대)배한나, 김재익, 류승훈

P고분목-14 (140)
신축성 소재 기반의 3D 프린팅용 광경화형 유무기 복합소재에 대한 
물성연구

(전자부품(연))하민지, 양현승, 
박성대, 이우성, (고려대)윤호규

P고분목-15 (140)
Shell-Enhanced Poly(Urea-Formaldehyde) Microcapsules With 
PDMS/Pt Healing Materials for Self-Healing Process

(연세대)민지홍, 정의석, 차성호, 
방혜정, 정윤아, 고원건

P고분목-16 (141)
Effect of sodium hydroxide concentration on the activation of 
coal bottom ash-based geopolymer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distribution

(서울시립대)이지영, 김  효

P고분목-17 (141)
Effect of iron oxide on the thermophysical property of coal bottom 
ash-based geopolymer paste

(서울시립대)홍성일, 김  효

P고분목-18 (141)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 입자 표면 개질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 연구  

(계명대)김한나, 하기룡,  
박성환, 양여경

P고분목-19 (141)
실란화 처리된 microcrystalline cellulose 충진제가 폴리우레탄 폼의 
물성에 미치는 연구

(계명대)양여경, 하기룡,  
박성환, 김한나, (대구대)임광희

P고분목-20 (142) 유리섬유 강화 폴리아마이드 복합소재의 유동성 향상 연구
(자동차부품(연))이평찬, 김보람

(우성케미칼)정우석, 신동혁

P고분목-21 (142)
Effects of hybrid fillers o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PP/PC/binary conductive filler composit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장명근, 김우년

P고분목-22 (142)
Multiwall carbon nanotube and graphene fillers for improving acoustic 
damping properties of flexible polyurethane foam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도훈, 김우년

P고분목-23 (142)
Thermal, mechanical and insulation properties of mineral fiber/
silicone composites for fire-proof silicone rubber by ceramization

(인하대)류현준, 조선태,  
김영선, 심상은

P고분목-24 (143)
New iCVD organic material for thin film encapsu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organic solar cells

(KAIST)김봉준, 한동근,  
유승협, 임성갑

P고분목-25 (143) 경량화 내장부품을 위한 발포캡슐 적용 크래쉬패드 개발

(덕양산업)곽성복, 이재용, 김승호
(자동차부품(연))하진욱

(엠티코리아)김유용
(롯데케미칼)남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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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26 (143) Biomimetic Stimuli-Responsive Membrane with Multiple On-Off Gates (POSTECH)이봄이, 김진곤

P고분목-27 (143) 유리섬유의 사이징 표면처리에 따른 PPS의 물성 특성 연구
(자동차부품(연))하진욱, 황예진
(인지컨트롤스)이명헌, 안흥일

(코프라)이종수, 정도연

P고분목-28 (144)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그래핀 나노콤포지트 및 움직임 센서 
응용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아대)함혜란, 김서균, 장상목, 
이헌상

P고분목-29 (144)
A Correlation between Electrochromic Molecular Structure and 
Device Performance

(서울시립대)오 환, 서동규, 윤태용, 
김찬영, 문홍철

P고분목-30 (144)
Superior Chemical Sensing Performance of Black Phosphoru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조수연, 이유한, 고형준, 
김지한, 정희태

P고분목-31 (144)
Low-Voltage and Stable Organic Memory Transistors with Polymeric 
Multi-Gate-Insulating Layers

(경북대)이철연, 서주역, 송명훈, 
김화정, 김영규

P고분목-32 (145)
Preparation of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with Polymer-Dispers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경남정보대)김봉수
(부산대)백현종

P고분목-33 (145)
Characteristics of Organic Memory Transistors with High-k Polymer 
Gate-Insulating Layers – Low Voltage and High Stability

(경북대)서주역, 정재훈, 이철연, 
김화정, 김영규 

(Oxford Univ.)남성호, Donal D. C Bradley
(Imperial college London) 
Thomas D Anthopoulos

P고분목-34 (145)
Synthesis of ultrathin, homogeneous copolymer dielectrics for 
controlling threshold voltage of organic transistors without degrading 
the carrier mobility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박관용, 성혜정, 최준환, 
임성갑, (항공대)황완식

P고분목-35 (145)
In situ self-assembled homeotropic alignment layer for fast-switching 
liquid crystal devices

(명지대)손인태, 이병선,  
김춘호, 이준협

P고분목-36 (146)
Effect of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 to the 
properties of PEDOT:PSS films and its application in the organic 
solar cell

(영남대)Pham Hau Thanh Viet, 
Thanh Kieu Trinh,  

Nguyen Tam Nguyen Truong, 박진호

P고분목-37 (146)
Synthesis of Polyimide aerogel binder with polyvinylidene fluoride 
for secondary cell separator

(연세대)김건휘, 김명수,  
김진영, 한학수

P고분목-38 (146) 고내식성 자기유화형 알키드 연구 (노루홀딩스)민종배, 이경배, 곽종희

P고분목-39 (146) One-pot synthesis of a polyimide in water as solvent
(연세대)정진원, 유환철, 최주영, 

김범준, 정찬문

P고분목-40 (147)
Flexible solid supercapacitors with high capacitance using an 
amphiphilic graft copolymer

(연세대)김도현, 박민수, 이재훈, 
김동준, 김종학

P고분목-41 (147)
A highly ion-conductive amphiphilic nanostructured block-graft 
copolymer electrolyte for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연세대)임정엽, 김나운,  
이창수, 김종학

P고분목-42 (147)
Nanostructural amphiphilic graft copolymer electrolyte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연세대)정정표, 박철훈, 박병주, 
김진규, 김종학

P고분목-43 (147) 치과 임플란트용 티타니움의 전처리가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김병진, 이광래

P고분목-44 (148)
Physical properties of bio-polyurethane nanocomposites with castor 
oil and cellulose nanocrystals

(충북대)유기훈, 김대수

P고분목-45 (148) 고기능성 C9 액상 석유수지 합성 및 응용 (코오롱인더스트리)이제민

P고분목-46 (148)
Polydimethylsiloxane synthesized by SEED for control Vinyl 
arrangement

(인하대)소재일, 조선태, 류현준, 
심상은, (ISC)김철현, 정상훈

P고분목-47 (148)
Suspension polymerization of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using low-temperature initiators

(인하대)소재일, 임미정, 천영걸, 
심상은, (자동차부품(연))하진욱

P고분목-48 (149)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tar-shaped PMMA-b-PS copolymer 
with discotic π-stacking feasible core

(POSTECH)박소영, 김진곤

P고분목-49 (149)
올레핀 중합용 MgCl2-SiO2 하이브리드 담체에 담지된 메탈로센 촉매 
합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공주대)박상준, 이정숙, 고영수

P고분목-50 (149)
Surface modified porous PTFE / cross-link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composite membrane for PEMFC applications

(성균관대)박기철, 김덕준

P고분목-51 (149) 치과용 지르코니아 표면에 sand blasting 처리에 따른 전단결합강도 비교 (강원대)김병진, 이광래

P고분목-52 (150)
Semi-IPN system electrolyte membranes composed of ketone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block copolymer and 
organosiloxane based hybrid network for fuel cell

(성균관대)강규현, 김덕준

P고분목-53 (150)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transparent polyimide with silica (연세대)이주헌, 한학수

P고분목-54 (150)
FT-IR Study on Poly(urethane-isocyanurate) Foam: Identification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아대)신혜경,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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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55 (150)
High Ionic Conductivity Ionic Liquid-based Polymer Electrolytes via 
Surfactant-assisted Polymerization at the Plasma-Liquid Interface

(충남대)트란꺽시, 최호석,  
Van Duong Dao, Van Tien Bui

P고분목-56 (151) Low VOCs 불포화폴리에스테르/비닐에스테르 수지 개발 및 특성 연구
(애경화학)김학준, 박석일, 이동훈, 

박형남, 최광식

P고분목-57 (151)
Styrene과 4-Vinylpyridine을 이용한 MIP의 합성과 페놀류의 흡착 특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남대)이성규, 박혜령

P고분목-58 (151)

Sorption Characters of Molecularly Imprinted materials Using the 
Polymerization Between Sol-Gel particles of TEOS/3-(trimethoxysilyl) 
propyl Methacrylate and Mixture of Styrene/AA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남대)이현민, 박혜령

P고분목-59 (151)
Engineering of Thermoresponsive Polymeric Hydrogels for 
Fluorescent Color Switching by FRET Distance Modulation

(KAIST)배진우, 박찬호, 이준혁, 
김범준, (Khalifa Univ.)Kin Liao

P고분목-60 (152)
Control of compartment in Janus microcylinder particles using 
micromolding technique

(충남대)심규락, 염수진, 정성근, 
김종민, 이창수

P고분목-61 (152)
Drug delivery and release using AuNR-photosensitizer based on 
disulfide cleavage trigger

(충남대)최종선, 김소연

P고분목-62 (152) UCNP-based Nanomedicine for Photodynamic Therapy and Imaging
(충남대)최종선, 김소연
(Tianjin Univ.)자오린린

P고분목-63 (152) UV-curing resin system based on carboxylic ester acrylate oligomers
(충남대)김소연, 신예린

(유비플러스)오정선, 전용만, 
백병교, 안일환

P고분목-64 (153)
Advanced Binder Design in Silicon Anodes of Lithium-ion Batteries: 
Supramolecular Chemistry

(KAIST)정유경, 최장욱

P고분목-65 (153)
PDMS coated mask filter using hydrophobic interaction for fine dust 
capture

(KAIST)곽병은, 김도현

P고분목-66 (153) Biodegradable Inverse Opals with Controlled Discoloration (KAIST)김지원, 김신현

P고분목-67 (153)
Millipede-inspired structural design principle for high performance 
polysaccharide binders in silicon anod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정유경, 최장욱

P고분목-68 (154)
Preparation of nanosilver loaded chitosan-starch coating and its 
application for paper

(연세대)정제영, 서종철,  
Gownolla Malegowd Raghavendra, 

김도완

P고분목-69 (154)
Chitosan Mediated Microwave Assisted Synthesis of CuO 
nanoparticles

(연세대)Gownolla Malegowd 
Raghavendra, 서종철,  

김도완, 정제영

P고분목-70 (154) Bio Mass를 이용한 복합소재용 수지 제조 및 특성
(애경화학)이창호, 김건형, 김영용, 

박형남, 최광식

P고분목-71 (154)
Theoretical study on encapsulation and release of anti-cancer drug 
in PEG-PLA vesicl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고은민, 신은혜, 곽상규

P고분목-72 (155) 바이오 폴리우레탄의 자동차 내장부품 적용성 연구 (덕양산업)곽성복, 이재용

P고분목-73 (155)
pH-senstive Drug Release from Polymer-Coated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성균관대)임철원, 김덕준

P고분목-74 (155)
Barrier membrane comprising the extract of herb mixtur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전남대)천서영, 김 진, 이기영

P고분목-75 (155)
Locust bean gum, xanthan gum,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and olive oil based novel bigels for controlled Acai berry extracts  

(전남대)박지선, 김 진, 이기영

P고분목-76 (156)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bioadhesive containg chondroitin 
sulfate and gelatin with serveral additives

(전남대)임태준, 박은지, 이기영

P고분목-77 (156) DOPA 유도체를 기반으로 한 생체모방성 접착제의 합성 및 특성 조사 (조선대)조나래, 최재곤, 손정선

P고분목-78 (156)
Interaction of Water-soluble Paclitaxel Prodrug and Albumin in 
Aqueous Solution

(조선대)나행요, 조나래, 손정선

P고분목-79 (156)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evaluation of adherence membrane 
using a bio-material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전남대)장진운, 김 진, 이기영

P고분목-80 (157)
Temperature-Sensitive Shape Memory Polymers based on polyhedral 
oligomeric silesquioxane and Low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glycols 

(중앙대)박한음, 박주현

분리기술: 10월 20일(목), 09:00~10:30

좌장: 배윤상(연세대), 전영시(전남대) 

P분리목-1 (219) 분자 모델링에 의한 ε-HNIW 결정 성장 메카니즘 해석  
(서강대)심홍민, 김왕수, 이현주, 
구기갑, (국방과학(연))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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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2 (219)
결정화/응집 공정에 의해 제조된 3성분계 에너지 복합체의 열분해 
메커니즘

(서강대)이정환, 심홍민, 김재경, 
구기갑, (국방과학(연))김현수

P분리목-3 (219) PPD 합성 공정에서 결정화에 의한 NH4I 제거
(서강대)이현주, 김재경, 구기갑

(KRICT)박용기

P분리목-4 (220)
Control of Crystal size and Morphology of DNAM by Evaporative 
crystallization

(한밭대)임채호, 김광주, 박태준

P분리목-5 (220)
The effect of anti-solvent addition rate on the behavior of 
indomethacin-saccharin co-crystallization based on in-line 
monitoring systems

(순천향대)김바울, 조민용, 최광진

P분리목-6 (220)
Enhanced Solubility of Aripiprazole via Co-crystal Approach using 
Spray-drying and Evaporation Methods

(순천향대)조민용, 김바울, 이주연, 
김가영, 최광진

P분리목-7 (220) Study of TNT red water treamtment by ice crystallization (한밭대)장효준, 김광주

P분리목-8 (221) Solubility of DNAM in the organic solvents (한밭대)박태준, 임채호, 김광주

P분리목-9 (221) Water 상에서 용매-매개 전이에 의한 β-HMX 제조
(서강대)이재은, 구기갑
(한화 종합(연))한상근

(국방과학(연))이근득, 채주승

P분리목-10 (221) Pharmaceutical co-crystallization with polyphenols (중앙대)이청천, 이종휘

P분리목-11 (221)
Thermodynamic and Spectroscopic Investigation of Binary Gas 
Hydrates including 1,2-Pentanediol and 1,3-Pentanediol as a Guest 
Molecul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GIST)문석윤, 김희중, 홍수진, 
이하준, 박영준

P분리목-12 (222) 탄소자원화를 위한 탄산칼슘 제조 및 결정제어에 관한 연구
(GIST)장리부가, 최다솔, 최소영, 

홍수진, 박영준

P분리목-13 (222) 투과증발분리법을 이용한 트라이에틸렌 글리콜-물 분리
(KIER)윤형철, 박주현, 한상섭, 
정태성, 조동우, 범희태, 김종남

P분리목-14 (222)
Characterization and Hydrothermal Stabilities of Supported Zeolitic 
imidazolat framework (ZIF-7) membran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이승주, 김재성, 이두환

P분리목-15 (222)
Electrochemical separation of sulfuric acid and sugar from the 
effluent of the pretreatment and hydrolysis of biomass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KIST)김홍곤,이경민, 엄영순, 안병성
(KIST/NSU School of Engineering)송호성 

P분리목-16 (223)
Preparation of a compact microchannel membrane module for 
hydrogen purification

(고려대)오덕규, 이춘부, 이성욱, 
진민호, 이관영

(KIER)황경란, 이동욱, 박종수

P분리목-17 (223)
CO2-tolerant dual-phase hollow fiber membrane for oxygen 
separation from air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국대)박세형, 채진웅,  
신민창, 박정훈

P분리목-18 (223) 분리막을 이용한 2,3-BDO의 분리 연구 (서강대)조항규, 임종성

P분리목-19 (223)
Retard for Fe metal contamination of Pd membrane by Au protect 
layer

(KIER)이성욱, 황경란, 이동욱, 
박종수, (고려대)오덕규, 진민호, 

이춘부, 김성현

P분리목-20 (224) 메탄/이산화탄소 분리 중공사 3단 모듈 공정 전산모사 (충남대)차경환, 이용택

P분리목-21 (224) 3/4단 분리막 공정을 통한 바이오 메탄 농축 (KRICT)성문숙, 박보령, 김정훈

P분리목-22 (224)
Preparation of DOCDA-based polyimide membranes and their gas 
separation properties

(KRICT)박채영, 장봉준, 김정훈

P분리목-23 (224)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폴리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한 특성 분석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최지영, 박상도

P분리목-24 (225)
모사 목질계 바이오매스 가수분해액에 포함된 푸란유도체의 선택적 
제거

(군산대)이수민, 강지수,  
김의환, 이상철

P분리목-25 (225)
A Study on Reversible and Irreversible Pressure Profiles of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동양대)송세영, 박보경, 안기철, 
이명현, 정원일, 정희석, 한원희

P분리목-26 (225)
High 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Ginseng 
Extract

(동양대)안은경, 정원일, 송세영, 
유일환, 라인영, 박보경, 한원희

P분리목-27 (225)
Desalination study of carbon nanotube with sidewall-nanohole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UNIST)이지윤, 이찬희, 곽상규

P분리목-28 (226)
WGS 반응을 위한 Cu/ZnO/MgO/Al2O3 촉매의 수분 처리에 의한 촉매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남대)백정훈, 박지혜, 정정민, 
황라현, 이광복

P분리목-29 (226)
매체순환식 가스연소를 위한 Ni 계열 산소전달입자의 MgO 함량에 
따른 반응특성 및 반응모델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남대)박지혜, 백정훈, 정정민, 
황라현, 이광복

(한국전력(연))백점인, (KIER)류호정

P분리목-30 (226) Mg 첨가에 따른 수성가스전이반응용 Cu/ZnO/Al2O3 촉매의 활성 연구
(충남대)박지혜, 백정훈, 정정민, 

황라현, 이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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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31 (226)
Enclathration of NF3 and c-C4F8 molecules in gas hydrates and their 
thermodynamic and cage filling characteristics

(UNIST)김은애, 서용원

P분리목-32 (227)
CO2 separation from CH4 + CO2 gas mixture using clathrate formation: 
Effect of structure types in the presence of thermodynamic promoters

(UNIST)임지연, 최원중, 서용원

P분리목-33 (227)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bicarbonate to regenerate amine 
absorbent

(전남대)송지윤, 전영시

P분리목-34 (227)
Characterization of the ortho-silicate based sorbent along with Si 
precursor for carbon dioxide capture at high temperatures

(경북대)권용목, 김재창, 이승용, 
조민선, 이수출

(KRICT)서휘민, 박용기

P분리목-35 (227)
CO2 absorption properties of KNO3-MgO absorbent synthesized by 
combustion method at intermediate temperature

(성균관대)오경렬, 곽진수,  
김강영, 권영욱

P분리목-36 (228) Non-equilibrium Behavior of Batch Distillation of Binary Mixture
(동양대)이명현, 유일환, 라인영, 
정희석, 안은경, 안기철, 한원희

P분리목-37 (228)
Depolymerization behavior of different Lignin in Supercritical 
Ethanol with Formic aicd

(성균관대)박재용, 김재훈

P분리목-38 (228)
Supercritical ethanol assisted depolymerization of lignin into high 
yield of monomeric phenols

(성균관대)Asim riaz, 김재훈

P분리목-39 (228)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탄소제조 연구 (서강대)조항규, 임종성

P분리목-40 (229)
Preparation and adsorption properties of vanillic acid imprinted 
polymers by using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y

(전남대)윤순도, 변헌수, 천단비

P분리목-41 (229) 1,3-프로판디올 발효액으로부터 유기산염의 제거와 1,3-프로판디올의 농축 (한국교통대)석창환, 홍연기

P분리목-42 (229)
Selective extraction and sensing of alkali metals using crown ether 
appended anthraquinone fluoroionophore

(명지대)Torrejos Rey Eliseo, 정욱진, 
이성풍, Grace Nisola, Khino Parohinog, 

Anelyn Bendoy, Jed Albarico,  
Hana Gebre, Hilof Tekle

P분리목-43 (229)
Understanding Phase Separation of Water/O-alkylated Ionic Liquid 
Mixtures through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UNIST)이경민, 곽상규

P분리목-44 (230) 2-oxopropanal을 이용하여 중질유 내에 함유된 칼슘 제거에 대한 연구
(KIER)조동우, 범희태, 정태성, 
윤형철, 조강희, 한상섭, 김종남

P분리목-45 (230)
모델 폐윤활유를 이용한 함질소 헤테로 화합물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분리 특성 연구

(한양대)박아름, 오성근
(KRICT)김영철

P분리목-46 (230)
Highly Sensitive, Printable, Piezoresistive Composite Materials for 
Strain Sensor Applications 

(한국화학(연)/충남대)김주영  
(한국화학(연))조예진, 지슬기, 이선숙, 
정성묵, 류병환, 정선호, (충남대)김현석

P분리목-47 (230)
Thermodynamic and structural analyses of pure SF6 and SF6+N2 gas 
hydrates formed in various reaction media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고  결, 서용원

P분리목-48 (231)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Viscosity Evolution of Aqueous 
Amine CO2 Capture Solutions: Monoethanolamine versus Piperazine

(GIST)유택희, Wei Cui
(Univ. François Rabelais)Yves 

Lansac, (DGIST)장윤희

P분리목-49 (231)
Effect of Alkaline Earth Metal Carbonate Salts on the CO2 Absorption 
on NaNO3–MgO Absorbent

(성균관대)김강영, 곽진수, 오경렬, 
안영인, 권영욱

P분리목-50 (231)
Mineraliz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d by Various 
Alkanolamines in Single Proces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ST/KIER)Murnandari Arti
(KIER)윤민혜, 정순관, 강지민

P분리목-51 (231) 젖은 벽탑을 이용한 상분리 흡수제의 흡수속도 측정
(한국교통대)이  준, 홍연기

(KIER)유정균

P분리목-52 (232)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수계 이성분 아민의 상분리 거동
(한국교통대)이화영, 이  준, 홍연기

(KIER)유정균

P분리목-53 (232) NaOH 수용액 상에서 공정변수가 탄산칼슘 결정생성에 미치는 영향
(KIER)강지민, Arti Murnandari,  

윤민혜, 정순관

P분리목-54 (232)
Effective CO2 absorption-stripping process in membrane contactors 
for CH4/CO2 separation

(KRICT)김성중, 이평수, 박아름이, 
남승은, 박호식, 박유인

P분리목-55 (232)
상분리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서 CO2 흡수 및 
흡수제 재생 성능

(KIER)이우윤, 유정균
(한국교통대)홍연기

P분리목-56 (233) 막접촉기용 고표면장력 고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선별
(KITECH)정홍기, 송호준, 한정난
(울산대)이수빈, (연세대)박진원

P분리목-57 (233) 아민과 이온성액체 혼합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 특성
(KITECH)송호준, 정홍기

(울산대)이수빈, (연세대)박진원

P분리목-58 (233)
Investigation of heat and mass transfer in amine absorber with 
Mellapak 250.Y by CFD simulation

(한경대)김정은, Pham Anh Dung, 
임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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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59 (233)
150 Nm3/hr급 이산화탄소 연속순환 포집공정에서의 
Monoethanolamine(MEA) 30wt% 아민 흡수제 흡수 특성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이용운, 박상도

P분리목-60 (234) CO2 포집을 위한 MEA 흡수제 및 신규 흡수제의 변성 특성 분석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이창호, 박상도

P분리목-61 (234)
Effect of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various CaO-based sorbents 
on CO2 sorption

(경북대)임은지, 김진곤, 김정현, 
이수출, 김재창

P분리목-62 (234) Diethylenetriamine(DETA) 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능 (KIER)유정균, 최수현, 김정남

P분리목-63 (234) Blended amine의 CO2 흡수 특성 모델링
(KIER)문종호, 이종섭, 박영철, 

민병무, (서울과학기술대)신헌용

P분리목-64 (235)
NaNO3-(Na, Li)2CO3 promoted MgO for post-combustion CO2 
absorb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곽진수, 김강영, 오경렬, 
안영인, 권영욱

P분리목-65 (235)
4Nm3/hr급 습식 CO2 연속순환공정 운전 시 MEA의 농도에 따른 
Energy 측정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김성연, 박상도

P분리목-66 (235) 금속 산화물이 첨가된 Li4SiO4 기반 고온용 CO2 흡수제의 특성평가
(경북대)이승용, 이수출, 권용목, 

채호진, 김재창
(KRICT)박용기, 서휘민

P분리목-67 (235)
Synthesis of Mesoporous MgO via Chemical Combus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2 Sorption at Elevated Temperature

(명지대)Hiremath Vishwanath, 
서정길

P분리목-68 (236)
Characterization of alkali metal-based dry sorbents using SnO2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경북대)조민선, 채호진, 김재창,
이수출, (한국전력(연))이중범

P분리목-69 (236)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염화구리계 흡착제의 CO/CO2 흡착특성 분석
(충남대)김정수, 이영우

(KIER)정태성, 조강희, 범희태, 한상섭

P분리목-70 (236)
높은 수열안정성과 방사성안정성을 갖는 MOF 를 이용한 제논/크립톤 
분리

(연세대)이승준, 윤태웅, 윤정운, 
김기준, 박완제, 배윤상

P분리목-71 (236)
양이온 교환 및 염 함침을 통한 메조다공성 실리카의 수분 흡착 특성 
조절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이은경, 임종성
(KIER)조강희, 김상겸, 김종남

P분리목-72 (237)
Comparison of CO2 sorption performance on PEI silica and KOH 
treated activated carbon: Sorption equilibria and kinetics

(연세대)Lei Liu, 박용하, 진성민, 
이창하, (KIER)박영철

P분리목-73 (237) CO2/CH4 선택성이 높은 흡착제 개발
(KIER)윤형철, Phani Brahma 

Rallapalli, 한상섭, 범희태,  
정태성, 조동우, 김종남

P분리목-74 (237) CO2/CH4 흡착적 분리를 위한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의 흡착 특성
(KIER)박주현, 윤형철, 조강희, 

김종남, (연세대)이창하

P분리목-75 (237)
A novel Mg-based MOF with open metal sites and its gas adsorption 
properties

(연세대)김서율, 김민범, 김승익, 
윤태웅, 김아름, 배윤상

P분리목-76 (238)
Preparation of magnetic MnFe2O4 nanoparticles for efficient recovery 
of platinum with easy separation

(전북대)송명희, 윤영상

P분리목-77 (238) 연료전지 연료용 디젤을 위한 흡착탈황 공정
(KIST)오주형, 이창환, 장성철, 
윤성필, 한종희, 최대기, 함형철

(고려대)이기봉

P분리목-78 (238)
Adsorption equilibrium of adipic acid production off gases on zeolite 
13X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박두용, 이창하
(KRICT)이수복, 김정훈

P분리목-79 (238)
Theoretical study on enantioselective separation of  
2-Methyl-1-butanol by MOF-74

(UNIST)임형용, 이정현,  
김진철, 곽상규

P분리목-80 (239) 아민 개질을 통해 흡탈착 성능이 개선된 아민계 고형 흡수제 특성 분석 (고려대)조동현, 정현철, 전선빈, 김성현

P분리목-81 (239)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아민계 흡수제의 흡착특성분석에 대한 연구
(고려대)전선빈, 조동현, 정현철,

 민진서, 김성현

P분리목-82 (239)
A study of nitrogen adsorption property from ammonia reforming 
gas using zeolite 5A

(경북대)김태영, 이수출, 채호진, 
이우석, 김재창

(원익머트리얼즈)김영래, 정석용, 
최호윤, (KIST)윤창원

P분리목-83 (239)
Optimization of Hydrothermal Synthesis Condition to achieve High 
Phase Purity, N2/CH4 selective SAPO-34 membrane

(충남대)Syed Fakhar Alam, 이혜련, 
Pankaj Sharma, 한문희, 조철희

P분리목-84 (240)
투과증발용 제올라이트 복합막의 기공구조 분석을 위한 단일가스 투과 
거동 연구

(충남대)김민지, 한문희, 조철희

P분리목-85 (240)
여러 종류의 용매를 이용한 ZIF-8 분리막 제조 및 기체 투과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김영진, 한문희, 조철희

P분리목-86 (240) H2S adsorption properties of PEI-based sorbents using various silicas
(경북대)임은지, 김정현, 김동현, 

이수출, 김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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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87 (240) 공기 중 VOCs 제거를 위한 전기 방사 흡착제 개발
(창원대)한상일

(대구가톨릭대)임한권, 정선주

P분리목-88 (241) MOF를 이용한 F-gases/N2 흡착분리 특성 연구
(KRICT)문은희, 유영우, 홍지숙, 

서정권, (충북대)신채호

P분리목-89 (241) VOCs 흡착 제거를 위한 활성탄의 소수성 개선 연구
(KRICT)오지영, 유영우, 홍지숙, 

서정권, (연세대)이창하

P분리목-90 (241)
Eutectic mixture promoted magnesia-based composites for enhanced 
CO2 capture

(명지대)황순하,  
Vishwanath Hiremath, 서정길

P분리목-91 (241)
Epoxide-Functionalization of Polyethyleneimine for Scalable 
Synthesis of Extra-Stable CO2 Adsorbent in Temperature Swing 
Adsorption

(KAIST)최우성, 최민기

P분리목-92 (242) CO2 흡착을 위한 아민 기능화 실리카 흡착제 개발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민진서, 이기봉

P분리목-93 (242)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가교 도입 아민계 실리카 흡착제의 특성
(고려대)정현철, 민진서, 전선빈, 

조동현, 김성현

P분리목-94 (242)
Column 반응기 상에서 이온교환법에 의한 바나듐, 텅스텐 이온의 
분리 특성

(광운대)전종혁, 한 춘,  
안영준, 이성은

P분리목-95 (242) Simulated Moving Bed의 동역학적 상태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오태훈, 이종민

이동현상: 10월 20일(목), 09:00~10:30

좌장: 남재욱(성균관대), 봉기완(고려대), 최낙원(KIST) 

P이동목-1 (335)
A facile method to prepare highly conductive polymer core/metal 
shell particles via polydopamine-assisted electroless plating

(수원대)김준영, 송재필, 이성재

P이동목-2 (335)
Mathematical Model of Energy Release due to Self-oxidation-
reduction Reaction of Energetic Materials in Closed Chamber

(부경대)공태연, 임도진

P이동목-3 (336)
Rhe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S/PEDOT: PSS-modified 
CNT nanocomposites via latex technology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수원대)송재필, 김준영, 이성재

P이동목-4 (336)
Evolution of Unyielded Region inside Slot Coating Flow with 
Viscoplastic Materia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도관홍, 남재욱

P이동목-5 (336)
외부 강제냉각의 효과를 고려한 350F Ultracapacitor 모듈의 열적 거동 
모델링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아주대)박성준, 이재신, 신치범
(LS Mtron Ltd.)최종락, 이하영

P이동목-6 (336)
Network structure of Gel-MA hydrogels depend on amounts of 
methacrylat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홍익대)박유빈, 김범상

P이동목-7 (33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opolymer hydrogels of Gel-MA 
and PEGDMA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홍익대)최원호, 김범상

P이동목-8 (337) 그래핀을 포함한 초탄성 하이드로젤의 구성방정식 및 삼투압변화 (동아대)김서균, 김소리, 이헌상

P이동목-9 (337)
A numerical study on polarization behavior for modeling the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SORFC)

(광운대)정정열, 윤도영

P이동목-10 (337)
High throughput generation of droplet using 3D-printed microfluidic 
device

(POSTECH)강경우, 황윤호, 김동표

P이동목-11 (338)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을 위한 열적 거동 
해석

(아주대)구보람, 신치범
(피앤이솔루션)유상환

(피앤이시스템즈)정도양

P이동목-12 (338)
The Control of Cell Growth Curve to Optimize Transformation 
Efficiency in Electroporation

(부경대)김영훈, 권상구, 임도진

P이동목-13 (338)
Temperature responsive poly (N-vinyl caprolactam) microparticles 
for controlled drug delivery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노윤호, 봉기완
(인천대)심민석

P이동목-14 (338)
CFD modeling for Analysis of Charge and Discharge Characteristic of 
the Li-ion battery

(광운대)한경호, 박홍범, 윤도영

P이동목-15 (339) Electrostatic effects o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phenomena (부경대)양석환, 임도진

P이동목-16 (339) Experiment with microbial reamoval by hydrodynamic cavitation (광운대)전형배, 윤도영

P이동목-17 (339)
유체 리소그라피와 미세 유체 구조화를 통한 3차원 마이크로 입자 
합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심재환, 봉기완

P이동목-18 (339) 경유 탈황반응기 재생프로세스의 정상상태 모델링 (부경대)최창용, 권상구, 유  준, 임도진

P이동목-19 (340)
Electrokinetic flows of viscous non-Newtonian fluids in multiple 
microchannel for energy conversion

(서울시립대)이지영, 김 효
(KIST)전병진, 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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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안전: 10월 20일(목), 09:00~10:30

좌장: 김지용(인천대), 조영도(한국가스안전공사) 

P안전목-1 (434) 고압가스 안전밸브 운전 중 검사 국외 기준 및 운용현황 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장유리, 장갑만

(에스씨에스)곽영환

P안전목-2 (434) TYPE-1용기과 TYPE-3용기의 내압 및 파열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장갑만, 김정환, 

임상식,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3 (434) 독성가스(염소)의 토양 침적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송보희, 이경은,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4 (434) 석유화학단지 내 고압가스용 PSV의 점검 방법 효율 향상에 대한 고찰
(한국가스안전공사)임상식, 김정환, 

장갑만,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5 (435) Pressure Safety Valve의 on-line test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가스안전공사)양락영, 장갑만

(에스씨에스)곽영환

P안전목-6 (435) 초저온 저장탱크 Cold-Stretching 공법 기준 개발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김정원, 장갑만,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7 (435) 산업용 매설 고압가스배관 설계 및 운전데이터 검토를 통한 관리 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하유진, 김정환,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8 (435)
산업용 매설 고압가스배관의 종류에 따른 진단 및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김정환, 이경은,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9 (436) FLACS를 이용한 도시가스 시설별 누출 시뮬레이션
(한국가스안전공사)이민경, 김정환, 

이진한, 조영도

P안전목-10 (436)
울산산업단지 내 지하배관 대상 신뢰성기반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한 위험도 및 사고 비용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건희, 정재훈, 이건학, 
이원제, 한종훈

P안전목-11 (436)
A risk-assessment comparative study for Underground piping based 
on Reliability-based design

(서울대)정재훈, 박건희, 한종훈

P안전목-12 (436) 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손상모드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가스안전공사)이진한, 조영도, 

이연재

P안전목-13 (437) 방폭구역 설정 기준(IEC 60079-10-1:2015) 개정에 따른 검토 및 반영
(한국가스안전공사)김정환, 이민경, 

이진한, 이연재

P안전목-14 (437)
Probabilistic Based Optimal Inspection and Replacement Planning of 
a Refinery Plant

(KITECH)탁경재, 김정환
(연세대)문 일

P안전목-15 (437)
경험식과 NRTL 모델의 이성분계 파라미터 최적화법에 의한 하부 
인화점 예측

(세명대)이성진

P안전목-16 (437)
Study on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in Sodium Experimental 
Facility

(KAERI)정민환, 김종만,  
조영일, 정지영

P안전목-17 (438)
The Evalu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Leakage from Storage 
Tanks Based on Mathematical Model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부경대)박재연, 이창준

P안전목-18 (438) 고망간강 저장탱크 연결배관의 부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송보희, 김지선, 

김정환, 이진한

P안전목-19 (438)
Operator Training System with High Degree Of Freedom in Governor 
Station by Integrating Process and Accident Simulation

(서울대)이호동, 이용석, 고창준, 한종훈

P안전목-20 (438) 열량계를 이용한 스티렌 모노머의 열안정성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최이락, 

한인수, 한우섭, 이근원

P안전목-21 (439) CFD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감압부 수소누출 환기 사례연구 (연세대)이재원, 조승식, 문 일

P안전목-22 (439) Validation of Gas Dispersion with CHRC and Falcon Experiment data
(서울대)전경우, 양시엽,  

강동주, 한종훈

P안전목-23 (439)
CFD 전산 모사를 사용한 저압수소 사용시설의 폭발 venting 적용과 
효과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조승식, 조성현, 이재원, 문  일

P안전목-24 (439) LNG-FPSO 공정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와 계산서 자동화
(연세대)최준영, 김영진, 이광희, 은종화, 

문  일, (삼성중공업)단승규

P안전목-25 (440) 수소 동위원소 저장.공급 장치 공정 안전성평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정광진, 
김연진, 정흥석, (KAERI)강희석

(국가핵융합(연))윤세훈

P안전목-26 (440)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피해예측모델 개발
(광운대)이현진, 고재욱, 정창모, 

정태준, 백주홍

P안전목-27 (440)
화학사고 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위기대응 
상황시나리오 고려인자 도출

(연세대)이광희, 김영진, 은종화, 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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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II: 10월 20일(목), 16:00~17:40

미립자공학: 10월 20일(목), 16:00~17:40

좌장: 조영상(한국산업기술대) 

P미립목-1 (210)
Hybrid TiO2-SiO2 structure derived from rice straw and enhanced 
photocatalytic properties for dye wastewater treatment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황경준, 
권영준, 정용주, 박미리, 최원석

(녹색에너지(연))박주영

P미립목-2 (210)
Adsorption Properties of Dyestuffs on Hollow Activated Carbon 
Fiber from Biomaterial Template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권영준, 
박미리, 황경준, 이원영, 김중일, 

정용주, 오성택, 최원석, (순천대)심왕근

P미립목-3 (210)
에어로졸 공정에 의한 3D Crumpled Graphene Balls 제조 및 
슈퍼커패시터로의 응용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조은희, 
박수련, 이총민

(한국지질자원(연))최지혁,  
장한권, 장희동

P미립목-4 (210)
Surface coating properties on Cu/CNTs composite using different 
grinding media by a stirred ball mill with DEM simulation

(창원대)Batjargal Uyanga,  
보르 암가란,  

Ichinkhorloo Batchuluun, 최희규, 
이재현, (Univ. of Mongolia) 

Bayanjargal Ochirkhuyag

P미립목-5 (211)
Surface coating properties on Cu/CNTs composite using different 
grinding media by a traditional ball mill with DEM simulation

(창원대)Ichinkhorloo Batchuluun, 
보르 암가란, Batjargal Uyanga, 

이재현, 최희규, (Univ. of Mongolia) 
Bayanjargal Ochirkhuyag

P미립목-6 (211)
Ozone Effect on Leqching Kinetics for the Recovery of Copper in 
Aqueous Ferric Chloride Solution from Chalcopyrite Mineral

(서남대)김진호, 유승준, 김성래, 
이세일, (한국지질자원(연))윤호성, 

김철주, 정경우, 이은지,  
신선명, 이진영

P미립목-7 (211)
네오디뮴 습식제련부산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용 인산이온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김성래, 김진호, 이세일, 
유승준, (한국지질자원(연)) 

윤호성, 김철주, 정경우, 이은지
(유양마그네트)이규남, 조경진

P미립목-8 (211) 그래핀-산화철 복합체를 이용한 슈퍼커패시터 전극물질의 특성연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이총민, 

조은희, (한국지질자원(연))김선경, 
장한권, 최지혁, 장희동

P미립목-9 (212)
Polyurethane foam reinforced with wood fiber for sound absorption 
materials

(서울시립대)최 현, 김정현

P미립목-10 (212)
One-step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제조 및 
리튬이온 이차전지 응용

(한국지질자원(연))김선경, 장한권, 
최지혁, 길대섭, 장희동, (한양대)김한수

P미립목-11 (212) 구형 그래핀 볼 제조 및 특성 평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박수련, 

조은희, (한국지질자원(연))김선경, 
장한권, 장희동

P미립목-12 (212) 자동차 Doortrim에 사용되는 TPE소재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순천향대)조승후, 전세영,  

박헌진, 한현각

P미립목-13 (213) MSMPR 반응기를 이용한 탄산칼슘의 입자형상제어 (순천향대)전세영, 조승후, 한현각

P미립목-14 (213) 단분산 실리카 입자의 합성 및 응용 기술 (한국산업기술대)조영상, 신철환

P미립목-15 (213)
분무 열분해 공정에 의한 나노 사이즈 중공구조의 금속셀렌화물과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체 분말의 전기화학적 특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박기대, 강윤찬

P미립목-16 (213) 플라즈마 방전에 의한 CH4의 화학적 변환 및 고부가화 (강원대)배동섭, 김교선

P미립목-17 (214)
화염기상증착법에서의 공정변수 조절을 통한 1차원 나노구조 산화 
텅스텐 제조

(강원대)윤상혁, Ding Jinrui, 김교선

P미립목-18 (214) 생체분자 분리를 하기위한 자성 나노입자의 제조 및 개질 (강원대)이대원, Fatima Hira, 김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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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공: 10월 20일(목), 16:00~17:40

좌장: 이진태(영남대) 

P생물목-1 (248) Electro catalytic  modified graphite tattoo probe for glucose detection
(바이오센서(연))이수영, Sung Choi, 
Grace Kim, Angelina Ahn, 신연수, 

함진호, 정지훈, 최윤혁

P생물목-2 (248)
Highly conducting bacterial cellulose-gold nanoparticles-PEDOT:  
PSS films for advanced biomedical applications

(경북대)Shaukat Khan,  
Mazhar Ul-Islam, Muhammad Israr, 

김예지, 장재현, 노태용, 박중곤

P생물목-3 (248)
다양한 온도에서 제조된 재생 미생물 셀룰로오스 film의 구조 및 특성 
변화

(경북대)장재현, Shaukat Khan, 
Mazhar Ul-Islam, Muhammad Israr, 

김예지, 노태용, 박중곤

P생물목-4 (248)
Synthesis of Novel compounds having Ceramide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

(애경산업)김유미, 김한영

P생물목-5 (249)
Synthesis and anti-wrinkle activity of natural origin  
compound-peptide derivatives

(애경산업)이혜숙, 김한영

P생물목-6 (249)
Novel Cisplatin-loaded Peptide Nanostructure as Anticancer Ag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강원대)서재아, 이남훈, 이상명

P생물목-7 (249)
Employing the synthetic scaffold strategies to redirect metabolic flux 
into novel gamma-aminobutyric acid pathway in Escherichia coli

(울산대)홍순호,  
Sivachandiran Somasundaram, 

석정욱, 정재훈

P생물목-8 (249)
The introduction of chimeric two-component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cidic amino acids sensing Escherichia coli

(울산대)홍순호, Murali kannan 
Maruthamuthu, 석정욱, 정재훈

P생물목-9 (250)
Microbial Production of 1,3-Diaminopropane in Escherichia coli 
through in silico Metabolic Flux Analy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김지하, 채동언, 김원준, 
최 솔, 이상엽, (명지대)박시재

P생물목-10 (250)
Enhancement of Gene Expression in Clostridium acetobutylicum 
Using Synthetic Untranslated Regions

(KAIST)김지하, 이상엽
(CJ 제일제당)이종민, (경상대)장유신

(Univ. of Delaware) 
Eleftherios T. Papoutsakis

P생물목-11 (250)
Metabolic Engineering using Synthetic Small Regulatory RNA based 
Rapid Gene-Knockdown Technique for Enhanced Production of 
Cadaverine and Tyrosine

(KAIST)Robert Binkley, 노민호, 
유승민, 이상엽, (중앙대)나도균

P생물목-12 (250)
Use of metabolic engineering for production of recombinant spider 
silk protein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Robert Binkley, 정해나, 
Xiao-Xia Xia, 이상엽

P생물목-13 (251)
무세포 효소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생체적합성 
평가

(경북대)장재현, Shaukat Khan, 
Mazhar Ul-Islam, Muhammad Israr, 

김예지, 노태용, 박중곤

P생물목-14 (251)
Fabrication of Nerve Conduit with Biodegradable Hydrogels and 
Nanofibers Releasing Growth Factors for Guidance of Axonal 
Growth

(연세대)방혜정, 한상원, 김민수, 
윤병주, 고원건

P생물목-15 (251)
Enhancing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for 
Myogenesis through the 3D Co-culture with Rodent C2C12 Myoblasts 
on Dual-patterned Hydrogel Scaffold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홍혜진, 김민수, 방혜정, 
유병용, 고원건

P생물목-16 (251)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Cellulomonas 
flavigena Endo-1,4-β-xylanase in Pichia pastoris

(고려대)양지현, 김찬겸,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김승욱

P생물목-17 (252)
The effect of ultrasound for increasing neural differentiation in  
hBM-MSCs and inducing neurogenesis in ischemic stroke model

(동국대)박정극, 서영권

P생물목-18 (252)
Ruthenium(Ⅱ) Complex-loaded Peptide Self-Assembly as 
Luminescence Probes for Cellular Imag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강원대)김소희, 김종민, 이상명

P생물목-19 (252)
Levulinic acid ester production by in situ transesterification of wet 
microalgal biomass

(KAIST)김태형, 이재우, 장용근
(KIER)오유관

P생물목-20 (252) 거대억새를 사용한 펠릿공정의 lignin 첨가에 따른 영향 및 특성파악
(한경대)민창하, 김은경, 김가희, 

차진성, 김민정, 엄병환

P생물목-21 (253)
SERS-based biosensor for bacterial detection using  
aptamer-functionalized Raman probe

(인하대)곽철환, 허윤석
(동국대)A.T. Ezhil Vilian, 한영규

(경희대)유태경

P생물목-22 (253) Application of algal hydrolysate in an enzymatic fuel cell
(고려대)이자현,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김찬겸, 양지현, 김승욱

(광운대)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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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23 (253)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through multi-component (전북대)이승재

P생물목-24 (253)
Colorimetric quantification of glucose and cholesterol using a 
composite entrapping cerium oxide nanoparticles and oxidas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가천대)김도현, 김문일

P생물목-25 (254)
Electro-triggered, quantitative single-cell transfection using ultrathin 
nanoinjector

(KAIST)유승민, 이상엽,  
강미정, 김봉수

P생물목-26 (254)
Ultrathin electrodes-based single-cell technology for monitoring 
dopamine exocytosis

(KAIST)유승민, 이상엽,  
강미정, 김봉수

P생물목-27 (254)
Ultrasensitive uranyl ion detection using DNAzyme catalytic  
reaction-combined NW SERS sensor

(KAIST)황지현, 유승민, 이상엽, 
곽래근, 김홍기, 김봉수

(KAERI)이경자, 이민구, 이창규
(KRIBB)강태준

P생물목-28 (254)
Electrical biosensor using density-controlled SWNT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황지현, 유승민, 이상엽, 
신선해라, 정희태, 김주현,최양규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백윤경

P생물목-29 (255)
A magneto-DNA nanoparticle system for the rapid and sensitive 
diagnosis of enteric fever

(Harvard Medical School)박기수, 
이학호, Ralph Weissleder,  

Richelle C. Charles

P생물목-30 (255)
Hybrid material composed of graphene oxide-MoS2 nanoparticle for 
bioelectrochemical sensor

(서강대)윤진호, 이 택, 
Bharate Bapurao, 최정우

P생물목-31 (255)
Biosensor composed of metalloprotein-DNA on NPGF electrode to 
enhance electrochemical signal

(서강대)조진희, 윤진호,  
이 택, 최정우

P생물목-32 (255) Porous gold nanoparticles for facile inactivation of Influenza A virus
(연세대)김진영, 이택수, 함승주
(고려대)염민주, 강아람, 송대섭

P생물목-33 (256)
Efficient self-assembled microRNA delivery system consisting of 
cholesterol-conjugated micreRNA and pegylated polycationic 
polymer

(연세대)문병걸, 한승민, 강병훈, 
기지선, 함승주

(Severance Biomedical Science 
Institute (SBSI))장은지, 손혜영, 

최유나, 허용민

P생물목-34 (256)
A Novel SNP Genotyping Method Using Multi-Color Fluorescence 
Labeled Ligase Detection Reaction and High Resolution CE-SSCP

(POSTECH)최 웅, 정규열

P생물목-35 (256)
3D printed microfluidic devices in PDMS in one sess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신동혁, 신성철, 박민성, 
정은수, 현진호

P생물목-36 (256)
Functional silica nanoparticles conjugated with beta-glucan to deliver 
anti-tuberculosis drug molecules  

(중앙대)최종훈

P생물목-37 (257)
Kinetic and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of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for Recovery of Paclitaxel from Biomass

(공주대)하건수, 김진현

P생물목-38 (257)
Ultrasound-Assisted Liquid-Liquid Extraction for Recovery of Paclitaxel 
from Cell Cultures of Taxus Chinen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공주대)하건수, 김진현

P생물목-39 (257)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of the Microwave-Assisted 
Drying of Paclitaxel for Removal of Residual Methylene Chloride

(공주대)김희수, 김진현

P생물목-40 (257)
Drying Methods for the Removal of Residual Solvents from Solvent 
Induced Amorphous Paclitaxel

(공주대)최명근, 김진현

P생물목-41 (258)
Adsorption of 13-Dehydroxybaccatin III onto Sylopute:  
Isotherms, Kinetics, and Thermodynamics

(공주대)임연수, 김진현

P생물목-42 (258)
Adsorption of 10-Deacetylpaclitaxel onto Sylopute: Isotherm, Kinetic 
and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공주대)방수연, 김진현

P생물목-43 (258)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of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of (+)-Dihydromyricetin

(공주대)박지나, 김진현

P생물목-44 (258)
Direct conversion of hemicellulose into D-xylonic acid by engineered 
Corynebacterium glutamicum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전은정, 임성순, 최재웅, 
이세화, 정기준

P생물목-45 (259)
Production of bioethanol from Enterobacter aerogenes by glycerol in 
anaerobic culture

(고려대)이주훈, 이상준, 김동섭, 
이수권, 김찬겸, 양지현, 김승욱

P생물목-46 (259)
Dendrimer porphyrin and Gold Nanoshells-decorated Nanoparticle 
Systems for Dual Phototherapy of Cancer

(연세대)정의석, 한상원, 윤병주, 
정윤아, 김은경, 장우동, 고원건

P생물목-47 (259)
Supperparamagnetic iron oxide nanoparticels for biomedical 
application

(성균관대)Nguyen Minh Phuong, 
김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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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48 (259)
Effect of oxygen condition on mycelial growth and anti-oxidant 
production from Cordyceps militaris

(고려대)이수권, 김동섭, 이주훈, 
김찬겸, 양지현, 김승욱

P생물목-49 (260)
Biosilica encapsulation of carbonic anhydrase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고려대)백승필

P생물목-50 (260)
Enzyme Coating of Trypsin on Electrospun Polymer Nanofibers for 
Efficient Protein Digestion in Proteomics

(고려대)김한솔, 이병수, 김중배
(KIST)김병찬

P생물목-51 (260)
A Novel Enzymatic Pathway for the Conversion of Levulinic Acid to 
γ-Valerolactone

(강릉원주대)박용수, 연영주 
(서울대)유영제

에너지: 10월 20일(목), 16:00~17:40

좌장: 방석호(성균관대)

P에너목-1 (270)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이리듐 산화물이 코팅된 TiO2 nanotubes/ 
Ti substrate 기반의 Bipolar plate에 관한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한재진, 이기백, 최진섭

P에너목-2 (270)
Advanced Thermal Prediction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 for 
Energy Saving in Building HVAC System

(삼성전자)박건혁, 서성목, 이대은, 
김경재, 송관우, 조혜정

P에너목-3 (271)
Free base Porphyrin Polymers and their Metal Complexes for 
Supercapacitor and Methanol Electro-Oxidation

(명지대)Alan Christian Lim, 
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Thorat, 서정길

P에너목-4 (271)
Ordered Mesoporous Carbon/Sulfur compoiste simply modified with 
amine- and hydroxyl- group rich Biopolymer as Cathode for  
Lithium-Sulfur batteri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임원광, 조창신, 이진우

P에너목-5 (271) 올레핀 상호교환반응에 의한 octene 제조 연구 (KIER)정헌도, 윤민혜, 구기영, 천동현

P에너목-6 (271)
Effect of ion/non-ion surfactants on asphaltene aggregation in 
Solvent De-Asphalting system

(KIER)Liu Lingyu, 고강석, 
노남선, 권은희, 김광호, (충남대)이영우

P에너목-7 (272) Catalytic activity of Mg promoted Ni catalysts for dry reforming (KIER)정헌도, 양정일, 박종기

P에너목-8 (272) 냉매를 활용한 증발가스 재액화 공정 개발 (삼성중공업)강호숙, 이원두, 윤호병

P에너목-9 (272) Development of LNG Bunkering Operation Philosophy (SHI)황예림, 황예림, 윤호병

P에너목-10 (272)
SDA 공정의 운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원유 및 용매 계의 열역학적 
거동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박준우, 임수익, 신상철, 
이기봉, (KIER)노남선, 고강석

P에너목-11 (273)
인도네시아 저등급석탄 Kideco탄을 이용한 혼합촉매 가스화 반응특성 
연구

(충남대)안승호, 박지윤, 이영우
(KIER)이시훈

P에너목-12 (273)
염화나트륨-SDS 수용액과 클래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의 점착 현상 및 
결정 성장 분석

(KAIST)민주원, 백승준, 이재우
(KIER)이원희

P에너목-13 (273)
단일 습식 in situ 트랜스에스터화룰 통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 
첨가제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

(KAIST)김보라, 임한진, 이재우

P에너목-14 (273)
Air gasification of dried sewage sludge using a multi-stage gasifier: 
Effects of the feedstock/additive ratio on produer gas and tar removal

(서울시립대)최영곤, 최경구, 김주식

P에너목-15 (274) Coke cake 압출거동 모사 모델 개발 (POSCO)나지훈, 최재훈

P에너목-16 (274) 간접식 재기화 시스템의 열매체 특성에 따른 공정 최적화 (삼성중공업)이종철

P에너목-17 (274)
Microscopic observation of paraffin wax crystal growth inhibition by 
polymeric additives

(KIER)정태성, 조동우, 윤형철,
김종남, 강성필

P에너목-18 (274)
CuInSe2 photovoltaic device with a ZnOS buffer layer prepared by 
ZnO sputtering and rapid thermal anneal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고려대)박영일, (KIST)김홍곤
(고려대)김동환 

P에너목-19 (275) Na-ion 전지용 양극 첨가제의 합성과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아대)이현주, 김점수

P에너목-20 (275)
Multi-doped mesoporous carbon nanostructures as a noble  
metal-free 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cid medium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곽다희, 한상범, 최인애, 
박진영, 박현석, 김도형, 원지은, 
마경배, 김지영, 김은수, 신연경, 

최소정, 박경원

P에너목-21 (275) 헤테로 원자를 도입한 소프트 카본 음극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이호용, 이종대

P에너목-22 (275) ISG 울트라 배터리용 Nano Pb/AC 복합소재의 합성 및 특성 (충북대)황진웅, 이종대

P에너목-23 (276)
Synthesis of conductive thin film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by using atmospheric-pressure plasma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남대)오효준, 다오반, 최호석

P에너목-24 (276)
Deep eutectic solvent assisted one step synthesis of metal / 
metal oxide-carbon composite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명지대)Thorat Gaurav,  
Harsharaj Sayaji Jadhav, 서정길

P에너목-25 (276)
Mn2O3/graphene composite as high lithium storage anode material 
for secondary Li-ion batteries

(명지대)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M. Thorat, 서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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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26 (276)
Free standing hierarchical mesoporous spinel oxides for high 
performance electrochemical storage

(명지대)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M. Thorat, 서정길

P에너목-27 (277)
Lithium-metal Free Li-ion Sulfur Full Batteries with a Hybrid Sulfur 
Cathode and   a Lithiated Si/SiOx Nanosphere Based Anodes

(한양대)이상규, 선양국

P에너목-28 (277)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microporous carbon as an electrode for 
supercapacitor prepared by triazine based conjugated microporous 
polymer 

(인하대)김민재, 천영걸,  
이은수, 심상은

P에너목-29 (277)
Hollow anatase TiO2 microcones for superior rate performance 
lithium-ion storag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이운희, 이기백, 최진섭

P에너목-30 (277)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활물질 Poly Si+CNF의 제조와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김민성, 서호성, 장우현, 
김세진, 나병기

P에너목-31 (278)
New carbazole based derivatives for inverted perovskite solar cells: 
Optical, morph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전북대)압둘라, Sadia Ameen,  
M. Nazim, 장광수, 김은비,  

서형기, 신형식

P에너목-32 (278)
New organic semiconducting material for solution-processed small 
molecule organic solar cel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북대)모흐드 나짐, Sadia Ameen, 
Abdullah, 김은비, 장광수,  

서경희, 신형식

P에너목-33 (278)
혼합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메조 다공성 구조의 망간 산화물 필름 합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박태순, 서동조,  
김상득, 백성현

P에너목-34 (278)
Polymer-Templated Synthesis of Hollow Carbon Spheres for Li-S 
Battery Cathodes

(동아대)최예슬, 윤나은,  
오창일, 이정규

P에너목-35 (279)
CNT 첨가에 따른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활물질 Si/C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김세진, 나병기
(EG)양아름, 전도만

P에너목-36 (279) 석탄 건류 중 승온속도에 따른 기공구조 변화 거동
(POSCO)이원희

(POSTECH)정성모

P에너목-37 (279)
Preparation of copper(I)-loaded adsorbents with antioxidants for  
CO separation

(KIER)정태성, 김정수, 
조강희, 범희태, 한상섭

P에너목-38 (279)
The characterization of different n-type semiconductors and their 
device application

(전북대)서승희, Tahmineh Mahmoudi, 
왕유생, 양화영, 노원엽, 한윤봉

P에너목-39 (280)
Ionic liquid based polymer electrolyte via surfactant-assisted 
polymerization for enhancement in stability of dye sensitized solar cell

(충남대)이우열, Quoc Chinh Tran, 
Van-Duong Dao, 최호석

P에너목-40 (280) Photo-Bio Cell을 위한 Z-907-GOx Anode 촉매 매커니즘 연구
(서울과학기술대)강수현, 현규환, 

정용진, 권용재
(KIST)김재엽, 고민재

P에너목-41 (280)
화학적 결합과 소수성 인력에 의해 구현된 고감도 글루코스 
바이오센서

(서울과학기술대)지정연, 
크리스티와나 마르셀리너스, 

정용진, 권용재

P에너목-42 (280)
Co-carbonization of selected coal blend with industrial by-products 
as additives

(POSCO)장동민, 이운재, 조민영

P에너목-43 (281)
저온 공정 가능한 투명한 상방 전극을 갖는 박막형 웨어러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U-KIST)진상우
(고려대)이용희, 홍수영, 오승윤,  

박 흔, 윤준영, 하정숙

P에너목-44 (281)
분무건조법을 이용한 3차원 Si/graphene 나노복합체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울산대)심소리, 최원묵

P에너목-45 (281)
Effect of polybenzimidazole(PBI) based membrane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performance

(서울과학기술대)노찬호, 정미나, 
권용재, (KIST)Dirk Henkensmeier

P에너목-46 (281)
폴리올 방법으로 합성된 팔라듐-비스무트 촉매를 이용한 
직접개미산연료전지

(서울과학기술대)양승원,  
양종원, 권용재

P에너목-47 (282) 메탄을 이용한 CoTiO3 입자의 산화환원반응 특성
(전북대)황종하, 손정민, 이루세, 

김수현, 손은남

P에너목-48 (282)
3D Si based composite@CNF paper electrodes fabricated using an 
electrospinning method for lithium-ion batteries

(숭실대)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박경원

P에너목-49 (282)
Synthesis of MoS2/C nanocomposites for enhanc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숭실대)이규호, 박경원

P에너목-50 (282)
Germanium-Carbon Composite Nanostructures for Impro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숭실대)최희선, 박경원, 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문상현

P에너목-51 (283)
MoS2-TiN thin film electrodes fab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method for lithium ion batteries

(숭실대)문상현, 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최희선, 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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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52 (283)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aluminum-ion rechargeable battery 
with expanded graphite cathod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고형호, 최상원,  
이기백, 탁용석

P에너목-53 (283)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arbon material  as an electrolyte 
additive for Lead-acid batteries

(인하대)오영호, 이기백, 고형호, 
탁용석, (한국제우스)감용기

P에너목-54 (283)
Membrane에 따른 Vanadium Redox Flow Battery(VRFB) 성능과 
전해질 SOC변화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시립대)임혜빈, 이두환
(이퀄리티)이정석

P에너목-55 (284)
Electrode of supercapacitor using aligned carbon nanofibers coated 
with NiCo2O4 

(인하대)이은수, 김민재,  
황소산, 심상은

P에너목-56 (284)
Enhan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ckel-rich Layered Oxide 
Battery Cathode via Surface Stabilization

(충남대)김재희, Pham Quang Hieu, 
송승완, (Leechem Co., Ltd.)황의형, 

권영길, 이정규

P에너목-57 (284)
다양한 전구체로부터의 망간산화물 합성과 슈퍼커패시터로써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김상득, 박혜리,  
서동조, 백성현

P에너목-58 (284)
Enabling High-Energy Density Li-ion Batteries using Sulfur-based 
Cathode Material

(충남대)Nguyen Dan THien, 
김재람, 송승완

(Univ. of Hamburg)Alexander Hoefling, 
Sergej Diez, Werner Pauer,

Hans-Ulrich Moritz, Patrick Theato, 
이영주

P에너목-59 (285) 양극활물질 LiNi0.8Co0.15Al0.05O2 전극의 코팅 두께 및 압착 온도 최적화 (충북대)이가을, 김은미, 정상문, 나병기

P에너목-60 (285)
Solventless, one-step fabrication of Fe3O4@C core-shell and its 
superior performance of supercapacitor

(인하대)주재철, 김민재, 김영선, 
이은수, 최용흠, 심상은

P에너목-61 (285) 그래핀 첨가에 따른 양극활물질 LiNi0.8Co0.15Al0.05O2의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이승민, 엄덕현, 허서원, 

이가을, 나병기

P에너목-62 (285)
완전 생분해 가능한 마이크로수퍼커패시터의 제작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이금비, 정유라, 하정숙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강승균, 원상민, Philipp Gutruf, 
구자현, John. A. Rogers

P에너목-63 (286)
내골격 구조를 통한 에너지 저장 장치 설계의 새로운 접근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종석, 배성준, 이종협
(Stanford Univ.)남인호

(Univ. of Berkeley)박수민

P에너목-64 (286)
Copolymer-Graphene Oxide Composite/Carbon Cloth for Flexible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s

(영남대)황진호, Deivasigamani 
Ranjith Kumar, Van Hoa Nguyen, 

Marjorie Baynosa, 심재진

P에너목-65 (286)
The advanced structure of high sulfur-loading electrode for  
Lithium-Sulfur Batteries

(한양대)남지웅, 김희민, 선양국

P에너목-66 (286) Problems of lithiated anode in lithium air batteries (한양대)이선화, 선양국

P에너목-67 (287)
Synthesis of Core-Shell Structure of Lead carbon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system

(전남대)Karmegam Dhanabalan, 
노현준, 정호영

P에너목-68 (287)
High Rate Performance of Shape Controlled Copper Oxide for 
Lithium Ion Batteri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김민철, 김시진, 이규호, 
최희선, 문상현, 박경원

P에너목-69 (287) The Ag Micro-Particle Electrode for Li-O2 Batteries (한양대)박진범, 선양국

P에너목-70 (287)
One-pot synthesis of Iron Oxide Nanobox Deposited on 
Hierarchically Porous Graphene Architecture for Lithium Ion Storag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윤 솔, 박호석

P에너목-71 (288)
Ultrafast synthesis of graphene-SnO2 by microwave for lithium ion 
batteries

(성균관대)서동훈, 박호석

P에너목-72 (288)
리튬 공기 이차전지의 공기전극용 탄탈럼 화합물/탄소나노섬유 촉매의 
합성 및 성능 평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박혜리, 김윤경, 남대현, 
임동욱, 백성현

P에너목-73 (288)
탄소 표면의 Hollow Co3O4 나노 입자 생성을 통한 전기화학적 특성 
향상 연구

(KAIST)박재현, 김기민, 이재우

P에너목-74 (288)
Syntehsis of Fe/N-doped Mesoporous Tungsten Carbide Catalysts for 
Enhanced Oxygen Reduction Reac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김도형, 곽다희, 한상범, 
최앤애, 박현석, 박진영, 원지은, 

마경배, 박경원

P에너목-75 (289)
Synthesis of PtIr/TinO2n-1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원지은, 박경원, 김도형, 
마경배, 박진영,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P에너목-76 (289)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tRu Alloy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마경배,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박진영, 김도형, 

원지은, 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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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77 (289)
High-Performance chemically regenerative fuel cell using liquid 
catalys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한상범, 곽다희, 김시진, 
김민철, 박현석, 최인애, 박진영, 박경원

P에너목-78 (289)
MoS2/heteroatom doped carbon composite for highly enhanced 
hydrogen evolution reac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박현석,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진영, 마경배, 김도형, 

원지은, 박경원

P에너목-79 (290) Steam coal 혼합에 따른 coking coal 물성 및 coke 품질 영향 (POSCO)이운재, 장동민, 최재훈

P에너목-80 (290)
Controllable morphology and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of Cdot/
PtPd nanocomposites for both methanol oxidation reaction  
and formic acid oxidation reaction

(충남대)Nguyen Van Toan,  
Quoc Chinh Tran, Van-Tien Bui, 최호석

P에너목-81 (290)
Corrosion Prevention of a PEMFC cathode during fuel starvation with 
nanostructural Ti4O7 suppor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최현지, 백준환, 탁용석

P에너목-82 (290) CuWxMo1-xO4 photoanode for advanced solar water splitting (UNIST)이병준, 이재성

P에너목-83 (291)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기술 개발
(KIER)윤형철, 유충열, 정은영, 

김종남, 한상섭

P에너목-84 (291)
감압 잔사유 열분해 공정에서 첨가제가 액체 수율과 성상에 미치는 
영향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ER/충남대)이성훈, (KIER)조동우,
추고연, 박종호, 김종남, 김권일

(충남대)이영우

P에너목-85 (291)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담지체 팔라듐 촉매 합성 및 연료 
전지로의 적용

(인천대)황정수, 김영광, 권오중
(서울대)이현준

P에너목-86 (291)
Solution based CuInS2 solar cell production with ZnO/CdS core-shell 
nanostructure

(POSTECH)김상국, 이동욱, 용기중

P에너목-87 (292) EFB 저가촉매 열분해를 통한 고품질 바이오 오일 생산
(서울시립대)노동훈, 김범식, 

오대준, 박영권, 이형원

P에너목-88 (292) 촉매를 통한 폐비닐 바이오 오일의 개질
(서울시립대)노동훈, 박영권, 김범식, 

오대준, 이형원

P에너목-89 (292)
PEMFC catalyst durability enhancement by using silica-coated CNF 
as catalyst support

(KIER)김상경, Jahowa Islam, 
황선미, 박구곤

P에너목-90 (292)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Operating Parameters in Power 
Generation by Lab-Scale Reverse Electro-Dialysis (RED)

(강원대)최인수

P에너목-91 (293)
1-D ZnO/ZnCr MMO Photoanode to enhance Photoelectrochemical 
Water Oxidation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박윤빈
(UNIST)이재성

P에너목-92 (293)
염료감응태양전지(DSSC) 일체형 스마트윈도우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듈 특성 평가 연구

(영남대)배기용, 정성훈, 박진호

P에너목-93 (293)
Interlayer Treatments to Improve Charge Selectivity in High-efficient 
and Stable Organic Photovoltaic Devices

(전북대)Tahmineh Mahmoudi, 
서승희, 한윤봉

P에너목-94 (293)
알칼라인 수전해용 Ni-Zn-Mo ternary alloy 도금 조건 변화에 따른 
전극 특성 연구

(KIER)성현철, 강경수,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정성욱, 조원철, 조현석
(한국교통대)박병흥

P에너목-95 (294)
Ag Galvanic Displacement on electrodeposited Cu foam for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O2 to CO

(중앙대)이현주, 황은경, 김수길, 
김호영, 박현주, 김준형, 김현기, 

김정환, 안상현

P에너목-96 (294)
생다시마로부터 혐기성 발효공정을 통한 탈염 및 휘발성 유기산 생성 
연구

(부경대)이성찬, 우희철

P에너목-97 (294) 1kW급 암모니아기반 수소 발생장치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차준영, 김효영, 한종희, 

남석우, (KIST)김영천, 박현서, 윤창원,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황준규

P에너목-98 (294) Intermetallic nanostructures for stable cathode catalysts in PEMFCs (POSTECH)예영진, 이재혁, 이진우

P에너목-99 (295) 관형 Solid Oxide Coelectrolysis (SOC)셀의 고온 가압 운전 성능 평가
(KIER)임탁형, 이종원, 이승복, 

박석주, 송락현

P에너목-100 (295)
Bio-templated Synthesis of Hematite Nanowires for Visible Light 
Driven Water Splitting

(UNIST)전다솜, 류정기

P에너목-101 (295)
Layer-by-Layer Assembly for Thin-Film Deposition of Molecular OER 
Catalysts for Photocatalytic Water-Splitting

(UNIST)전다솜, 김현우, 류정기

P에너목-102 (295) Catalytic Pyrolysis of HFC-134a (1,1,1,2-Tetrafluoroethane, CH2FCF3)
(한림대)김영민, 황병아, 이보람, 

한태욱, 김승도, (서울시립대)박영권
(CAiT Engineering)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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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03 (296) 알칼라인 수전해용 LDH 구조 Ni-Fe 전극 촉매 연구
(KIER)한원비, 강경수,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정성욱, 

조원철, 조현석

P에너목-104 (296)
분사층 반응기를 이용한 반탄화 EFB(Empty fruit bunch)의 급속열분해 
특성 고찰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유호성, 이병규,  
최명규, 최항석

P에너목-105 (296) 접을 수 있는 비대칭 마이크로 수퍼커패시터 어레이의 제작
(고려대)윤준영, 임예인, 이금비, 

박 흔, 진상우, 이용희,  
이한찬, 하정숙

P에너목-106 (296)
Optimized hole transfer layer morphology as molybdenum oxide to 
improve performance organic photovoltaics

(전남대)안정환, 한은미, 장명준

P에너목-107 (297)
Effect of the redox properties of support oxide over cobalt-based 
catalysts in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이열림, Ajay Jha,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나현석, 김학민, 

이다위, 유성연, 노현석

P에너목-108 (297)
Optimization of cobalt loading on Co-CeO2 catalyst for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연세대)박종현, 조수진, 주성식, 
심정후, 이열림, 노현석

P에너목-109 (297)
CeO2에 의해 증진된 Cu/Al2O3 촉매의 제조방법이 산소빈자리 농도와 고온 
수성가스전이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유성연, 심재오, 나현석, 
장원준, 전경원, 김학민, 이열림, 
이다위, 노현석, (창원대)정대운

P에너목-110 (297)
Multiple Gaussian-distributed activation energy model과  
pseudo-components를 활용한 오일샌드 역청의 비등온 열분해  
반응 속도론 분석

(고려대)신상철, 임수익, 박준우, 
권은희, 이기봉, (KIER)노남선

P에너목-111 (298)
Solvent Extraction of Crude Bio-Oil Produced by Fixed Bed Pyrolysis 
Derived from S. japonica

(부경대)Zhang Wei, 최재형, 우희철

P에너목-112 (298)
Design of CoNi alloy/graphene as an efficient Pt-free counter 
electrod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충남대)박은희, 이유진,  
다오반, 최호석

P에너목-113 (298)
Optimum alloying of PtMo used as an efficient counter electrode 
material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충남대)신상호, 정성규, 이민지, 
박은희, 다오반, 최호석

P에너목-114 (298)
Synthesis of bimetallic PtNi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as 
an efficient counter electrod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충남대)배경호, 다오반, 최호석

P에너목-115 (299)
Synthesis of porous nitrogen doped carbon nanostructures using  
bio-derived amino acid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최인애, 한상범, 곽다희, 
박진영, 박현석, 김도형,  
마경배, 원지은, 박경원

P에너목-116 (299)
Optimum engineering of a PtZn alloy for a highly efficient counter 
electrode in dye-sensitized solar cells

(충남대)배경호, 최호석, 다오반, 
권영훈, 심규현, 박선호

P에너목-117 (299)
Accuracy improvement of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performance for reliability of PtFe alloy nanohybrid data

(충남대)Oleksii Omelianovych, 
최호석, 라리나, 다오반

P에너목-118 (299)
Porous Platinum-Iridium Nanoparticles as Oxygen Reduction 
Reaction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숭실대)박진영, 박경원,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김도형, 마경배, 원지은

P에너목-119 (300)
ZnTe based photocathode for solar fuel produc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장윤정
(UNIST)이재성

P에너목-120 (300)
Characteristics of the inverted solar cells according to the perovskite 
location change in the active layer

(전남대)안준섭, 안정환, 한은미

P에너목-121 (300)
Sustainable carb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박슬기, 박호석

P에너목-122 (300)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니켈산화물의 전기증착 및 전기변색 특성 분석
(인하대)김윤경, 최영일, 문민호, 

박태순, 백성현

P에너목-123 (301) 알칼라인 수전해용 Nickel-Iron Anode의 산소 발생 반응 특성
(KIER)안다솔, 정성욱,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강경수, 
조원철, 조현석, (충남대)김영호

P에너목-124 (301)
Highly microporous activated carbon derived from biomass for energy 
storage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최민성, 박호석

P에너목-125 (301) LiBr for lithium oxygen batteries (한양대)곽원진, 선양국

P에너목-126 (301)
Biphenyl based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s: Hydrogen Storage 
Properti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한다정, (KIST)김영천, 
박현서, 남석우, 윤창원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황준규

P에너목-127 (302) High rate performance of cathode material as sodium-ion battery (한양대)최민재, 선양국

P에너목-128 (302)
Effect of nickel and iron on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athode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한양대)황장연, 선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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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29 (302)
Synergetic Effect of Hollow TiO2 -Webbed Carbon Nanotubes and  
a Dual functional Carbon-Paper Interlayer

(한양대)황장연, 선양국

열역학: 10월 20일(목), 16:00~17:40

좌장: 김기섭(한국교통대), 서용원(UNIST), 이원희(KIER) 

P열역목-1 (318)
Measurement of high pressure phase behavior for carbon monoxide 
(CO) in butyraldehydes: n-butyraldehyde and isobutyraldehyde

(서강대)정아영, 임종성

P열역목-2 (319)
Liquid-Liquid Equilibrium for 2,3-butanediol + Water + Organic 
Solven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정아영, 임종성

P열역목-3 (319) 온도 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성 억제제 개발
(경북대)김미강, 배예원, 이병관, 

신규철, 정인우

P열역목-4 (319)
Densities and excess volumes of MEA + water, DIPA + water, 
MEA+DIPA system

(서울과학기술대)김지혜, 신헌용, 
나재석, (KIER)민병무

P열역목-5 (319)
Measurement of solubility of carbon dioxide in ionic liquid:  
1-Ethyl-3methyllimidazolium methyl sulfonate and  
1-Ethyl-3-metylimidazolium methane sulfat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하승재, 임종성

P열역목-6 (320)
Spectroscopic Observation of Binary (Unsaturated Aldehyde + 
Methane) Hydrates

(강원대)차민준
(KAIST)안윤호, 이 흔

P열역목-7 (320)
Data Reconciliation of Excess Enthalpy for Water + Ethanol, 
Ethanol+1,4-Dioxane and Ethyl Acetate + Methanol System

(고려대)강정원, (경북대)김문갑

P열역목-8 (320)
Property Correlation and Heat Exchanger Design for Section III of 
Sulfur-Iodine (SI) Process

(한국교통대)이평종, 박병흥
(KIER)강경수, 배기광

(고려대)강정원

P열역목-9 (320)
Viscosity Measurement for Mixtures of Choline Chloride based 
Solutions with Alcohols or Water

(한국교통대)서호성, 박병흥

P열역목-10 (321)
Thermodynamic and Excess properties of electrolyte solution at 
298.15 K - 323.15 K

(충남대)이경호, 박소진

P열역목-11 (321)
Kinetic viscosity and excess deviation of Diethyl carbonate,  
Dimethyl carbonate, Propylene carbonate, γ-Butyrolactone

(충남대)박종현, 이경호, 박소진

P열역목-12 (321)
Measurement of liquid densities with compositions and temperatures 
for ternary mixtures containing choline chloride

(한국교통대)김미래, 박병흥

P열역목-13 (321)
Liquid–Liquid–Equilibrium (LLE) Measurement of Alcohols with 
Hexane and Glyceline

(한국교통대)이관민, 박병흥

P열역목-14 (322)
Phase equilibria and kinetic behaviors of HFC-125a hydrate in NaCl 
solutions for application in desalin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최원중, 서용원

P열역목-15 (322)
Solid-Liquid Equilibria for Enhancement of Separating Succinic Acid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은혜, 강정원

P열역목-16 (322)
Liquid-liquid equlibria for the ternary system of toluene, heptane, 
and 1-benzyl-3-meth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sulfonyl)  
imide at 303 K and atmospheric pressure

(홍익대)박윤국, 박진욱, 이지연

P열역목-17 (322)
Synergistic Effects of Gas Hydrate Inhibitors on CH4 Hydrat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이동영, 서용원

P열역목-18 (323)
Phase behavior and characterization of the pure CP and CP + CO2 hydrates 
in the presence of NaCl for desalin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이준섭, 이요한,  
김소영, 서용원

P열역목-19 (323)
Intracavity conformational change of enclathrated guest molecules 
and its secondary guest-dependent characteristic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안윤호, 강혜리, 이 흔
(강원대)차민준, (경북대)신규철

P열역목-20 (323)
Phase Equilibria for Carbon Dioxide Hydrates in the Presence of 
Aqueous Solutions of Ethylene Glycol and Methano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이두호, 노원구,  
이철수, 강정원

P열역목-21 (323)
Measurement and Correlation of Liquid-Liquid Equilibria of Simplified 
Pseudo-crude Oil and Additive Solution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태현, 강성신, 강정원

P열역목-22 (324) Inhibition of CO2 Hydrate by Piperidinium Ionic Liquids (한국교통대)김기섭

P열역목-23 (324)
Binary isothermal vapor-liquid equilibria of Ethanolamine+water, 
2-amino-2-methyl-1-propanol+water and Ethanolamine+2-amino-2-
methyl-1-propanol

(서울과학기술대)김지혜, 신헌용, 
김보희, (KIER)민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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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 10월 20일(목), 16:00~17:40

좌장: 고강석(KIER), 이은도(KITECH)

P유동목-1 (328) 촉매접촉방법에 따른 키데코탄의 촉매 유동층 가스화 특성 연구
(KIER)진경태, 류호정, 임  호, 

문종호, 이승용

P유동목-2 (329)
The development of a micro-riser drier for fluidized bed gasification 
process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북대)곽인섭, 이시훈, 곽유라, 
김예빈, 신혜리, 이용주

P유동목-3 (329)
Effects of Al doping into ZrO2 powders prepared in a micro drop 
fluidized reactor

(충남대)양시우, 임대호, 유동준, 
윤창혁, 강 용, (고등기술(연))이찬기

(젠텍)강경민

P유동목-4 (329)
미세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제조된 ZnO:Fe/Al 나노구조 입자의 
광학특성

(충남대)윤창혁, 임대호, 유동준, 
양시우, 강 용, (고등기술(연))이찬기

(젠텍)강경민

P유동목-5 (329)
A study on jet and cyclone attrition of iron ore in a gas-solid 
circulating fluidized bed

(성균관대)강동현, 성우창, 이동현

P유동목-6 (330) CNT 유동층 반응기 희박상 내 입자뭉침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통대)배지훈, 김성원

(SK이노베이션)손성렬

P유동목-7 (330)
Numerical analysis of a commercial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for low grade coal combus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북대)곽유라, 이시훈, 곽인섭

P유동목-8 (330)
Effects of mixing types by air diffuser on the performance of 
phosphorus recovery process using swine manure

(강원대)심수민, 윤새결, 라창식
(대구대)원승건

P유동목-9 (330)
사이클론 dipleg에서 기포 유동층으로 고체가 주입되는 고체 주입 
구조의 실험적 모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건국대)원유섭, 이경우,  
김대욱, 최정후

포스터발표 III: 10월 21일(금), 09:00~11:00

공정시스템: 10월 21일(금), 09:00~11:00

좌장: 김지용(인천대), 박명준(아주대) 

P공정금-1 (179)
Feasibility study of feed characteristic on the energy savings level 
by using a fully thermally coupled distillation in a ternary mixture 
separation

(영남대)홍재민, Le Quang Minh, 
구웬롱, 김종환, 이문용

P공정금-2 (179)
다양한 석탄 종에 따른 300MW 급 IGCC용 Shell형 분류층 
석탄가스화기의 동적 모사 및 성능 평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주영산, 오현택, 이창하

P공정금-3 (180)
하수처리장내 유입 나노 물질의 물성기반 제거 매카니즘 분류, 거동모델 
및 최적 제거방법의 통합 방법론 개발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김민현, 유창규

P공정금-4 (180)
이산화탄소 포집용 대면적 분리막 모듈의 전산모사를 통한 면적 
활용도 증대 방안 연구

(아주대)박준수, 이근정, 박명준
(KIER)황경란, 박종수

P공정금-5 (180) 통계적 프로파일 모니터링을 이용한 MBR공정의 막 세척 주기 진단 (경희대)남기전, 유창규

P공정금-6 (180)
Temperature Management System of Open Raceway Pond for 
Improving Microalgal Cultivation Stage

(KAIST)이주영, 유경환, 이재형

P공정금-7 (181)
CO2 capture기반 천연가스원료 발전소의 Zero Emission-LCA기반 
환경영향 평가

(경희대)이승철, Jouan Rashidi, 
유창규

P공정금-8 (181)
다매체 퓨가시티 모델을 이용한 자동차배출오염 물질 중 PHAs의  
인체 유해성 평가 연구

(경희대)김민현, Qian Li, 유창규

P공정금-9 (181)
Design and analysis of a water recovery system using flue gases in 
the petroleum refinery

(KAIST)유하은, 임형묵,  
노고산, 이재형

(Saudi Aramco R&D Center) 
Hasan Imran, Ali S. Al Hunaidy

P공정금-10 (181)
내분비 교란 물질의 Relative binding affinity 예측을 위한 
다층인공신경망 기반 Computational toxicology 모델 개발

(경희대)허성구, 김동우, 유창규

P공정금-11 (182) Analysis and simulation of steam generation system in SAGD process (전남대)박종진, 윤정우, 강춘형, 정창복

P공정금-12 (182)
Simulation of rejection performance in nanofiltraion membrane using 
DSPM-DE model

(고려대)김 진, 양대륙

P공정금-13 (182)
Scale-up Design of a Reactor via Active Learning based on Bayesian 
Optimiz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성언, 김민준, 나종걸, 
안진주, 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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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4 (182)
분리막 기술을 활용한 석탄 화력 발전소 배가스 CO2 포집 공정 경제성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한양대)윤석원, 이성훈, 오세영, 
여영구, 김진국

P공정금-15 (183)
Study for Comparison of Membrane Process Simulation and 
Experiment in Multi-stage Process

(한양대)이성훈, 윤석원, 여영구, 
김진국, (KIER)이정현, 문종호, 여정구

P공정금-16 (183)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of a membrane system for carbon 
capture

(한밭대)백승원, 정민영, 오 민
(연세대)오현택

P공정금-17 (183)
전산유체역학기법을 통한 고체-액체상의 교반형 탱크 반응기 모사 및 
해석  

(한밭대)이건희, 백승원, 오 민
(태성)염기환, 남광현

P공정금-18 (183)
Modified flow channel structure design for Vanadium redox battery 
performance improvement

(고려대)전영재, 양대륙

P공정금-19 (184)
다변량 통계방법을 이용한 에콰도르 Yahuarcocha Lake의 Spatial and 
Temporal Water Quality 분석

(경희대)남기전, Gabriel Jacome, 
유창규

P공정금-20 (184)
Simulation of a Reactive Extraction Unit. Recovery of 2, 3-butanediol 
from fermentation broth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Junaid Haider, Hussain Arif, 
Le Cao Nhien, Muhammad Abdul Qyyum, 

Alam Nawaz, 이문용

P공정금-21 (184)
CO2 흡수 공정 모사에 필요한 반응속도상수 도출을 위한 여러 
흡수제의 kinetic 실험 결과 및 모델링

(서강대)김정환, 김희용,  
황성준, 이광순

P공정금-22 (184) Continuous Kinetic Rate Equation Model for Crystallization Process (고려대)진윤태, 양대륙

P공정금-23 (185)
에탄올의 탈수화 반응과 에틸렌 올리고머화 반응을 결합한 통합 공정 
모델링

(아주대)정재훈, 박명준

P공정금-24 (185) Bimodal 시스템의 distributive mixing 수치 모사 방안
(연세대)박찬호, 조형태, 이지헌, 문 일

(국방과학(연))김현수, 박정수
(한밭대)오 민

P공정금-25 (185)
Modeling of frost growth and densification on an ambient air 
vaporizer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이용규, 정익환,  
박종민, 한종훈

P공정금-26 (185)
Validity Evaluation of Advance Distillation Column Design for 
Efficient Waste Thinner Recovery

(영남대)김종환, 차니아고 유스, 
그레고리 리오누그로호 할비안토, 

리즈카, 알리 와이드, 이문용

P공정금-27 (186) NGL 회수 공정의 운전성 평가 및 공정 성능 검토
(한양대)윤세광, 김진국

(현대중공업)오진식, 박상민

P공정금-28 (186)
Numerical simulation of LNG temperature distribution on an Ambient 
Air Vaporizer by using open FOAM

(서울대)어철원, 이용규, 정익환, 
박종민, 한종훈

P공정금-29 (186)
Simulation and Modeling of Membrane Gas Separation at Off-shore 
Plants

(인하대)권수진, 황성원
(동국대)Michael Binns

P공정금-30 (186) CO2 흡수 속도를 최대로 하는 흡수탑의 최적 온도 프로파일 (서강대)김자엽, 김희용, 이광순

P공정금-31 (187)
Studies on the CO2 separation with Heat Recovery in Methanol 
synthesis

(KIST)신설아, 홍기훈, 양은혁, 
노영수, 안병성, 문동주

(고려대)이관영

P공정금-32 (187)
Numerical simulation of industrial reactor for naphtha thermal 
cracking including coking effect

(연세대)권휘웅, 문 일
(KITECH)김정환

P공정금-33 (187)
Dividing wall column hydrodynamic Analysi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영남대)Feng Wei, Nguyen Van Duc Long, 
Riezqa Andika, 김서은, 이문용

P공정금-34 (187)
Numerical analysis for uneven distribution of particle flow in the 
Riser of RFCC Reactor considering the angle of feed injector

(연세대)조형태, 박찬호, 조성현, 
이지헌, 문 일, (KITECH)김정환

P공정금-35 (188)
유동층 반응기 모사를 통한 Double Based Propellant 소각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결정

(연세대)이지헌, 조성현, 이광희, 문 일
(국방과학(연))김현수, 박정수

(한밭대)오 민

P공정금-36 (188)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of Industrial Copolymerization 
Process

(KAIST)김주환, 이재형

P공정금-37 (188)
Dynamic Modeling of Supercritical Drying Process for Solvent 
Removal inside the Porous Material

(KAIST)배성웅, 이재형

P공정금-38 (188)
Valid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of 1-D Dynamic Model of 
Autothermal Diesel Reformer for SOFC-APU (Solid Oxide Fuel  
Cell – Auxiliary Power Unit) system

(KAIST)최수항, 장 홍, 김대욱, 
이재형, 배민석, 김동연,  

오지우, 배중면

P공정금-39 (189)
Experimental study for liquid distribution in a packed column under 
offshore condtiions

(서강대)손용호, 김희용, 이상윤, 
한송희, 양동현, 이광순

P공정금-40 (189)
Process design of hybrid extraction/distillation process for furfural 
production

(영남대)Le Cao Nhien, Le Quang Minh, 
Nguyen Van Duc Long, Junaid Haider, 

Pham Ngoc Tram, 이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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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41 (189)
Optimization of an aquoues amine solvent based on the desired VLE 
for CO2 captur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이미영, 김희용,  
황성준, 이광순

P공정금-42 (189)
스팀발전소에서 absorption chiller와 wet cooling tower의 cold utility 
기능의 Von Neuman’s analysis기반 지속가능 지표 연구

(경희대)김동우, Pouya Ifaei, 유창규

P공정금-43 (190)
Thermo-Environ-Economic Model 분석을 통한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 통합시스템 모델링 및 Plant-wide 설계 최적화

(경희대)이승철, 유창규

P공정금-44 (190)
Relative Humidity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Floating Liquefaction 
Natural gas Cycl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Muhammad Abdul Qyyum, 
Hussain Arif, Wahid Ali, 

Alam Nawaz Khan, 이문용

P공정금-45 (190)
Design of Pre-reactor Distillation Column with external side reactor 
for ethyl benzene synthe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Hussain Arif,  
Muhammad Abdul Qyyum, 이문용

P공정금-46 (190)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저온 질소 공정 모델링 및 최적화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한양대)장문기, 김미애, 손현수, 김진국
(한국가스안전공사)모용기, 정종태

P공정금-47 (191)
Feasibility Study of Hybrid System integrating Wind Powers and Fuel 
Cel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이동현, 이인범
(동국대)류준형

P공정금-48 (191) Oil FPSO 상부 공정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반 운전 조건 최적화 (인하대)조용헌, 이홍민, 황성원

P공정금-49 (191)
Optimization and Evaluation of Dual Mixed Refrigerant Process using 
Knowledge Inspired algorithmic approach

(영남대)김서은, 팜녹트람, Alam Nawaz, 
Wahid Ali, 김종환, 이문용

P공정금-50 (191) Modification on SAGD CPF via Energy Integration (전남대)Zhang Yuhang, 강춘형

P공정금-51 (192)
Novel process for CO2 capture process using simulated moving bed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정원호, 이광순

P공정금-52 (192)
Optimization of Integrated Drier Gasifier for Coal Gasification 
Proces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신유나, (KITECH)김정환

P공정금-53 (192)
Self-Heat Recuperative of Reactive Top Dividing Wall Column for 
Cumene Process

(영남대)펠리시아, 김종환,  
펭웨이, 이문용

P공정금-54 (192)
발전소 부분 부하 운전을 고려한 아민 기만 CO2 습식 포집 공정 모델링 
및 최적화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한양대)오세영, 김진국

P공정금-55 (193)
실더형태 변화와 자기장을 이용해 단결정 실리콘잉곳 내 산소농도를 
컨트롤하는 쵸크랄스키(CZ) 공정 설계

(영남대)조민제, 정재학, 노지원, 
정현준, 이유리

P공정금-56 (193)
Process design for cellulosic ethano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영남대)홍지민, Le Cao Nhien, 
Nguyen Van Duc Long, Le Quang Minh, 

Pham Ngoc Tram, 이문용

P공정금-57 (193) A study of optimum growth rate on Continuous Czochralski process
(영남대)이유리, 정재학, 노지원, 

정현준, 조민제

P공정금-58 (193)
CO2-injected ECBM 자원화를 위한 CH4/CO2 혼합 가스 분리  
PSA 공정 모사 최적화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천대)이민지, 김지용

P공정금-59 (194)
생애주기를 고려한 CO2-ECBM 공정 개발 및 의사결정 모델 개발: 
기술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천대)조설희, 김지용

P공정금-60 (194)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coalbed methane separation systems 
under different site and market scenarios

(인천대)김성훈, 김지용

P공정금-61 (194)
Steady-state optimization of a solid oxide fuel cell based auxiliary 
power unit system for heavy-duty truck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김대욱, 최수항, 이재형

P공정금-62 (194)
이상 상황에서의 동적모사를 활용한 리보일러 유입 흐름 변화 예측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이동우, 김창수, 한종훈

P공정금-63 (195) SVRC-QSPR model for prediction of liquid viscosity
(고려대)이성민, 전영재,  

김 진, 양대륙

P공정금-64 (195)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a coalbed methane (CBM) gas 
separation system using a multistage membrane technology

(인천대)김민수, 김지용

P공정금-65 (195) LNG 가스화 공정과 극저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통합 설계 및 분석 (연세대)박진우, 이인규, 문 일

P공정금-66 (195)
LNG-FPSO를 위한 분리막 & 흡수 하이브리드 산성가스 제거공정 설계 
연구

(한양대)조하빈, 이성훈, 윤석원, 
김진국, (GS건설)민광준

P공정금-67 (196)
Optimal Design and Modelling of Chemical Processes Using 
Evolutionary Algorithm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김창수, 김경수, 한종훈

P공정금-68 (196) 에너지 절약형 원유 상압정제 공정
(동아대)김만철, 김영한

(경남정보대)김병철

P공정금-69 (196)
Combined Cycle Power Plant 효율 개선을 위한 배열회수장치(HRSG) 
구조에 대한 연구

(연세대)박용하, 주영산,  
오현택, 이창하

P공정금-70 (196) CO2 포집을 위한 분리막 시스템의 CFD 모델링 및 모사
(한밭대)정우영, Vo Dat Nguyen, 

이건희, 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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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71 (197)
Couette-Taylor reactor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sis using  
2-D CFD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석현, 양대륙

P공정금-72 (197)
A study of CO2 capturing process using aqueous NH3 solutions 
using  NRTL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al VLE data

(경희대)서승원, 이범석

P공정금-73 (197)
Sensitivity analysis of parameters used in 1D dynamic PEMFC 
model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이재서, 이동현, 이인범

P공정금-74 (197) 합성가스를 원료로 초산을 제조하는 공정 연구 (충남대)전형철, 양정인, 한명완

P공정금-75 (198)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Methanol Production from Steel-
work Off-gas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이정근, 이인범
(전북대)변재원, 한지훈

P공정금-76 (198)
CFD 모사를 이용한 SMB의 내부 장치인 fluid distributor의 유체 거동 
및 혼합 현상 규명

(연세대)김태종, 조형태, 박찬호, 
위홍은, 김민준, 문 일, 김명준

P공정금-77 (198) CO2 건식개질공정의 부산물을 활용한 CO 추가 생성 공정 연구
(KRICT)이종원, 김범식

(충남대)한명완

P공정금-78 (198) Online monitoring system for MEA-CO2 solution using FT-IR (KAIST)윤요성, 이재형

P공정금-79 (199)
Extremum Seeking Control(ESC)를 이용한 물과 노말 프로필 알코올 
공비혼합물의 온도 제어 

(경북대)박경민, 안광노, 이지태

P공정금-80 (199)
A Study on Control System for the Oxidative Steam Reforming of 
Methano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북대)안광노, 박경민, 이지태

P공정금-81 (199)
Real-time Multivariate Model Predictive Control of Plasma Etch 
Proces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담대, 구준모, 하대근, 
유상원, 노현준, 한종훈

P공정금-82 (199)
Optimization of N2 Expander Using Coggin’s & MCD Algorithm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Alam Nawaz, 팜녹트램, 
알리 와이드, 무하마드 압둘 가윰,  

하이더 주나이드, 이문용 
(Univ. of Singapore)Mohd Shariq Khan

P공정금-83 (200) 액체소듐 정제 장치의구성 및 운용방법 (KAERI)고영주, 김종만, 정지영

P공정금-84 (200)
지멘스 공정에서 모노실란을 이용한 도가니 내의 폴리실리콘 성장 
최적화

(영남대)정현준, 정재학, 이유리, 
조민제, 노지원

P공정금-85 (200) 장치 비용과 수명을 고려한 SMR 공정의 비용기반 최적화 (연세대)이인규, 문 일

P공정금-86 (200)
균일 실리콘 잉곳 생산을 위한 CCZ공정 하 원료 투입량 예측 모델링 
개발

(영남대)채강호, 정재학, 정현준

P공정금-87 (201) 스트레스 유도된 실리콘의 박리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영남대)노지원, 정재학, 이유리, 

정현준, 조민제

P공정금-88 (201) Cost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POSTECH)이수빈, 이동현, 이정근, 

이인범, (LG화학)이호경
(동국대)류준형

P공정금-89 (201)
PDH 공정의 Cyclic Steady State(CSS) 모사 및 운전조건 최적화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유병길, 문 일

P공정금-90 (201)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nefits of SCC (spinning cone column) 
using CFD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김신혁, 배성웅, 이재형

P공정금-91 (202)
기계식 증기 재압축을 이용한 다중-효용 증발 공정의 성능 및 경제성 
평가

(전남대)허진석, 정창복, 강춘형, 
윤정우

P공정금-92 (202) 광산 발생제의 핵심 중간체인 DFSA합성반응 (한밭대)김예슬, 양주희, 이철우

P공정금-93 (202)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butene oligomers와 tetrahydrofurfuryl 
alcohol, 1,2-pentanediol 동시생산을 위한 화학적 촉매전환공정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북대)변재원, 한지훈

P공정금-94 (202)
Optimal Sizing of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Based on the 
Operational Value Function

(KAIST)신주현, 이재형

P공정금-95 (203)
proactive-reactive scheduling under uncertainty using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

(서울대)최고봉, 김종우, 이종민

P공정금-96 (203)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Model for the Hyper Compressor in 
LDPE Plant Using Hotelling’s T2 and Principal Component Control 
Limit Index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김지선, 이인범
(LG화학)이창송, 이호경

P공정금-97 (203) LNG 액화 공정의 이상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울대)하대근, Usama Ahmed, 

한종훈

P공정금-98 (203)
Mixing condition and Solid-Liquid and Gas-Liquid Mass Transfer in  
a Shaking Vessel

(경북대)이영세, 권동욱,  
이재성, 오경미

P공정금-99 (204) Improvement of solid particle dispersion in a shaking vessel with pole (경북대)이영세

P공정금-100 (204)
Development of a computer-aided analysis tool for evaluation of 
CO2 capture and conversion processes

(KAIST)노고산, 임형묵,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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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01 (204)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Microalgae-based Biorefinery (KAIST)허현영, 이재형

P공정금-102 (204)
FO RO and Crystallization Hybrid Process Solute Selection 
Experiment for Enhanced Water Flux and Efficiency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이용제, 양대륙, 박기호

P공정금-103 (205)
Effect of Microalgae Cell Characteristics on Harvesting and Cell Disruption 
Process of Microalgal Biorefinery: Modeling and Economic Analysis

(KAIST)강성환, 허성민, 이재형

P공정금-104 (205) PSA 공정을 이용한 CF4 적정농축공정 특성 연구
(KIER)장현성, 김원식, 조동우, 

정태성, 박종기, 박종호

P공정금-105 (205) Kinetic Modeling of Biobutanol Fermentation using Glucose and Xylose (KAIST)변하은, 김보은, 이재형

P공정금-106 (205)
최대엔트로피 생태모델을 이용한 갈라파고스해양의 생태구조 분석 
연구

(경희대)김동우, Wladimir Moya, 
Gabriel Jacome, 유창규

P공정금-107 (206) Lysine 생산공정의 모델링 및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이혜지, 김정훈, 이종민

P공정금-108 (206)
A Model of Mineral Carbonation Kinetics for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서울대)나종걸, 김민준, 박성언, 
정재훈,  안진주, 한종훈
(연세대)조호용, 유윤성

P공정금-109 (206)
Critical Pressure Prediction QSPR Model for Organic Compounds 
Including Oxygen, Sulfur, and Nitroge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오지예, 양대륙, 박기호, 진윤태
(켐에쎈)김양수, 박태윤

P공정금-110 (206)
GTL-FPSO 해상용 Fischer-Tropsch 고정층 반응기의 Sloshing 영향 
해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명지대)김현승, 안상훈, 신동일
(KIST)문동주

P공정금-111 (207)
The effect of packing materials on the hydraulics in a packed column 
under offshore conditions

(서강대)한송희, 손용호, 김희용, 
이상윤, 이광순

P공정금-112 (207)
Effect of liquid properties and column diameter on Mass Transfer 
Area

(서강대)이상윤, 손용호, 김희용, 
한송희, 양동현, 이광순

P공정금-113 (207)
Effect of offshore conditions on the CO2 absorption performanc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강대)양동현, 손용호,  
김희용, 이광순

P공정금-114 (207)
Model Refinement of a Fermentation Process with Ex-Situ Butanol 
Recovery during Adaptation Period

(KAIST)김보은, 이재형

P공정금-115 (208) Two-stage cultivation of Chlorella sorokiniana HS1 for lipid accumulation (KAIST)오승환, 이재형

재   료: 10월 21일(금), 09:00~11:00

좌장: 윤용주(POSTECH), 장수환(단국대), 주  진(경북대), 최인희(서울시립대)

P재료금-1 (348)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Copolymers for hydrophobic Coating (노루홀딩스)정민규

P재료금-2 (349)
Coverage-dependent adsorption behavior of MEA on TiO2(110) and 
its effect on work function

(UNIST)김수환, 손소담,  
신형준, 곽상규

P재료금-3 (349)
Stabilities of SLIPS(Slippery Liquid Infused Porous Surfaces) 
fabricated from ZnO nanowire arrays on various condition

(POSTECH)백승현, 한기덕, 용기중

P재료금-4 (349)
Noble Synthesis of nanosclae SiO2@ZnO to sens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using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연세대)김국주, 이강택

P재료금-5 (349)
Studies on the preparation of C/C composites from the TG-CVI of 
propane, ethanol and mixture gas

(홍익대)최시원, 주경도, 정귀영

P재료금-6 (350)
SnS nanoparticle synthesis: Effects of thermal annealing on 
optoelectronic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영남대)트롱윈탐윈, 박진호,  
Ha Hai Thi Hoang, Thanh Kieu Trinh, 

Viet Thanh Hau Pham

P재료금-7 (350)
Iron pyrite: Pure phase synthesis and shape control by facile hot 
injection method

(영남대)트린탄기에우,  
Viet Thanh Hau Pham, Nguyen Tam 

Nguyen Truong, 김창덕, 박진호

P재료금-8 (350)
Reaction Temperature Variations on BaTiO3 Nanowires for 
Piezoelectric Miniaturiz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아대)장선민, 양수철

P재료금-9 (350)
Green synthesis of CIGSe nanoparticles by using ethanol as a 
reaction medium

(영남대)TrangThiThuyLe,  
페자이바부, Thanh Kieu Trinh, 

Nguyen Tam Truong Nguyen, 박진호

P재료금-10 (351)
Anisotropic cation exchange in one-dimensional CdSe nanocrystals 
into PbSe/CdSe heterojunction nanorods and PbSe nanorods

(KAIST)이동규, 이도창

P재료금-11 (351)
Synthesis of cd-free CIS/ZnS quantum dot with Mn doping for dual 
emission

(연세대)방문형, 이강택

P재료금-12 (351)
Improvement of Thermal Stability in Hybrid Nanocomposites Using 
Thermo-luminescent Nanoparticles

(연세대)전형준, 윤철상, 송영건, 
이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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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3 (351)
Host-Dopant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Based on 
Fluorescent Small Organic Molecules

(부산대)Madayanad Suresh Subeesh, 
최영선

P재료금-14 (352)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an ionic phenothiazine derivative 
for solid state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부산대)kanagaraj shanmugasundaram, 
최영선

P재료금-15 (352) Fabrication of flexible electrodes by a palladium-free electroless plating (아주대)박창진, 이혜민, 김창구

P재료금-16 (352)
용액공정법을 이용한 Zn(O,S) 버퍼층의 증착시간에 따른 특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김효은, 조해윤, 
바수데바레디, 김명호, 정동섭, 

페자이바부, 박진호

P재료금-17 (352)
Highly sensitive and reliable GaN based hydrogen sensor in humid 
ambient using nano-porous membran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단국대)정선우, 이미라, 장수환
(홍익대)백광현

P재료금-18 (353)
Carrier transport property of photo-chemically etched a-pane GaN 
and its hydrogen response for gas sensor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단국대)이소현, 정선우, 이미라, 
장수환, (홍익대)백광현

P재료금-19 (353)
Amyloid-β Impedance Sensor Based on Curcumin-Ni Complex for 
Alzheimer Disease

(성균관대)Qin Jieling, 조미숙, 
이영관

P재료금-20 (353)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nFe2O4 heterostructures as 
ultra-high sensitive electrode for formaldehyde chemical sensor

(전북대)김은비, 사디아아민, 신형식, 
장광수, 모흐드 나짐, 압둘라, 서형기

P재료금-21 (353)
전자빔 증착법을 이용한 Ga-doped MgZn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분석

(영남대)이영웅, 김보명,  
이상훈, 박진호

P재료금-22 (354)
3D simulation of electrolyte-gated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for 
chemical and biological sensor applications

(전북대)안의진, 김진태, 임연호
(우석대)조윤성

P재료금-23 (354)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스트레처블 스트레인 센서 시스템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박  흔, 김동식, 윤준영,  
진상우, 하정숙, 홍수영

(KU-KIST)오승윤

P재료금-24 (354)
A Liquid Metal Integrated System with Near-Field Communication 
Capability for Monitoring Of Human Mo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정유라, 이금비, 진상우,  
홍수영, 하정숙

(Univ. of Illinois at Urbana)김정현, 
John A. Rogers

P재료금-25 (354) Ag 코팅된 나노기둥 구조 SERS 기판의 감도 및 재현성 향상 연구
(한양대)김안나, 유봉영

(KITECH)김현종, 이호년, 임하나

P재료금-26 (355)
Core-shell 구조의 SnO2@Metal-organic frameworks(MOFs) 제조 및 
화학센서 응용

(KITECH)임하나, 이호년, 김현종

P재료금-27 (355)
Fabrication of CdS/SnS heterojunction at different CdS bath 
temperature

(영남대)조해윤,  
Vasudeva Reddy Minnam Reddy, 
김효은, 김명호, 정동섭, 박진호

P재료금-28 (355)
Ammonium ion detection in solution using vertically grown ZnO 
nanorods based field-effect transistor

(전북대)Ahmad Rafiq, 안민상, 
한윤봉

P재료금-29 (355) Ambipolar Organic Phototransistors Based on Indigo Derivatives
(POSTECH)김효은, 오준학

(UNIST)장문정, 김경식, 양창덕

P재료금-30 (356)
Photo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arbon dioxide on NiO/quantum 
dots heterostructure electrod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조현진, 김휘동, 이도창

P재료금-31 (356)
One-step fabrication of whisker catalyst by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and its application as the electrocatalys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백승연, 김재정

P재료금-32 (356)
Enhanced Faradaic Efficiency of Cu2O Nanowire Photocathodes with 
Cu-incorporated Crystalline TiO2 Shell for Photo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이강하, 이도창
(이화여대)이상헌

P재료금-33 (356) Electrochemical detection of arsenic using paper based porous gold (광운대)김지은, 염창주, 한수민, 김영훈

P재료금-34 (357)
Spontaneous reduction of aqueous Cr(VI) using In3+-doped SnS2 
under dark condition

(광운대)박성묵, 김우철, 홍재환, 
김영훈

P재료금-35 (357)
Synthesis of multilayer nanoparticle decorated cell mimic rod 
structure for enhanced photothermal therapy

(광운대)이혜진, 노건민, 김영훈

P재료금-36 (357) 다양한 크기의 중공 실리카 제조 (공주대)이재미, 정지은, 이창용

P재료금-37 (357)
아민계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여 합성한 ZnO 음극 활물질을 이용한 
Zn/Ni 레독스 배터리의 안정성 및 효율 평가

(영남대)임영환, 강미숙
(비츠로셀)박경수, 조태우, 정재환

P재료금-38 (358)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o3O4 nanocubes
(전북대)장광수, Sadia Ameen, 
모흐드 나짐, 압둘라, 김은비,  

서형기, 신형식

P재료금-39 (358)
A simple approach for fabricating yolk structure of Au/hollow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연세대)송영건, 장호찬, 이강택

P재료금-40 (358) Hydrothermal Synthesis of Li2TiO3 Powders (공주대)이서희, 이수경,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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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41 (358) 고투과도 및 고내마모도를 가지는 반사반지 코팅액의 연구 및 개발
(디엔에프)이신화, 김명운, 

김현기, 맹일상

P재료금-42 (359)
Fabrication of nanostructured vanadium oxide thin film for smart 
window application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부산대)정유홍, 정성욱

P재료금-43 (359)
Heat-Up Synthesis of Highly Luminescent Indium Phosphide Core/
Shell Quantum Dots

(KAIST)고성준, 이도창

P재료금-44 (359)
CdSe Nanoplatelets with Controlled Morphology and Their Polarized 
Emission

(KAIST)윤다은, 이도창

P재료금-45 (359)
Effect of Molar Ratio Among TEOS, Ammonia, and Water on 
Synthesis of Silica Nanoparticles

(아주대)김민아, 심태섭

P재료금-46 (360) Supercapacitor application of doped reduced graphene oxide (전남대)차주해, 한종훈

P재료금-47 (360)
Metal oxide inserted bio-derived honeycomb like carbon foam for 
lithium ion battery anode

(울산대)김병수,  
Balasubramaniyan Rajagopalan, 정진석

P재료금-48 (360)
Heterostructuring of Delafossite Photocathodes with Cu2O for 
Efficient CO2 Convers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이석원, 이도창

P재료금-49 (360)
UV spectroscopy를 이용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은 나노입자 생성량 및 
크기 비교

(고려대)최민혁, 김현우, 고병하, 
최재훈, 송광호

P재료금-50 (361) MOCVD를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체박막전해질 제작 및 특성분석 (영남대)이상훈, 박진호, 부비엣투안

P재료금-51 (361) SnS 태양전지에 적용을 위한 Sn 전구체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정동섭, 바수데바레디, 김명호, 

조해윤, 김효은, 페자이바부, 박진호

P재료금-52 (361) Novel reddish dye of hematite encapsulated with inorganic metal (KIST)최종한, 김상우

P재료금-53 (361)

Rational Design of Nb2O5@Carbon Core-Shell Nanocrystals and 
Reduced Graphene Oxide Nanocomposites as High-Performance 
Sodium-Ion Hybrid Supercapacitor Anode Materia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임은호, 이진우

P재료금-54 (362)
Thickness Control of Black Phosphorus Using UV/Ozone Treatm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수현, 김지현

P재료금-55 (362)
Synthesis of nanoporous silicon by recycling of waste iron slag and 
its application to lithium ion battery anodes

(POSTECH)천진녕, 안선형, 이진우

P재료금-56 (362)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및 열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성장시킨  
AlN 박막의 특성 비교분석

(영남대)김보명, 박진호

P재료금-57 (362)
Synthesis of various TiO2 nanostructures including single crystalline 
brookite, and their application: Photoelectrochemical cell and field 
emiss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최민기, Zhuo Zhang, 
용기중

P재료금-58 (363)
Mesoporous Structured Highly Active Metal-free Oxygen Reduction 
Electrocatalysts in the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OSTECH)이성규, 이진우

P재료금-59 (363) N-doped Macroporous Graphene-Encapsulated Mesoporous Metal Oxide (POSTECH)김민수, 임은호, 이진우

P재료금-60 (363)
Synthesis of Mesoporous Molybdenum Carbide-Carbon Composite 
using Molecular-scale Interaction as an Efficient Electrocatalysts for 
the Hydrogen Evolu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김성빈, 이진우

P재료금-61 (363)
In situ Synthesis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of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8) Membrane

(경희대)신하민, 김진수

P재료금-62 (364)
Synthesis of mesoporous γ-alumna spherical particles by spray pyroly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최재형, 김진수

P재료금-63 (364)
Large scale prduction of macroporous Ti-MoO2 powders and their 
application for partial oxidation of n-dodecan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임경민, 김진수

P재료금-64 (364)
Synthesis of metal coupled N-TiO2 nanoparticles by using reductant 
for development of photocatalytic activity

(전자부품(연))김선민, 문지연, 
이규상

P재료금-65 (364)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된 Zn(O,S) Active layer의 S/O ratio에 
따른 특성 평가

(영남대)전호영, 하철호, 강태훈, 
박도휘, 류시옥

P재료금-66 (365)
Enhanced Moisture Stability of Perovskite Solar Cells using the Facile 
Hydrophobic Passivation

(POSTECH)이민석, 용기중

P재료금-67 (365)
Photoelectrochemical solar water oxidation using CuInS2/CdS/ZnO 
heterostructure nanorod array photoanode

(POSTECH)백민기, 정용재, 용기중

P재료금-68 (365)
Plasmonic and passivation effects of Au decorated RGO@CdSe 
nanofilm uplifted by CdSe@ZnO nanorods with photoelectrochemical 
enhancement

(POSTECH)Zhuo Zhang, 최민기, 
백민기, Zexiang Deng, 용기중

P재료금-69 (365) CFR-spin process를 이용한 태양전지용 Zn(O,S) 버퍼층의 특성평가 (영남대)박도휘, 강태훈, 전호영, 류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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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70 (366)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i-coated graphite/PDMS 
composites

(인하대)최용흠, 주재철, 김영선, 
심상은

P재료금-71 (366)
전기방사를 이용한 이산화티탄-탄소나노 복합소재 결합 nanofiber 
생성에 관한 연구

(전자부품(연))박소하, 김선민, 
박지선

P재료금-72 (366)
Solventless fabrication of C@Fe3O4@GNP core-shell structure and its 
prominent electromagnetic shielding properties

(인하대)주재철, 김영선, 최용흠, 
심상은

P재료금-73 (366)
Study on VOC removal test of glass fibers attached by TiO2 or V-TiO2 
through cross-linking method

(전자부품(연))김선민, 문지연, 
이규상, 박소하

P재료금-74 (367)
Synthesis of Co/Zn-ZIF crystals and their catalytic activity for 
functionalized oxygen reduction reactions after carboniz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배선영, 김진수

P재료금-75 (367)
Boron-doped grapheme quantum dots decorated on reduced 
graphene as a highly efficient metal-free electrocatalyst toward 
oxygen reduction

(울산대)Tran Van Tam, 최원묵

P재료금-76 (367) Enhancing Stability of Colloidal Semiconductor Nanocrystals
(KAIST)우주영, 이도창
(한국기계(연))정소희

P재료금-77 (367) Development of Colloidal Dual-Diameter Quantumrods (KAIST)김다흰, 이도창

P재료금-78 (368)
Direct Access to Multi-Scale Structured Nb2O5 Possessing Functional 
Macrodomain and Mesoporous Framework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김성섭, 이진우

P재료금-79 (368) Sulfurization Process를 이용하여 Tin mono sulfide박막 특성 분석
(영남대)김명호, 바수데바레디, 
조해윤, 김효은, 정동섭, 박진호

P재료금-80 (368)
Ordered mesoporous materials derived by block-copolymer assisted 
self-assembly

(POSTECH)조창신, 이진우

P재료금-81 (368) Graphene표면에 부착되는 nanometal의 형상분석 (강원대)홍석환, 이원규

P재료금-82 (369)
pH변화에 따른 colloidal graphite 형상 및 additive 첨가에 따른  
코팅 특성 분석

(강원대)홍석환, 이원규

P재료금-83 (369)
Carbon Dioxide-Based Drug Synthesis from Flue Gas with 
Silicon-Nanowire-Embedded Micro-Total Capture System (µ-TCS)

(POSTECH)고동현, 김동표

P재료금-84 (369)
Influence of Deposition Parameters in Solution-based Process on the 
Characteristics of ZnO Nano-Structure

(영남대)강태훈, 전호영, 한현규, 
박도휘, 류시옥

P재료금-85 (369)
Combustion Mechanism of nanothermite with Three-dimensionally 
Ordered Macroporous Structure

(KAIST)신도중, 김휘동, 이도창

P재료금-86 (370)
Smart design of self-assembled mesoporous α-FeOOH nanoparticle: 
High-surface-area sorbent for Hg2+ from waste water

(성균관대)Astam Kumar Patra, 
김덕준

P재료금-87 (370)
Bright and Stable Silica-coated Spherical Quantum Well  
Nanopar-ticles for Light-Emitting Device

(KAIST)Wang Nianfang,  
김예원, 이도창

P재료금-88 (370)
Effect of pelletizing and temperature in Silicon production using 
magnesiothermic reduction

(KIER)이해인, 국진우, 서명원, 
조원철

P재료금-89 (370)
Designed synthesis of large pore and surface area microporous 
polymer by using modified Sonogashira-Hagihara

(인하대)천영걸, 심상은, 소재일, 
김민재, 이은수

P재료금-90 (371)
소성시간에 따른 Magnesium powder를 이용한  
Macro-porous Silicon으로의 환원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김민정, 박창준, 이진욱, 
최원영, 정용한, 이태진, 박노국

P재료금-91 (371)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using 
Mesocellular Carbon

(POSTECH)정주영, 이진우
(서울과학기술대)권용재

P재료금-92 (371) 티타니아 코팅된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CDI 전극 제조 및 성능 평가 (공주대)민병호, 이윤지, 최재환, 정경열

P재료금-93 (371)
전기방사를 통해 합성된 다공성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의 전기화학적 
특성

(고려대)김정현, 강윤찬

P재료금-94 (372)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oFe2O4 Nanofibers (고려대)홍영준, 강윤찬

P재료금-95 (372)
Metal/Semiconductor Nanostructure with Enhanced Plasmonic 
Photocatalytic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Engineering of Plasmonic 
Near-Field Enhancement

(KAIST)정선일, 이도창

P재료금-96 (372)
Component Dependent Activity of Palladium-Copper Bimetallic 
Nanoparticles for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POSTECH)이승현, 이진우

P재료금-97 (372)
Effect of Additives and Seeds on the Morphology of Hydrothermally 
Grown ZnO Nanowires

(가천대)김현기, 허재현

P재료금-98 (373)
Agarose-based TiO2 – A novel photocatalyst for recyclable 
wastewater treatment

(가천대)Mai Ngoc Xuan Dat, 허재현

P재료금-99 (373)
A New Anode Material for Lithium-Ion Batteries:  Sb-AlxCy-C Nanocomposite 
by One Step Synthesis Using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가천대)Nguyen Quoc Hai, 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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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00 (373)
Characterization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opper-antimony Based Alloy Composites for Lithium ion Storage

(가천대)Nguyen Tuan Loi, 김일태

P재료금-101 (373)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anocomposite Alloy Anodes for 
Lithium-ion Batteries

(가천대)김두수, 김일태

P재료금-102 (374)
Controlled Release of Antibiotics from Air Jet Spinned PCL Fibrous 
Scaffolds

(중앙대)CUI XIANZHU, 이동현

P재료금-103 (374) Hydrogen production for ZnS(en)0.5-CdS composite photocatalysts (서울시립대)강혜진, 김정현

P재료금-104 (374)
Fabrication of polyurethane foams with various types of inorganic 
fillers

(서울시립대)성기욱, 김정현

P재료금-105 (374)
Directional morphology variations of free risen polyurethane foams 
in sound absorption materials

(서울시립대)김석경, 김정현

P재료금-106 (375)
Exciton Dynamics of Cation-Exchanged CdSe/PbSe Nanorod Type-II 
Structures with Defect Sites

(KAIST)이수호, 이도창
(Emory Univ.)Tim Lian

P재료금-107 (375)
Prdiction of mechanical property of Ni-Al nanopowder via  
coarse-grained simulation

(UNIST)전우철, 정관영, 곽상규
(국방과학(연))정상현

P재료금-108 (375)
Conversion of multilayer graphene into ultrathin diamond-like 
material

(UNIST)황대연, Kester Wong, 곽상규

P재료금-109 (375)
Surface treatment effect of three-dimensional carbon fillers for 
improving the thermal property of epoxy composites

(전자부품(연))박지선, 신권우, 
이철승

P재료금-110 (376)
Simulation of the kinetic models of plasma deposition and etching  
in semiconductor fabrication

(전북대)유혜성, 임연호, 육영근, 
최광성, (국가핵융합연구소)장원석

(경원테크)유동훈

P재료금-111 (376)
Regeneration of underwater superhydrophobic hierarchical ZnO/Si 
surfaces by PEC water splitting

(POSTECH)김동형, 용기중

P재료금-112 (376) 바이모달 입도 분포를 갖는 은 나노잉크 합성 및 특성평가 (전자부품(연))박지선, 김연원, 김윤진

P재료금-113 (376) Control of the contact hole diameter by advanced cyclic etching (아주대)박창진, 김창구

P재료금-114 (377)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from quasi-spherical ZnO 
photocatalysts

(서울시립대)박대길, 김정현

P재료금-115 (377)
Synthesis of high performance polyethersulfone - mesoporous 
silica nanocomposites application for substrate of OLEDs with high 
transparency and dimensional stability

(성균관대)Vo Tri Nhat, 김덕준

P재료금-116 (377) Wet chemical synthesis of MoSe2/WSe2 heterostructure (인하대)황윤정, 신내철

P재료금-117 (377)
Synthesis of ZIF-8 membranes by combining conversion seeding 
of ZnO film and secondary growth method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이정희, 신하민, 김진수

P재료금-118 (378)
Facile synthesis of hollow mesoporous zinc silicate nanoparticles via 
a dual surfactant system

(연세대)엄기주, 이강택

P재료금-119 (378)
Buckled Cell-Graphene Hybrid for Electrophysiology and Therapy  
of Muscl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조경원, 김석주, 김대형

P재료금-120 (378)
Highly sensitive and low hysteresis microfluidic strain sensors using 
a binary mixture of ionic liquid and ethylene glycol

(중앙대)윤선근, 장석태, 박병준

P재료금-121 (378)
The high resolution patterning of carbon nanomaterials by controlled 
surface energy

(중앙대)이성민, 장석태

P재료금-122 (379)
Fabrication of stretchable and conductive composite made by 
electrospun poly(styrene-b-(etyylene-co-butylene)-b-styrene) and 
silver nanoparticles

(순천향대)조준휘, 임정균

P재료금-123 (379)
CNT-PANI 기반의 스트레처블 다기능 센서 어레이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홍수영, 오주현, 박 흔, 
윤준영, 하정숙, 진상우, 오승윤

P재료금-124 (379)
글루코스 검출을 위한 피부 부착형 스트레쳐블 땀 센서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U-KIST)오승윤, 진상우
(고려대)홍수영, 박  흔, 윤준영, 하정숙

P재료금-125 (379)
금 나노 입자의 전하 구속을 이용한 실리콘 기반 웨어러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

(기초과학(연))김재민, 손동희, 
이민철, 김대형

P재료금-126 (380)
Photoelectrical resistive switching memory using ZnO nanowire 
structure

(POSTECH)송홍선, 박진주, 오준학, 
용기중, (UNIST)이은광

P재료금-127 (380)
Hydrothermal synthesis of adenosine triphosphate stabilized 
amorphous calcium phosphate nanoparticles

(부산대)한지훈, 정성욱

P재료금-128 (380)
Multi functional large pore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for 
cancer vaccine

(성균관대)차봉근,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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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29 (380)
Synthesis of Highly-branched and Biocompatible Gold Nanoparticle 
in Lipid Bilayer Vesicle

(서강대)황금래, 윤준호, 신용희, 강태욱

P재료금-130 (381)
Smart Endoscope Systems by Using Soft Materials and Transparent 
Bioelectronics for Colon Cancer Treatm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기초과학연구원/서울대)이영식
(서울대)김대형

P재료금-131 (381)
The Hybrid Films Composed of Alginate and Alumina with Enhanced 
Strength and Toughness at Low Inorganic Cont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지동환, 김재윤

P재료금-132 (381)
Effect of different hemisphere shape pore size and depth on cellular 
behavior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유병용, 고원건, 조강희, 정윤아

P재료금-133 (381)
Multi-Dimensional Nanofibrous Scaffolds for Inducing Myoblast 
Differenti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차성호, 고원건, 정의석, 
김민수, 조강희, 홍혜진

P재료금-134 (382)
3D printing of cellulose nanofiber/gelatin methacrylamide composite 
hydroge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신성철, 박민성, 정은수, 
신동혁, 현진호, 박지원, 김현중, 윤혜정

P재료금-135 (382)
A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cellulose 
nanofiber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민성, 신성철, 정은수, 
신동혁, 현진호, 윤혜정

P재료금-136 (382) Use of Bio Printing System for Osteochondral tissue reconstruction
(중앙대)Yu Junjie, 이동현

(KIMM)이수정, 이준희

P재료금-137 (382)
Super-Tough Hybrid Hydrogel Embedded with Mesoporous Silica for 
Controlled Release of Multiple Drugs

(성균관대)최수지, 김재윤

P재료금-138 (383)
Fabrication of three dimensional SBA-15 scaffold with hierarchical 
macropores and sopores for immune cell recruitment

(성균관대)최영진, 김재윤

P재료금-139 (383)
Metal-enhanced fluorescence through PCL nanofiber containing 
silver nanoparticles for microarray-based immunoassays

(연세대)윤병주, 정의석, 민지홍, 
차성호, 고원건

P재료금-140 (383) Bio-inspired covalent crosslink for self-assembly of peptide (POSTECH)김동휘, 민경익, 김동표

포스터발표 IV: 10월 21일(금), 15:00~16:30

공업화학: 10월 21일(금), 15:00~16:30

좌장: 박정훈(동국대), 송민정(경기대) 

P공업금-1 (160)
1D membrane transport model  and experimental validation for 
PEMFC simulation at asymmetry RH change

(순천대)황병찬, 정회범,  
송명현, 박권필

P공업금-2 (160)
Fenton 반응을 통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기화학적 내구성 측정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순천대)황병찬, 박권필

P공업금-3 (160) 유기금속전구체의 중질유 수첨분해 효율에 관한 연구
(순천대)노민섭, 이광석, 손석환, 
정민철, (KRICT)이철위, 박선영

P공업금-4 (160)
Formulation of electromagnetic shielding coating solution from silver 
nanoparticle composites and characterization of its optical properties

(조광페인트)이소현

P공업금-5 (161) 실리카 담체 촉매를 활용한 Styrenated Phenol(SP) 합성에 관한 연구
(순천대)손석환, 이승민, 이형은, 

안호근, 정민철, (에스에프시)정성훈

P공업금-6 (161)
New Reforming process of Pyrolysis Fuel Oil based Pitch by UV 
Irradiation

(충남대)이경민, 정민정, 이영석

P공업금-7 (161) Colloidal silica 종류가 친수성 코팅제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양준호, 김종현, 김동구, 

박종호, 김보명, 송기창

P공업금-8 (161) 경화 온도가 친수성 코팅제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양준호, 김종현, 김동구, 

김보명, 김현욱, 송기창

P공업금-9 (162)
Direct Current와 Pulse-reverse 전기 도금방법을 이용한 crack-free 
크롬의 증착 및 성능 평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서동조, 김상득, 문민호, 
박혜리, 백성현

P공업금-10 (162)
CO2 기체가 용해된 NaOH 용액을 이용한 AZ31의 부식 저항성 피막 
형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남대현, 박태순,  
김윤경, 백성현

P공업금-11 (162)
Synthesis of hydrophobic zirconia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 
i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s for highly refractive films

(한국세라믹기술원)강기주,  
유중환, 이희선

P공업금-12 (162) Energy-efficient thermal insulation paints including inorganic materials (한국세라믹기술원)박정민, 유중환

P공업금-13 (163) 표면개질에 따른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특성
(전자부품(연))이민영, 김태훈, 

양현승, 박성대

P공업금-14 (163)
저온플라즈마 중합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에 있어서  
전구체 및 지지체의 종류에 따른 변화

(전남대)이송은, 이민근,  
조은경, 조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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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15 (163)
LiPF6 전해액 침적상에서 PP-graft-MA 공중합체가 폴리프로필렌 
필름과 금속단자 간의  밀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김문선, 박재형
(폴)김지호, 정철원

P공업금-16 (163) 스테아르산의 탈산소도 증가를 위한 제올라이트 촉매 개질 연구
(고려대)현동훈, 이태호, 김성현

(국방과학(연))한정식

P공업금-17 (164)
초음속 비행체 흡열연료에 쓰이는 제올라이트 촉매의 코킹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

(고려대)이태호, 현동훈, 김성현
(국방과학(연))정병훈, 한정식

P공업금-18 (164) 미역포자엽 추출물로부터 고농도 후코이단 함유 저염 소금 개발
(순천대)송태진, 박권필
(ETIS)김영숙, 추천호

P공업금-19 (164)
연속반응시스템에서 구동 조건에 따른 NaBH4 가수분해 반응 부산물의 
특성

(순천대)이혜리, 박대한, 주  원, 
박권필, (CNL Energy)나일채

P공업금-20 (164) PEMFC에서 PI 지지체를 이용한 sPEEK 강화 MEA의 내구성 평가 (순천대)이혜리, 박권필

P공업금-21 (165)
효소연료전지의 전해질 순환조건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순천대)이세훈, 박권필
(ETIS)김영숙, 추천호

P공업금-22 (165)
황산/글루코스 용액의 산/당 분리를 위한 3실 전기투석과 2실 
전기투석방법의 비교

(순천대)정현승, 이세훈, 박권필
(ETIS)김영숙, 추천호

(CNL Energy)나일채, 오용환

P공업금-23 (165) 수전해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응축수 분석
(순천대)이세훈, 황병찬, 이혜리, 
박권필, (평산전력기술)민호재

P공업금-24 (165) 보름달 물해파리를 이용한 수면팩 개발
(인제대)노대영, 김동욱, 조수현, 
한동균, (우리텍)김근복, 김민희

P공업금-25 (166) 자주잎 옥살리스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인제대)조수현, 김동욱, 노대영, 

한동균, (이사벨고)이수민

P공업금-26 (166)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 연고제의 제조
(인제대)한동균, 정선하, 박석호, 

노대영, 조수현, 김동욱

P공업금-27 (166) GABA를 담지한 키토산 나노입자 제조 및 약물 흡수방출 연구 (가천대)윤희수, 강익중

P공업금-28 (166) 수용성 Sodium Silicate 무기계 난연제를 이용한 목재의 난연성 연구
(경남정보대)허광선, (부경대)우희철

(성동산업)성기원

P공업금-29 (167) 메탈실리콘으로부터 Sodium Silicate 추출특성에 관한 연구(2)
(경남정보대)허광선
(성동산업)성기원

P공업금-30 (167) 진피세포를 함유한 PLLA micro capsule 형성
(건양대)김종현, 양준호, 한대희, 
윤인아, 박종호, 김태형, 송기창

P공업금-31 (167) 연골세포가 함유된 PLLA micro capsule 형성
(건양대)김종현, 양준호, 한대희, 
윤인아, 김태형, 김현욱, 송기창

P공업금-32 (167) Iron Oxide Grown by Atomic Layer Deposition at Low Temperature
(전남대)Seenivasan Selvaraj,  

김도형, 문 희

P공업금-33 (168)
Nickel cobaltite sheets formed on nickel foam in ethanol for high 
performance supercapacitors

(영남대)Nguyen Thi Toan,  
Van Quang Nguyen, Nhu Minh Tue Le, 

심재진

P공업금-34 (168)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sophase pitches from 
petroleum residues using two-step low heat treatment

(충남대)조한주, 이영석

P공업금-35 (168)
페롭스카이트-팔라듐 도금 촉매를 이용한 매립지가스 내 메탄 
산화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동국대)김은주, 이홍주,  
임수민, 박정훈

P공업금-36 (168)
Reforming of Petroleum residue oil for binder pitch to control its 
quinolone-insoluble content

(충남대)김경훈, 이상민,  
김민일, 이영석

P공업금-37 (169)
The organosolv pretreatment of herbaceous biomass by  
flow-through process for enhancement of enzymatic hydrolysi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기대)김준범, 박장한,  
박용철, 김준석

촉매 및 반응공학: 10월 21일(금), 15:00~16:30

좌장: 윤성훈(중앙대), 이진우(POSTECH) 

P촉매금-1 (391)
황산화 지르코니아 상에서 스티렌에 의한 페놀의 알킬화 반응에 관한 
연구

(순천대)윤현준, 조장호, 권용철, 
이경민, 김수빈, 정민철, 신은주, 안호근 

(에스에프시)곽원봉,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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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2 (391) SO4
2-/MxOy 촉매상에서 styrene과 phenol의 alkylation에 관한 연구

(순천대)안호근, 윤현준, 조장호, 
권용철, 이경민, 김수빈, 정민철

(에스에프시)곽원봉, 정성훈

P촉매금-3 (391) Methane Aromatization over Mo-M/HZSM-5(M=Zn, Ga) (인하대)최영주, 박상언, 모용환

P촉매금-4 (391)
Selective heterogenous catalytic trimerization of xylose-derived 
furfural and 2-methylfuran to diesel precursors on a continuous 
fixed-bed reactor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권지선, 황인환, 최재욱, 
서동진, 하정명,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5 (392)
Microwave synthesis of Mesoporous ZSM-5 having Mulberry 
Morphology with Tartaric acid as a capping agent

(인하대)정태호, 모용환, 박상언

P촉매금-6 (392)
Microwave Synthesis of Hierarchical Mordenite having  
House-of-card Morphology

(인하대)이종훈, 박상언, 최영주

P촉매금-7 (392)
Characterization of ZnAl2O4 prepared by co-precipitation: Effect of 
hydrothermal synthesis temperature  

(충북대)백성우, 이선규,  
홍은표, 신채호

P촉매금-8 (392)
Two-Step Microwave Synthesis of Mesoporous ZSM-5 with CTAB 
and Benzylation of Alkylaromatics with Benzylalcohol

(인하대)김익규, 박상언, 최영주

P촉매금-9 (393)
합성온도에 따른 알루미늄계 촉매의 표면형상과 NF3 가수분해반응에서의 
활성평가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이진욱, 이태진, 박창준, 
최원영, 김민정, 정용한, 박노국

(코캣)장원철

P촉매금-10 (393)
Advancing metal-free photocatalyst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water; polycondensation mode of molecules, organic crystals, and 
polymers in an eutectic mixture

(전남대)송지윤, 전영시

P촉매금-11 (393) TiO2@Er3+/Yb3+ 메조다공성 중공형 입자제조 및 특성평가 비교연구
(KITECH/부산대)한정난 
(KITECH)정홍기, 송호준

(부산대)박대원

P촉매금-12 (393)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Gas Compounds by Nickel Titanate 
Dioxide under Visible-light Irradiation

(울산대)장개명, Pham Thanh Truc, 
김지예, 신은우

P촉매금-13 (394)
Characterization of Mo-doped NiTiO3 materials synthesized by  
one-pot solvothermal method

(울산대)장개명, Pham Thanh Truc, 
신은우

P촉매금-14 (394)
Synthesis of MgO Nanostructures using Ionic Liquids with 
Microwave Irradiations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 in Claisen 
Schmidt  Condensation Reaction  

(명지대)Jadhav Arvind, 황순하, 
서정길

P촉매금-15 (394)
ZSM-5 촉매 상에서 부텐혼합물의 소중합반응을 통한 항공유 범위 
탄화수소 합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김현아, 김다예, 전종기

P촉매금-16 (394)
선박용 엔진에 적용 가능한 배가스내 오염물질 저감용 촉매산화장치의 
스케일-업을 위한 개념설계

(고등기술(연))장정희, 최희영, 한기보

P촉매금-17 (395)
Cycloaddition Reaction of Carbon Dioxide into Epoxides Using 
Tertiary Diamin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북대)김요셉, 김혜진, 김 민, 
김영조, (전북대)김정곤

P촉매금-18 (395) 아산화질소 촉매분해를 위한 개념설계 및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등기술(연))한기보, 장정희

(국방과학(연))한정식

P촉매금-19 (395) 역청성 오일이 함유된 원료의 기초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고등기술(연))장정희, 최희영, 한기보

P촉매금-20 (395)
인도네시아산 미지의 역청성 오일로부터 열분해 오일 제조를 위한 
열분해 전환 특성

(고등기술(연))한기보, 장정희
(한국석유관리원)박천규, 전철환, 

김재곤, (에이피파우텍)안재환
(한울엔지니어링)곽 현, 박동준

P촉매금-21 (396) 비식용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물리화학적 성상 및 열분해 특성 조사 (고등기술(연))한기보, 장정희

P촉매금-22 (396)
역청성 오일에 대한 용매추출에 의해 제조된 아스팔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등기술(연))한기보, 장정희
(에이피파우텍)안재환

P촉매금-23 (396)
Hydrodeoxygenation of lignin-derived pyrolysis oils over Ru-based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연세대)정경빈, (KIST)제정호
(연세대)전철호

P촉매금-24 (396)
Single crystal structure of energetic hypergolic ionic liquid salts, 
HMEDA-(DCA)2

(전남대)조경철, 장회구, 조성준
고은미(국방과학연구소)

P촉매금-25 (397)
The Effects of the Size of Graphene Sheets as Support Material on 
Electrocatalytic Reaction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노유성, 김원배
(GIST)김윤곤, 한현수, 이창민, 

(KRICT)김영민

P촉매금-26 (397)
Selective oxidation of H2 in the presence of CO over Pd/Al2O3 
catalysts modified by chlorine addition

(충북대)김은정, 신채호
(KAUST)강동창

(대성산업가스)이송호, 문흥만

P촉매금-27 (397)
Comparison of Methanol and Higher Alcohol Synthesis over  
Cu/ZnO/Al2O3 Catalyst

(고려대)박지인, 이관영
(KIST)정재선, 주가영, 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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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28 (397) 재생 조건에 따른 Pt-Sn/Al2O3촉매의 프로판 탈수소 활성 연구 (한경대)최이선, 고형림

P촉매금-29 (398) 화재 시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산소발생식 일산화탄소 정화기
(경상대)성동민, 김현진, 김지현, 

구현정, 최아란, 강은진

P촉매금-30 (398) Aqueous-phase hydrodeoxygenation of bio-derived phenols on Ru clusters (창원대)정대운

P촉매금-31 (398)
Highly selective transformation of glycerol to dihydroxyacetone 
without using oxidants by PtSb/C-catalyzed electrooxidation process

(POSTECH)노유성, 김원배
(GIST)이선화, 한현수

(KRICT)김형주, 김영민
(LG전자)임은자

P촉매금-32 (398)
탄화수소 개질기에 열 공급을 위한 백금계 연소 촉매의 고온 
비활성화거동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정용한, 박창준, 최원영, 
이진욱, 김민정, 이태진, 박노국

P촉매금-33 (399)
Coal Gasification in Steam + CO2 Mixtures using mineral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전북대)이루세, 손정민, 황종하, 
김수현, 손은남

P촉매금-34 (399)
담지 과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도입한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 상에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유재경, 한승주, 박승원, 
송지환, 송인규

P촉매금-35 (399)
니켈-붕소-알루미나 제로젤 촉매 상에서 수소 가스 생산을 위한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박승원, 한승주, 유재경, 
송지환, 이어진, 송인규

P촉매금-36 (399)
니켈-스트론튬-알루미나-지르코니아 에어로젤 촉매 상에서의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서울대)송지환, 한승주, 유재경, 
박승원, 송인규

P촉매금-37 (400)
Ni/α-Alumina 촉매에 Ti 비율에 따른 Methanol Steam Reforming(MSR) 
수소 제조 성능 평가

(영남대)김강민, 박노국, 이태진, 
강미숙, (우신산업)이상태

P촉매금-38 (400)
Steam-CO2-Reforming of methane over doped ceria promoted  
Ni/MgO-MgAl2O4 structural catalyst

(KIST)임상진, 김종혁, 안병성, 
문동주, 김상우,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39 (400)
Synthesis of LaNiO3 Perovskite by EDTA-Cellulose Method and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Pechini Method: Application to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UST/KIST)양은혁, (KIST)노영수, 
홍기훈, 신설아, 문동주

P촉매금-40 (400)
Study of deactivation mechanism over SiO2 supported Ni catalysts for 
direct internal reforming in molten carbonate fuel cel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김학민,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나현석, 이열림,  

이다위, 노현석

P촉매금-41 (401)
The effect of promoters (MgO, CaO, and La2O3) on the performance 
over Ni-Ce0.8Zr0.2O2 catalysts for low temperature steam reforming of 
methane

(연세대)임예지, 김경진, 강준우, 
김학민, 노현석

P촉매금-42 (401)
Synthesis of higher alcohols over K-promoted Cu-Zn/ γ-Al2O3 
nanorods Catalys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한양대)최가혜, (한양대)강영종
(KIST)문동주, 김상우

P촉매금-43 (401)
A study on Cu-catalysts over anodic aluminum oxide supports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o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북대)김정현, 장영신,  
임은지, 김동현

P촉매금-44 (401)
Studies on Nickel Based Granule Type Catalysts for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KIST)노영수, 양은혁, 김상우, 
문동주,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45 (402)
Dry reforming of methane over Ni/ZrO2 catalysts: Effect of zirconium 
precursors

(충북대)방선우, 신채호
(KRICT)박정현

P촉매금-46 (402)
Synergistic Combination of High Aromatization Activity and 
Suppressed Hydrogenolysis in Hierarchical Pt/KL

(KAIST)이경호, 최민기

P촉매금-47 (402)
함수 에탄올 개질에 적용한 가능한 메탈폼형 Rh계 촉매의 반응거동 
조사

(영남대)최원영, 김민정, 박창준, 
이진욱, 정용한, 박노국, 이태진

P촉매금-48 (402)
Study of Mixed Gas Diesel Reforming using Hydrogen Production 
Catalyst System under Hard conditions

(연세대)황주순, 전유권, 송현우, 
송순호, 설용건

P촉매금-49 (403)
메탄올 수증기 개질용 금속담체 기반 고성능 monolith catalyst의  
반응 특성

(한국기계(연))김기영, 최종진, 
안철우, 김종우, 한병동, 류정호, 

윤운하, 최준환

P촉매금-50 (403)
A study of catalytic methanol oxidation processes: combination of 
combustion and steam reform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북대)장영신, 김정현, 김동현

P촉매금-51 (403)
Microstructure development of coke resistant internal reforming Ni-GDC 
anode catalyst in direct methane fuel cell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전옥성, 이진구, 지윤성, 
권오찬, 설용건

P촉매금-52 (403) Aromatization of Alcohols over Metal-loaded Mesoporous H-ZSM-5 (인하대)모용환, 최혜정, 최영주, 박상언

P촉매금-53 (404)
Methane aromatization over In-HZSM-5 prepared via Microwave 
Synthesis

(인하대)Liya Musavirova, 최영주, 
모용환, 박상언

P촉매금-54 (404) 고분산된 Hydrotalcite 구조를 포함한 알루미나 젤의 합성 (서강대)성준기, 엄희찬, 이진원, 김진홍

P촉매금-55 (404) 클로로포름의 탈염수소화 반응 메커니즘 및 kinetic 개발 연구
(아주대)손민지, 박명준

(성균관대)조재민, 이새롬, 배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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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56 (404)
Highly ordered mesoporus WOx/SnO2 as an efficient catalyst for 
acetalization of glycerol

(성균관대)이정화, Li Chengbin, 
홍경희, 박진서, 박수빈, 김지만

P촉매금-57 (405)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탄소 침적 방지를 위한 니켈기반촉매의 
조성 최적화: 귀금속과 각종 금속산화물 첨가 영향성

(전남대)전지윤, 조의현, 고창현

P촉매금-58 (405)
Acidity control of SiO2-ZrO2 catalysts synthesized by variation of 
Si/(Si + Zr) ratio in the dehydration of iso-propanol

(충북대)편승희, 신채호
(KAUST)강동창

P촉매금-59 (405)
The Case Study of the Catalyst Packing Method in the Fixed-Bed 
Reactor for Fischer-Tropsch Synthesis

(KIST)홍기훈, 정재선, 주가영, 
양은혁,  노영수, 신설아,  

박지인, 문동주

P촉매금-60 (405)
Na2WO4/Mn/Mg/Ti/SiOy mixed oxide catalysts for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UST)Rika T. Yunarti, 
(KIST)하정명, 최재욱, 서동진

P촉매금-61 (406)
형상제어된 팔라듐과 지르코니아 요크-쉘 구조 촉매를 과산화수소 
직접합성반응에 적용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한근호, 서명기, 이관영

P촉매금-62 (406)
Ordered mesoporous mixed metal oxide catalysts for CO preferential 
oxidation in H2-rich gases

(성균관대)Li Chengbin, 이정화, 
홍경희, 박진서, 박수빈, 김지만

P촉매금-63 (406)
메탄 산화이량화 반응에서 Perovskite 촉매의 표면 산소 특성 및 
활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김일호, 이기훈,  
나현빈, 정지철

P촉매금-64 (406)
Effect on framework Al of Zeolite HY on Formation of Carbamate 
using Oxidative carbonylation of Aniline and methanol under Pd 
catalyst

(고려대)노종선, 이관영
(KRICT)김태순, 윤병태,  

장태선, 김성보

P촉매금-65 (407) Effect of Rare-Earth Elements on Ceria Catalyst for CO Oxidation (서울시립대)노경종, 한정우

P촉매금-66 (407)
Alternative process for synthesis of glycerol carbonate by 
transesterific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황준혁, 김훈식

P촉매금-67 (407) Microwave mediated synthesis of Cu-TUD-1 as an efficient oxidation catalyst (인하대)Ranjit, 박상언, 최혜정, 서동우

P촉매금-68 (407)
Direct synthesis of di-n-butyl carbonate form the carboxylation of 
n-Butanol by CO2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희대)Khan Yeasin, 김훈식

P촉매금-69 (408)
Partial Oxidation of Methane to Methanol with CO2 over Metal 
Modified Zeolite Catalysts

(인하대)서동우, Ranjit, 
Abdelrahaman Rabie, 박상언

P촉매금-70 (408)
일산화탄소의 메탄화반응에서 CoxCex-1Oy 촉매의 니켈 함량에 따른 
영향

(아주대)김민식, 박은덕

P촉매금-71 (408)
Co-Mn-Ce-O 촉매를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선택적 산화반응에서  
Ce의 영향

(아주대)김태욱, 박은덕

P촉매금-72 (408)
구리가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 촉매 상에서 메탄으로부터 메탄올 
제조 연구

(아주대)이새하, 박은덕

P촉매금-73 (409)
High COx Hydrogenation to Methane over CoaCe1-aOx at Low 
Temperature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아주대)Le Thien An, 박은덕

P촉매금-74 (409)
산특성이 조절된 중형기공 카본에 팔라듐이 담지된 촉매에 의한 
과산화수소 직접 합성 반응에 관한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이종원, 강기혁,  
이어진, 송인규

P촉매금-75 (409)
MSE-Type Zeolites: A Promising Catalyst for the Conversion of 
Ethene to Propene

(POSTECH)이경환, 차승혁, 홍석봉

P촉매금-76 (409)
방향족화합물의 선택적 수소탈알킬화 반응을 위한 ZSM-5 촉매의 
결정크기 영향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인하대)최영일, 임동욱,  
남대현, 백성현

P촉매금-77 (410)
Improved Photocatalytic Activity of Nanoporous WOx-TiO2 
composites using Nano-Propping Effec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박수빈, 이정화,  
박귀옥, 김지만

P촉매금-78 (410)
Active species over ZnAl mixed oxide catalysts for carbonylation of 
glycerol with urea: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catalysis

(울산대)박찬이, Huy Nguyen-Phu, 
신은우

P촉매금-79 (410)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서 Ni/Al2O3 촉매의 증진제 효과 (전남대)박남국, 조샤론, 김영철

P촉매금-80 (410) Study of W doped nickel-based catalyst for for Steam-CO2 reforming (전남대)조샤론, 김영철

P촉매금-81 (411)
Independent Effects of Size and Support on Ni Catalysts for Dry 
Reforming of Methan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최민석, 이현주

P촉매금-82 (411)
정렬된 중형기공을 갖는 니켈-알루미나-지르코니아 상의 에탄올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서울대)한승주, 송지환, 유재경, 
박승원, 강기혁, 송인규

P촉매금-83 (411)
몰리브덴 및 텅스텐 옥사이드 증진제를 포함하는 지르코늄 지지화  
은 촉매 상에서 프로필렌 직접산화 반응을 통한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제조

(서울대)이어진, 이종원, 노영수, 
이종협, 송인규

(롯데케미칼)이중원, 서영종

P촉매금-84 (411)
CrOy/γ-Al2O3 촉매 상에서 프로판 탈수소화 반응을 통한 프로필렌의 
제조

(서울대)김태협, 강기혁, 김민영, 
송인규, (KRICT)최원춘, 박용기

(SK가스)홍웅기, 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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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85 (412)
Oxidative Dehydrogenation of Propane with CO2 over Cr-TUD-1 
Type Mesoporous Catalysts modified with Zr and Ce-oxides

(인하대)최혜정, 박상언,  
Abhishek Burri, Ranjit

P촉매금-86 (412)
Direct Conversion of C6-carbohydrate to 2,5-Furandicarbaldehyde 
in One-pot System by a Tungstate and Oxovanadium complex 
functionalized catalyst

(명지대)Neha Mittal,  
Teklebrehan G. Krstos, Anelyn Bendoy,  

Grace M. Nisola, 이성풍, 정욱진

P촉매금-87 (412)
전이금속산화물이 담지된 중형 기공성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메탄과 
프로판의 탈수소방향족화 반응을 통한 BTX 생산

(서울대)김민영, 백민성, 김도희, 
송인규,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88 (412) 산화탈황을 위한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제조 및 성능 평가
(부경대)오현우, 우희철

(경남정보대)허광선

P촉매금-89 (413)
DFT study for the adsorption phenomena and catalytic reduction of 
CO2 on Bi surface

(충남대)오우석, 송봉근
(서울시립대)한정우

P촉매금-90 (413)
Glycerol carbonylation with CO2 using La2O2CO3/ZnO catalysts 
prepared by two different methods

(울산대)박찬이, Huy Nguyen-Phu, 
고지은, 신은우

P촉매금-91 (413)
Palladium Supported on a Thermochemically Stable Poison-
Containing Polymer Support for Tuning Chemoselectivity

(KAIST)윤성호, 최민기

P촉매금-92 (413)
Catalytic depolymerization of kraft lignin in supercritical ethanol 
over Ru/C and base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수잔 올리비아, (KIST)서동진, 제정호

P촉매금-93 (414) 탈수공정을 적용한 DMC 합성공정 개발
(KIER)문종호, 유지인, 이동호, 김현욱, 

박영철, 이형근, (대전대)우제민

P촉매금-94 (414)
붕소가 첨가된 Re-Ru/C 촉매 상에서 숙신산의 수소화를 통한 
1,4-부탄디올의 제조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서울대)강기혁, 한승주, 이종원, 
유재경, 박승원, 이어진, 송인규

P촉매금-95 (414)
Selective Hydrogenation of Carbonyl Group in Furanic Aldehydes 
Using Ni Nanoparticle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AIST)정호진, 이현주

P촉매금-96 (414)
리조시놀-포름알데하이드 중합체로 만든 탄소를 이용한 팔라듐 탄소 
촉매 합성과 포름산 분해 활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문민호, 최영일,  
임동욱, 백성현

P촉매금-97 (415)
HY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bicycle[2.2.1]hepta-2,5-diene의 이량화 
반응에 미치는 Solvent의 효과

(공주대)김종진, 정관형,  
조동인, 전종기

(국방과학(연))한정식, 정병훈

P촉매금-98 (415)
글루코오스 이성화반응용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 촉매의 염기적 
특성 조절에 관한 연구

(명지대)강지연, 정지철,  
이기훈, 양인찬

P촉매금-99 (415)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 from Epoxide and CO2 using 
Cu(II)Tryptophan MOF catalyst

(부산대)정경선, 김현준, 리이신, 
Amal Cherian Kathalikkattil, 

Robin Babu, 박대원

P촉매금-100 (415)
Solventless Synthesis of Propylene Carbonate using ZIF-95 as a 
Catalyst

(부산대)박대원, 최각규, 김설희, 
빈경미, Robin Babu

P촉매금-101 (416) 헥사노익산의 케톤화 반응의 반응경로 규명을 위한 kinetic 모델 연구
(아주대)우예솔, 박명준

(KIST)이윤수, 최재욱, 서동진, 하정명

P촉매금-102 (416)
Ethanol dehydration on γ-Al2O3: effects of partial pressure and 
temperatur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이재경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János Szanyi
(UNIST)곽자훈

P촉매금-103 (416)
Catalytic decomposition of ammonia by Ru/La(x)-Al2O3 (x=0, 1, 5, 
10, and 50 mol%)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효영
(KIST)김영천, 장성철, 박현서, 

한종희, 남석우, 윤창원

P촉매금-104 (416)
Bio-Glycerol Acetalization for Highly Ordered Mesoporous Metal 
Oxides as Solid Acid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성균관대)홍경희, 이정화,  
Li Chengbin, 박진서, 김지만

P촉매금-105 (417)
Acetalization of glycerol with acetone over highly ordered 
mesoporous WO3/rod-type SBA-15 acid catalysts

(성균관대)박진서, 이정화,  
Li Chengbin, 홍경희, 김지만

P촉매금-106 (417)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Di-amino silane CO2 sorbent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공주대)전재완, 표성원,  
Pacia Rose Mardie, 고영수

P촉매금-107 (417)
Cu함침 방법에 따른 제올라이트 계열 촉매의 DMC(dimethyl 
carbonate) 합성반응 비교

(대전대)우제민, 박영성
(KIER)문종호

P촉매금-108 (417)
Sinter-resistant SiO2@Pd@CeO2 nano-composite catalyst for carbon 
monoxide and propylene oxid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이민우, 서명기, 이관영

P촉매금-109 (418) VOCs 저온 산화를 위한 구리기반 복합 산화물 촉매 개발
(KRICT)유영우, 안치웅, 허일정,

 박호식, 서정권

P촉매금-110 (418)
MOF-74 구조체의 금속 종류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에폭사이드의 
고리화 반응에 대한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TECH/부산대)구윤장, 이진우, 
김남경, (KITECH)정해영, 임동하, 

(부산대)박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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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11 (418)
알루미나 지지체에 담지된 몰리브덴-바나듐-인 산화물 촉매의 제조 
방법 및 프로판의 암모산화 반응을 통한 아크릴로니트릴 생산

(서울대)백민성, 송인규
(S-Oil)강흥중, 권범진, 이지혜

P촉매금-112 (418) 용매로 추출된 카르복실산을 이용한 케톤화 반응의 특성 연구
(KIST)이윤수, 하정명, 최재욱, 서동진, 

(아주대)김창현, (연세대)이창하

P촉매금-113 (419)
Highly active ordered mesoporous Fe/N/C 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lkaline 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OSTECH)문영동, 이진우
(서울대)김민정, 성영은

P촉매금-114 (419) 제조법을 달리한 PtSn 합금에 따른 프로판 탈수소 반응 (한경대)이학범, 최이선, 김수영, 고형림

P촉매금-115 (419)
Theoretical study of NO adsorption in 6MR/8MR of Cu(I)/ 
Cu(II)-SSZ-13 zeolite

(UNIST)김소희, 김진철,  
이정현, 곽상규

P촉매금-116 (419)
열처리 온도에 따른 Ilmenite의 산화환원반응거동 변화 조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영남대)박창준, 이태진, 최원영, 
이진욱, 김민정, 정용한, 강미숙, 
류시옥, 박노국, (KIER)류호정, 

(한국전력(연))백점인

P촉매금-117 (420) 페브로스카이트 금속산화물촉매의 피리딘 산화반응 실시간 관찰
(건양대)송경호, 고문규

(KRICT)김성보, (KIER)송광섭

P촉매금-118 (420)
Density Functional Theory Based Screening of Transition Metal 
Catalysts for Co-Electrolysis of Steam and Carbon Dioxide

(서울시립대)조아라, 고정현, 한정우

P촉매금-119 (420)
Hydrodeoxygenation of pyrolysis oils over tungstate-zirconia-
supported Ru catalysts using the fixed-bed contiunous flow system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김가영, 최재욱, 서동진, 
하정명,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120 (420) 금속 산화물과 백금 촉매의 혼합 비율에 따른 프로판탈수소 반응 (한경대)정재원, 변현준, 고형림

P촉매금-121 (421) Methanol synthesis from CO2 hydrogenation using alcohol co-feeding
(KIER)최은경, 송경호, 안소라, 

김학주, (고려대)이관영

P촉매금-122 (421) Syn gas로부터 액상 메탄올 합성 특성 연구
(KIER)김원식, 장현성, 정헌도, 

박종기, 박종호

P촉매금-123 (421)
메체순환연소용 삼성분계 복합 전이금속산화물의 산소전달성능 특성 
비교

(영남대)곽병섭, 박노국, 류시옥, 강미숙, 
(한국전력(연))백점인, (KIER)류호정

P촉매금-124 (421)
Hydrogen production by propane steam reforming of  
30Co1-xRuxO/70γ-Al2O3 catalyst

(영남대)박민규, 박노국, 이태진, 
강미숙, (우신산업)이상태

P촉매금-125 (422)
30(Ni2-xPdxMnO4)/70γ-Al2O3 (x=0.01, 0.02, 0.03, 0.04, 0.05) catalysts 
for hydrogen production via steam reforming of propane gas

(영남대)도정연, 박노국, 이태진, 
강미숙, (우신산업)이상태

P촉매금-126 (422)
Gas-phase glycerol dehydration to produce acrolein using PO4/Nb2O5 
catalysts modified with activated carbon

(전남대)유희경, 김영철, 이규암

P촉매금-127 (422) Hydrocracking of Plant Heavy-Aromatics for Xylene-rich BTX
(동아대)신재욱, 최예슬, 한원지, 

오영석, 류혜원, 이정규

P촉매금-128 (422)
Study of NiK/yCexZr1-xO2-MaAl2O3 catalysts in cracking reaction of 
vacuum residue with steam

(울산대)Pham Thanh Truc, 도티리엔, 
신은우, 전홍비

P촉매금-129 (423)
산처리 활성탄에 담지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직접 제조 
반응

(군산대)권석진, 정영민,  
김보미, 정휘람

P촉매금-130 (423)
Cycloaddition between CO2 and Epoxides Using Novel Titanium 
Catalyst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북대)김혜진, 현경림, 김영조

P촉매금-131 (423)
Zinc Acetate-based Catalysts for the Cycloaddition Reaction between 
CO2 and Epoxid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북대)신민석, 오범진, 김영조

P촉매금-132 (423)
활성탄에 담지 된 팔라듐 촉매 상에서 개미산 탈수소화 반응에 의한 
수소 제조 연구

(군산대)전효진, 정영민, 정휘람

P촉매금-133 (424)
Preparation of Advance Nano-hybrid Catalyst using N-heterocyclic 
Carbene-metal Adduct

(전남대)노현준, 정호영, 문건오, 
임민화, 박미정, Sadhasivam 

Thangarasu, Thong Pham tan, 
Dhanabalan Karmegam

P촉매금-134 (424) Pd 나노 입자를 이용한 구리도금 씨앗층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화
(연세대)조보영, 김한성

(KITECH)임하나, 김현종

P촉매금-135 (424) 타이타늄계 제올라이트의 특성 비교분석
(건양대)송언수, 선지나, 심수연, 

서금동, 고문규

P촉매금-136 (424) 질산, 황산의 혼합산을 이용한  protonation 및 nitration 반응 연구 (고려대)김영익, 박상태, 송광호

P촉매금-137 (425)
Room Temperature Synthesizable ZIF-71 Catalyst for the Solvent Free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s from Epoxides and CO2

(부산대)Robin Babu, Jintu Francis K, 
김현준, 최각규, 박대원

P촉매금-138 (425)
Zirconium oxide based isoreticular MOF for the Chemical Fixation of 
CO2 with Epoxides

(부산대)김현준, 최각규, 김설희, 정혜민, 
Kuruppathparambil Roshith Roshan, 

황규영, 박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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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39 (425)
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on graphene surface activated by 
mono-and di-vacancies by DFT calcul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박성오, 곽상규

P촉매금-140 (425)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촉매의 브뢴스테드 산 점에서 글리세롤 
탈수반응 메커니즘 연구

(서울대)윤다님, 윤양식, 김태용, 
박홍석, 이종협, (서울시립대)한정우

P촉매금-141 (426) 암모니아 산화반응용 정방형 백금 촉매의 합성 및 특성 분석
(전북대)손연선, 김행수, 박진후, 

정재영, 김 필

P촉매금-142 (426)
Synthesis of Zeolite UZM-35 and Catalytic Properties of Copper-
Exchanged UZM-35 for Ammonia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OSTECH)이정환, 김영진, 류태경,
남인식, 홍석봉

(현대자동차)김평순, 김창환

P촉매금-143 (426)
Single step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over tailored 
polymer-silver(I) complex catalyst

(명지대)Raghavendra Shavi, 
Vishwanath Hiremath, 서정길

P촉매금-144 (426)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for the long-term stability of dry 
reforming catalysts

(KIER)김희연

P촉매금-145 (427) 독성가스 흡착용 첨착활성탄 제조 및 흡착성능
(순천대)조장호, 윤현준, 이경민, 

김수빈, 권용철, 안호근
(엔에이시)이명석, 진용옥

P촉매금-146 (427)
An online monitoring and measurement system of elemental mercury 
from contaminated solis

(대구대)박중호, 김문현, 홍용석

P촉매금-147 (427)
메조포러스 MnO2-CNF 촉매 상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관한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민준, 이관영, 서명기

P촉매금-148 (427)
Ru catalyst with promoted zirconia : Enhanced activity and durability 
in dry reforming of methane

(KAIST)황호석, 이현주

P촉매금-149 (428) 균일용매침전법을 이용한 Ba-헥사알루미네트 연소촉매의 제조
(충남대)박지윤, 안승호, 이영우

(지엔티엔에스)정유식

P촉매금-150 (428) DeNOx-SCR 반응을 위한 Cu/제올라이트 촉매의 내황성 연구
(창원대)한종대, (케라)하호정

(재료(연))최준환

P촉매금-151 (428)
Degradation of Phenol by Electro Fenton reaction using stainless steel 
mesh coated with sulfur-modified iron oxid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홍익대)최윤정, (KIST)Thi May 
Do, 변지영, 김상훈, (홍익대)주재백

P촉매금-152 (428)
Highly active cobalt based catalyst for N2O decomposition in the 
presence of NO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김민재, 노현석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P촉매금-153 (429) Catalytic N2O decomposition over modified cobalt oxide catalysts
(연세대)김민재, 노현석, (충남대)김혜정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P촉매금-154 (429) A Study of Vanadium leaching effect of Spent RHDM Catalyst
(한서대)나우진, 방종성, 김다혜, 

이해인, 서준영, 문미영,  
박세진, 이선희, 박해경

P촉매금-155 (429)
Improvement of Hydrothermal Stability and NH3-SCR Activity of High 
Silica Cu-UZM-12

(고려대)박순희
(전남대)박진희, 정하나, 조성준

P촉매금-156 (429)
BEA zeolite에 Fe를 이온교환과 함침으로 제조한 촉매의 N2O/NO 환원 
반응 연구

(충남대)전민욱, 이영우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환  경: 10월 21일(금), 15:00~16:30

좌장: 이재우(KAIST) 

P환경금-1 (302) Amelioration of Soil Acidified and Silicate Fertilizer with Fe-Ni Slag
(전남대)최상원, 김은영

(여천고)곽정환, 김형준, 김경욱, 박수홍

P환경금-2 (303)
Characterization and adsorptivity of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adsorbent for removal of reactive dyes 
from aqueous solu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상대)박하늘, 최한아, 원성욱

P환경금-3 (303)
Pd(II) recovery by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from acidic solu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상대)최한아, 박하늘, 원성욱

P환경금-4 (303) PTFE Membrane 코팅이 여과집진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포항산업과학(연))김정훈, 고대권

(순천대)문일식

P환경금-5 (303)
Polyaniline modified poly(styrene sulfonic acid)-grafted 
poly(vinylidene fluoride) cation exchange membrane for the 
electrodialysis application

(명지대)Thakur Amit Kumar,  
이성풍, 정욱진

P환경금-6 (304)
CNT growth on 3D-rGO and N-doping using microwave for CO2 
adsorption

(성균관대)박범진, 박호석

P환경금-7 (304)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발(III)
(티오이십일)이선우, 신승원, 

배희경,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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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39 (425)
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on graphene surface activated by 
mono-and di-vacancies by DFT calcula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UNIST)박성오, 곽상규

P촉매금-140 (425)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촉매의 브뢴스테드 산 점에서 글리세롤 
탈수반응 메커니즘 연구

(서울대)윤다님, 윤양식, 김태용, 
박홍석, 이종협, (서울시립대)한정우

P촉매금-141 (426) 암모니아 산화반응용 정방형 백금 촉매의 합성 및 특성 분석
(전북대)손연선, 김행수, 박진후, 

정재영, 김 필

P촉매금-142 (426)
Synthesis of Zeolite UZM-35 and Catalytic Properties of Copper-
Exchanged UZM-35 for Ammonia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OSTECH)이정환, 김영진, 류태경,
남인식, 홍석봉

(현대자동차)김평순, 김창환

P촉매금-143 (426)
Single step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over tailored 
polymer-silver(I) complex catalyst

(명지대)Raghavendra Shavi, 
Vishwanath Hiremath, 서정길

P촉매금-144 (426)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for the long-term stability of dry 
reforming catalysts

(KIER)김희연

P촉매금-145 (427) 독성가스 흡착용 첨착활성탄 제조 및 흡착성능
(순천대)조장호, 윤현준, 이경민, 

김수빈, 권용철, 안호근
(엔에이시)이명석, 진용옥

P촉매금-146 (427)
An online monitoring and measurement system of elemental mercury 
from contaminated solis

(대구대)박중호, 김문현, 홍용석

P촉매금-147 (427)
메조포러스 MnO2-CNF 촉매 상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관한 연구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고려대)김민준, 이관영, 서명기

P촉매금-148 (427)
Ru catalyst with promoted zirconia : Enhanced activity and durability 
in dry reforming of methane

(KAIST)황호석, 이현주

P촉매금-149 (428) 균일용매침전법을 이용한 Ba-헥사알루미네트 연소촉매의 제조
(충남대)박지윤, 안승호, 이영우

(지엔티엔에스)정유식

P촉매금-150 (428) DeNOx-SCR 반응을 위한 Cu/제올라이트 촉매의 내황성 연구
(창원대)한종대, (케라)하호정

(재료(연))최준환

P촉매금-151 (428)
Degradation of Phenol by Electro Fenton reaction using stainless steel 
mesh coated with sulfur-modified iron oxide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KIST/홍익대)최윤정, (KIST)Thi May 
Do, 변지영, 김상훈, (홍익대)주재백

P촉매금-152 (428)
Highly active cobalt based catalyst for N2O decomposition in the 
presence of NO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연세대)김민재, 노현석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P촉매금-153 (429) Catalytic N2O decomposition over modified cobalt oxide catalysts
(연세대)김민재, 노현석, (충남대)김혜정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P촉매금-154 (429) A Study of Vanadium leaching effect of Spent RHDM Catalyst
(한서대)나우진, 방종성, 김다혜, 

이해인, 서준영, 문미영,  
박세진, 이선희, 박해경

P촉매금-155 (429)
Improvement of Hydrothermal Stability and NH3-SCR Activity of High 
Silica Cu-UZM-12

(고려대)박순희
(전남대)박진희, 정하나, 조성준

P촉매금-156 (429)
BEA zeolite에 Fe를 이온교환과 함침으로 제조한 촉매의 N2O/NO 환원 
반응 연구

(충남대)전민욱, 이영우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환  경: 10월 21일(금), 15:00~16:30

좌장: 이재우(KAIST) 

P환경금-1 (302) Amelioration of Soil Acidified and Silicate Fertilizer with Fe-Ni Slag
(전남대)최상원, 김은영

(여천고)곽정환, 김형준, 김경욱, 박수홍

P환경금-2 (303)
Characterization and adsorptivity of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adsorbent for removal of reactive dyes 
from aqueous solu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상대)박하늘, 최한아, 원성욱

P환경금-3 (303)
Pd(II) recovery by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from acidic solution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경상대)최한아, 박하늘, 원성욱

P환경금-4 (303) PTFE Membrane 코팅이 여과집진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포항산업과학(연))김정훈, 고대권

(순천대)문일식

P환경금-5 (303)
Polyaniline modified poly(styrene sulfonic acid)-grafted 
poly(vinylidene fluoride) cation exchange membrane for the 
electrodialysis application

(명지대)Thakur Amit Kumar,  
이성풍, 정욱진

P환경금-6 (304)
CNT growth on 3D-rGO and N-doping using microwave for CO2 
adsorption

(성균관대)박범진, 박호석

P환경금-7 (304)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발(III)
(티오이십일)이선우, 신승원, 

배희경, 박현수

P환경금-8 (304)
Technological factors for purifying work environment and antipollution 
of water resources in case of gas excavation using surfactants

(이화여대)박진희, 김동수

P환경금-9 (304)
A study on descriptive plans for reusing wastewater and recycling 
pitch in case of discovering gas

(이화여대)박진희, 김동수

P환경금-10 (305) Ti/IrO2/nano-TiO2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Urine 분해 연구 (나노팩)임청래, 이호석, 윤우석, 이태규

P환경금-11 (305)
하수 슬러지 수열탄화 반응생성물의 고액분리 전.후 및 온도변화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효율 평가

(고등기술(연))양승규, 이은실

P환경금-12 (305) 2차원 나노물질 SnS2 이용한 NO2 가스 센서 개발 및 성능평가
(인하대)김영호, Phan Duy Thach, 

전기준

P환경금-13 (305)
Palladium 나노입자와 TiO2 나노섬유 복합체로 이루어진 수소 센서의 
검지 특성

(인하대)우세아, Phan Duy Thach, 
전기준

P환경금-14 (306)
Grafted network hydrogels based on clay and 2 kind of anionic 
polymer for removal radioactive Strontium-90

(인하대)곽철환, 최상락, 장성찬, 
Krishnan Giribabu, 노창현, 허윤석

P환경금-15 (306)
A new mussel-inspired underwater adhesion mechanism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POSTECH)김상식, 황동수

P환경금-16 (306)
마이크로웨이브 처리를 통한 Degussa P25 TiO2의  손쉬운 저온 표면 
개질과 광촉매 능력 평가

(인하대)한은지, K.Vijayarnagamuthu, 
송문선, 전기준

(서울시립대)오대준, 이형원, 정재훈

P환경금-17 (306)
Studies of non-aqueous vanadium redox flow battery: Charging-
discharging efficiency for Na-β-alumina separator

(순천대)이보열, 문일식

P환경금-18 (307)
Influence of interfering ions in determination of cations and anions 
in spent desulfurized waste for the preparation of NaHCO3

(순천대)최종우, 심재호, 문일식

P환경금-19 (307)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and reduction for enhanced 
removal of NO in an electro-scrubbing

(순천대)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P환경금-20 (307)
Cu1+ generation in bimetallic compound of CuII[NiII(CN)4]:  
Effect of cathode

(순천대)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P환경금-21 (307)
Evaluation of a divided tubular electrochemical reactor with MFI-type 
zeolite membrane through Co3+ homogeneous mediator generation

(순천대)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P환경금-22 (308)
Study the electrochemical redox behavior of Co2+ in PF-

6, CF3SO3
-, 

(CF3SO2)2
- and BF-

4 anion containing RTILs
(순천대)Kannan Karunakaran, 문일식

P환경금-23 (308)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study of [Ni(II)(CN)4]

2- complex 
in the 1-bu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RTIL

(순천대)Kannan Karunakaran, 문일식

P환경금-24 (308)
Electrochemical reduction and characterization study of mediator in 
ionic liquid and water mixture as electrolyte

(순천대)Kannan Karunakaran, 문일식

P환경금-25 (308)
Efficient use of electrogenerated Ni(I)(CN)4

3- in dichloromethane 
removal by semi batch electrolyzer

(순천대)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P환경금-26 (309)
Electro-mineralization of Gaseous CCl4 by Electrogenerated 
Ni(I)(CN)4

3- in an electro-scrubbing
(순천대)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P환경금-27 (309)
TiO2 cathode for selective generation of Cu1+ in CuII[NiII(CN)4] towards 
gaseous CF4 removal in an electro-scrubbing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순천대)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P환경금-28 (309) 방수 개질아스팔트 충전재로서 벤토나이트의 개질특성 
(대구대)임광희, 이은주, 이종훈, 

최재홍, 여성구, 이호선
(페트로산업)윤용근

P환경금-29 (309)
Development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using Bubbling Bed 
Design

(연세대)백준태, 이창하

P환경금-30 (310) 질소가 도핑된 코크기반 활성탄의 이산화탄소 흡착 특성 (고려대)장은지, 이기봉

P환경금-31 (310) 낙엽송 톱밥으로부터 폴리올 및 microcrystalline cellulose 동시제조
(대구대)임광희, 이은주, 권한솔, 

박유진, 김수현, 김정은, (계명대)하기룡

P환경금-32 (310) 산성가스에 의한 활성탄의 표면처리 특성
(고등기술(연))이기쁨, 김석휘, 

김대기, 김 호

P환경금-33 (310)
Degradation of Soman GD Agent on Sands Determined by 31P Solid 
NMR and GC-MS

(국방과학(연))정현숙, 임경찬

P환경금-34 (311) CO2와 제철슬래그를 이용한 무기탄산염 제조 (RIST)손민아, 한건우

P환경금-35 (311) TiO2 나노튜브를 이용한 광화학적 수중오염물질처리 연구
(한양대)조혜경, 김종오 

(충남대)김세원, (KIER)주현규, 윤재경

P환경금-36 (311) 평판형 광반응기를 이용한 복합오염물질의 동시처리 연구
(충남대)김세원, 이광복

(한양대)조혜경, (KIER)주현규, 윤재경

P환경금-37 (311) 아크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폭발성가스 처리 연구 (고등기술(연))홍범의, 최창식,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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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38 (312) 대심도 습식산화 반응기 모델의 성능 영향인자 분석
(한국건설기술(연))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P환경금-39 (312)
대심도 습식 산화 반응 모델과 가압 습식 반응기의 반응 결과 비교 및 
해석

(한국건설기술(연))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P환경금-40 (312)
금속유기골격체의 개질 및 입자 특성 변화에 따른 화학작용제 흡착 및 
분해특성 개선

(국방과학(연))김민건, 류삼곤, 
정은아, 김태범

P환경금-41 (312)
Effect of humidity on the decomposition of sulfur mustard gas by 
reactive nano particles

(국방과학(연))류삼곤, 김민건

P환경금-42 (313)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Characteristics of TiO2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공주대)이서희, 이창용

P환경금-43 (313)
N2O 분해반응을 위한 지지체 첨가 K-doped Co3O4 촉매의 N2O 
반응특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남대)황라현, 박지혜, 정정민, 
백정훈, 이광복

P환경금-44 (313) 굴패각을 이용한 탈황제 특성평가
(고등기술(연))홍범의, 김석휘

(군산대)김강주

Organizer 명단 

10월 19일(수)

구  분 Tutorial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화학공학 기술강좌 미립자 기술의 소재 및 환경 분야 응용 김교선 강원대 101호 13:00~17:30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이기봉 고려대 102호 13:00~17:50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김진수 경희대 103호 13:00~18:00

10월 20일(목)

구  분 심포지엄 및 분야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특별 심포지엄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포스텍 해양바이오 
산업신소재연구단 공동주관]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이동현
백승필

중앙대
고려대

A발표장(201호) 08:30~17:30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주관]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

이영우
한종훈
황성원

충남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인하대
B발표장(205호) 14:00~17:40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주관]
KIChE-SCEJ joint symposium

김도형
이도창

전남대
KAIST

G발표장(102호) 08:50~17:30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자동차 산업과 화학공학

이도창
이민희
황성원
정상문

KAIST
LG하우시스

인하대
충북대

K발표장(106호) 14:00~17:30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

[고분자부문위원회 주관]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김범준
손정곤
이원보

KAIST
KIST

서울대
F발표장(101호) 14:00~17:50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주관]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

최희규 창원대 B발표장(205호) 08:30~11:0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김종남
이기봉

KIER
고려대

I발표장(104호) 14:00~17:20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주관]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이재우 KAIST D발표장(206+207+208호) 09:00~11:00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한은미
김수현
홍수린

전남대
고등기술연구원

차의과학대
K발표장(106호) 09:10~11:00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유창규 경희대 H발표장(103호) 08:30~17:40

분리기술
박영준
한상일

GIST
창원대

I발표장(104호) 08:30~11:05

재  료
나현빈
이도창

명지대
KAIST

J발표장(105호) 09:00~10:50

에너지 환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D발표장(206+207+208호) 14:00~17:30

열역학 김기섭 한국교통대 C발표장(204호) 08:30~11:10
유동층 김성원 한국교통대 E발표장(209+210+211호) 14:00~16:50
이동현상 류원선 홍익대 C발표장(204호) 14:00~17:30

촉매 및 반응공학
서영웅
양오봉

한양대
전북대

L발표장(107+108호) 08:30~16:30

화학공정안전
류영돈
신동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지대

J발표장(105호) 14:00~15:50

포스터 발표 I

고분자
남재욱
방준하
정대성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1층 전시홀

09:00~10:30분리기술
배윤상
전영시

연세대
전남대

이동현상 봉기완 고려대

화학공정안전
김지용
조영도

인천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터 발표 II

미립자공학 최희규 창원대

16:00~17:40

생물화공 이진태 영남대

에너지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열역학 김기섭 한국교통대
유동층 이시훈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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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38 (312) 대심도 습식산화 반응기 모델의 성능 영향인자 분석
(한국건설기술(연))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P환경금-39 (312)
대심도 습식 산화 반응 모델과 가압 습식 반응기의 반응 결과 비교 및 
해석

(한국건설기술(연))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P환경금-40 (312)
금속유기골격체의 개질 및 입자 특성 변화에 따른 화학작용제 흡착 및 
분해특성 개선

(국방과학(연))김민건, 류삼곤, 
정은아, 김태범

P환경금-41 (312)
Effect of humidity on the decomposition of sulfur mustard gas by 
reactive nano particles

(국방과학(연))류삼곤, 김민건

P환경금-42 (313)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Characteristics of TiO2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공주대)이서희, 이창용

P환경금-43 (313)
N2O 분해반응을 위한 지지체 첨가 K-doped Co3O4 촉매의 N2O 
반응특성 (우수 포스터발표상 후보)

(충남대)황라현, 박지혜, 정정민, 
백정훈, 이광복

P환경금-44 (313) 굴패각을 이용한 탈황제 특성평가
(고등기술(연))홍범의, 김석휘

(군산대)김강주

Organizer 명단 

10월 19일(수)

구  분 Tutorial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화학공학 기술강좌 미립자 기술의 소재 및 환경 분야 응용 김교선 강원대 101호 13:00~17:30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이기봉 고려대 102호 13:00~17:50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김진수 경희대 103호 13:00~18:00

10월 20일(목)

구  분 심포지엄 및 분야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특별 심포지엄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포스텍 해양바이오 
산업신소재연구단 공동주관]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이동현
백승필

중앙대
고려대

A발표장(201호) 08:30~17:30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주관]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

이영우
한종훈
황성원

충남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인하대
B발표장(205호) 14:00~17:40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주관]
KIChE-SCEJ joint symposium

김도형
이도창

전남대
KAIST

G발표장(102호) 08:50~17:30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자동차 산업과 화학공학

이도창
이민희
황성원
정상문

KAIST
LG하우시스

인하대
충북대

K발표장(106호) 14:00~17:30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

[고분자부문위원회 주관]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김범준
손정곤
이원보

KAIST
KIST

서울대
F발표장(101호) 14:00~17:50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주관]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

최희규 창원대 B발표장(205호) 08:30~11:0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김종남
이기봉

KIER
고려대

I발표장(104호) 14:00~17:20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주관]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이재우 KAIST D발표장(206+207+208호) 09:00~11:00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한은미
김수현
홍수린

전남대
고등기술연구원

차의과학대
K발표장(106호) 09:10~11:00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유창규 경희대 H발표장(103호) 08:30~17:40

분리기술
박영준
한상일

GIST
창원대

I발표장(104호) 08:30~11:05

재  료
나현빈
이도창

명지대
KAIST

J발표장(105호) 09:00~10:50

에너지 환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D발표장(206+207+208호) 14:00~17:30

열역학 김기섭 한국교통대 C발표장(204호) 08:30~11:10
유동층 김성원 한국교통대 E발표장(209+210+211호) 14:00~16:50
이동현상 류원선 홍익대 C발표장(204호) 14:00~17:30

촉매 및 반응공학
서영웅
양오봉

한양대
전북대

L발표장(107+108호) 08:30~16:30

화학공정안전
류영돈
신동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지대

J발표장(105호) 14:00~15:50

포스터 발표 I

고분자
남재욱
방준하
정대성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1층 전시홀

09:00~10:30분리기술
배윤상
전영시

연세대
전남대

이동현상 봉기완 고려대

화학공정안전
김지용
조영도

인천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터 발표 II

미립자공학 최희규 창원대

16:00~17:40

생물화공 이진태 영남대

에너지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열역학 김기섭 한국교통대
유동층 이시훈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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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명단 

10월 21일(금)

구  분 심포지엄 및 분야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

[공업화학부문위원회 주관]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장동진 인제대 K발표장(106호) 09:00~12:0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주관]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윤여홍 시스플러스텍 H발표장(103호) 09:00~11:4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김종남
서유택

KIER
서울대

I발표장(104호) 13:00~16:20

[유동층부문위원회 주관]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이동현 성균관대 E발표장(209+210+211호) 09:00~11:45

[이동현상부문위원회, 미세유체응용화학 연구단 공동주관]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전명석
김동표

KIST
POSTECH

G발표장(102호) 09:10~17:00

[재료부문위원회 주관]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이원규 강원대 I발표장(104호) 09:00~12:00

[촉매부문위원회 주관]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전종기
박은덕

공주대
아주대

L발표장(107+108호) 09:00~12:25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 공동주관]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이근원 KOSHA L발표장(107+108호) 13:00~17:00

업무위원회
[전문대학위원회 주관]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박영해 영남이공대 B발표장(205호) 10:00~12:00

기타 심포지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화학공정소재 
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

장동규 KEIT F발표장(101호) 13:00~17:00

[여성위원회,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동주관]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

홍수린 차의과학대 K발표장(106호) 13:00~16:20

화학공학 및 유사학과 학과장 모임 박윤국 홍익대 E발표장(209+210+211호) 12:00~13:00

구두발표

고분자

권인찬
문준혁
이정현
차상호

GIST
서강대
고려대
경기대

F발표장(101호) 09:30~12:05

공정시스템 유창규 경희대 H발표장(103호) 13:00~14:30

생물화공 최유성 충남대 C발표장(204호) 09:00~11:58

에너지 환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D발표장(206+207+208호) 09:00~14:30

재  료
나현빈
이도창

명지대
KAIST

J발표장(105호) 09:30~15:30

포스터 발표 III
공정시스템

김지용
박명준

인천대
아주대

1층 전시홀

09:00~11:00
재  료

김지현
이진우

고려대
POSTECH

포스터 발표 IV

공업화학
박정훈
송민정

동국대
경기대

15:00~16:30촉매 및 반응공학
김지만
나현빈

성균관대
명지대

환  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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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명단 

10월 21일(금)

구  분 심포지엄 및 분야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

[공업화학부문위원회 주관]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장동진 인제대 K발표장(106호) 09:00~12:0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주관]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윤여홍 시스플러스텍 H발표장(103호) 09:00~11:4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김종남
서유택

KIER
서울대

I발표장(104호) 13:00~16:20

[유동층부문위원회 주관]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이동현 성균관대 E발표장(209+210+211호) 09:00~11:45

[이동현상부문위원회, 미세유체응용화학 연구단 공동주관]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전명석
김동표

KIST
POSTECH

G발표장(102호) 09:10~17:00

[재료부문위원회 주관]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이원규 강원대 I발표장(104호) 09:00~12:00

[촉매부문위원회 주관]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전종기
박은덕

공주대
아주대

L발표장(107+108호) 09:00~12:25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 공동주관]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이근원 KOSHA L발표장(107+108호) 13:00~17:00

업무위원회
[전문대학위원회 주관]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박영해 영남이공대 B발표장(205호) 10:00~12:00

기타 심포지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연계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화학공정소재 
분야) 2016년 신규과제 진도점검

장동규 KEIT F발표장(101호) 13:00~17:00

[여성위원회,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동주관]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

홍수린 차의과학대 K발표장(106호) 13:00~16:20

화학공학 및 유사학과 학과장 모임 박윤국 홍익대 E발표장(209+210+211호) 12:00~13:00

구두발표

고분자

권인찬
문준혁
이정현
차상호

GIST
서강대
고려대
경기대

F발표장(101호) 09:30~12:05

공정시스템 유창규 경희대 H발표장(103호) 13:00~14:30

생물화공 최유성 충남대 C발표장(204호) 09:00~11:58

에너지 환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D발표장(206+207+208호) 09:00~14:30

재  료
나현빈
이도창

명지대
KAIST

J발표장(105호) 09:30~15:30

포스터 발표 III
공정시스템

김지용
박명준

인천대
아주대

1층 전시홀

09:00~11:00
재  료

김지현
이진우

고려대
POSTECH

포스터 발표 IV

공업화학
박정훈
송민정

동국대
경기대

15:00~16:30촉매 및 반응공학
김지만
나현빈

성균관대
명지대

환  경
박영권
유태경

서울시립대
경희대

Chairman 명단 

성  명 소  속 개최일 시  간 발표장 심포지엄 및 분야
강태욱 서강대 10월 21일(금) 09:30~12:05 F발표장(101호) 구두발표: 고분자
고강석 KIER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유동층
고대호 GS건설 10월 21일(금) 13:00~14:3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I
곽근재 KRICT 10월 20일(목) 14:00~15:4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
권인찬 GIST 10월 21일(금) 09:30~12:05 F발표장(101호) 구두발표: 고분자
김교선 강원대 10월 19일(수) 13:00~17:30 101호 화학공학 기술강좌: 미립자 기술의 소재 및 환경 분야 응용

김기섭 한국교통대
10월 20일(목) 08:30~11:1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열역학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열역학

김동표 POSTECH 10월 21일(금) 09:10~10:35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김문일 가천대 10월 21일(금) 09:00~11:58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김민찬 제주대 10월 20일(목) 14:00~17:3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이동현상
김범준 KAIST 10월 20일(목) 15:50~17:3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
김성원 한국교통대 10월 20일(목) 14:00~16:50 E발표장(209+210+211호) 구두발표: 유동층
김재혁 부산대 10월 21일(금) 10:30~12:0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II: 학생 구두발표

김종남 KIER 10월 20일(목) 14:00~15:3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 
(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김종학 연세대 10월 19일(수) 15:30~18:00 103호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김지용 인천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화학공정안전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공정시스템 
10월 21일(금) 13:00~14:3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I

김진수 경희대 10월 19일(수) 13:00~15:00 103호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남재욱 성균관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이동현상
류영돈 한국가스안전공사 10월 20일(목) 14:00~15:5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류원선 홍익대 10월 20일(목) 14:00~17:3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이동현상
류원희 숙명여대 10월 21일(금) 09:30~12:0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I
류준형 동국대 10월 20일(목) 14:00~17:4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
류호정 KIER 10월 20일(목) 14:00~16:50 E발표장(209+210+211호) 구두발표: 유동층
문준혁 서강대 10월 20일(목) 14:00~17:30 G발표장(102호) 특별 심포지엄: KIChE-SCEJ joint symposium
박명준 아주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공정시스템
박범준 경희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고분자
박영권 서울시립대 10월 21일(금) 13:00~14:3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II
박영준 GIST 10월 20일(목) 08:30~11:05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분리기술

박영해 영남이공대 10월 21일(금) 10:00~12:00 B발표장(205호)
화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박용일 전남대 10월 20일(목) 09:00~11:1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
박은덕 아주대 10월 21일(금) 09:00~12:25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박정훈 동국대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공업화학
방석호 성균관대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에너지

배윤상 연세대
10월 19일(수) 15:20~17:50 102호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분리기술

백승필 고려대 10월 20일(목) 14:00~15:40 A발표장(201호)
특별 심포지엄: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백태종 중앙대 10월 20일(목) 09:00~11:1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

봉기완 고려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이동현상

10월 21일(금) 15:20~17:00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서양곤 경상대 10월 20일(목) 15:50~17:2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기후변화 대응 분리기술 심포지엄 
(김성현 교수 정년 기념)

서용원 UNIST
10월 20일(목) 08:30~11:1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열역학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열역학

서유택 서울대 10월 21일(금) 14:50~16:2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서형기 전북대 10월 21일(금) 09:30~12:0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I
성수환 경북대 10월 20일(목) 08:30~11:0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

손정곤 KIST 10월 20일(목) 14:00~17:50 F발표장(101호)
주제별 심포지엄: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송민정 경기대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공업화학
신동일 명지대 10월 20일(목) 14:00~15:5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심태섭 아주대

10월 21일(금) 13:30~15:3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II
안상현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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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명단 

성  명 소  속 개최일 시  간 발표장 심포지엄 및 분야
유창규 경희대 10월 20일(목) 14:00~17:4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
유태경 경희대 10월 21일(금) 09:00~10:2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I: 학생 구두발표
유필진 성균관대 10월 20일(목) 08:50~11:00 G발표장(102호) 특별 심포지엄: KIChE-SCEJ joint symposium
윤성훈 중앙대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촉매 및 반응공학
윤여홍 시스플러스텍 10월 21일(금) 09:00~11:40 H발표장(103호) 주제별 심포지엄: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윤용주 POSTECH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이근원 KOSHA 10월 21일(금) 13:30~17:00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이기봉 고려대 10월 19일(수) 13:00~15:00 102호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이동현 성균관대 10월 21일(금) 09:00~11:45 E발표장(209+210+211호)
주제별 심포지엄: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이동현 중앙대 10월 20일(목) 08:30~11:00 A발표장(201호)
특별 심포지엄: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이시훈 전북대 10월 20일(목) 14:00~16:50 E발표장(209+210+211호) 구두발표: 유동층

이원규 강원대 10월 21일(금) 09:00~12:0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이원보 서울대 10월 20일(목) 14:00~17:50 F발표장(101호)
주제별 심포지엄: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이원희 KIER
10월 20일(목) 08:30~11:1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열역학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열역학

이은도 KITECH 10월 20일(목) 14: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유동층
이재우 KAIST 10월 21일(목)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환 경

이재형 KAIST 10월 20일(목) 09:00~11:00 D발표장(206+207+208호)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이정현 고려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고분자
이진우 POSTECH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촉매 및 반응공학
이진태 영남대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II: 생물화공
이창수 충남대 10월 20일(목) 11:50~12:30 A발표장(201호) Plenary Talk: Creative Leadership
이현주 KAIST 10월 20일(목) 14:00~16:3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임도진 부경대 10월 20일(목) 14:00~17:3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이동현상

임성갑 KAIST 10월 21일(금) 13:40~15:20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장수환 단국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전영시 전남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분리기술
전종기 공주대 10월 21일(금) 09:00~12:25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정상문 충북대 10월 20일(목) 14:00~17:30 K발표장(106호) 특별 심포지엄: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정지훈 경기대 10월 21일(금) 09:00~12:00 K발표장(106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화학공정안전
10월 21일(금) 13:30~17:00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조영상 한국산업기술대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미립자공학
주   진 경북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주상훈 UNIST 10월 20일(목) 08:30~11:0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

최낙원 KIST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이동현상

10월 21일(금) 10:35~12:00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최유성 충남대 10월 21일(금) 09:00~11:58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최인희 서울시립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최정규 고려대 10월 20일(목) 08:30~11:0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

최희규 창원대 10월 20일(목) 08:30~11:00 B발표장(205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

하정명 KIST 10월 20일(목) 14:00~16:3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한상일 창원대  10월 20일(목) 08:30~11:05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분리기술
한은미 전남대 10월 20일(목) 09:10~11:00 K발표장(106호)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한지훈 전북대 10월 20일(목) 08:30~11:0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

홍수린 차의과학대 10월 21일(금) 13:00~16:20 K발표장(106호)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 

황성원 인하대
10월 20일(목) 14:00~17:30 K발표장(106호) 특별 심포지엄: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10월 21일(금) 13:00~14:3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Toshiyuki 
Kanamori

AIST 10월 20일(목) 15:50~17:30 A발표장(201호)
특별 심포지엄: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학회상 수상자

	

공로상

강인구

(전) 코리아오일터미널 

** 학력 및 경력 ** 
1977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77~1980	 대우엔지니어링	화학플랜트부	사원

1980~1984	 대우	석유	사업부	대리

1984~1994	 대우	U.K.	Commodity	Trading	담당	부장	

1994~1998	 대우	Oil	&	Gas	Team	담당	임원

1999	 대우	자원본부장

2000~2005	 이수화학	영업본부장

2006~2013	 이수화학	대표이사

2014~2016	 Korea	Oil	Terminal	Co.,	Ltd.	대표이사

2010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2011	 한국화학공학회	제42대	회장

2013~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수상배경 ** 
제42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함.

공로상

이승종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74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2	 University	of	Delaware	화학공학과	박사

1984~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01~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06~2007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장

2007	 한국유변학회	회장

2008~2009	 한국과학재단/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본부장

2010~2011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2011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2012	 한국화학공학회	제43대	회장

2012~2013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014~현	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6~현	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

** 주요 연구분야 **
유변학,	고분자가공,	모델링	및	수치모사,	화공유체역학

** 수상배경 ** 
제43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WCCE9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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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명단 

성  명 소  속 개최일 시  간 발표장 심포지엄 및 분야
유창규 경희대 10월 20일(목) 14:00~17:4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
유태경 경희대 10월 21일(금) 09:00~10:2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I: 학생 구두발표
유필진 성균관대 10월 20일(목) 08:50~11:00 G발표장(102호) 특별 심포지엄: KIChE-SCEJ joint symposium
윤성훈 중앙대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촉매 및 반응공학
윤여홍 시스플러스텍 10월 21일(금) 09:00~11:40 H발표장(103호) 주제별 심포지엄: 차세대 IT 응용 심포지엄
윤용주 POSTECH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이근원 KOSHA 10월 21일(금) 13:30~17:00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이기봉 고려대 10월 19일(수) 13:00~15:00 102호 화학공학자 입문 집중 강의: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이동현 성균관대 10월 21일(금) 09:00~11:45 E발표장(209+210+211호)
주제별 심포지엄: 유동층 반응기의 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 
심포지엄

이동현 중앙대 10월 20일(목) 08:30~11:00 A발표장(201호)
특별 심포지엄: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이시훈 전북대 10월 20일(목) 14:00~16:50 E발표장(209+210+211호) 구두발표: 유동층

이원규 강원대 10월 21일(금) 09:00~12:0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우성일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첨단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최신동향

이원보 서울대 10월 20일(목) 14:00~17:50 F발표장(101호)
주제별 심포지엄: Polymer symposium for future industrial 
application

이원희 KIER
10월 20일(목) 08:30~11:1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열역학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열역학

이은도 KITECH 10월 20일(목) 14: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유동층
이재우 KAIST 10월 21일(목)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환 경

이재형 KAIST 10월 20일(목) 09:00~11:00 D발표장(206+207+208호)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이정현 고려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고분자
이진우 POSTECH 10월 21일(금)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V: 촉매 및 반응공학
이진태 영남대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II: 생물화공
이창수 충남대 10월 20일(목) 11:50~12:30 A발표장(201호) Plenary Talk: Creative Leadership
이현주 KAIST 10월 20일(목) 14:00~16:3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임도진 부경대 10월 20일(목) 14:00~17:3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이동현상

임성갑 KAIST 10월 21일(금) 13:40~15:20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장수환 단국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전영시 전남대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분리기술
전종기 공주대 10월 21일(금) 09:00~12:25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화학 촉매 심포지엄
정상문 충북대 10월 20일(목) 14:00~17:30 K발표장(106호) 특별 심포지엄: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정지훈 경기대 10월 21일(금) 09:00~12:00 K발표장(106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13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화학공정안전
10월 21일(금) 13:30~17:00 L발표장(107+1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실험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

조영상 한국산업기술대 10월 20일(목)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 미립자공학
주   진 경북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주상훈 UNIST 10월 20일(목) 08:30~11:0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

최낙원 KIST
10월 20일(목)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 이동현상

10월 21일(금) 10:35~12:00 G발표장(102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혁신형 공정을 위한 미세유체/
나노유체공학 심포지엄 

최유성 충남대 10월 21일(금) 09:00~11:58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최인희 서울시립대 10월 21일(금)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 재 료
최정규 고려대 10월 20일(목) 08:30~11:0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

최희규 창원대 10월 20일(목) 08:30~11:00 B발표장(205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 분체기술관련 산.학.연.관 협력연구  
심포지엄

하정명 KIST 10월 20일(목) 14:00~16:30 L발표장(107+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한상일 창원대  10월 20일(목) 08:30~11:05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분리기술
한은미 전남대 10월 20일(목) 09:10~11:00 K발표장(106호)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한지훈 전북대 10월 20일(목) 08:30~11:00 H발표장(103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

홍수린 차의과학대 10월 21일(금) 13:00~16:20 K발표장(106호)
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 

황성원 인하대
10월 20일(목) 14:00~17:30 K발표장(106호) 특별 심포지엄: 제13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10월 21일(금) 13:00~14:30 I발표장(1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5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Toshiyuki 
Kanamori

AIST 10월 20일(목) 15:50~17:30 A발표장(201호)
특별 심포지엄: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학회상 수상자

	

공로상

강인구

(전) 코리아오일터미널 

** 학력 및 경력 ** 
1977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77~1980	 대우엔지니어링	화학플랜트부	사원

1980~1984	 대우	석유	사업부	대리

1984~1994	 대우	U.K.	Commodity	Trading	담당	부장	

1994~1998	 대우	Oil	&	Gas	Team	담당	임원

1999	 대우	자원본부장

2000~2005	 이수화학	영업본부장

2006~2013	 이수화학	대표이사

2014~2016	 Korea	Oil	Terminal	Co.,	Ltd.	대표이사

2010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2011	 한국화학공학회	제42대	회장

2013~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수상배경 ** 
제42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함.

공로상

이승종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74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2	 University	of	Delaware	화학공학과	박사

1984~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01~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06~2007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장

2007	 한국유변학회	회장

2008~2009	 한국과학재단/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본부장

2010~2011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2011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2012	 한국화학공학회	제43대	회장

2012~2013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014~현	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6~현	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

** 주요 연구분야 **
유변학,	고분자가공,	모델링	및	수치모사,	화공유체역학

** 수상배경 ** 
제43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WCCE9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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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송기창

건양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3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5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8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0	 스위스	취리히공대	방문교수

1992~현	재	 건양대학교	화공생명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기능성	코팅제,	의료용	신소재,	나노입자	

** 수상배경 ** 
학회의	국문지	및	영문지에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함.	

기술상 

김태진

SK이노베이션

** 학력 및 경력 ** 
1991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3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95	 유공	입사

2013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	재	 SK이노베이션	촉매Lab장

** 주요 연구분야 **

정유,	석유화학	촉매	개발	및	상업화	연구

** 수상배경 ** 
지난	20년간	정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촉매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초의	윤활기유	탈왁스	촉매	

상업화	등	다수의	독자적인	촉매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	촉매	기술의	자립에	기여함.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학력 및 경력 **
1978~1982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3~1985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0~1994	 Lehigh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	

1985~현	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후변화연구본부장	

2005~현	재		 국제기구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한국기술그룹대표	

** 주요 연구분야 ** 
건식	CO2	포집공정개발,	합성가스정제,	유동층연소	및	공정제어

** 수상배경 ** 
화학공학	분야에서	교육	업적이	우수하고,	화학공학	후속	세대	교육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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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송기창

건양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3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5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8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0	 스위스	취리히공대	방문교수

1992~현	재	 건양대학교	화공생명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기능성	코팅제,	의료용	신소재,	나노입자	

** 수상배경 ** 
학회의	국문지	및	영문지에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함.	

기술상 

김태진

SK이노베이션

** 학력 및 경력 ** 
1991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3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95	 유공	입사

2013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	재	 SK이노베이션	촉매Lab장

** 주요 연구분야 **

정유,	석유화학	촉매	개발	및	상업화	연구

** 수상배경 ** 
지난	20년간	정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촉매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초의	윤활기유	탈왁스	촉매	

상업화	등	다수의	독자적인	촉매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	촉매	기술의	자립에	기여함.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학력 및 경력 **
1978~1982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3~1985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0~1994	 Lehigh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	

1985~현	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후변화연구본부장	

2005~현	재		 국제기구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한국기술그룹대표	

** 주요 연구분야 ** 
건식	CO2	포집공정개발,	합성가스정제,	유동층연소	및	공정제어

** 수상배경 ** 
화학공학	분야에서	교육	업적이	우수하고,	화학공학	후속	세대	교육에	기여함.	

범석논문상

김주민

아주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5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7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1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박사

2001~2003	 LG전자	DD(연)	선임연구원

2005~2007	 MIT	화학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2008~현	재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유변학,	미세유체공학,	고분자	물리,	전산수치모사를	활용한	고분자	물리	및	점탄성유동	해석연구	

** 수상배경 ** 
학회의	영문지에	발표한	논문	 “Kinematic	 analyses	 of	 a	 cross-slot	microchannel	 applicable	 to	 cell	

deformability	measurement	under	inertial	or	viscoelastic	flow”의	학술적	우수성이	매우	큼.

심강논문상

정영민

군산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7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9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박사

2004~2012	 SK이노베이션

2009	 유트렉대학교	방문연구원

2012~현	재	 군산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부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정유·석유화학	촉매,	산화반응	촉매,	실시간	촉매	특성분석

** 수상배경 ** 
학회의	국문지에	발표한	논문	“고분자	전해질	다층박막을	이용한	과산화수소	직접제조	반응	중	활성금속	

용출	억제	방법”의	학술적	우수성이	매우	큼.

석명우수화공인상

이재우

한국과학기술원

** 학력 및 경력 ** 
1990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00	 Carnegie	Mellon	Univeristy	화학공학과	박사

2000~2001	 Alexander	von	Humboldt	Fellow

2001~2012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부교수/교수

2012~현	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과장

** 주요 연구분야 **
CO2	conversion,	Natural	gas	reforming,	Gas	hydrate	clathrate,	Process	intensification,	Energy-efficient	

design

** 수상배경 ** 
다수의	우수한	학술적	업적과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국내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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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당교육상

신형식

전북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73~1979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79	 호남석유화학㈜	사원

1979~1984	 Cornell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

1985~1988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2002~2004	 한국과학재단	화학화공소재	전문위원	

2012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부회장	

2014~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 주요 연구분야 **
표면과학,	반도체공정,	에너지재료	개발

** 수상배경 **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학교육	개선,	화학공학	교육	관련	각종	저서	저술,	우수인력의	

화학공학	분야	유치,	우수	화학공학	인력	육성	등	우리나라의	공학교육과	화학공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		

윤창구상

민광기

㈜이씨마이너

** 학력 및 경력 **
199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6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3~현	재	 ㈜이씨마이너	대표이사	

** 주요 연구분야 **
자동제어	및	인공지능/통계,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SW	개발/지능형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	

시스템	개발

** 수상배경 ** 
국내	최초로	데이터마이닝	 SW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화학공정을	포함한	제조산업부문에	적용하여	

품질향상,	에너지절감,	그리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박선원 학술상

한종훈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8~1994	 MIT	화학공학과	박사

2004~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11~20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사

2011~2015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협회	운영위원장

2014	 한국화학공학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장

2015~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위원	

2014~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소장

** 주요 연구분야 ** 
공정	설계,	제어	및	최적화,	인공지능	응용

** 수상배경 ** 
본	학회	국문지와	영문지,	그리고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공정분야에	관한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화학공학	전공	서적을	집필하여	화학공학	및	공정산업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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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당교육상

신형식

전북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73~1979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79	 호남석유화학㈜	사원

1979~1984	 Cornell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

1985~1988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2002~2004	 한국과학재단	화학화공소재	전문위원	

2012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부회장	

2014~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 주요 연구분야 **
표면과학,	반도체공정,	에너지재료	개발

** 수상배경 **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학교육	개선,	화학공학	교육	관련	각종	저서	저술,	우수인력의	

화학공학	분야	유치,	우수	화학공학	인력	육성	등	우리나라의	공학교육과	화학공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		

윤창구상

민광기

㈜이씨마이너

** 학력 및 경력 **
199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6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3~현	재	 ㈜이씨마이너	대표이사	

** 주요 연구분야 **
자동제어	및	인공지능/통계,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SW	개발/지능형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	

시스템	개발

** 수상배경 ** 
국내	최초로	데이터마이닝	 SW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화학공정을	포함한	제조산업부문에	적용하여	

품질향상,	에너지절감,	그리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박선원 학술상

한종훈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8~1994	 MIT	화학공학과	박사

2004~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11~20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사

2011~2015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협회	운영위원장

2014	 한국화학공학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장

2015~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위원	

2014~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소장

** 주요 연구분야 ** 
공정	설계,	제어	및	최적화,	인공지능	응용

** 수상배경 ** 
본	학회	국문지와	영문지,	그리고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공정분야에	관한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화학공학	전공	서적을	집필하여	화학공학	및	공정산업	발전에	기여함.

양정생물화공상

조무환

영남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74~1978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78~198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84~1988	 Rutgers	University	생물화학공학과	박사

1984~현	재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7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장(YABEC2007	조직위원장)

2012~2013	 한국생물공학회	감사

** 주요 연구분야 ** 
생물환경공학,	나노융합	생물전기화학공정,	미생물연료전지

** 수상배경 ** 
생물화공	분야에서	성취한	뛰어난	업적과	본	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발전에	기여함.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교육부문)

안경현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1~1986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6~1991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박사

1991~1994	 포스트닥(위스콘신대,	일본	교토대)	

1994~2000	 제일모직	화성연구소	선임/책임연구원

2000~2004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연구교수

2004~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복잡유체의	이동현상,	유변학,	고분자가공

** 수상배경 ** 
이동현상부문	교육에	힘써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화학공학	및	이동현상	발전에	기여함.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학술부문)

윤도영

광운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2~1986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6~1988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88~1990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1991~1993	 University	of	Florida	화학공학과	Post-Doc.

2003~2008	 광운대학교	산학연센터	센터장

2009~2012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Visiting	Scholar

2012~2014	 미공군연구소(AFIT)/University	of	Toledo/광운대학교	CRADA	공동연구	한국측대표

1993~현	재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전달현상/단위조작,	전기화학/센서디바이스,	3D	CFD	및	신호처리

** 수상배경 ** 
이동현상부문에	관한	우수한	학술	논문들을	발표하여	화학공학	및	이동현상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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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이용시

출발지 진입 톨게이트 시내 이동경로 소요시간 

서울방면
북대전 T.G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T.G 빠져나와 좌회전(한국원자력연구소 사거리) → 대덕컨벤션센터 삼거리에서 

우회전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좌회전 → DCC
약 10분 

광주방면
유성 T.G

(호남고속도로)
유성 T.G 빠져나와 우회전(월드컵경기장) 후 바로 다음사거리에서 우회전 → 지하차도 

진입하지말고 직진 → 충남대 정문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직진 → DCC
약 20분 

부산방면
대전 T.G

(경부고속도로)
대전 T.G → 중리동 4거리→ 오정동농수산시장 → 둔산대교 → DCC 약 40분 

▶ 기차 이용시

기차노선 DCC까지 교통 및 소요시간

대전역(경부선) 택시 소요시간 - 약 20분(요금: 약 6,000원), 버스 소요시간 - 약 30분(705번)

서대전역(호남선) 택시 소요시간 - 약 35분

▶ 고속버스 이용시

도착지 대전, 대전 청사(DCC와 가장 근접)

버스이용 대전청사: 911번(소요시간 약 15분)

택시이용 대전 - 약 25분(요금: 약 5,500원), 대전 청사 - 약 10분(요금: 약 2,500원)

▶ 시내버스 이용시

버스번호  노 선 도 배차간격

121
탑립-대덕특구체육공원입구-문지삼거리-대전컨벤션센터-한국과학기술원-충남대학교-현충원역-하기중학교-

한화석유화학연구소-LG생활건강/기술연구-하기동-노은역-유성시외버스정류장-궁동-국립중앙과학관-문지삼거리-
K_water교육원/LH연구원 

22분

618
대전대학교종점-가오고등학교-가오주공아파트-부사네거리-홀트아동복지회관-서대전네거리역-개나리아파트-

정부대전청사서문-대전컨벤션센터-을지대학병원-용문동주민센터-센트럴파크-테미고개-대전방송-은어송마을5단지-판암동성당 
22분

705
신탄진-신탄진역-크라운제과-관평중학교-전민동구종점-대전컨벤션센터-이마트-보라삼거리-삼성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아이빌딩-MBC문화방송-탑립1통-대덕밸리용신교-대덕경찰서-남경마을
14분 

911
자운동종점-한화석유화학연구소-궁동네거리-갑천역-둔산여자고등학교-한가람아파트-샘머리아파트-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아트홀-한밭초등학교-시청/교육청-황실타운아파트-유성고속터미널-담배인삼연구소-대덕대학-육군지형정보단-공병대
19분 

대전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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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이용시

출발지 진입 톨게이트 시내 이동경로 소요시간 

서울방면
북대전 T.G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T.G 빠져나와 좌회전(한국원자력연구소 사거리) → 대덕컨벤션센터 삼거리에서 

우회전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좌회전 → DCC
약 10분 

광주방면
유성 T.G

(호남고속도로)
유성 T.G 빠져나와 우회전(월드컵경기장) 후 바로 다음사거리에서 우회전 → 지하차도 

진입하지말고 직진 → 충남대 정문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직진 → DCC
약 20분 

부산방면
대전 T.G

(경부고속도로)
대전 T.G → 중리동 4거리→ 오정동농수산시장 → 둔산대교 → DCC 약 40분 

▶ 기차 이용시

기차노선 DCC까지 교통 및 소요시간

대전역(경부선) 택시 소요시간 - 약 20분(요금: 약 6,000원), 버스 소요시간 - 약 30분(705번)

서대전역(호남선) 택시 소요시간 - 약 35분

▶ 고속버스 이용시

도착지 대전, 대전 청사(DCC와 가장 근접)

버스이용 대전청사: 911번(소요시간 약 15분)

택시이용 대전 - 약 25분(요금: 약 5,500원), 대전 청사 - 약 10분(요금: 약 2,500원)

▶ 시내버스 이용시

버스번호  노 선 도 배차간격

121
탑립-대덕특구체육공원입구-문지삼거리-대전컨벤션센터-한국과학기술원-충남대학교-현충원역-하기중학교-

한화석유화학연구소-LG생활건강/기술연구-하기동-노은역-유성시외버스정류장-궁동-국립중앙과학관-문지삼거리-
K_water교육원/LH연구원 

22분

618
대전대학교종점-가오고등학교-가오주공아파트-부사네거리-홀트아동복지회관-서대전네거리역-개나리아파트-

정부대전청사서문-대전컨벤션센터-을지대학병원-용문동주민센터-센트럴파크-테미고개-대전방송-은어송마을5단지-판암동성당 
22분

705
신탄진-신탄진역-크라운제과-관평중학교-전민동구종점-대전컨벤션센터-이마트-보라삼거리-삼성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아이빌딩-MBC문화방송-탑립1통-대덕밸리용신교-대덕경찰서-남경마을
14분 

911
자운동종점-한화석유화학연구소-궁동네거리-갑천역-둔산여자고등학교-한가람아파트-샘머리아파트-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아트홀-한밭초등학교-시청/교육청-황실타운아파트-유성고속터미널-담배인삼연구소-대덕대학-육군지형정보단-공병대
19분 

대전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본부 호텔 / 평의원회의 장소

호텔명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 연락처 

롯데시티호텔 대전 도보 5분 312

할인가격:
스탠다드 싱글/트윈:143,000원  

(세금포함, 조식불포함)
1인 조식 비용: 18,400원(세금포함) 

예약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gdaejeon@lotte.net)로 송부

☎ 042-333-1000

  주변 호텔

호텔명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세금, 봉사료 포함) 연락처 

레전드호텔 차량 이용시 12분 75 더블/트윈/온돌: 90,000원 042-229-8000

유성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191 더블/트윈: 110,000원 042-820-0617 

호텔리베라 차량 이용시 15분 174
스탠다드 더블/트윈: 121,000원(세금포함가) 
1인 조식: 18,000원

042-823-2111

호텔아드리아 차량 이용시 15분 80 96,800원 042-828-3636

호텔인터시티 차량 이용시 15분 220 더블/트윈/온돌: 127,050원 042-600-6006 

B-Station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59 트윈: 66,000원 042-719-8000 

※ 예약 안내사항 :   한국화학공학회 할인 가격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예약하실 때 ‘한국화학공학회 행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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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경원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505호
Tel: 031-706-2886 / Fax: 031-706-2887
Homepage: http://www.kw-tech.co.kr 
E-mail: with0928@kw-tech.co.kr

Barracuda, EnSight, Simerics, PumpLinx, K-Speed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Tel: 042-865-3588 / Fax: 042-865-3559
Homepage: http://www.nfec.go.kr
E-mail: nfec@nfec.go.kr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개

㈜단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50
Tel: 042-934-2456 / Fax: 042-934-2450
Homepage: http://www.dandan21.com
E-mail: dandan@dandan21.com 

세라믹소결제품 및 세라믹코팅

대화테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181번길  7
Tel: 031-339-0924
Homepage: http://www.daewhatech.com
E-mail: dae_wha@naver.com

Paste Mixer, 3-Roll Mill

㈜렉소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35, 유성빌딩 6층
Tel: 02-2664-1764 / Fax: 02-2664-1767
Homepage: http://www.rexo.co.kr
E-mail: parkhy@rexo.co.kr

고온 고압 반응기 및 컨트롤 시스템

롯데케미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롯데타워
Tel: 02-829-4114 / Fax: 02-843-1010
Homepage: http://www.lottechem.com
E-mail: rnd@lottechem.com

기업홍보/채용상담

㈜밥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A-202
Tel: 02-406-5254 / Fax: 02-408-5254
Homepage: http://bobtd.com
E-mail: admin@bobtd.com

고압 균질기, 점도계, Planetary Mixer 

 ㈜브이티아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5가길 12
Tel: 02-3664-7263 / Fax: 02-3664-7264
Homepage: http://www.vti-glovebox.co.kr
E-mail: sjkim@vti-glovebox.co.kr

Glovebox gas purification system

삼인싸이언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4로 48번길 27
Tel: 02-2163-8940 / Fax: 02-2163-8942
Homepage: http://www.saminsci.com
E-mail: hjpark@saminsci.com

이동형 국소배기장치, 폐액통 안전케이스

㈜서울데이타시스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59 하나KEB빌딩 3층
Tel: 02-2649-9345 / Fax: 02-2643-6105 
Homepage: http://www.esds.co.kr
E-mail: seongbong.seo@esds.co.kr

플랜트 및 배관 소프트웨어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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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경원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505호
Tel: 031-706-2886 / Fax: 031-706-2887
Homepage: http://www.kw-tech.co.kr 
E-mail: with0928@kw-tech.co.kr

Barracuda, EnSight, Simerics, PumpLinx, K-Speed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Tel: 042-865-3588 / Fax: 042-865-3559
Homepage: http://www.nfec.go.kr
E-mail: nfec@nfec.go.kr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개

㈜단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50
Tel: 042-934-2456 / Fax: 042-934-2450
Homepage: http://www.dandan21.com
E-mail: dandan@dandan21.com 

세라믹소결제품 및 세라믹코팅

대화테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181번길  7
Tel: 031-339-0924
Homepage: http://www.daewhatech.com
E-mail: dae_wha@naver.com

Paste Mixer, 3-Roll Mill

㈜렉소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35, 유성빌딩 6층
Tel: 02-2664-1764 / Fax: 02-2664-1767
Homepage: http://www.rexo.co.kr
E-mail: parkhy@rexo.co.kr

고온 고압 반응기 및 컨트롤 시스템

롯데케미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롯데타워
Tel: 02-829-4114 / Fax: 02-843-1010
Homepage: http://www.lottechem.com
E-mail: rnd@lottechem.com

기업홍보/채용상담

㈜밥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A-202
Tel: 02-406-5254 / Fax: 02-408-5254
Homepage: http://bobtd.com
E-mail: admin@bobtd.com

고압 균질기, 점도계, Planetary Mixer 

 ㈜브이티아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5가길 12
Tel: 02-3664-7263 / Fax: 02-3664-7264
Homepage: http://www.vti-glovebox.co.kr
E-mail: sjkim@vti-glovebox.co.kr

Glovebox gas purification system

삼인싸이언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4로 48번길 27
Tel: 02-2163-8940 / Fax: 02-2163-8942
Homepage: http://www.saminsci.com
E-mail: hjpark@saminsci.com

이동형 국소배기장치, 폐액통 안전케이스

㈜서울데이타시스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59 하나KEB빌딩 3층
Tel: 02-2649-9345 / Fax: 02-2643-6105 
Homepage: http://www.esds.co.kr
E-mail: seongbong.seo@esds.co.kr

플랜트 및 배관 소프트웨어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솔텍트레이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08, 코바빌딩 5층
Tel: 02-2043-1957/ Fax: 02-2043-1959
Homepage: http://www.soletek.co.kr
E-mail: info@soletek.co.kr 

BET 비표면적 분석기, 기체 흡착 분석기 
(가스, 혼합가스, 증기, 고압, QCM),  
촉매 특성 분석기(TPD/TPR/TPO), 밀도측정기,  
연구실용 Furnace, Balance

Siemens PLM 
Software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1306호
Tel: 02-6344-6500 / Fax: 02-6344-6501
Homepage: http://www.cd-adapco.co.kr
E-mail: sunghyuk.chun@cd-adapco.com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 STAR-CCM+

신한바로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북로 53-23
Tel: 042-822-7252 / Fax: 042-822-7254
Homepage: http://www.shbarotec.co.kr
E-mail: info@shbarotec.co.kr

CKIC-KOREA / 신한바로테크
Calorimeter
Moisture Analyzer
Pulverizer

아리인스트루먼트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로65번안길 7-13
Tel: 031-594-9501~2 / Fax: 031-594-9503
Homepage: http://www.ariinstrument.com
E-mail: sealtop@hanmail.net

실험용 장치(Reactor, Supercritical 등)

㈜아텍엘티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시민대로 401, 1110호 
Tel: 031-389-6035 / Fax: 031-389-6039
Homepage: http://www.ahtech.co.kr
E-mail: chchoi@ahtech.co.kr

UV OZONE CLEANER, 비접촉 면저항 측정장비

㈜알트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20, 에이플러스하우스 2층
Tel: 02-547-2344 / Fax: 02-547-2343
Homepage: http://www.altsoft.co.kr 
E-mail: comsol@altsoft.co.kr

다중물리(COMSOL Multiphysics) 해석 
소프트웨어 COMSOL Multiphysics 제품군

㈜에이스전자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25-18
Tel: 031-858-2020 / Fax: 031-858-2022
Homepage: http://www.ACETOP119.com
E-mail: leenj417@naver.com

유해화학물질 감지기,
VOL.가연성 가스 감지기,
독성가스

에이티프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 영린빌딩 4층
Tel: 031-460-9300 / Fax: 031-460-9301
Homepage: http://www.atfrontier.com
E-mail: hmyang@atfrontier.com

전기화학 분석 장비, 임피던스 측정 장비, 
전기화학 스캐닝 장비, 전기화학 소모품 등 

엠케이사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28, 웰빙메디컬빌딩 501호
Tel: 02-488-3936 / Fax: 02-488-3938
Homepage: http://www.mkparr.com
E-mail: mksci@mkparr.com

반응기

㈜지엔티엔에스

(본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620
(지사) 경기도 화성시 반월북길27-6
(본사) Tel: 033-452-8702 / Fax: 033-452-8703 
(지사) Tel: 031-548-2340 / Fax: 031-202-9469
Homepage: http://www.gntns.com/
E-mail: gntns@gntns.com

실험용 연구장치, 고온고압반응기, 열분해 장치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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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케이엔에프 
뉴베르거(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11, 2층
Tel: 02-562-0257 / Fax: 02-959-0254
Homepage: http://www.knfkorea.com
E-mail: youngmin.kwon@knfkorea.com

RC600-Rotary Evaporator, SC950-Vaccum System, 
Minipump-N86/ N811/ N816,  
Liquid pump-SIMDOSO2/10

㈜프로테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166, 4층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99, 5층 501호
Tel:   02-444-7631~4 / Fax: 02-3436-6222 

042-826-7633~4 / Fax: 042-826-7635
Homepage: http://www.protechkorea.co.kr
E-mail: rbals@protechkorea.co.kr

물리/화학흡착 분석기, BET, 증기흡착분석기, 
밀도측정기, 입도분석기, 가스유량 측정기 등

피에스이코리아(유)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눈높이대전센터 15층
Tel: 070-7577-0888 / Fax: 042-472-0804
Homepage: http://www.psenterprise.com
E-mail: info-kr@psenterprise.com

gPROMS Modelling Software 제품 소개 홍보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02-3299-6175 / Fax: 02-3299-6067
Homepage: http://www.kisti.re.kr
E-mail: sapark3@kisti.re.k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서비스 소개 
및 시연, KoreaScience 서비스 소개 및 시연,  
분야별 무료 이용가능 저널 목록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Tel: 02-724-1862 / Fax: 02-723-6344
Homepage: http://www.topec.or.kr
E-mail: yejkim@kpc.or.kr

TOPEC 공학실무역량평가

㈜한울엔지니어링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713호
Tel: 031-479-5272 / Fax: 031-427-5273
Homepage: http://www.hanwoul.com
E-mail: hanwouleng@hanmail.net

Magnetic Drive,  
Hihg Temperature & High Pressure Reactor, 
Supercritical Reactor, Hydrothermal Reactor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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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케이엔에프 
뉴베르거(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11, 2층
Tel: 02-562-0257 / Fax: 02-959-0254
Homepage: http://www.knfkorea.com
E-mail: youngmin.kwon@knfkorea.com

RC600-Rotary Evaporator, SC950-Vaccum System, 
Minipump-N86/ N811/ N816,  
Liquid pump-SIMDOSO2/10

㈜프로테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166, 4층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99, 5층 501호
Tel:   02-444-7631~4 / Fax: 02-3436-6222 

042-826-7633~4 / Fax: 042-826-7635
Homepage: http://www.protechkorea.co.kr
E-mail: rbals@protechkorea.co.kr

물리/화학흡착 분석기, BET, 증기흡착분석기, 
밀도측정기, 입도분석기, 가스유량 측정기 등

피에스이코리아(유)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눈높이대전센터 15층
Tel: 070-7577-0888 / Fax: 042-472-0804
Homepage: http://www.psenterprise.com
E-mail: info-kr@psenterprise.com

gPROMS Modelling Software 제품 소개 홍보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02-3299-6175 / Fax: 02-3299-6067
Homepage: http://www.kisti.re.kr
E-mail: sapark3@kisti.re.k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서비스 소개 
및 시연, KoreaScience 서비스 소개 및 시연,  
분야별 무료 이용가능 저널 목록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Tel: 02-724-1862 / Fax: 02-723-6344
Homepage: http://www.topec.or.kr
E-mail: yejkim@kpc.or.kr

TOPEC 공학실무역량평가

㈜한울엔지니어링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713호
Tel: 031-479-5272 / Fax: 031-427-5273
Homepage: http://www.hanwoul.com
E-mail: hanwouleng@hanmail.net

Magnetic Drive,  
Hihg Temperature & High Pressure Reactor, 
Supercritical Reactor, Hydrothermal Reactor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21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등록 및 회비 안내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17년 10월 26일(수)~27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8년 4월 25일(수)~27일(금)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26일(금)
장소: 대구 EXCO

▒ 학술대회 등록 안내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정회원 A 100,000원 110,000원

정회원 B 14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15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A 40,000원 45,000원

학생회원 (전일제 석·박사과정) B 65,000원 (1년 연회비 면제) 7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 면  제

▒ 2016년도 연회비 및 논문구독료 안내

회원구분 연 회 비 논문구독료

종신회원 400,000원 (1회) 60,000원

정  회  원 40,000원 60,000원

학생회원 (전일제 석·박사과정) 25,000원 20,000원

학부생회원 면 제 20,000원

•계좌번호:국민은행361-25-0000-277,우리은행230-035442-13-001,우체국012435-01-000484

•예금주:(사)한국화학공학회

•학회홈페이지(www.kiche.or.kr)에서신용카드전자결제가가능합니다.
계좌입금시소속과성명을정확히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북은 2016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2017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7년 4월 26일(수)~28일(금)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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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Talk

Creative Leadership

김우식 이사장

(창의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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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Leadership

김우식 이사장

(창의공학연구원)

 

 

Creative Leadership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wskim@cei.or.kr*) 

 

 

인류의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비마다 그 핵심에는 반드시 창의적 인물이 

나서서 결정적 역할을 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인류의 발전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핵심적 

작용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창의적 인물을 우리는 창의적 리더라고 하며 그 리더들이 조

직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리더가 어떠한 리더이냐에 따라 그 조직

의 운명과 성패가 달려있다. 

창의적 리더에게는 갖추어야만 할 요건과 자세가 필요하며 적절히 표준화된 리더십이 필요

한 것이다., 결국은 잘 갖추어진 참다운 창의적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창의

성의 신비스러운 특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 항목을 요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  창의적 리더십 

●  참 지도자상 

●  창의적 리더십을 위한 창의성 발현요령 

●  창의적 지도자의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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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설계와 응용:  

한국-일본, 생물화공-재료 분과 공동 심포지엄

	 	…………………………………………………… 심(생재)A목-1~14

 EDRC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심포지엄

	 	…………………………………………………… 심(공동)B목-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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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생재)A목-1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법 개발(Microneedle Patches for Improved Influenza 

Vaccination)  

김유천†
 

KAIST,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dohnanyi@kaist.ac.kr†)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influenza could be reduced by 

development of effective vaccination methods. Immunization via 

the skin is attractive, because, in large part, the skin is replete with 

antigen-presenting cells such as Langerhans and dermal 

dendritic cells. Arrays of metal micron-scale needles were 

coated with influenza inactivated virus vaccines suitable for 

simple, manual application. A single dose of influenza vaccine 

from microneedles (MNs) generated strong antibody and cellular 

immune responses in mice and provided superior protection 

against lethal viral challenge at the main site of viral replication in 

the lung, as evidenced by virus clearance below the detection 

limit. Additionally, microneedle vaccination resulted in enhanced 

cellular recall responses after challenge. Apart from immunologic 

advantages, microneedles also offer potential logistic 

opportunities. The small size of microneedles should 

facilitatesstorage, stockpiling and transportation of influenza 

vaccines. Vaccination should be faster and simpler because 

microneedles are painless and suitable for self administration.  

심(생재)A목-2
Therapeutic effects of trehalose liposomes against 

carcinoma in vitro and in vivo  

Yoko Matsumoto†
 

Department of Life Sciences, Sojo University 

(matumoto@life.sojo-u.ac.jp†) 

Trehalose liposomes (DMTre) composed of L-α-

dimyristoylphosphatidylcholine (DMPC)and trehalose surfactants 

have been produced.  Inhibitory effects of DMTre on the growth 

of various tumor cells along with apoptosis were obtained in 

vitro.  The apoptotic signal passed through mitochondria, 

caspase-9 and 3, first, secondly through caspase-8 and 3 after 

fusion and accumulation of DMTre into tumor cell membrane 

along with increase in membrane fluidity.  Furthermore, 

therapeutic effects of DMTre against xenograft mouse models of 

carcinoma were obtained in vivo leading to apoptosis.  No side 

effects of  DMTre were recognized in mice on the basis of 

biochemical and hematological tests.  

심(생재)A목-3
금나노선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에의 응용(Disease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using gold nanowire)  

유승민†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BioProcess Engineering Research Center 

(smyoo@kaist.ac.kr†) 

As nanobiotechnology advances rapidly, various types of 

nano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medical 

applications. These materials hold great promise for addressing 

the demand for building effective diagnostic and therapeutic 

strategies. In this talk, I introduce diverse biomedical applications 

using gold nanowire. One example is a novel and highly effectiv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single nucleoptide polymorphisms in 

disease relvant genes. As another example, we reported an 

ultrasensitive and multiple pathogen detection assay using a 

patterned gold nanowire sensor with target recycling reaction. I 

also introduce therapeutic applications using Au NW-based 

nanoinjector; the electro-triggered, spatioselective, quantitative 

gene delivery into a single cell nucleus, and the stimulating and 

monitoring of site-specific dopamine exocytosis of a single cell. 

Nanomaterials-based biotechnology techniques can be adapted 

for use in the clinic as powerful tools for diverse biomedical 

applications. 

심(생재)A목-4
Coacevrate 코팅된 PLGA 매쉬를 이용한 성장인자 전달

을 통한  쥐 피부 조직에서의 혈관생성 활성화(Dual 
Delivery of Growth Factors with Coacervate-Coated 

Poly(Lactic-co-Glycolic Acid) Mesh Improves 
Neovascularization in a Mouse Skin Flap Model)  

김교범†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kyobum.kim@inu.ac.kr†) 

In order to improve neovascularization in skin flaps, we 

developed an exogenous growth factor (GF) delivery platform 

comprised of coacervate-coated PLGA nanofibers, using a 

coacervate that is a self-assembled complex of poly(ethylene 

argininyl aspartate diglyceride) polycation, heparin, and cargo 

GFs (i.e., VEGF and/or TGF-β3). The coacervate was coated 

onto a nanofibrous PLGA membrane for co-administration of 

dual GFs. An in vivo study using a mouse skin flap model 

demonstrated that implantation of Coa-Dual NF reduced 

necrosis and enhanced blood perfusion in skin flap areas after 10 

days, as compared to any single GF-loaded coacervate/PLGA 

fiber along with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other GF onto the 

defect site. Moreover, Coa-Dual NFs exhibited a well-composed 

skin appendage and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blood 

vessel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Coa-Dual NFs may lead a 

synergetic effect of dual GFs for reducing necrosis in the random 

skin fl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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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생재)A목-5
Ion-responsive star copolymers and their biomedical 

applications 

Taichi Ito†
 

The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Disease Biology and 

Integrative Medicine 

(taichi@m.u-tokyo.ac.jp†) 

Star shaped block copolymers were newly synthesized using 

ATRP (atr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technique. The 

copolymer has a hydrophobic core composed of dendritic 

polyester (DPE) and hydrophilic graft chains composed of block 

copolymer of oligo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rylate (OEGA) 

and acrylic acid (AA). Due to the ionic interaction between AA 

and calcium ions, the star copolymer formed hydrogel rapidly by 

mixing the copolymer and calcium ions. Then, its gelation 

mechanism was investigated using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FRET). Finally its biocompatibility was investigated in vitro 

and in vivo. 

심(생재)A목-6
바이오 메디컬 소재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 for molecular diagnostics 
using biomedical material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신 용1,2,†
 

1울산의대; 2서울아산병원 

(shinyongno1@gmail.com†) 

Medical device, especially molecular diagnostic, is defined to 

make immediate and informed decisions about patient for earlier 

diagnosis and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care, which leads 

potentially to improved patient's management and outcome, 

cost-effectiveness, and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Recently, 

we have developed two novel techniques; a versatile Dimethyl 

adipimidate/Thin film based Sample processing (DTS) procedure 

as nucleic acids extraction technique without centrifugation step, 

and an isothermal solid-phase amplification/detection (ISAD) 

technique for the detection of biomarkers in human diseases. 

DTS is useful for the extraction of DNA/RNA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cells, bacteria, blood, and urine in a single 

microfluidic channel. In addition, ISAD can be performed without 

labeling in real-time by utilizing both silicon microring-based 

solid-phase amplification and isothermal amplification within 20 

min. Therefore, an integrated device of two novel techniques will 

be useful for diagnosis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ith 

simplicity, rapidity, and affordability.  

심(생재)A목-7
생체모방 자기 유도 조립기법을 이용한 다차원 미세 패

터닝 (Multi-dimensional Micropatterning through 
Biomimetic Self-Templating Assembly)  

허 광1,2,†, Seung-Wuk Lee2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Department of 

Bio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heo@sejong.ac.kr†) 

Nature has a remarkable ability to create diverse functional 

structures through self-assembly process. The resulting 

structures exhibit hierarchical organization with exquisite material 

properties. Although recent advance of direct self-assembly 

enables to organize small molecules, particles, and 

microelectronic devices into sophisticated functional structures 

and devices,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omplexity of 

manmade materials does not compare to that of natural systems 

such as butterfly wings, diatoms, mantis shrimp. Here, we have 

developed a novel biomimetic directed-self-assembly process 

which closely mimics the natural self-assembly processes. By 

using M13 bacteriophage, intermolecular interactions at the 

meniscus of a dip casted substrate were exploited to guide the 

self-assembly of phages into three-dimensionally functional 

nanostructures. These micro-structures exhibited exquisite 

optical properties, such as structural color and optical switching 

behaviors. Our multi-dimensional assembly process can be 

expanded to the directed self-assembly of many other colloidal 

particles for constructing three dimensionally ordered structures.  

심(생재)A목-8
Bottom-up 3D Tissue Engineering Approaches Using 

Collagen Microbeads as Particulate Scaffolds 

Masumi Yamada†, Minoru Seki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and Bio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Chiba University 

(m-yamada@faculty.chiba-u.jp†) 

Various methods for culturing cells in 3D environment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In 

this study, we will briefly explain our recent research progresses 

on new bottom-up tissue engineering processes using single 

micrometer-sized collagen microbeads as cell-adhesive 

scaffold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3D cell culture 

systems.  Collagen microbeads were produced using 

monodisperse microdroplets formed by means of microfluidics 

or membrane emulsification, and these beads were used to 

prepare composite spheroids of hepatocytes, multilayered thick 

tissues, and capillary tissue-embedding blocks.  We evaluated 

the cellular functions, and clearly demonstrated the usefulness 

and versatility of the presente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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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생재)A목-9
조직공학용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3D Bio-Printing 

Technology in Tissue Engineering) 

이준희†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 

(meek@kimm.re.kr†) 

In tissue engineering, the scaffold serves as a three-dimensional 

(3D) supporting structure for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The 

scaffold needs good mechanical properties to keep the shape 

under the mechanical loading during the implantation. In this talk, 

I will demonstrate the scaffold printing system (SPS) which is 

based on the 3D printing technology. The SPS can fabricate the 

3D polymer scaffold by dispensing biocompatible polymers 

layer-by-layer. It can control the shape, size, pore size and 

porosity of the scaffold. I will also present the cell printing system 

which can fabricate 3D cell-laden hydrogel scaffold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caffolds,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ells in the scaffolds are 

compared with different biocompatible polymers and hydrogels. 

심(생재)A목-10
Photo-activated instant surgical tissue glue based on 

mussel adhesive protein and tyrosine crosslinking  

Byeong Hee Hwang1,2, Eun Young Jeon1, Yun Jung Yang1, 

Bum Jin Kim1, Bong-Hyuk Choi1, Gyu Yong Jung2,  

Hyung Joon Cha1,† 
1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2Division 

of Bio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jcha@postech.ac.kr†) 

Marine mussel can long-lastingly adhere to solid support in 

underwater environment. Interestingly, because mussel adhesive 

proteins (MAPs) have remarkable wet adhesion, biocompatible 

and biodegradable properties, they have great potential to use in 

body’s wet environment. Herein, we report a new light-activated, 

mussel protein-based bioadhesive (LAMBA) inspired by mussel 

adhesion and insect dityrosine crosslinking chemistry. Based on 

strong wet tissue adhesion, good biocompatibility and 

controllable crosslinking, LAMBA holds great potential as an ideal 

surgical tissue glue for diverse 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sutureless wound closures of skin and internal organs.  

심(생재)A목-11
Optical cell manipulation using biomaterial-based 

photodegradable hydrogels 

Shinji Sugiura†, Toshiyuki Kanamori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Drug Discovery,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shinji.sugiura@aist.go.jp†) 

We have developed a photocleavable crosslinker for preparing 

photodegradable hydrogels by means of a one-step mixing 

reaction between the crosslinker and biocompatible polymers. 

We could control the chemical property of the photodegradable 

hydrogel by choosing the base polymer. We could prepare the 

biomaterial-based photodegradable hydrogels, on which cells 

adhered, and in which cells were encapsulated. So far, we have 

demonstrated cell separation from three-dimensional culture 

environment, cell micropatterning, and perfusion culture in the 

microfluidic devices. These studies will create new opportunities 

as novel the cell manipulation technologies in science and 

industry. 

심(생재)A목-12
세포 및 조직공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융합 기술

들(Advanced fusion techniques for cell and tissue 
engineering)  

방석호†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sukhobhang@skku.edu†)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talk about several types of 

nanoparticles and cell transplantation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cellular behavior control, photothermal cancer therapy, 

and tissue regeneration. We will discuss about modified gold 

nanoparticles that can be used as an ion carrier to enhance 

cellular neurodevelopment. Also pH-sensitive aggregative gold 

nanoparticles (PSAuNPs) loaded in tumor-tropic mesenchymal 

stem cells (MSCs) that can improve the tumor-targeting 

efficiency and the photothermal effect of AuNPs will be 

introduced. We will introduce new cell transplantation method that 

can enhcance the therapeutic efficacy and reduce the cell 

dosage in the therapy for limb ischemia. Based on our results, 

Combining advanced nanoparticles with new cell tranplantation 

method could enhance the therapeutic efficacy of various 

methods based on cell and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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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생재)A목-13
단백질 기반 메모리의 광전환성(photo-switching) 원리
와 개선(The development of photo-switching protein 

based memory)  

정민섭†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minsubc@hongik.ac.kr†) 

Photo-switching fluorescence proteins (FPs) are switchable to a 

new fluorescent state by optical activation to generate a high level 

of contrast. Those FPs opened new opportunities in imaging 

techniques, optical sensors, and data storage units. Several 

prototypes of data storage system using photo-switching FPs 

have been developed. Those are read only or rewritable, in 2D or 

3D, from micro to nanoscale, employing various types of FPs. 

The optical control of switching property between two different 

fluorescent states constitutes alternative basis for data encoding.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mainly due to the bulky optical 

system to write and read.  

The use of charge-coupled analysis system overcomes the 

limitation and opens a new opportunity for highly integrated 

system. We engineered the photo-switching proteins to meet the 

required properties for this novel memory system. This may guide 

to further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the light-driven process 

of various photo-switching FPs. 

심(생재)A목-14
Development of X-ray CT contrast agents based on 
tantalum oxide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이노현†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nohyunlee@kookmin.ac.kr†) 

Computed tomography (CT) is based on x-ray attenuation of 

el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odinated molecules, 

nanoparticles based on heavy atoms such as gold, lanthanides, 

and tantalum have been studied as more efficient CT contrast 

agents. Uniformly sized tantalum oxide nanoparticles were 

prepared using a microemulsion method, and their surfaces  were 

modified using various silane derivatives. The silane-modified 

surface enabled facile  immobilization of functional moieties such 

as polyethylene glycol (PEG) and fluorescent dyes. PEG was 

introduced to endow the nanoparticles with biocompatibility and 

antifouling activity, and immobilized fluorescent dye molecules 

enabled simultaneous fluorescence imaging as well as X-ray CT 

imaging. The resulting nanoparticles exhibited remarkable 

performances in the in vivo X-ray CT angiography and bimodal 

image-guided lymph node mapping. We also performed an 

extensive study on in vivo toxicity of tantalum oxide nanoparticles, 

revealing that the nanoparticles did not affect normal functioning 

of organs. 

심(공동)B목-1
할로겐, 인, 규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REACH 

제도 대응 물성 예측: 정상끓는점, 인화점, 
밀도, 수용해도  

양대륙†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dryang@korea.ac.kr†)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이슈

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REACH 제도와 같은 엄격

한 화학물질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수출 시 요

구되는 물성정보를 실험을 반복할 필요없이 정확한 예측모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면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

다. 물성예측모델은 QSPR (Quantitative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QSPR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유기화합물의 분자구조와 물성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기반으로 한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

해 유기화합물의 3D 분자구조를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자 당 1900개 이상의 Descriptor를 계산하였다. QSPR 알고

리즘은 Forward Selection Regression, Genetic Algorithm, Multi 

Linear Regression, Neural Network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Forward Selection Regression과 Genetic Algorithm은 계산된 모

든 Descriptor 중 각 물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Descriptor를 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Multi Linear Regression과 Neural Network는 

각각 선별된 Descriptor와 물성간에 Linear, Nonlinear 

Relationship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표에서는 

REACH 제도 대응 물성인 정상끓는점, 인화점, 298.15K에서의 

밀도, 수용해도에 대한 QSPR 모델 예측 결과를 발표한다.  

심(공동)B목-2
혼합용매를 포함한 4성분 액-액 평형 NRTL 시스템  

구축 및 초산분리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신공정 개발  

이문용†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mynlee@yu.ac.kr†) 

테레프탈산, 아세트산 무수물, 비닐 아세테이트, 비타민 및 많은 

다른 화학물질의 생산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중요한 화학물질인 

아세트산(HAc)은 모 수화물로부터의 고순도 분리 회수가 전체 

공정의 경제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아세트산 탈수분

리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entrainer를 이용한 비균질 공비증류공

정 기술은 분리를 위한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입된 entrainer의 

완벽한 분리 제거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테레프탈산 공정에서의 아세트산 탈수분리공정에서의 소

요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공

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혼합용매를 최적 설계하고 그 성

능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신공정의 

상업적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HAc+p-xylene+water+methyl acetate(ethyl acetate) 4성분계의 

액-액 평형 거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공정 설계에 필요한 

정교한 NRTL paramete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상용 simulator 

DB에 이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혼합용매를 설계하고 

상업적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신공정 개발을 위한 최적 기본설

계와 기존 공정과의 기술-경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제안된 하이브리드 추출-증류 신공정이 기존 아세트산 탈수 

공정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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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동)B목-3
고농도 폐수 전처리 기술 개발 

황성원†, 이홍민, 이상선, 김윤경, 이도형, 백성현, 진동복1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1SK에너지 공정기술팀 

(sungwon.hwang@inha.ac.kr†) 

정유산업의 유지 및 보수기간에 배출되는 고농도폐수의 COD

(Chemical Oxygen Demand)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전기

산화공법을 적용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BDD전극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전류밀도, pH, 전해질농도, 반응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운전조

건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전기분

해의 kinetic parameter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기산화 처리

설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정상운

전 조건 시 사용하던 저 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의 유입조건

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산화 처리설비의 설계 및 운전의 다양한 

변수들을 최적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폐수 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심(공동)B목-4
생분해성 고흡수 수지 (Biodegradable Superabsorbent 
Polymer) 생산 공정 설계에 적용을 위한 물성 예측 패키

지 개발 

배영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ycbae@hanyang.ac.kr†) 

고흡수성 수지 (SAP) 및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팽윤도 및 분해도 

물성 예측 시뮬레이션패키지 개발을 위하여 분자를 구성하는 구

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Group Contribution (GC) Method

를 도입하였다. GC 계산의 정확도는 사용되는 열역학적 모델의 

선택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modified double lattice (MDL) 모델을 기본으로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의 고분자/용매 간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고려하기 위해 

Sanchez의 association 이론을 결합한 개선된 모델을 개발하였

다. Group Parameter들은 개선된 MDL 모델을 이용해 분자 상호

작용 에너지 기여도를 계산하고 modified Flory-Rehner 모델을 

이용하여 고분자 네트워크의 탄성을 고려해 준 열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Homopolymer, Copolymer 젤 시스템에 대한 실험결과

로부터 산출되었다. 또한 고흡수성 수지 이용의 주요 변수인 염 

(salt)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salt-specific 상호작용 

parameter를 도입하였다. 위 계산 방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는 고

흡수성 수지 및 하이드로젤 시스템의 팽윤 실험 결과와 뛰어난 

일치성을 보인다. 

심(공동)B목-5
Process simulation and techno-economic analysis for 
fry-drying and torrefaction of organic waste sludge 

임영일†, 조효덕1, 심재휘1, 유정근1, 최성근1, 박병윤1
 

한경대학교; 1건민이앤씨 

(limyi@hknu.ac.kr†) 

One of the materials which can be converted into fuel without 

competing with food production is organic solid waste (OSW). 

Refuse-derived fuel (RDF) as organic sludge recycling embodies 

a waste-to-energy technology created by shredding and drying 

out combustible waste. In this study, OSW is initially dried and 

then torrefied to produce bio-soli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odel the OSW fry-drying under 

vacuum and torrefaction process, an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is process. A comprehensive model of the bio-

solid production plant is developed by using a process simulator 

(ASPEN Plus). The economic feasibility is analyzed in terms of 

the payback period (PBP), return on investment (ROI),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 sensitivity analysis is carried out for 

a 45 t/d commercial plant to identify key variables that have a 

strong impact on the economic feasibility.  

심(공동)B목-6
ALM(Additive Layer Manufacturing) 공정을 이용한 에너

지 플랜트용 고효율 열교환기 핵심기술 개발 

박상후†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sanghu@pusan.ac.kr†) 

최근 들어 새로운 생산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ALM (Additive 

layered manufacturing) 기술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적층 기법

으로 제작하는 기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ALM 기술이 내연기관과 컴퓨터에 이어 3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

술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ALM 기술은 기존 생산제조 기

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CAD/CAM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생산제

조 기술에 비해 내/외부 구조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비교적 간

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플랜트용 가스터빈 및 이와 관련된 기자재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가스터빈에 대한 열교환기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 이러한 ALM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설계의 자유도가 증가

되어 고효율의 임의의 형상제작이 가능하며, 특히 항공기 또는 

발전용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열교환기 제작에 활용될 경우 좁은 

임의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생

체모사원리(Biomimetics)를 응용한 신개념의 혁신적인 고부가

가치 고효율 열교환기의 설계와 ALM 제작기술을 결합하여 새로

운 개념의 열교환기 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내의 고부가가치 고효율 열교환기 설계 및 제조의 글로벌 경쟁

력을 키우기 위해서 ALM 공정을 이용한 제조기술의 개발과 금

속학적 분석, 성능평가 기술을 포함한 전주기 공정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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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동)B목-7
Influence of the harvesting strategy on biomass yield 

Christoph Lindenberger†
 

FAU Campus Busan 

(Christoph.Lindenberger@fau.de†) 

In algae cultivation different strategies are followed to improve the 

process productivity. Optimizing the light supply by changing the 

reactor geometry is most common in process engineering for 

microalgae cultivations. For a given reactor type, the light 

distribution inside the reactor is mainly dependent on cell 

densities and sun intensity. In cases of non-batch cultivations - 

e.g. repeated batch or continuous cultivation – the time point of 

harvesting, the extraction period and the extracted volume are 

influencing daily productivity. In the first part of the project 

different extraction scenarios from repeated batch, over 

chemostae and turbidostae continuous processes (during 

daytime) have been studied. Based on numerical simulation, light 

supply and the growth behavior were calculated. The growth 

behavior combined with the mass flows allows to determine the 

daily productivity.  

Those data will be taken in the next step for the dimension of the 

filtration unit which is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심(공동)B목-8
최적 PDH(propane dehydrogenation) 공정 디자인 및 운

전조건 탐색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과제명: 
PDH 신공정 개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이종민†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jongmin@snu.ac.kr†) 

PDH공정은 프로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물인 프로필렌을 생

산하는 과정이다. PDH공정의핵심은 첫째, 프로판을 고온에서 

촉매반응시켜 프로필렌의 수율을 최대화 하는 것. 둘째, 반응기 

후단의 혼합물을 고순도의 프로필렌으로 분리하는 에너지를 최

소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두번째 핵심 내용 즉, 분리파트를 

다뤘으며 특히 최종적으로 고순도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대형 

증류탑의 운전조건 변화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을 중점적 다루었다.  

반응기 후단부터 프로필렌 생산까지의 공정을 P&ID기반하여 디

자인하고 문헌을 통해 열역학 계산 모델을 점검하였다. 각각의 

운전조건은 제어기의 제어변수에 따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정리

하였으며 특정 장치의 운전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테스

트가 가능한 정상상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반응기의 

촉매변성에 따라 후단 조성이 변하는 경우 프로필렌 순도를 맞

추기 위한 운전조건 변화를 탐색하고, 전 공정에서 에너지가 가

장 많이 소비되는 프로필렌분리기의 환류비에 따른 리보일러 에

너지 및 프로필렌 순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심(공동)B목-9
Development of a general framework and fire & gas 
sensor coverage mapping tool using Sketchup and 

MATLAB  

김경묵†, 하자원, Giovanni Luzi, Jose Rodriguez Agudo, 
 

이순기1, 황윤식1, Slawomir Procelewski2, Groß Frauke2, 

Antonio Delgado2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Busan, Fluid Mechanics;  
1대우조선해양 가스/안전설계연구부; 2Friedrich-Alexander-

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Lehrstuhl für 

Strömngsmechanik 

(hanl00025@gmail.com†) 

해양 플랫폼에서 폭발성 탄화수소가스의 누출이나 화재의 위험

성이 있는 구역에 화재 감지 센서와 가스 감지 센서를 배치하며 

적은 수의 센서로 넓은 범위의 구역을 탐지하는 것이 비용 및 운

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비용이 저

렴한 3D 모델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케치업과 루비 언어 프로

그래밍을 이용하여 화재 및 가스 탐지 구역을 도식화 하고 탐지 

영역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화재/가스 시스템 맵핑 툴을 제작

하였다. 비교적 구현이 쉬운 가스 센서 맵핑 툴과는 달리 화재 

센서 맵핑 툴은 화재 탐지 시에 장비나 설비에 의해 가려지는 상

황에서는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한 정확한 

탐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Ray-Cast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

한 스케치업과 루비 언어를 활용하여 매틀랩과 연동시키고 유전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센서의 수량을 최소화하면서 커버리지 

영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툴로 개발 하였다.  

심(공동)B목-10
초대형 해상크레인의 시뮬레이션 기반 작업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함승호†, 노명일, 이혜원, 홍진욱1, 문중수1, 심우승1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1현대중공업 

(hsh0930@snu.ac.kr†) 

해상크레인은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육상에 설치된 크레인보

다 큰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최대 10,000톤의 하중

을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초대형 해상크레인이 도입되었다. 

해상크레인은 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파도, 바람 등 환경의 영

향으로 작업 중 본래의 무게보다 더 큰 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작업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대형 해상크레인은 바아지와 2개의 지브, 그리고 8개의 

후크 및 이퀄라이저로 구성되어 있고, 지브와 후크, 이퀄라이저

와 블록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다물체계이다. 따라서 환경 

하중을 외력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물체계 운동 해석 모듈이 개

발되었다. 또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초대형 해상

크레인의 작업 시뮬레이션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델링 기능 및 결과 출력 기능을 강화한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작업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고, 다

양한 예제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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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제)G목-1
Unconventional photolithography dictated by reaction-

diffusion process 

Shin-Hyun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sh@kaist.ac.kr†) 

Photolithography has served as the most convenient means to 

create 2D patterns. Here, we have developed a novel 

photolithographic method based on reaction-diffusion process 

to create 3D patterns. During radical polymerization, oxygen 

rapidly consumes radical and therefore inhibit propagation 

reaction. Therefore, the spatial gradient of oxygen concentration 

influences the growth of polymeric structure. When the rate of 

oxygen-inhibition reaction is comparable with that of oxygen 

diffusion, the oxygen gradient is spontaneously formed in the 

UV-exposed region due to the influx of oxygen from the 

unexposed region. The gradient can be further engineered by 

employing different sets of boundary conditions for oxygen 

source. Therefore, growth pathways of polymeric structures can 

be selected by controlling the boundary conditions, one of which 

enables the creation of unconventional 3D patterns. 

심(국제)G목-2
Synthesis of hollow nanostructured silica particle and 
their application for optically transparent and thermally 

insulating polymer  

Takashi Ogi†, Lusi Ernawati, Ratna Balgis, Kikuo Okuyama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Hiroshima University 

(ogit@hiroshima-u.ac.jp†) 

Hollow nanostructured particl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as 

important nanomaterials. Hollow silica particles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due to its unique structural properties and possible 

applications as efficient catalysts, in optical devices, drug delivery 

carriers, thermal and electrical insulators. In this study, we present 

an improved route to hollow silica particles starting from 

tetramethyl-orthosilicate (TMOS) instead of the traditionally used 

ethyl ester. The silica was first deposited onto polystyrene (PS) 

particles that were later removed. The here introduced, apparently 

minor modification in synthesis, however, allowed for a very high 

purity material. The improved, low density hollow silica particles 

were successfully implemented into polymer films and permitted 

maintaining optical transparency while significantly improving the 

heat barrier properties of the composit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pared hollow silica has a high potential to be used as 

flexible optical transparent composite film and thermal insulator 

applications. 

심(국제)G목-3
Mesoscale porous inverse opals: characterization of 

their charge and ion transport properties for 
photoelectrochemical electrode application 

Jun Hyuk Moon†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junhyuk@sogang.ac.kr†) 

Inverse opal (IO) films with mesoporous structures hold promise 

as high-performance electrodes for various 

photoelectrochemical devices because of their high specific area 

as well as their fully connected pore structure. A great challenge 

to their use is obtaining an intact film of mesoscale colloidal 

crystals as a template. We demonstrate that a TiO2 mesoscale IO 

(meso-IO) with sub 100 nm pores is fabricated by using 

mesoscale colloidal crystals and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TiO2. The charge transport properties of the meso-IO TiO2 films 

are characterized using the intensity-modulated voltage 

spectroscopy (IMVS) and intensity-modulated photocurrent 

spectroscopy (IMPS) techniques. We also characterize the ion 

diffusivity the meso-IO TiO2 film using the modified Fick’s law 

with the diffusion-limiting current in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 

심(국제)G목-4
Bead-Milling and Post-Milling Recrystallization: An 

Organic Template-Free Methodology for the 
Production of Nano-Zeolite Catalyst  

Toru Wakihara†
 

The University of Tokyo 

(wakihara@chemsys.t.u-tokyo.ac.jp†) 

A new method for the production of nanosized zeolite powder by 

a top-down approach has been performed. In this study, ZSM-5 

(MFI type structure) was first milled to produce a nanopowder. 

This technique can destroy the outer portion of the zeolite 

framework, which lowers the micropore volume of ZSM-5 zeolite. 

To remedy this, the damaged part was recrystallized using a 

dilute aluminosilicate solution after bead milling. From the 

combined bead milling and post-milling recrystallization, 

nanosized ZSM-5 zeolite approximately 50 nm in size with high 

crystallinity was obtained successfully. Obtained samples were 

evaluated as acid-catalysts for cumene cracking. As a result, 

ZSM-5 zeolite powder showed a higher catalytic activity in 

cumene cracking in comparison with the raw ZSM-5 ze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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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제)G목-5
In vitro tissue models using microscale technologies for 

drug development  

Kazunori Shimizu†, Hiroyuki Honda
 

Department of Bio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Nagoya University 

(shimizu@nubio.nagoya-u.ac.jp†) 

In drug development process, a lot of drug candidates are failed 

during clinical test because of low efficacy, adverse effects, etc. 

Low reliability of preclinical tests using animal models or cultured 

cells is seen as one of the reasons of this failure. Thus, new 

methods and systems of preclinical tests which more accurately 

represent human physiological response is required.   

We have developed in vitro tissue models by using microscale 

technologies aiming to use as new preclinical test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introduce our in vitro tissue models as 

follows.   

1. In vitro skeletal muscle tissue models. Contraction is one of the 

key functional features of skeletal muscle cells/tissues. We have 

developed several systems to quantify their contraction by using 

microscale technologies.   

2. In vitro cancer models. Metastasis leads to low survival rate of 

patients. We developed 3-dimensional in vitro co-culture models 

of cancer cells and vascular endothelial cells by using our original 

magnetic cell patterning method. This model might be used for 

developing anti-metastatic drugs. 

심(국제)G목-6
Utrathin polymeric thin films for the application to 

organic electronics  

Sung Gap 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AIST 

(sgim@kaist.ac.kr†) 

Insulating layer is an essential component enabling reliable 

operation of FETs, flash memory, and capacitors − key building 

blocks in modern electronic systems. New generation of 

electronic devices often requires insulating layers to work with 

unconventional substrates and newly emerging semiconductor 

materials such as organic semiconductors, graphenes, carbon 

nanotubes, and oxide semiconductors.  Here, we demonstrate a 

vapor-phase deposited ultrathin polymer film prepared via one-

step, solvent-free technique called iCVD as a versatile polymeric 

insulating layer that meets a wide range of requirements for next-

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The iCVD process enables the 

formation of highly uniform and pure ultrathin films in the order of 

10 nm with excellent insulating properties, hallmarked by its large 

energy gap(＞ 8 eV), tunneling-limited leakage characteristics, 

amorphous nature, and resistance to a tensile strain of up to 4%. 

The iCVD process and the insulating layers made thereby can 

play a critical role in realizing future soft electronic devices, which 

are non-destructive and have suitable electr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심(국제)G목-7
Metal-Organic Framework (MOF)-Based gas 

separation membrane 

Nobuo Hara†
 

Research Institute for Chemical Process Technology,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n-hara@aist.go.jp†)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have been recognized as a 

new candidate for gas and vapor separation. Among several 

varieties of MOFs, ZIF-8 is now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uniquely micro-structured ZIF-8 molecular 

sieve membranes by a counter-diffusion method using porous 

α–alumina hollow substrate. The characteristic layer of ZIF-8 was 

successfully prepared within the pore of the outermost part of the 

α–alumina hollow substrate. Permeation properties were studied 

using the single-component and binary gas permeation 

properties. We clarified the effect of the preparation conditions 

such as solution composition and temperature etc. on the 

membrane structure and permeation properties. The preparat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of the 

ZIF-8 membranes prepared by the counter-diffusion method are 

thoroughly discussed. 

심(국제)G목-8
Smart Carbon Nanotube Photothermal Therapy 

Platform  

Woo-Jae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wjkim@gachon.ac.kr†) 

Near-infrared (NIR) photothermal therapy using biocompatibl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NTs) is advantageous 

because as-produced SWNTs, without additional size control, 

both efficiently absorb NIR light and demonstrate high 

photo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In addition, covalent 

attachment of receptor molecules to SWNTs can be used to 

specifically target infected cells; however, this technique 

interrupts SWNT optical properties and inevitably lowers 

photo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and thus remains major 

hurdle for SWNT application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a smart targeting photothermal 

therapy platform, based on phenoxylated dextran-functionalized 

SWNTs, is developed for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   

This talk will focus on our detailed experimental demonstration 

that this biocompatible nano-platform is able to selectively target 

inflammatory cells over normal cells without any additional 

receptor molecules through dextran-scavenger receptor bi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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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제)G목-9
Transformation of biomass-derivatives using 

layered metal oxide solid acid catalysts 

Atsushi Takagaki†
 

Department of Chemical System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Tokyo 

(atakagak@chemsys.t.u-tokyo.ac.jp†) 

Transformation of biomass derivatives into useful chemicals has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Layered protonated niobium 

molybdate and tantalum molybdate, HNbMoO6 and HTaMoO6 

were found to function as water-tolerant solid acid catalysts1,2. 

These solid acids have strong Brønsted acid sites within the 

interlayer, and a variety of reactants can be intercalated, resulting 

in high performance for acid-catalyzed reactions. These layered 

metal oxides could be applied for transformation of biomass-

derivatives including hydrolysis of disaccharides3 and aqueous-

phase cyclodehydration of sugar alcohols4,5). Selective 

formation of 1,4-sorbitan from sorbitol was obtained by using 

these layered metal oxides, which was attributed to the selective 

intercalation. The high molecular recognition is a key for the 

selective formation of intermediates in consecutive reactions.  

1) J. Am. Chem. Soc., 2008, 130, 7230. 2) J. Catal., 2010, 270, 

206. 3) Chem. Commun., 2008, 5363. 4) ChemSusChem, 2014, 

7, 748. 5) Catal. Sci. Technol., 2016, 6, 791. 

심(국제)G목-10
Microfluidic Design and Synthesis of Shape-Variant 

Functional Droplets and Bubbles 

Pil J. Yoo†
 

Energy Research Institute@NTU,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pjyoo@skku.edu†) 

Microfluidic synthesis of bubbles or droplets is a powerful toolkit 

for creating monodisperse and uniform particles with tunable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base material for microfluidic synthesis, opt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les can be elaborately 

controlled. In this presentation, we propose intriguing examples 

of novel synthesis of microparticles using microfluidics. First, we 

present a strategy for deterministic texturing of diverse grating 

diffractive motifs onto the curved surface of microfluidic-

synthesized spherical particles of azo-polymer using directional 

photomigration induced by holographic interference lithography. 

Second, we will present an intriguing approach to create 

graphene hollow bubbles using alkylated graphene oxide 

nanoshee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alkylation, mechanical 

property of graphene shell and bubble stability are varied, which 

offers an opportunity to control the overall shape and buckling 

behavior of graphene bubbles. 

심(마스)K목-1
자동차 산업 및 기술 동향 (Trend of Auto Industry & 

Technology)  

임종대†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재료개발센터 

(jdlim@hyundai.com†) 

자동차 산업은 이만여 개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는 기계산업의 

결정판으로서 전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기간 산업

이다. 또한 급속한 환경변화 및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

는 자동차 기술 개발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거대 산업으

로서 리스크와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도전분야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강화되고 있는 환경 및 충돌 관련 법규, 상품성 규제에 대항하기 

위한 자동차 사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

동차에 요구되는 연비, 감성 고급화, R&H, NVH, 내구, 충돌안전, 

동력등 주요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동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재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자동차사가 요구하는 화학소재

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심(마스)K목-2
Development status of LiB for long range EV  

이재헌†
 

LG화학 

(jaylee@lgchem.com†) 

The unending demand for long range driving EV stimulates the 

development of high energy density LiB with significant reduction 

in cost, which will be possible through another innovation in 

materials technologies. Here, I would like to discuss about recent 

material trends for BEV and structure comparison between 

cylindrical and pouch bas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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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스)K목-3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개발 및 수소인프라 구축동

향 

김태윤†
 

동진쎄미켐 종합연구소 

(taeyoonkim@dongjin.com†) 

세계 자동차 업게는 신기후 체제 출범 후,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

제 강화로 기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비개선과 함께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차, 순수전기차, 연료전지차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개

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각국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자동차 산

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후로 하이브리차, 전기차의 시장

확대는 자명해 보이나, 친환경차의 본격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

와 대중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이슈와 함께 충전인

프라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친환경차의 한 부류인 연료전지차의 특징과 기술

개발 동향, 각국의 수소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정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심(마스)K목-4
자율주행 기술 소개 및 동향  

신현석†
 

LG전자 자동차부품기술센터 

(hyunseok.shin@lge.com†)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에는, 직접 차량 제어에 관여함으로

써 위험을 회피하는 능동안전 기능의 탑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기본 사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주요 자

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 출시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하고, 큰 규모의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 및 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자율주행의 정의와 관련 시장동향을 살펴보

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조와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 소개함으

로써,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여 갈 것인지 예측

하여 보려 한다.  

심(마스)K목-5
Solving Future CO2 Challenges and Air Pollution in 

Automotive Industry 

김창환†
 

현대자동차 

(changkim@hyundai.com†)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lowe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obile sources in order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global climate change. Advancement in engine 

technologies offer significant improvement in fuel economy as 

well as lower NOx emissions inherent in the nature of low 

temperature combustion; however, to be in compliance with strict 

emission standards such as LEVIII and EU6d, the low exhaust 

temperatures in such systems raise a major concern regarding 

the removal of NOx and other air pollutants such as hydrocarbon 

and CO emissions. In this presentation, recent research trend 

and proposed ideas from both component and system level 

technology development via fundamental approach in the 

automotive world will be discussed. 

심(마스)K목-6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고분자복합재료 및  

부품성형 기술개발 현황  

김희준†
 

LG하우시스 

(heejune_kim@lghausys.com†) 

Global 규모의 자동차 환경규제를 기본동력으로, 고분자복합재

료 기반의 금속대체 부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유

리섬유와 탄소섬유를 보강섬유로 하며, 열가소성 수지로는 PP

와 PA, 열경화성 수지로는 Epoxy와 PU가 충진재로 사용하는 고

분자복합재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섬유의 길이에 따라 재료 

생산공정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생산성과 기계적물성의 차이로 

고분자복합재료의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점에서 

볼 때, 부품별 설계 요구사항과 형상자유도, 가격허용 범위가 광

범위하므로, 수지 및 보강용 섬유의 종류와 그 길이, 부품성형공

정 등의 선택 및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금속 대체용으로 현재 개발중 또는 이미 상용화

된 고성능 고분자복합재료의 국내외 개발 사례와 더불어, 생산

성 및 설계자유도, 부품가격 등이 고려된 성형공정 기술들을 소

개하고, 현재의 당면 이슈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화학공학분야의 자동차 경량화 재료 개발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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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립)B목-1
Ti염 응집제를 이용한 슬러지의 응집 및 이를 이용한 Ti

광촉매 제조 및 응용기술 

김종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jonghkim@jnu.ac.kr†) 

최근 대기 중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미세먼지나 오존의 주요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다양한 발생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배출 저감 대책이 국가 차

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산화티탄 광촉매를 콘크리트 제

품 등에 적용하여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를 대폭 줄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광촉매 가격 때문에 도심 전반에 폭

넓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폐수

처리장 응집설비나 하수종말처리장 인 제거 설비에 티탄염을 응

집제로 사용한 후 얻어진 슬러지를 적절한 소성 조건에서 처리

하여 시판 광촉매 제품과 동등한 물성의 산화티탄 광촉매를 대

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슬러지에서 제조한 

산화티탄을 콘크리트 제품에 적용하여 옥외 태양광 조건에서 

NO 제거 광촉매 활성을 조사한 결과, 우수한 NO 제거 성능을 확

인하였다. 이 기술은 해양투기 금지로 더욱 처리가 곤란해진 슬

러지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산화티탄 광촉매 소재를 대량으로 생

산할 수 있는 슬러지 처리 기술이며, 제조한 산화티탄 광촉매는 

매우 저렴하여 대기 및 수질정화 환경산업 분야 전반에 폭넓게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심(에환)D목-1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선택적 일산화탄소 생성 
촉매 개발 (Insights into selective electrocatalysts for 

CO2 conversion to CO production) 

황윤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yjhwang@kist.re.kr†) 

최근에는 태양에너지를 연료(fuel)나 화학물질 (chemical)의 형

태로 저장하여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 하려는 연구가 각광을 받

고 있으며, 자연의 광합성 효율을 넘어 10% 대의 전환 효율 달성

을 위해서는 전기화학 촉매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산

화탄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경우 수

소 생성 반응과 경쟁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환원

시키도록 하는 촉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높은 과전압을 

낮춰서 낮은 전압에서도 효율적인 전환 속도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금속들 중에서 Au나 Ag은 이산화탄소를 일산

화탄소로 전환하는 촉매로 알려졌으며, 저렴한 Ag을 이용하여 

고 성능의 촉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Ag은 Au에 비해 과전압이 높고 CO 생성의 선택도가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g 표면을 처리하는 기

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Ag 표면의 처리와 XPS 등

의 표면 분석을 통해서 CO2 환원 촉매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CO2 환원 

촉매를 개발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심(에환)D목-2
Prepar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s using CO2: Poly

(1.2-propylene carbonate), poly(1,4-butylene 
carbonate), poly(1,4-butylene carbonate-co-

terephthalate) 

이분열†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bunyeoul@ajou.ac.kr†) 

CO2 can be utilized in polymer synthesis either as a monomer or 

as a raw material. A representative example is CO2/propylene 

oxide copolymerization. We have developed a very efficient 

catalyst for this copolymerization, stimulating commercial trial. 

The CO2/propylene oxide copolymer, poly(1,2-propylene 

carbonate) (PCC) exhibits attractive properties such as 

biodegradability, transparency, adhesiveness and green 

flammability, but it is an amorphous polymer with low Tg (~40 

oC), which inhibits its widespread use. A related aliphatic 

polycarbonate, poly(1,4-butylene carbonate) (PBC), can be 

synthesized by condensation of 1,4-butandiol and dimethyl 

carbonate. Dimethyl carbonate is a bulk chemical synthesized 

using CO2 as a raw material in Korea. PBC is a biodegradable 

semicrystalline polymer with Tm ~60 oC. Through incorporating 

some terephthalate units in PBC backbone, the Tm value 

increases above 100 oC. The resulting polymer, (poly(1,4-

butylene carbonate-co-terephthalate), PBCT) exhibits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similar to those of the commercial 

LLDPE with biodegradability advantage. 

심(에환)D목-3
멀티스케일 이산화탄소 생물전환 유기자원화 기술 

(Multiscale approaches for improving bioconversion 
process of CO2 into valuable bioproducts)  

심상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simsj@korea.ac.kr†) 

미세조류를 이용한 생물전환 기술은 추가적 에너지 투입 없이 

탄소순환 측면에서 오로지 태양광만을 활용하여 CO2를 생물체 

내 고정하고, 바이오디젤, 의약품 등 다양한 고부가 제품으로 전

환하는 기술로 친환경적인 CO2 저감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기술의 상용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낮은 광합성 효율을 극복

할 수 있는 우수 종의 개발과 저비용으로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광생물반응기 개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규모의 초

우량 균주 개발에서 매크로 규모의 실증 배양 공정에 이르기까

지 멀티스케일 접근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생화

학적 균주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마이크로 융합 기술 

도입을 통해 광합성 효율이 우수한 균주를 주광성, 주화성과 같

은 등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 단 50분 내 선별 가능한 초고속 선

별 기술을 개발하여 야생형 균주 대비 성장성 2배, 지질 생산성 

8배 초우량 균주를 확보하였다. 또, 광투과율이 우수한 고분자 

광생물반응기를 활용하여 산업현장 배기가스 배출원에 직접 적

용하여 10톤 규모의 미세조류 고밀도 배양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고, 고부가 의약품 아스타잔틴 생산을 통해 경제성 있는 생물

공정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미세조

류를 매개로 하는 탄소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가적 탄소 발

생이 없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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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환)D목-4
슬래그 및 폐콘크리트로부터 나노탄산칼슘의 제조 

정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jkdcat@kist.re.kr†)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한 무기탄산화공정은 가장 환경친화

적이며 대량의 이산화탄소처리가 가능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처리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이

미 배출되어 사용된 폐 무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

해 알칼리이온을 추출하고 탄산화하기 위한 산과 알칼리가 필요

하게 되므로 저전력의 산/일칼리를 동시에 제조하는 기술의 필

요해진다. 하지만 저전력 전기화학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불

가피하게 투자비가 높아져 제조비용이 높아지므로 제품가격이 

가장 높은 나노탄산칼슘을 제조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산화탄소

의 처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산과 알칼리를 동시에 제조하는 

저전력의 효율적인 전기화학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에 의

해 제조된 산 및 알칼리로부터 나노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공정을 기반으로 향후 공정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한 공정핵심기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심(고분)F목-1
From Industrial Wastes to Sulfur 

Utilization:  Perspectiv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차국헌†
 

서울대학교 

(khchar@snu.ac.kr†) 

Elemental sulfur is produced mainly from the desulfurization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Due to ever-growing energy demand 

and the development of unconventional high sulfur-content 

sources of crude oils, global sulfur production is expected to 

continuously soar. Sulfur and sulfur-containing materials exhibit a 

variety of properties ranging from high electrochemical capacities 

to high refractive indices, which are of high interest from both 

industrial and academic perspectives. Coupled with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xcess sulfur production, the potential for sulfur-

rich materials makes the direct utilization of elemental sulfur for 

advanced materials rising areas of research. In order to fully 

exploit desirable properties of elemental sulfur, methods of 

achieving high sulfur-content materials in processible forms are 

crucial. Useful conversion of industrial wastes (sulfur) into 

functional materials, through novel chemistry, for key applications 

such as Nexgen Li-sulfur batteries, thermal IR imaging, 

contaminant remediation will be introduced.  

심(고분)F목-2
SK이노베이션의 고분자 연구개발 현황 (Polymer R&D in 

SK Innovation) 

이영근†
 

SK이노베이션 

(lyk@sk.com†)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출범하여 정유를 시작

으로 윤활유, 방향족, Naphtha 분해시설 순서로 Downstream 확

장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1990년 PE/PP  중심의 Polymer 공장 

가동 개시 및 증설을 통해 범용 Polymer 시장에 진출하였음. 이

후 EPDM 등 합성고무와 Polymer Compounding 사업으로 영역

을 확장하였으며, 최근 2014년에는 고성능 Metallocene 

Polyethylene 제품 Nexlene®을 독자 개발하여 상업화함으로써 

고부가 제품으로 범용 Polyme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음. 또한 Specialty Polymer 소재로의 사업영역 확장도 함께 추

진하여, 2000년대 이후 Li-ion battery용 분리막, 연성회로기판 

소재, 광학 필름 등 고부가 정보전자 소재의 독자 개발과 상업화

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에도 점·접착 소재, 반도체용 소재,  투명 

유연소재, 경량화 소재 분야 등으로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금번 발표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polymer  사업화 History와 현

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함. 

심(고분)F목-3
고분자 이차 스퍼터링 현상을 이용한 고해상도,  
고종횡비, 고밀도, 대면적의 나노패턴 제작 및  

광전자소자 응용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heetae@kaist.ac.kr†) 

나노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정밀

도, 고집적화 및 3차원 형태의 구조를 대면적에 구현할 수 있는 

공정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실리콘 공

정에서 사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의 경우 광학소스 및 렌즈

의 물리적 한계치로 인해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 형성하는 멀

티 패터닝 기술을 도입해 약 20nm의 선폭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러한 방식은 생산 시간 및 생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새로

운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Ar 입자에 가속을 주어 물리적 식각을 하는 ion 

bombardment 공정시 충격을 받은 목적입자가 이탈되는 현상 

즉 이차 스퍼터링 현상 활용하여 고해상도(~10nm), 고종횡비

(5~10000), 고밀도(~14000 line per mm) 및 대면적(wafer scale)

의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방식의 고밀도 3차원 나노 리소그래피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은 전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 

대부분의 물질에 적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공정 기술로 

장비 및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기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연

계가 가능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진

은 이차 스퍼터링 리소그래피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무배향막 

LCD소자, 유연투명소자, 나노 구조 기반 가스센서 및 나노 구조 

보안 필름 등의 고성능 광전자소자로 활용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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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분)F목-4
Development of Biopolymers having different aromatic 

composition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박상현, 박지혜†
 

롯데케미칼 

  

 Sustainable polymers have gained remarkable interest in the 

academic, industrial, and even social sector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in polymer science and industry is the 

production, preferably using renewable resources, and utiliz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s that have comparable 

thermal/physical properties and processibility.    

 BASF commercialized PBAT (Poly(1,4-butylene adipate-co-

terephthalate)) under the trade name of Ecoflex in 1998. The 

PBAT has been proposed to be used as one of promising 

compostable polymers with desirable properties. Specifically, it 

was reported to be entirely compostable without environmental 

risk and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many other aliphatic 

polyesters.    

 Another viable candidate drawn attention as a sustainable 

polymer is aliphatic polycarbonates. Lotte chemical recently 

developed a new type of carbonate-ester copolymers, PBCT 

(poly(1,4-butylene carbonate-co-terephthalate)). By 

incorporating aromatic terephthalate units into the aliphatic 

chains, we’ve developed various biodegradable carbonate-ester 

copolymers and, proved comparable thermal/phys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to conventional plastics.  

심(고분)F목-5
Poly(ether sulfone)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개발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hjkim25@kist.re.kr†)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는 높은 효율 및 출력밀도를 가지고 있으

며 응답속도가 빠르고 낮은 온도 (10~150℃)에서 운전할 수 있

는 장점으로 인해 주택용, 휴대용, 수송용 등의 전원으로 이용하

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송용 고분자전

해질연료전지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 연비가 높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어서 차세대 

전원으로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고분자전

해질연료전지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 고분자전해질막과 두 전극

으로 이루어진 막전극접합체(MEA)는 연료전지에 있어 가장 핵

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전체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고분자전해질막의 경우는 Nafion 계열의 

perfluorosulfonated polymer(PFSA)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

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고분자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고분자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

재 PFSA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소재 중 poly(ether sulfone) 계열 

고분자가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poly(ether 

sulfone)의 전해질로써 활용성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가망성을 

토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poly

(ether sulfone)의 장기 안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

다. 

심(고분)F목-6
불소계 고분자 소재의 합성 기술 개발 

하종욱†
 

한국화학연구원 

(jongwook@krict.re.kr†) 

1930년대 poly(chlorotrifluoroethylene)과 polytetrafluoroethylene이 

최초로 개발된 이래 여러 불소계 고분자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불소계 고분자들은 내열성, 내화학성 

등 기타 고분자 소재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물성을 나타내

기 때문에 고유의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성장하고 있

는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산업

계에서도 불소 고분자의 합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단량체를 비롯한 원료 수급의 문제 및 기술적 난이도 등에 의해 

불소계 고분자 합성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표적인 

불소계 고분자 소재의 합성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기술 개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

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분야

로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불소계 아크릴레이트 및 poly

(vinylidene fluoride) 합성 기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

소계 고분자 합성에 관한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심(고분)F목-7
고효율 고안정성 고분자 태양전지 기술 

김경곤†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 

(kimkk@ewha.ac.kr†) 

최근 에너지 수급 문제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

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

원으로 여겨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실리콘을 포함한 무기

물 태양전지가 상업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고분자 물질을 사용

하는 고분자 태양전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고분자 태양전

지는 값싼 고분자를 사용함과 동시에 용액기반 인쇄공정을 통한 

대면적화가 가능하여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상

업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효율 상승, 안정성 확보등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고분자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위한 최근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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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분리)I목-1
CCS 기술개발 최근 동향 및 전망 

박상도†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sdopark@kier.re.kr†)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는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1.5℃ 이하 제한 노력에 선진•개도국 모두 합의하면서 신기후체

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화석연료 수요는 매년 최

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 화석연료 수요가 지배

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CCS 기술은 대량의 감축을 답보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에 안전하

게 격리하는 기술로 접근하였으나, 최근 이산화탄소를 유용물질

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추가 수입의 확보와 동시에 기존 공

정에서 사용 중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CCU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R&D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파리총회 이후 1.5℃ 목표 경로에

서 Negative Emission Technology로써 CCS 기술과 바이오연료

를 결합한 BECCS 기술 및 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기술 등

이 미래기술 분야로 검토되고 있다.   

2℃ 달성경로에서 단일기술로 최고 수준인 2050년 저감량의 

17%를 감당해야 할 CCUS 기술은 1.5℃ 비전에서 감축목표 강

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술도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CCS 기

술은 이제 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으

며,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분리)I목-2
CO2 포집기술, KIERSOL 

윤여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에너지공정연구실 

(21yoon@kier.re.kr†) 

CO2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

학공장에 CCS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포집 저장하게 된다

면 단기간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한

국은 협소한 국토 문제로 CO2 저장 잠재량이 작으며, 포집한 

CO2를 수송할 경제적인 수단도 저장할 기술도 아직 개발되기 

전이다. 따라서, 우수한 CO2 포집기술을 확보하여 CO2 저장지

가 풍부한 해외 지역으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라이선스비 또

는 탄소배출권을 경상기술료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2016년 5월 테크컨넥트에서(미 정부 주관 개최) 

“Global Innovation Award”를 수상한 CO2 포집기술 KIERSOL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KIERSOL은 탄산칼륨을 주물질로 사용하

는 액상 흡수법으로 소재부터 소재를 이용한 공정까지 자체적으

로 설계하여 패키지를 완성한 기술이다. 처리 가능한 CO2 농도

는 5~50%로 다양하기에 LNG 발전소 배가스부터 바이오가스 

정제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다. KIERSOL은 탄산칼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열역학적 특성과 세계 최초 Hybrid Reboiler 기술을 

활용하여 2.2 GJ/tCO2의 낮은 재생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상을 정리하여 KIERSOL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기

업들에게 CCS기술로도 흑자를 얻을 수 있는 탄소 감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분리)I목-3
수분 투과/회수를 위한 나노 복합 분리막 이용기술 

이형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탄소공정연구실 

(hklee@kier.re.kr†) 

화력발전소 또는 산업체의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

서 생성되는 배가스 및 백연은 다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 또는 물을 회수하기 위해 분리막을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리막 이용 기술은 혼합된 기체들이 선택적 장벽인 막을 통과

할 때 나타내는 기체들의 용해도와 확산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며 수분의 경우에는 다

른 기체 성분에 비해 높은 용해도로 인해 투과속도가 월등히 높

아 다른 공정에 비해 효율적인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가스로부터 수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

해 고분자 중공사막을 제조하였고 막의 표면에 수분을 선택적을 

통과시키기 위해 친수성 코팅층을 형성하였다. 다양한 고분자물

질을 이용하여 친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면중합을 이용한 초

박막 복합막(TFN composite membrane) 또는 나노입자를 이용

한 나노복합막(nano-composite membrane)을 제조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저압차 분리막 모듈을 제조하였고, 다양한 운전조

건에서 분리막의 특성에 따른 수분의 투과도와 선택도를 측정하

였으며, 또한 산업체 현장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막 파일

롯 규모공정을 설치하여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심(분리)I목-4
규칙적 유동에서의 새로운 결정화 현상  

김우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wskim@khu.ac.kr†) 

결정화 (crystallization)는 정밀화학, 석유화학, 제약, 소재 등 디양

한 첨단 산업에서 분리정제, 결정소재 제조 등을 위해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결정소재의 물성은 결정의 크기, 구

조, 순도, 형상 등 결정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결정의 

특성은 결정 생성, 성장, 상전이 등의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20여년간 규칙적 유동이 결정화 현상에 미치

는 영향 및 이를 이용한 새로운 결정화 기술에 대하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특히 규칙적 유동이 쿠에트 층류와 테일러 와류는 기

존의 결정화 현상과 다른 새로운 결정화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이용한 선택적 다형체 핵생성, 상전이 촉진, 결정응집 등은 

기존 결정화 현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

한 새로운 현상을 이용한 다형체 제조 및 제어기술, 결정 크기 

및 분포 제어기술, 구형 결정응집입자 제조 기술 등은 기존의 결

정화 기술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다. 본 발표에서는 규칙적 유동에서

의 새로운 결정화 현상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결정화 기술에 대

해 강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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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분리)I목-5
Techno-economic analysis of absorption and 

adsorption processes for CO2 capture and H2 recovery 

in IGCC plant  

이창하1,2,†, 이우성2, 문동규1, 김재정1, 오민3
 

1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2연세대 엔지니어링 융합대학원; 3

한밭대 화공생명공학과 

(leech@yonsei.ac.kr†) 

Carbon capture technologies, which are connected to storage 

technology, emerge as the effectual remediation processes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coal power plants.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was selected to evaluate 

various capture processes. After screening process simulation for 

five single-stage carbon capture processes with respect to the 

thermal efficiency, the selected two dual-stage carbon capture 

processes (a-MDEA and Selexol) were evaluated for technical 

analysis including power generation, power consumption and 

thermal efficiency. The total exergy destruction and the impacts 

of exergy destruction on equipment were also discussed in detail. 

Finally we executed economic analyses considering capital cost 

and operating cost. In addition, an adsorptive cyclic purification 

process was developed to upgrade a CO2/N2 mixture captured 

as a feasibility study for a second capture unit or captured CO2 

purifier. And, after CO2 capture process in the IGCC process, a 

PSA process to recover a massive amount of H2 at high 

pressure condition (30-35bar) was developed. 

심(분리)I목-6
고순도 수소 생산을 위한 흡착부과 반응공정 

이기봉†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kibonglee@korea.ac.kr†)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수소는 수소경제사

회를 위한 청정 에너지 carrier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수소는 전

력 및 화학/석유화학 산업에서도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료전지의 연

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수소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한해 동안 4천 5백만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천연가스 개질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

다. 수소가 궁극적인 청정에너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태양, 풍

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renewable sources로부터 생산되어

야 하나, 현재는 기술적 수준 및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온실가

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 수소생산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다. 본 발표에서는 석탄가스화를 통하여 얻은 합성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water gas shift 반응과 반응부산물인 CO2 

제거를 위한 흡착분리공정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동시에 수행함

으로써 수소의 순도와 수율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sorption 

enhanced reaction을 소개하고 최근에 진행된 연구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심(유동)E금-1
중질유분의 슬러리상 수첨분해 (Slurry Phase 

Hydrocracking) 기술 개발 현황  

노남선†
 

한국화학연구원 

(nsroh@kier.re.kr†) 

슬러리상 수첨분해(SHC or Slurry-HC : Slurry Phase 

Hydrocracking) 공정은 감압잔사유, 오일샌드 역청, 초중질원유 

등의 저급 중질유분과 수소를 고온, 고압 및 슬러리 형태의 촉매

와 반응시켜서 (1)중질유 내에 존재하는 황, 질소, 니켈, 바나듐, 

철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2)저비점 및 높은 API의 합성원유 

혹은 LPG, 납사, 등유, 경유, 감압 가스유 등의 고부가 기초 유분

을 제조하는 촉매 공정 기술이다. SHC 공정은 Fixed Bed와 

Ebullated Bed를 이용하는 SHC 공정에 비하여 불순물 함량이 높

은 원료의 처리가 가능하고, 반응 전환율과 생성물의 선택성 및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ENI, KBR, UOP, CLG, BP, PDVSA, HTI 등에서 최대 23,000 배럴/

일의 슬러리상 수첨분해 공정을 건설하여 Ebullated Bed 형식의 

수첨분해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중이

다. 본 연구에서는 중질유분의 새로운 고도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슬러리상 수첨분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개발 방향

과 현황를 살펴보고, 에너지 절감형의 고효율 슬러리상 수첨분

해 공정(Pilot 규모 : 1 배럴/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하여 CCP융합연구단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심(유동)E금-2
Lab. Scale 및 Pilot Scale 급 유동층 공정의 설계,  

운전 및 성능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탄소공정연구실 

(hjryu@kier.re.kr†) 

본 발표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온

건식 탈황기술, 매체순환연소(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기술, 연소 후 건식 CO2 회수 기술, 회수증진수성

가스화(SEWGS, Sorption Enhanced Water Gas Shift)기술, 순환

유동층연소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lab. scale 및 pilot scale급 유동

층 공정에 적용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각 기술

의 개발 과정에서 유동층 공정의 설계, 운전 및 성능개선을 위해 

수직관에서 고체하강속도 측정방법 및 상관식을 개발하였으며, 

고체순환속도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고, 두 개

의 기포유동층 사이에서 고속유동층 없이 고체를 순환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두 반응기 사이의 고체층 높이를 유사

하게 제어하기 위한 하부 루프실을 개발하였고, 유동화 기체 없

이 고체를 순환하기 위해 기계적 고체순환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촉매반응의 반응성 개선을 위해 촉매를 유동층 내부에 고정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고온 조건에서 운전되는 유동층의 기

체분산판 부근 가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삽입형 기체분산판, 

두 반응기 사이의 선택적 고체순환 방법, 기포유동층의 입자비

산손실 저감 방법, 비정상운전 중의 사이클론 효율 증대 방법 등

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동층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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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동)E금-3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카본소재의 합성 및 정제공정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dhlee@skku.edu†) 

유동층 반응기는 열 및 물질전달 특성이 우수하고 연속공정이 

가능하여 FCC (Fluidized Catalytic Cracking)공정을 포함한 석유

화학, 화력발전 및 제철공업 등 많은 공정에 응용되고 있다. 최

근 탄소를 소재로 하는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나노다이아몬

드 등 많은 고부가가치 카본소재들이 합성되고 고품질을 위한 

정제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브는 2000년 초반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

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pilot 규모 또는 상업생산을 시작하

고 있다. 유동층반응기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조업조건에 따

른 수력학적 특성과 합성공정에서의 MWCNT의 품질과 생산성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nanodiamond는 detonation 방법으

로 합성된 soots안에 약 5 nm 의 직경을 갖는 nanodiamond가 

응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함께 생성된 graphite와 무정형 카본의 

정제가 nanodiamond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기

전에 사용되고 있는 강산에 의한 산정제는 다량의 폐수발생과 

대량생산에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유동층반응기를 이용한 

thermal oxidation 방법은 환경 친화적이며 대량생산의 이점이 있

다. 유동층반응기를 이용한 nanodiamiond의 정제공정에 따른 

품질변화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심(유동)E금-4
FINEX 유동환원공정 개발 및 상업화 현황 

이상호†
 

㈜포스코 

(yish@posco.com†) 

철광석(Fe2O3)을 환원시켜 쇳물(Fe)을 생산하는 제선 공정의 주

류인 고로 공정은 fixed bed 반응기 형태로 환원가스가 철광석의 

충진층 사이를 흐르게 하는 통기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철광석을 괴성화하는 소결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로법을 대체하

기 위해 포스코는 소결 공정이 생략되어 생산 원가와 투자비의 

절감, 환경 오염의 방지를 이룰 수 있는 FINEX 공정을 개발하였

다. FINEX 공정은 환원과 용융이 하나의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고로공정과는 달리, 예비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전처리 없이 용

융가스화로에서 발생된 환원성 기체인 CO 및 H2로 환원하는 예

비 환원 단계와 용융가스화로에서 광석을 환원하는 최종 환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분철광석의 예비 환원 단계에서

는 통기성 확보와 높은 환원가스 이용율을 위해 다단기포유동층

을 이용한 유동환원공정이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FINEX공정은 1999년 내경 1.2 m 예비유동환원로의 pilot plant를 

시작으로 2014년 내경 9.8m 예비유동환원로의 commercial 

plant까지 성공적인 scale-up 및 상업화를 달성하였다. 본 발표

에서는 FINEX공정의 유동환원공정을 중심으로 공정 개발 과정 

및 상업화 현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심(유동)E금-5
신재생연료(Bio-SRF, SRF)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국내현황 및 기술특성  

이정우†
 

한솔신텍㈜ 연구소 

(leejw@hansol.com†) 

국내 RPS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최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력발전연료로써 SRF, Bio-SRF 등 신재생 연료의 사용이 

국내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다양한 성상을 가지는 신재생 연료들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고효율로 연소발전을 하기 위해서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대부분 채용하고 있으며 그 발전용량 또한 

10~100MWe급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RF, Bio-SRF 등을 순환유동층 보일

러 내에서 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석탄 연소 시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들은 

층 물질의 agglomeration, ash에 의한 fouling, 전열면 고온부식 

등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열면 특히, 과열기 튜브에서 발생하는 고온부식 

현상에 의한 튜브 파손으로써 보일러의 정지와 전체 발전소 가

동율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 고온부식 현상의 근본적인 원

인은 연료 중 포함된 Cl 성분과 알칼리금속(K, Na 등)성분이며 

이의 화합물(KCl, NaCl)을 함유한 저융점 ash에 기인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저감하기 

위해 최근 순환유동층 보일러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요소기술들

의 특징과 그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이동)G금-1
Control by design - Design procedure of micro 

chemical plants  

Shinji Haseb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oto University 

(hasebe@cheme.kyoto-u.ac.jp†) 

It is difficult for micro chemical plants to install monitoring devices 

and controller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s. It means that 

the control problem has to be considered at the design stage. In 

this lecture, the design and control problems of micro chemical 

plants are explained according to the design steps of micro 

chemical plants. The first step is the design of a single channel. 

How to optimize the shape of the channel is explained using 

examples. Many channels are installed in parallel in a device to 

increase the production rate. The design procedure of a device 

considering the robustness of the operation is explained next. 

The blockage is one of major troubles to be overcome for 

realizing long-term operation of micro chemical plants. The smart 

flow distributor that can detect the blockage of one of the 

parallelized devices is explained, and the operation procedure 

that the blockage does not affect the flow condition is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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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동)G금-2
Viscoelastic microfluidics: from fundamentals to 

applications 

김주민†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jumin@ajou.ac.kr†) 

Complex fluids, which are inherently non-Newtonian viscoelastic, 

are ubiquitous in industrial applications and biological systems 

such as blood flow. One intriguing phenomenon triggered by 

viscoelasticity is lateral particle migration due to imbalanced 

normal stress differences. Recently, the lateral particle migration, 

which occurs in Poiseuille flow of viscoelastic media, has been 

engineered to spatially focus particles or sort cells in 

microchannels. The viscoelastic particle focusing has various 

advantages over the existing microfluidic technologies involved in 

particle focusing and separation. It can be implemented with 

extremely simple microchannels such as straight microtube. 

Further, the viscoelasticity-driven particle focusing/sorting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a wide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micron-sized cells, DNA molecules and nanoparticles. Here, the 

relevant principles behind the viscoelastic microfluidics as well as 

applications is going to be presented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viscoelasticity-based microfluidics will be briefly discussed. 

심(이동)G금-3
Novel temperature control in a microfluidic system  

김도현†, 김현빈, 석승환
 

KAIST 생명화학공학과 

(dohyun.kim@kaist.ac.kr†) 

Microfluidic system in chemical and biological applications has 

many advantages, but temperature control is still a critical issue. 

Usually temperature control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temperature at some level at some specific location or to realize 

high temperature for high temperature chemical reaction. In this 

work we propose two simple methods of temperature control in a 

microfluidic system. One is to realize high temperature using a 

screw type microfluidic system. We embedded a heating material 

inside a cylindrical rod and formed a microfluidic channel on the 

surface of a rod. The other approach is the use of thermoelectric 

device for the temperature control. By winding a flexible tube 

around a thermoelectric device the temperature of the flowing 

fluid can be changed periodically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Some applications of a screw type microfluidic 

system and a system with thermoelectric device will be 

discussed.  

심(이동)G금-4
Self-assembly of microparticles at an interface 

이창수†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rhadum@cnu.ac.kr†) 

Self-assembly is a process that lowers the Gibbs free energy of 

a system, leading to the spontaneous organization of matter to 

attain an equilibrium state. It is a promising route for the 

fabrication of novel functional materials and architectures across 

multiple length scales. There has been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pproaches to self-assemble micro/nanoscale 

materials into macroscopic suprastructures. The self-assembly 

of colloidal particles, for example, has led to the formation of 

suprastructures that exhibit unique organization and functionality. 

We present the directed self-assembly of anisotropic particles 

into a macroscopic array. Specifically, this study reveals that 

solely controlling the shape of the particles may not be sufficient 

to induce desired assemblies; instead, the precise control of both 

the shape and patchines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large-

scale assembly of particles. Our results provide important design 

criteria for directing and programming the assembly of particles 

to create suprastructures with desired properties and 

functionalities. 

심(이동)G금-5
Micro energy harvesting based on electrokinetic 

microfluidic process 

전명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mschun@kist.re.kr†) 

Electrokinetic behavior is present due to the electric double layer, 

which forms as a result of the distribution of ion charges near a 

charged surface. The streaming potential is the opposite 

electrokinetic phenomenon to electro-osmosis in that it uses 

motion to realize energy harvesting. We investigated electrokinetic 

viscous flows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model that is 

formulated with the Poisson–Boltzmann field, the flow field with 

Cauchy momentum equation, and the Nernst–Planck equation 

on the basis of net current conservation. Our simulation 

framework allows one to quantify the flow-induced streaming 

potential and current with variations of channel geometry, fluid 

properties, flow conditions, and surface properties. This 

presentation reports our results regarding the implication of 

optimum variables toward possible enhancement of power 

density and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by using microfluidic chip are compared with 

comput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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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동)G금-6
3D printing for microfluidics and tissue engineering  

Hongkai Wu†
 

Department of Chemistry/Division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hkwu@ust.hk†) 

The emergency of three-dimensional (3D) bioprinting has 

enabled us the power to configure a 3D tissue or even an 

integrated organ from the bottom up for both regenerative 

medicine and basic studies in biomedical science. However, as a 

powerful tool for engineering artificial tissues, it still suffers from 

several main drawbacks such as high costs, limited geometrical 

structures of scaffolds, and long time stay of cells in a non-

cultivating environment. I will present a new and convenient 

method to generate arbitrary 3D structures in various materials 

such as polymers (PDMS), metals, and hydrogels (alginate and 

agarose). This method starts with a conventional 3D printer, and 

we transfer the structures from the resin into other functional 

materials through 3D replica molding. The created 3D structures 

faithfully replicate the microfeatures with high fidelity and high 

resolution. We further explore the applications of the molded 

structures in tissue engineering and microfluidics as well. I will 

also discuss the applications of 3D printing technique for 

microfluidic applications such as point-of-care analysis.  

심(이동)G금-7
Multiplexed detection of epigenetic markers using 

Quantum Dot (QD)-encoded hydrogel microparticles 

최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nakwon.choi@kist.re.kr†) 

Epigenetic alterations in gene expression are influenced by 

experiences and environment, resulting in significant variation of 

epigenetic markers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measure various epigenetic markers simultaneously 

from samples of individual subjects to accurately analyze the 

epigenetic markers. We report multiplexed detection of genome-

wide changes in various histone modifications using QD-

encoded PEGDA hydrogel microparticles. We present the 

simultaneous detection of 1) acetylation of lysine 9 of histone 3 

(Ac-H3K9), 2) di-methylation of H3K9 (2Me-H3K9), and 3) tri-

methylation of H3K9 (3Me-H3K9) from three distinct regions in 

the brain (nucleus accumbens, dorsal striatum, and cerebellum) 

of cocaine-exposed mice. Our hydrogel-based epigenetic 

assay enabled relative quantification of the three histone variants 

from only 10 μL of each brain lysate (protein content=~1 μg/μL) 

per mouse. We verified that the exposure to cocaine induced a 

significant increase of acetylation while a notable decrease in 

methylation in NAc. 

심(이동)G금-8
Patent and technology transfer 

이준호†
 

DooHo IP Law Firm 

(jhlee@doohopat.co.kr†) 

The analysis provides patent prosecution strategies to enhance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stronger patent protection. The 

strategies include how to draft claim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inventions, how to respond to office actions 

with ground rejections by patent examiners of the patent office, 

and how to build and manage patent portfolio for business of 

technologies. 

심(이동)G금-9
Carbon nanostructure based mechano-nanofluidics  

Ming M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tate Key Laboratory 

for Tribology, Center for Nano and Micro Mechanics, 

Tsinghua University 

(maming16@mail.tsinghua.edu.cn†) 

The emergence of the field called nanofluidics in the last decade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such as water 

desalination, ultrafiltration and osmotic energy conversion. Most 

applications make use of carbon nanostructures, e.g. carbon 

nanotubes, graphene and graphene oxide. Such applications are 

based on properties of the material/structure such as permeability 

and flow resistance. Recently, theoretical studies reveal that for 

carbon nanotubes and graphene, their transport properties for 

water are deeply related to their intrinsic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phonons. For both materials, the coupling between 

water and phonons could lead to enhancement in diffusion 

coefficient as large as 300%. Since there exist many methods to 

control the phonons and it is believed that such coupling 

between phonons and liquid also holds for other carbon 

nanostructures, these results point to the development of 

mechano–fluidics in nanoscale objects as a new approach to 

couple nanofluidics and nanoelectromechanics, especially for 

carbon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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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동)G금-10
Inertial microfluidics for high speed, high-throughput 

particle and fluid manipulations  

이원희†
 

Graduate School of Nanoscience and Technology, KAIST 

(whlee153@kaist.ac.kr†) 

Although microfluidic flows are treated as Stokes-flow for most 

operation conditions, fast flow speed can lead to fairly high 

Reynolds number (~100). In this regime, non-negligible inertial 

effects appear, which include inertial focusing, ordering, and 

inertially-driven secondary flows. Inertial microfluidic systems 

allow manipulation of fluid flows and particles within microchannel 

flows at extremely high speed and throughput, which leads to 

applications in high-throughput cell separations and flow 

cytometry. In this talk, the inertial effects in microfluidic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will be introduced. Recent results of 

investigating inertial focusing beyond simple parabolic flows in 

rectangular channels will also be discussed. Inertial focusing 

behavior is observed and new methods of focusing position 

manipulation are suggested by velocity profile engineering in 

non-rectangular cross-section channels and co-flow system of 

two fluids having different viscosity. In addition, real-time tuning 

of inertial focusing positions and fluid mixing will be discussed.  

심(이동)G금-11
Multilayered polyimide film three-dimensional 
microreactors for better chemical processes 

민경익†, 김동표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minwing8055@postech.ac.kr†) 

In microfluidic systems, the spatial and temporal control of 

reactants and products offers a novel method for chemical 

manipulation and product generation. Herein, we present the 

versatile uses of multilayered polyimide film microreactors with 

various functions including pressure tolerance, parallelization and 

three-dimensional mixing. Such polyimide film microreactors 

were fabricated by a simple one-step thermal bonding technique 

with high reproducibility. The various unique three-dimensional 

microreactors were devised by embedding multilayer films and 

were successfully utilized on the basis of different purposes in 

high throughput generation of emulsions and nanoparticles, 

organic–aqueous biphasic interfacial reactions, and 

submillisecond organic syntheses. This simple stacking and 

economic polymer film microreactors, which individually fit in one 

hand, has great potential for various microfluidic applications in 

chemistry and biology. 

심(공정)H금-1
지능형 안전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Cyber-

Physical 플랜트의 비전  

신동일†
 

명지대학교 

(dongil@mju.ac.kr†) 

자율주행의 대두와 더불어 플랜트의 무인화를 위한 노력 또한 

뜨겁다. 극히 제한된 사건이라는 공정사고가 갖는 특수성, 생산

시설의 국제적인 분포에 따른 다양한 국가의 동시 최적화 및 규

제만족 요구 필요성,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미래 제

조업 패러다임으로 기대되는 Industry 4.0 시대에 대한 대비 등 

제한된 자원속에서 공정산업의 지속적인 시장선도를 위한타개

책의 하나로 본 발표는 향후 무인플랜트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

는 기반기술, 특히 조업자의 주된 역할중 하나인 안전관리 및 사

고대응 측면의 지능형 안전기술 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Before Computer, After Deep learning (BC/AD)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열광하며 지켜본 알파고 세기의 대결엔 2009년 Deep 

Learning이 개발되기까지 발전된 신경망 학습 알고리듬 연구에 

30년 넘게 매진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90년초부터 

시작해 스탠포드, CMU 등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연구자들의 

축적되어온 성과가 긴 암흑기를 견대내고 이제 구글 등에서 자

율주행 산업의 꽃을 피우고 있듯이, 우리 학계 및 산업계도 이론

개발과 문제 제기 및 데이터 축적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안전산업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공정)H금-2
제조부문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사례  

민광기†
 

이씨마이너 

(kgmin@ecminer.com†) 

빅데이터 기술은 제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써, 그리

고 제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 분야로 산업체로

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속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에 비해 많은 성공적

인 사례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제조 산업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방법론을 소개하며, 이를 

기반한 화학공정의 성공적 적용사례(품질향상, 에너지절감, 이

상진단 등)를 소개하고 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공정 엔지니어가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하여 개인 본인과 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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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정)H금-3
온도 의존성이 큰 물성 예측을 위한 SVRC-QSPR  
모델 개발 및 이를 활용한 liquid viscosity의 추정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Liquid viscosity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은 예전부터 진행되어왔지

만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높은 정확도를 갖

는 모델 개발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최근에는 분자의 3-

D structure를 molecular descriptor로 변환해서 이를 활용하여 물

성을 예측하는 QSPR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온도

의 변화에 따라 물성이 바뀔 경우 각 온도에 대해 일일이 QSPR

을 새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VRC-QSPR 기법을 도입해서 온도 의존성을 해결하고 동시에 

분자 구조 정보를 활용해 물질의 liquid viscosity를 추정하는 모

델을 제안한다. 기존의 SVRC-QSPR 방법에서는 triple point의 

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triple point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최저점을 298.15 K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을 수행했다. 또한 다양한 통계적인 방

법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서 독립변수간의 상관

관계 및 descriptor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모델보다 간단하면서 

보다 높은 예측 성능을 갖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기존 모델

에서 약 20%의 MAPE 값을 갖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약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error값을 줄일 수 있었다.  

심(공정)H금-4
산업용 비전 검사기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선택적 특

징추출, 클래스 불균형 및 복수의 검사 목적 해결에 대한 
연구  

유 준†
 

부경대학교 

(jayliu@pknu.ac.kr†) 

실제 산업현장과 연관된 다수의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문제에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 개

체수의 불균형과 복수의 생산 관련 목적 달성이 그 대표적인 예

인데, 이러한 이슈들은 일반적인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쉽게 해

결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문제 – 박막표시장치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TFT-LCD) 유리기판의 표면 결함 

자동 탐지 및 분류 – 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이차원 파엽분

해를 이용한 유리기판 이미지로부터 결함 특징의 선택적 추출, 

(2)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가격 민감 분류기 학습, (3)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복수의 검사목적 달성. 실제 산업현장의 

비전 검사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제시된 방법의 성능은 기존의 

육안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공정)H금-5
Achieving Transformational Smart Plant in the process 

industry  

이강주†
 

Schneider Electric Software 

(kangju.lee@schneider-electric.com†) 

Dramatic forces across the Hydrocarbon process industry require 

new approaches to improve production efficiency and operation 

margin. Oil price and supply volatility, production price volatility 

based on market dynamics places pressures on supply chain 

management (SCM) and its effectiveness. There are many other 

challenges such as changing workforce, environmental and 

tighter regulation & compliance, etc.  

New technologies based on computational power, IT, IoT, Big 

Data, AI, etc. provide opportunities but require company to 

consider change management to ensure success.  In this 

presentation, shows a few examples how leaders in process 

industry are taking actions to capture technologies advantages to 

sustain and expand their business. These technologies include 

modeling and simulation to optimize asset performance, 

technologies for predictive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KPI 

system to have wisdom to action based on intelligence.  

심(재료)I금-1
탄소양자점 소재의 합성과 물성, 그리고 응용 

이시우†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srhee@sm.ac.kr†) 

탄소 나노입자는 기존의 양자점 소재와 유사한 물성을 가지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나노입

자는 탄소가 갖는 여러 형태의 나노구조 (탄소나노튜브, 플러렌, 

그래핀, ...) 중 하나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ft Template Synthesis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입자를 균일

하게 합성하는 방법과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소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입자의 양자적 물성에 대해 

소개한다. 입자의 조성과, 표면 기능기 등이 발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입자의 구조, 전자의 에너지 전이 메카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탄소나노입자를 이용한 소자를 몇 가지 소개하

고 이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탄소입자

가 갖는 고유한 특성은 양자점 소재가 응용되는 분야에 적용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화합물반도체 양자점이나 산화물 입

자, 자성체 입자에 비해 생체친화적이기 때문에 바이오 이미징,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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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료)I금-2
Additives for the Bottom-up Copper Electrodeposition 

in Through-Silicon-Vias 

김재정†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jjkimm@snu.ac.kr†) 

실리콘 관통 비아(through-silicon-via, TSV)는 웨이퍼(wafer)를 

관통하여 형성하는 배선으로, 칩(chip)과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

여 반도체 소자의 삼차원적인 적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높은 구동 속도와 낮은 소비 전력의 소자 제작이 가능하고, 따라

서 TSV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공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

고 있다. TSV 내부는 전해 도금을 통해 구리로 채우게 되는데, 

소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합의 첨가제를 사용하

여 결함 없는 TSV 채움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

서는 무결함 구리 채움을 가능하게 하는 평탄제를 합성, 제안하

고, 전기화학 분석과 채움 결과를 바탕으로 채움 메커니즘

(mechanism)을 규명한다. 합성한 평탄제를 상용 가속제, 감속제

와 함께 첨가하여 TSV 채움을 수행하였고, TSV의 입구 근처에서

는 평탄제가 감속제의 흡착을 도와 구리 전착을 억제하고, TSV 

바닥에서는 가속제가 흡착하여 바닥 차오름을 유도하였다. 또한 

첨가제의 말단 작용기에 따른 구리 전착물의 단면 형상을 비교

하거나, 두 개의 4차 암모늄염을 포함하는 유기 첨가제에서 반

대 이온의 종류에 따른 채움 결과를 비교하여 첨가제 작용기 및 

구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첨가제의 개발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료)I금-3
초저가 SnSxSe1-x 박막태양전지 개발 현황 

박진호†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chpark@ynu.ac.kr†) 

세계 태양광산업은 2015년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90% 이상의 시장을 점

유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기 보유 중인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

여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태양광 전

력이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과 보조금 없이 경쟁하기 위

해서는 와트 당 발전단가를 보다 떨어뜨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건물 통합형 태양광발전 분

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플렉시블한 태양전지의 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관심을 크게 받

고 있는 초저가 SnSxSe1-x 태양전지의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심(재료)I금-4
소재 개발의 Triple Helix: 기술성, 사용성, 제도적합성 

(리튬 이온전지의 전극 활물질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박승빈†, 최승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SeungBinPark@kaist.ac.kr†) 

중국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결정은 우리가 하

는 연구가 단순히 기술적 이슈에만 극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난이도나 상업적 생산의 

가능성은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하지만 개발된 

제품이 안전 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정에 적합한지 매우 중

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 사용자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사용자 경험이 잘 설계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

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전극 물질의 개발은 기술성, 사용성, 제

도적합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흥미로

운 경우이다. 전기차의 범용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행거리를 300 

키로미터 이상으로 늘리고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술 

개발이 전기차를 대중화 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과

연 충분한 조건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본 발표에서는 배터리

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이슈와 함께 쾌적한 전기

차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제도적 이

슈를 새롭게 조망해 보고 이에 적합한 전극 물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심(재료)I금-5
석유정제 및 화학공정용 신 반응/분리소재 개발  

박용기†, 장종산, 김철웅, 이종석, 이철위, 노남선, 최원춘, 
 

이대훈, 신재욱 

한국화학연구원 융합화학공정연구단 

(ykpark@krict.re.kr†) 

석유 정제 및 화학공정은 대단위 공정으로서 지난 100여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공정의 경우 이미 공정이 최

적화 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공정에 적용

되고 있는 소재들에 있어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즉, 공정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성능 및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의 개발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재

들이 적용된 몇몇 개발 공정 예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의 확산 및 새로운 구조 및 

화학조성을 갖는 MOF 등과 같은 신 물질들이 개발됨에 따라 이

들 소재들을 반응 및 분리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

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새로운 석유정제 및 

화학공정 개발 및 공정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소재의 

개발사양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요구사양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 중에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정 및 소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석유정제 및 화학공정개발을 위하여 “국

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으로 2014년말 출범한 “융합화학공

정연구단”에서 개발 중에 있는 신 개념의 소재들과 이들 소재들

을 적용하여 개발 중에 있는 공정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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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료)I금-6
Advancement of Device Functionalities with Novel 

Design of Electronic Materials  

장 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hyuk.chang@samsung.com†) 

Device product life cycle is becoming much shorter than that of 

the materials. And Electronic materials innovations are falling 

behind the device revolution. Materials have to be synchronized 

with devic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research, so that enhancement of both materials and 

devices properties can be accelerated. With this future 

prospective, in this presentation, advanced devices with novel 

design of display and battery materials will be introduced with 

technical concepts and recent achievements at Samsung 

Electronics. Examples on OLED materials, QD materials, Li ion 

battery and next generation battery materials will be discussed.  

심(재료)I금-7
Oxygen diffusion barrier coated on a transparent AZO 

electrode for dye-sensitized/perovskite solar cells 

우성일†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siwoo@kaist.ac.kr†) 

Developing thermally stable TCOs which are more conductive 

and transparent than fluorine-doped tin oxide (FTO) is a 

promising strateg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ye-sensitized or 

perovskite solar cells. The aluminum-doped zinc oxide (AZO), 

which is cheap with good TCO properties, is unfortunately 

unstable above 300 oC in air. The first priority to enhance its 

thermal stability is to establish mechanisms of electrical 

deterioration of AZO films at high temperatures. In this study, the 

insulating aluminum oxide formation at surface of AZO films as 

well as the decrease of oxygen vacancies at high temperatures 

turned out to be the reason for the decrease of conductivity. Both 

AlOx formation and decrease of oxygen vacancies are caused by 

oxygen adsorption, thus the oxygen diffusion barrier can help 

prevent these phenomena. Here, ZnF2 and SnO2 thin films were 

used as a barrier layer. Oxygen barrier/Al-doped zinc oxide 

double-layered transparent conducting oxides showed 

enhanced thermal stability and suitable optical properties for the 

solar cells after the high temperature process in air. 

심(공업)K금-1
Systems-based Pharmaceutics and gPROMS 

FormulatedProducts  

Dan Braido†
 

PSE (Process Systems Enterprise) 

(i.kim@psenterprise.com†) 

This seminar will firstly introduce the concept of Systems-based 

Pharmaceutics (SbP), a holistic model-based approach that 

considers both drug substance and drug product manufacture 

as well as drug product performance.  

This approach was defined by Eli Lilly, Pfizer and PSE with the 

aim of (i) reducing iterations between drug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design, and (ii) being able to assess 

variability in product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mmon cause 

variability in manufacturing (raw material and process conditions) 

and patient-to-patient variability. Secondly, SbP will be 

compared with QbD. It will be shown that its aims are the same, 

but the approa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prevailing method 

based on statistical techniques. Consequently SbP can also be 

thought of as QbD 2.0.  

The second half of this talk will focus on industrial case studies 

from AZ, Lilly and Pfizer illustrating the value of mechanistic 

model-based approaches and the concept of SbP. The final part 

of this talk will introduce a PSE product gPROMS 

FormulatedProducts, which makes implementation of the SbP 

approach accessible to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심(공업)K금-2
당 미백 (Sugar-based antimelanogenesis)  

빈범호†
 

Amorepacific R&D center 

(bbh82429@amorepacific.com†)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기능성 원료의 부작용에 의한 이슈가 화

두가 되고 있다. 특히 가네보 사건은, 오랜 연구 기간 끝에 내놓

은 합성미백원료가 백반증을 수반하는 등, 심한 부작용을 초래

하여, 기능성 원료 개발에 있어서 안정성 이슈가 새롭게 대두 되

었다. 당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천연물로써, 생물들이 살아

가는데 널리 이용된다. 생물의 에너지원부터 구성성분까지 이용

되고 있는 당은, 천연에 존재하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당을 이용한 신규 미백 물질 발굴과 개발의 과

정을 발표한다. 천연에 존재하는 몇몇 당들은 미백 효능을 가지

고 있는데, 삼투압 변화 유발을 통한 멜라노좀 성숙 저해에 의한 

결과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스크리닝을 통해 당 구조를 가진 

경구투여용 혈당 저해제들이 강력한 미백 효능이 있음을 밝혔

다.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멜라닌 생성 효소의 당 

첨가/ 단백질 성숙을 막았다. 또한 미백 당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법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부 투과도를 높여 강력한 

미백 당을 개발 할 수 있었다. 향후, 당 미백 연구는, 높은 안정성

을 가지고, 강력한 효능을 가진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

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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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업)K금-3
경피 약물전달체(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의 
연구개발 사례 및 최신 연구전략 (Development of a 

conventional transdermal product and the future trend) 

황용연†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yyhwang@boryung.co.kr†) 

경피용 약물전달시스템은 수동적 약물전달의 한계를 넘어서 혁

신적인 능동적 기술로서 과거한정적이던 적용 약물 범위와 시장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피용 약물전달시스템

은 약물 자체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의존하는 수동적 확산이거

나 피부투과증진제를 사용하는 수동적 확산방법을 적용하였다. 

수동적 경피전달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축적된 상업적인 장점

을 활용하면서 치료약물의 범위를 중추신경계까지 확대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분자량 높거나 일일 투여량이 수십 mg 이상

인 약물의 효과적인 피부전달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의약

품 시장은 저분자량의 케미칼 신약에서 펩타이드, 단백질, 백신 

및 항체와 같은 거대분자약물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분자약물은 대부분 주사제로 개발되므로 복약 편이성 

및 안전성 개선의 니즈가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능동적 경피전달시스템이 피부의 고유의 방어기전

을 안전하고 가역적으로 회피하여 약물을 전달할 경우 생물의약

품이라는 풍부한 성장엔진의 주요한 전달체로서 환자와 의료전

문가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표에서는 경피

용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결과 및 제품개발에 대하여 발

표한다.  

심(공업)K금-4
바이오화장품 분야에서 성장인자 개발 및 응용 

(Develoment and application of growth factors in 
biocosmetics)  

민경현†
 

㈜대웅제약 피부과학사업팀 

(khmin910@daewoong.co.kr†) 

최근 피부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피부의 노화를 지

연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기능성 화장품 중 성장인자의 역할이 더 관심을 받

고 있고, 성장인자의 효과와 유사한 기전을 보이리라 생각되는 

펩타이드,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조절 물질, 줄기세포와 그 배

양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장인자 화

장품에는 상피세포성장인자 (epidermal growth factor, EGF)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인자는 수분의 존재나 실온에

서 물리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수용성이어서 흡수

가 제한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EGF 상처 치료제를 바탕으로 화

장품 개발 사례 및 기능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심(촉매)L금-1
Solar Fuels for Sustainable Energy Future  

이재성†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jlee1234@unist.ac.kr†) 

재생에너지 중 절대적인 공급량을 가진 태양에너지는 지금까지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

지의 저장과 현 infrastructure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화

학에너지인 수소나 탄화수소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

재 확립된 기술인 태양전지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수

전해를 하거나 CO2 환원을 하는 2단계 기술은 효율은 높으나 

고가의 태양전지 설비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태

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는 광촉매 법이 궁극적인 

solar fuel 생산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solar-to-

fuel 효율을 1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장기간 안정성 그리고 경

제성을 확보하여야 실용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광

전기화학셀 (Photoelectrochemical Cell)을 이용한 solar fuel 생산

에 대한 연구 개발 현황과 전망을 발표자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안정성이 확보된 금속산화물 반도체 광촉

매의 개발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변형 기술 및 표면 전기화

학 촉매에 대하여 논의 한다. 그리고 solar cell과의 tandem cell을 

조립하여 외부 에너지 공급이 없는 unbiased solar fuel generator

의 개발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개관 하고자 한다.  

심(촉매)L금-2
물분해 태양광 수소 변환 효율 7% 광전기화학셀/태양전

지 텐덤구조  

박종혁†
 

연세대학교 

(lutts@yonsei.ac.kr†) 

금속산화물 소재 기반 광전기화학셀은 태양광을 흡수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저가의 시스템으로 차세대 에너

지원인 수소를 환경 오염물 배출 없이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전압을 주입해

야 한다는 단점과 함께 태양광-수소 변환 효율이 4% 미만에 머

물러 있다는 점 때문에 상용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발표에서

는 고투명/고전류 WO3/BiVO4소재 기반 광전극 (photoanode) 

제조기술, 특정 파장 선택성 투과/반사 필름, 고전압 염료감응태

양전지와의 텐덤화를 통한 고효율 태양광-수소 변환 효율 달성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템덤셀은 외부의 추가적인 

전압 없이 구동이 가능하며 0V에서 구동 광전류 값이 

5.7mA/cm2 값을 가지며 이는 태양광 변환 효율 7% 이상의 값

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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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촉매)L금-3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s of Nanocatalysts 

안광진†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kjan@unist.ac.kr†) 

Nanoparticles(NPs) have been widely utilized as an excellent 

catalyst for many catalytic reactions. Specific interfaces derived 

from metallic NPs and oxide supports greatly influence catalytic 

performance. Conventional industrial heterogeneous catalysts are 

mainly composed of active metals and oxide supports with high 

surface area. In our study, colloidal metallic NPs were 

incorporated into mesoporous oxides as a NP-solid catalyst. 

Knowledge of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s obtained from 

the NP-solid catalyst system could be compared to that of the 

NP-NP catalysts which were consisted of metallic NPs on oxide 

NP arrays. Newly created interfaces between metal and oxide in 

nanocatalysts were demonstrated by enhancing catalytic reaction 

rate in CO oxidation and changed product selectivity in methanol 

oxidation. The utilization of elaborately designed NP catalysts and 

their specific interactions opens new possibilities for 

understanding interesting catalytic phenomena and for 

developing next-generation catalysts and efficient catalytic 

processes exhibiting 100 % selectivity, maximal activity, and 

long-term stability. 

심(촉매)L금-4
Small Molecules 전환을 위한 불균질계 촉매 개발에 대

한 최근 연구 

서영웅†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ywsuh@hanyang.ac.kr†) 

발표자의 실험실에서 최근 연구하고 있는 불균질계 촉매를 이용

한 SMART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화학 촉매의 최근 동향

을 살펴보면, 석유에서 바이오매스로, 다시 바이오매스에서 가

스로 원료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석유 고갈 및 온실가스 효과, 

셰일가스 등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원료를 바이오매스 및 가스로 대체

하는데 있어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바로 획득한 단분자

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구조 변환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분자는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일산화탄

소,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에틸렌(올레

핀), 개미산(카르복실산), 에탄올/부탄올(알코올), 아세톤(케톤) 

등이 될 수 있다. 이들 단분자 원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

보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수소/메탄은 제철소 부

생가스로부터, 개미산은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공정으로

부터, 에틸렌은 에탄 크래커 또는 바이오매스(에탄올 경유)로부

터, 아세톤 및 알코올은 생물학적 바이오매스 전환공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아직 연구 초창기이지만, 이들 중 일부 원료들을 

전환하는데 있어 개발한 고체 촉매 결과들을 발표하고자 한다. 

심(촉매)L금-5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에 의한 디메틸카보네이트 및 

폴리올 제조 촉매공정 기술  

백준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joonhyun@rist.re.kr†)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기술은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탄

소자원화를 통해 유한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양

한 화학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전환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자구조내에 삽입하는 기술 

중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인 디메틸카보네이트와 폴리우레탄

의 원료인 폴리올에 대한 제조기술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활용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RIST에서는 디메틸카보네이트 제조기술로 

urea methanolysis에 의한 촉매 및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폴리올

의 경우 고유 촉매개발 및 폴리올 제품군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

에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

다. 이들은 분자내에 이산화탄소를 40%이상 포함할 수 있는 화

학제품이므로 실용화 성공 시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촉매)L금-6
On the delamination of layered MCM-22 precursors  

최정규†, 이태희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jungkyu_choi@korea.ac.kr†) 

MCM-22 precursors (MCM-22(P)), thermally converted into 

MCM-22 zeolites, have a layered-structure. The intra-layers in 

MCM-22(P) are condensed during the thermal calcination and 

then, the new inter-layers are generated in-between, resulting in 

the synthesis of MCM-22. So far, the limited accessibility toward 

the 12 membered-ring pockets in MCM-22 has been overcome 

through the pillaring or delamination of MCM-22. Up to now, a 

combination of swelling and sonication is well known for an 

effective protocol to obtain the delaminated MCM-22 (ITQ-2). In 

this presentation, we would like to address the rigorous analysis 

on the delamination process of MCM-22(P) and provide an 

insight into the process through providing a new technique. 

Based on that, a preliminary result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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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촉매)L금-7
Catalytic Ionic Hydrogenation by Intra-zeolite 

Frustrated Lewis Pairs  

최용남†, 이희주1, 임대운2, 조인화3, 서봉임4, 김지한4
 

KAERI; 1서강대학교 물리학과; 2일본 교토대학교 화학과; 
3KAERI 중성자과학연구부; 4KAIST 생명화학공학과 

(dragon@kaeri.re.kr†) 

  Ionic hydrogenation (IH) is an addition of proton and hydride to 

unsaturated substrates. Typical materials containing both proton 

and hydride source are transition metal dihydride complexes1). 

Frustrated Lewis pair (FLP) is a set of Lewis acid and base within 

the materials. Most of FLP compounds reported to date are 
zwitter-ionic organic molecules such as (C6F5)2BH-HPR2

(R=Mes or tBu)2). These are homogeneous catalysts which 

require separation step after the reaction.   

  Recently we have reported a formation of intra-zeolite FLP 

catalysts having hydridic sites as well as protic sites3). Catalytic 

ionic hydrogenation of unsaturated organic compounds 

possessing C=O, C≡N and C=C have been demonstrated. 

Especially, the reaction coordinate of aceton hydrogenation 

deduced from in situ experiments has been confirmed by a DFT 

calculation. Detailed results and discussion will be presented.   

1) R. M. Bullock, Chem. Eur. J., 2004, 10, 2366-2374.  

2) D. W. Stephan and G. Erker, Angew. Chem. Int. Ed., 2015, 54, 

2-44.  

3) H. Lee and Y. N. Choi et al. Angew. Chem. Int. Ed., 2015, 54, 

13080-13084.  

심(해양)I금-1
해양플랜트 R&D 및 기본 설계 역량 확보 방안 

고민수†
 

삼성중공업 

(ms0506.ko@samsung.com†)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기본 설계를 향상을 위한 역량 확보는 대

부분 Oil & Gas 생산을 위한 주변 기술과 주 공정은 상세설계 중

심으로 기본설계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기본설계에 도전하여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런 문화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Risk를 감수지지 않

는 풍토와 자신감 결여가 가져온 결과이다.  현재 Oil & Gas 생산

을 위한 주 공정기술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해양플랜트 전략을 계획하는 사람이 Oil & Gas 

플랜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Oil 

& Gas 생산공정은 저장설비, 생산설비, 유틸리티 등이 있지만 

설계보다는 구매에, 공정 기능보다 기계장치 사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개발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지원이 매우 산발적이며, 개발 R&D에 Risk를 감수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은 플랜트 기술 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기인하고 있다. Oil & Gas 생산 플랜트는 단순 제조에서 머무르

지 않으며, 자원개발 및 에너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대

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Oil & Gas 생산 주공정 기본설계 개

발은 여러 분야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개발된 기본설계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심(해양)I금-2
LNG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와 기술혁신 사례 소개  

장대준1,2,†
 

1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2LATTICE Technology 

(djchang@kaist.ac.kr†) 

친환경 에너지 중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LNG는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수송소비로 특정되는 대량공급사슬에 의

존해 왔으나, 근래 들어 급속히 소형공급사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변화는 생산/수송/소비 전체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중소형 소비처의 증가는 중소규모이면서 지역적인 수

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각국 정부들이 

중소규모의 국내 가스전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

량공급사슬과 달리 중소공급사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

운 원천기술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초저

온 탱크 기술, 증발가스(BOG) 처리 기술, 시스템 설계 등에서 기

술혁신이 시급하다. 소형공급사슬을 위한 초저온 탱크는 압력식

이어야 하며, 부피 효율적이어야 한다. LNG하역이나 운전시에 

발생하는 증발가스는 적절히 처리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응용처

에 맞는 시스템 설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중소

형 LNG 발전소 연료공급 시스템, LNG 선박 연료공급 시스템, 

LNG 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중소형 해양 수송시스템, 중소형 해

양-육상 하역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소형공급사슬의 사

업 특성상, 기술 개발을 넘어 상용화 및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서는 다양한 기술사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투자 기관들

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심(해양)I금-3
해저-해상 통합 모델을 이용한 해양플랜트 설계  

서유택†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yutaek.seo@snu.ac.kr†) 

국내 기업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저-

해상을 아우르는 설계 검증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오일 메이저

의 설계 검증과 변경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능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

며, 불확실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해서 

해저 및 해상 공정 모델링은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더욱이 

향후 큰 폭의 유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

서 주요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해양플랜트 생산 효율을 증대하

고, 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

다. 따라서 오일 메이저와 국외 엔지니어링, 국내 조선•해양 기

업들이 각자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변경해나가는 기존

의 방법보다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통합 모델을 개발해 설계의 

정확성 향상과 고효율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외국 기업들의 설계안을 검증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능동

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해양 기업들이 해양 유, 가스전 프로젝트 

초기단계인 해양플랜트 기본 및 FEED 설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정상 상태 및 천이 운전 시나리오를 적용한 해저 

생산 시스템과 해상 상부 공정의 통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양

플랜트 설계 최적화 및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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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양)I금-4
조선해양플랜트 LNG 가스처리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 

장광필†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 기반기술연구소 

(kpchang@hhi.co.kr†) 

2016년 1월 기준 전 세계 천연가스 거래의 10 %는 LNG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현상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O2 등 친환경 규제 확대에 의해 선박에서의 LNG 연료 사

용이 증가하면 LNG 거래 확대는 기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

이다. 이에 LNG 관련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업계뿐 아니라 해운

업계, 발전업계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국내 조선해양업체

는 LNG 생산, 운송 등 LNG Value Chain상에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크다. 즉, 국내 조선

해양업체는 LNG 생산을 위한 부유식 액화설비, LNG운반선, 부

유식 재기화 설비, LNG 연료 추진선박 및 LNG 벙커링 선박 등 

다양한 LNG 관련 설비를 설계, 제작, 인도하고 있다. 부유식 

LNG 설비 또는 LNG 연료 추진 선박은 기존 국내 조선해양업체

의 세계적인 선박 설계 및 생산 기술에 더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LNG 가스처리시스템에 대한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런 LNG 가스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근 시장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그 변화 속도도 빠른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해

양분야에서 LNG 가스처리시스템의 기술 현황과 혁신을 위하여 

화학공학 기술과의 접목 필요성과 분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심(해양)I금-5
해양 기회원유 생산용 FPSO 

김종남†, 조동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유가스연구실 

(jnkim@kier.re.kr†) 

원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육상에서는 대규모 

유전 발견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해양 유전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3%가 해양에서 생산

되고 있고 2030년에는 50%가 해양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

다. 우리나라의 중공업사들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역량부

족과 기자재 의존에 따른 납기지연으로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양플랜트 상부 공정 주요 기자

재의 자체설계 능력 확보와 국산화가 요구된다. 현재 생산되는 

해양원유는 대부분 API 30 이상의 경질유이며 천해에 많이 매장

된 기회원유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점도가 낮고 유기산과 칼슘 함량이 높은 기회원

유를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하고 고부가화 하기 위해서는 리저버

에서 해상 프랫폼까지 이송을 위한 flow assurance 기술, 하이드

레이트와 왁스 생성 억제 기술, 유기산 및 칼슘 제거용 separator 

기술, 중질유 부분경질화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

양 기회원유를 생산하는 요소기술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

고자 한다. 

심(해양)I금-6
해양플랜트 개발을 위한 KOGAS의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KOGAS research status and plan for offshore 

plant development)  

정종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jtchung@kogas.or.kr†) 

The limitation of onshore oil and gas production with obsolete 

equipment of offshore plant over 30 years are another clue to 

bring steady new order of offshore plant. KOGAS is participating 

E&P business for traditional oil and gas field development in East 

Asia, Mediterranean, Australia, South Africa and other area. 

Accordingly, KOGAS need technology management with long 

term E&P strategy for offshore plant development and securing 

own project management ability. Such technological 

management should consist of strengthening ability of subsea 

production system, topside platform, FLNG and etc., for new 

market creation through building infra technology of KOGAS. The 

research of subsea and sea integrated simulation model 

development is in progress from to start research of SURF

(Subsea Umbilical Riser and Flow line) in late 2015 for minimizing 

core technology and investment management risk in gas field as 

building infra technology of own operation.  

심(안전)L금-2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의의와 정책개발 방향 (The 

significance of current status for laboratory safety and 
direction of policies) 

노영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rohyh@kribb.re.k†) 

대학 359개, 연구기관 245개, 기업부설(연) 4,062개 등 총 4,666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각 기관의 연

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

은 기관의 안전관리 운영 체계, 예산운용, 보험가입, 교육훈련, 

건강검진. 사고현황 등 80여개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 응답기

관은 3,413개 기관으로 전년 1,464기관 대비 기업부설(연)을 중

심으로 130% 이상(1,949기관) 대폭 확대되었다. 연구실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대폭개정(2015.7), 연구실안전 국가사업의 운영체계 개편

(2015.4)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

식으로 시행하여 수요자 편의 도모 및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전면 재검증을 실

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기관유형별로 전담인력 및 조직운영, 보험가입, 

안전교육, 안전진단 등 세부항목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실험실 유형별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각 조사항목과 법령이행 

정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

다.  

키워드 :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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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안전)L금-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광원1,2,†
 

1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 2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kwrhie@hoseo.edu†)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하

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법률기반을 마련하였

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실시 전에 실험

에 잠재되어있는 유해인자를 도출하여 도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제거나 감소,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 사고발생시 사고대응기관에 신속한 정보 전달 등으로 사고확

대 방지 아주 큰 효과가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실 책임자(교수)가 알아야 할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내용과 앞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발전

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고찰, 토론하고자 한다.     

심(안전)L금-4
해외 안전교육의 현황(The Pres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이익모†
 

인하대학교 화학과 

(imlee@inha.ac.kr†) 

Recently the importance of safety education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with the increase of laboratory accidents. Since the 

introduction of laboratory safety law in 2006, various kinds of 

safety educ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Korea but the demand 

of more efficient and higher level safety education still exists.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safety education program, 

the pres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A and Japan has been summarized. Desired 

laboratory safety education system will be discussed by 

comparing the foreign systems with internal ones.  

심(안전)L금-5
국내외 화학공학 교과과정의 안전교육 비교 및 Systems 

Engineering 활용  

신동일†
 

명지대학교 

(dongil@mju.ac.kr†) 

대부분의 대학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실험실 및 교내 작업장

의 안전사고 예방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교

육, 실험실 안전점검, 안전사고 대응 대책수립 등 안전한 실험실 

환경조성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

전관리 이행계획을 준비해 시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외 유수 대학에서 제공하는 화학공학 교과과정의 심층비교를 통

해 연구실 및 화공 안전교육의 실시정도를 분석하고, 기존 강의

의 한 부분 또는 개별 강의로 안전교육이 개설되는 경우를 비롯

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심(안전)L금-6
화학(공) 실험실의 사고사례와 안전대책  

(Accident cases and safety measures in chemical 
laboratories)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leekw@kosha.or.kr†)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및 실험실 업무 증가에 따라 연구실험실에서 여러 가지의 

실험기계 기구들과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실험실 사고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고발생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가연성․독성 가스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기관 4,884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7년 사고가 31건

에서 2015년 12월말 기준 약 140여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다. 

대학 실험실은 열악한 실험실 환경 속에서 실험내용이 복잡해지

고 다양해짐에 따라 실험실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실험

실 안전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화학(공)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 사

고원인과 교훈으로부터 실험실 사고예방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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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2016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심(위젯)K금-1~9

일반 심포지엄 초록



심(여성)K목-1
CFU simulator 및 물성예측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for CFU simulator and estimation for product yields and 

physical properties) 

이현정†
 

한화토탈 연구소, 에너지연구팀 

(hyunjung1001.lee@hanwha-total.com†) 

The presentation is about the development for CFU (Condensate 

Fractionation Unit) simulator and estimation for product yields 

and physical properties. CFU, applied for our company, is 

introduced and boiling point, one of the basic input data, is 

mentioned briefly.   

Comparison between the outcome of the yield/physical 

properties estimation from the CFU simulator and design case 

shows over 98% of accuracy. Simulation tuning results for real 

operation condition (75% loading case) shows 87~96% of yield 

and 90~95% of physical properties. 

심(여성)K목-2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개발 동향 (Trend of 

display parts technology in vehicle)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소재연구센터 

(mhoh@katech.re.kr†) 

이산화탄소 규제 대응 및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 소재 개발을 시

작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품은 모바일 디바이스 기술의 확장으

로 자동차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소재 적용 기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편의성, 대면적화 그리고 일체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장부품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편의부품은 디자인 자유도와 기능의 안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소재, 방열소재 및 전자기파 차폐 소재의 동반 개발이 반드시 필

요하다.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 정보의 고집적화로 인한 발열로 

온도가 상승되어 시스템 안전을 위한 방열소재 적용 및 기기 간

의 전기전자 오류 방지 등 기술의 접근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부품의 방열, 전자기파 차폐 

특성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복합소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심(여성)K목-3
임플란트용 골유착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기

술 (Technology of osseointegration organic-inorganic 
hybrid coating for dental implants) 

박경희†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재료학교실 

(see0936@chonnam.ac.kr†) 

In this study, nucleation and growth of bone-like hydroxyapatite 

(HAp) mineral in modified simulated body fluids (m-SBF) were 

induced on chitosan substrates, which were prepared by spin 

coating of chitosan on the Ti substrate. The m-SBF showed a 

two fold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s of calcium and 

phosphate ions compared to SBF, and the post-NaOH 

treatment provided stabilization of the coatings. The calcium 

phosphate/chitosan composite prepared in m-SBF showed 

homogeneous distribution of approximately 350 nm-sized 

spherical clusters composed of octacalcium phosphate (OCP; 

Ca8H2(PO4)6·5H2O) crystalline structure. Chitosan provided a 

control over the size of calcium phosphate prepared by 

immersion in m-SBF, and post-NaOH treatment supported the 

binding of calcium phosphate compound on the Ti surface. 

Post-NaOH treatment increased hydrophilicity and crystallinity of 

carbonate apatite, which increased its potential for biomedical 

application. 

심(위젯)K금-1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나노촉매에 관한 연구  

강지연, 정지철1,†, 정은혜1, 최아은1, 이혜인2, 소담2, 이유나
3, 정한빈3, 윤민혜4 

명지대학교; 1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2이우고등학교;  
3송호고등학교; 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cjung@mju.ac.kr†) 

환경문제와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에

너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저

장·방출 기술 방법 중 하나인 유기계 액체 수소화물의 탈수소화/

수소화 반응 사이클은 반응물이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여 수소

에너지의 저장 및 수송이 편리하고 기존에 구축된 저장기반 시

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소의 

직접적인 생산을 위하여 유기계 액체 수소화물의 탈수소화 반응

에 주로 사용되는 나노 크기의 백금촉매의 경우 귀금속인 백금

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금과 구리로 이루어진 코어-쉘 

구조의 나노촉매를 제조하였다. 구리를 담체에 함침법으로 담지 

할 경우 상대적으로 구리 입자의 분산정도가 낮다는 단점을 지

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온교환법, 폴리올법을 이용

하여 구리입자를 담체인 활성탄에 담지 시키고 금속 간의 이온

화 경향 차이를 이용하여 백금과 구리로 이루어진 코어-쉘 형태

의 나노촉매를 제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노촉매 상에서 유기

계 액체 수소화물의 탈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생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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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젯)K금-2
유연/신축 전자기기로의 응용을 위한 나노입자의 분산 

및 코팅에 관한 연구  

박혜지, 김현경, 안원경, 김규희1, 김민진1, 김규리2, 양채은2, 

 

정수환† 

경북대학교; 1상인여자고등학교; 2경산여자고등학교 

(shjeong@knu.ac.kr†) 

최근 플렉시블, 스트레쳐블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인 컨덕터나 전극에 투

명성,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투명/전도성 재

료로 널리 알려진 indium tin oxide(ITO)의 경우 뛰어난 전기적/광

학 특성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어왔지만 깨지기 쉽기 때

문에 유연전자기기 분야에 적용이 힘들다. 따라서 깨지기 쉬운 

딱딱한 기판 대신 유연한 폴리머 기판을 이용하여 소자를 제작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을 

갖는 나노입자를 합성한 뒤, 간단한 코팅법을 이용하여 유연기

판에 코팅하여 투명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갖는 소자를 제작하였

다. 적절한 크기를 갖는 나노입자가 분산된 분산용액을 제조하

기 위해서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산시간, 초음파 파

워, 전도성 물질과 용매의 비율 등을 조절하여 최적 분산 조건을 

확보하였다. 기판으로는 신축성을 갖는 PDMS 기판을 사용하였

으며 기판 위에 전도성 물질을 격자 패턴으로 코팅하여 구조적

으로 신축성을 증가시켰다. 컨덕터의 면저항 및 투명도는 격자 

사이의 간격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신축 시에도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컨덕

터는 투명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투명/신축 전극, 투

명/신축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차세대 투명/신축 전자기기의 제

작에 활용이 기대된다.  

심(위젯)K금-3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를 복합 담지체로 하여 

질소를 담지한 비금속 촉매 제조 연구  

서미리, 허승현1,†, 김민선1, 김민경1, 최정은2, 남윤아2, 
 

권나경2, 김채은2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2우신고등학교 

(shhur@ulsan.ac.kr†) 

최근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전극에 사용되는 백

금촉매는 연료전지의 높은 생산단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며, 내

구성이 낮아 수명이 짧고, 장기적으로는 백금의 매장량이 한정

적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특성을 띄는 그래핀

과 탄소나노튜브를 연료전지 촉매에 응용하여, 질소를 담지한 3

차원 구조의 비금속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물리적 

분석에는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

(EDS), X선 광전자 분광법(XPS)를 이용하였고, 순환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과 Rotating Ring Disk Electrode 방법으로 전

기화학특성을 평가하였다.  

촉매 구조에서 탄소나노튜브는 그래핀 층간에 삽입되어 그래핀

의 반복적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전자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하여 촉매의 활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의 비율을 달리 하여 가

장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이는 점을 알아내고 기존의 연

료전지 촉매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대체촉매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심(위젯)K금-4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광등방상 액정 연구  

신은정†, 강우녕1, 김지윤1, 고민선2, 이효윤2, 원유리, 공태희
 

전북대학교; 1전주 양현고등학교; 2전주 솔내고등학교 

(zxcvb823@naver.com†) 

고분자와 액정의 혼합물은 디스플레이 재료로 오랫동안 연구되

어 왔으며, 고분자가 디스플레이 내부에 충진되어 셀갭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혼합물의 비와 UV조사세기와 시간을 조절하여 액정

의 상분리 과정을 알아보고 액정 드랍렛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액정(MLC-2053)과 모노머(NOA65)를 4:6의 비

율로 혼합했을 때 최적의 특성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모노머(PN393)을 각각 4:6, 45:55 그리고 5:5의 비율로 실험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보였던 비율에 한에 UV조사세기와 시간으로 

액정 드랍렛의 크기를 조절하여 최적 특성을 얻었다.  

액정 드랍렛의 크기가 가시광선 파장보다 크면 고분자분산형 액

정(PDLC,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s), 가시광선 파장보

다 작으면 광등방상액정 또는 나노-PDLC(OILC, Optically 

isotropic Liquid Crystals/Nano-PDLC)라고 하며, 크기마다 적용

될 수 있는 용도의 차이가 있다.  

심(위젯)K금-5
Black TiO2 nanofibers as highly conductive electrode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이나원, 류원희†
 

숙명여자대학교 

(whryu@sookmyung.ac.kr†) 

 Sodium ion batteries have been spotlighted recently due to lower 

material costs, the abundance of sodium resources, and 

analogous electrochemical components with existing Li-ion 
battery systems. White anatase TiO2 nano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for suitable anode materials enabling facile 

insertion/extraction of Na ions. However, low electronic 

conductivity originated from large electronic band gap (~3.2eV) 

and narrow interstitial sites to accommodate large Na ions often 
limit the battery performance. In this regard, new class of TiO2 

material called 'black TiO2' is more attractive owing to its flexible 

structural feature and narrower band gap of approximately 2.2eV 

and consequent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is work, we 
report highly conductive black TiO2 nanofiber electrode for high 

performance Na-ion batteries. The introduction of black TiO2 

offer benefits; (1) formation of oxygen vacancy as numerous 

defective sites leads to fast electron transfer in the structure (2) 

the glassy structure provides efficient intercalation of Na-ions in 

the structure. We also elucidate thermal effects on the structural 

and chemical feature of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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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젯)K금-6
피부 질환의 온열 치료가 가능한 생친화성 자성 나노입

자 연구  

이종원, 박동주, 김시정, 손소윤1, 허진아1, 전서연2, 김소연2, 

 

나현빈† 

명지대학교; 1압구정중학교; 2포곡고등학교 

(hyonbin@mju.ac.kr†) 

피부질환의 치료와 미용의 목적으로 약물 또는 레이저 치료 등

의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며 임상에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비

선택적인 처치로 인한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인체에 무해하며 자성 온열치료에 응용이 가능한 페라이트 

기반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라디오 주파수의 교류에 의한 유도

자기장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환부를 치료하고, 이를 통해 외

과시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 방법을 연

구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산화철 나

노 입자로서 체내의 표적 MRI 영상화와 치료 연구에서도 응용되

고 있다. 자성이 우수하며 생체친화성 고분자로 표면 처리된 자

성나노입자를 비침습적으로 표피에 도포함으로서 소량을 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가능한 온도 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이에 입자의 크기, 농도 등의 변수들이 입자의 온도 상

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심(위젯)K금-7
3차원 입체구조 청색 발광 물질인 N,N,N’,N’-tetrakis(4-
(anthracene-9-yl)phenyl)ethylenediamine의 합성과 광

학적 특성분석  

이지영, 박광용†, 이하나, 서지원, 서혜지1, 성지현1, 
 

송예진2, 송효인2 

중앙대학교; 1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2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kypark@cau.ac.kr†) 

OLED용 총천연색 구현을 위해 필요한 발광재료들 중 효율과 수

명안정성을 확보한 녹색과 적색 물질에 비해, 청색 재료의 경우 

높은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확보한 경제적 재료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 생산에 용이한 용액공정이 가능하고, 

3차원 입체구조를 가져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청색 발광 물질인 

N,N,N',N'-tetrakis(4-(anthracene-9-yl)phenyl)ethylenediamine을 

합성했다. 또한 이 화합물의 구조와 물성 및 광학적 특성들을 분

석했다. 

심(위젯)K금-8
투명전극의 유연성 향상을 위한 N-Doped graphene 

film 제조  

차주해, 박경미, 표슬기, 정진주1, 김형지1, 박귀남2, 정선영2, 

 

한종훈† 

전남대학교; 1전남사대부고; 2광주경신여고 

  

정보 통신 분야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전자 기기들은 평면성을 

벗어나 투명, 유연 하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러한 부가적인 특성을 갖춘 기기들의 제조를 위해 전극의 투명

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표적으로 이

용되는 투명전극인 ITO(Indium Tin Oxide)는 유연하지 못하는 단

점과 자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raphene 차세대 투명전극의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다. 

graphene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제어하기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화학적 이종

원자를 삽입하는 도핑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화합물과 산화그래핀(Graphite Oxide)를 이

용하여 n-type의 그래핀을 얻고 유연성 향상을 위해 PET film에 

코팅하여 film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심(위젯)K금-9
유방성 액정을 이용하여 코팅 가능한  

플렉시블 편광필름 제조  

황주경†, 김현아, 이은미, 강효민1, 김현진1, 이승효1, 정지영1
 

전북대학교; 1유일여자고등학교 

(iamjoook@gmail.com†) 

본 연구에서는 유방성 액정상을 갖는 퍼릴렌계 반응성 액정 단

량체 (perylene-based lyotropic chromonic liquid crystal, PLLC)를 

설계 및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광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박

막 필름 (thin film polarizer, TFP)을 제조 및 분석하였다. 합성한 

반응성 액정 단량체를 기판 위에 동일 방향으로 전단시킴으로써 

분자의 배열을 유도하였고 광중합을 통해 액정 분자를 고분자화

하여 분자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합성된 유방성 액정 단량체

의 화학구조는 프로톤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분자들의 상거동 및 광학적 이방성은 편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

였다. 또한 광중합된 PLLC TFP의 편광도 및 물리적/화학적 물성

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과 용매 저항도 시험 및 연필 경도 

시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유방성 액정 단량체를 이용하여 제조

된 편광 광학필름은 플렉서블 액정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와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에 편광자, 액정 배향막 

또는 반사방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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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분F금-1
Multifunctional Nanogel for Targeted Imaging, Delivery, 

and Therapy  

태기융†, 최원일1, 김자영2, 이종현3, 김만세3
 

광주과학기술원; 1세라믹연구소; 2한화; 3광주과기원 

(gytae@gist.ac.kr†) 

Nanogel, nano-sized (＜ several hundred nm) hydrogel, has 

intrinsic advantages as a delivery system for tumor sites due to 1) 

EPR effect based on its size and 2) excellent biocompatiblity 3) 

as well as long circulation upon i.v. injection based on its 

hydrogel state. In my lab, nanogel was prepared using Pluronic, 

FDA-approved and temperature sensitive polymeric surfactant 

simply by one-pot synthesis in aqueous phase. This Pluronic-

based nanogel has advantages as a delivery carrier including 

easy and efficient loading of any water soluble (bio)

macromolecules while maintaining their bioactivities as well as 

nanoparticles that can be suspended in aqueous environment.   

The surface of the nanogel can be modified to provide various 

functionalities for targeted delivery or imaging.   

Various surface modifications of Pluronic nanogel could expand 

the functionalities of the nanogel. Several examples of the 

applications of this nanogel will be demonstrated including 

targeted delivery to the tumor, brain, oral route, imaging of 

selective inflammation sites and multimodality, and therapy for 

tumor and diabetes.   

O고분F금-2
Direct measurements of colloidal forces via optical 

laser tweezers  

박범준†, 임진현, 강동우
 

경희대학교 

(bjpark@khu.ac.kr†) 

Optical laser tweezer or the single-beam gradient force trap has 

been utilized to directly measure the interaction force between 

dielectric microspheres in pico-newton scales. In ray optics 

regime, where the size of a particle is larger than the wavelength 

of a light, we demonstrate that the optical trapping force can be 

analytically calculated by the geometrical optics approximation. 

Using the optical laser tweezer apparatus, we quantitatively 

investigate physical properties of various colloidal systems, e.g., 

interactions between PMMA particles in a low dielectric constant 

medium, critical electrolyte concentrations for particle adsorption 

to fluid-fluid interfaces, and aspect ratio-controlled capillary 

forces of ellipsoid particles.  

O고분F금-3
Artificial Sensor Skin with Mechanosensitive Ion 

Nanochannels    

김도환†
 

숭실대학교 

(dohwan@ssu.ac.kr†) 

   Creating artificial skin that shows the tactile-sensing capability 

of human skin has been a big challenge in tactile sensor 

research.   

   In this talk, inspired by the sophisticated physiological tactile 

sensing mechanism of human skin, we created an ultrasensitive 

artificial sensor skin with ion nanochannels based on visco-

poroelastic biocompatible polymers, in which we directly 

addressed the sophisticated physiological tactile sensing 

mechanism of mammalian skin. To this end, we emulated the 

Piezo2 ionic mechanotransduction protein channel with a 

piezocapacitive ionic mechanosensory system that engages in 

ion squeezing when the polymer matrix is deformed under a 

mechanical non-equilibrium state. The artificial sensor skin is 

unprecedented in its ability to sustain a high sensitivity over a 

broad range of pressure (20nF kPa-1 at 0-30kPa) with 

reproducible operation at an ultralow-voltage (1mV). We also 

described that this new artificial human skin allows for voice 

identification, health monitoring, daily pressure measurements 

and even measurements of a heavy weight beyond capabilities 

of human skin.  

O고분F금-4
Ion exchange membranes based on poly(arylene ether 

ketone) for fuel cell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Poly(arylene ether ketone)s (PAEKs) are synthesized, and their 

chemical structure  is identified using 1H - and 19F-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The distinguished hydrophobic-hydrophilic 

phase separation is confirmed by small-angle X-ray scattering 

spectroscopy.  The proton conductivity of the multi-block 

copolymer membrane is higher than that of the randomly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 copolymer (SPEEK), while its 

water uptake was lower than SPEEK. The multi-block copolymer 

membranes show excellent oxidation stability compared to the 

random one.  Sulfonated mesoporous benzene-silica (SMBS) 

hygroscopic conductors are embedded in the membranes to 

lessen their dehydration in the low humid environment. The 

effects of sulfonation degree (SD) and hygroscopic conductors 

on the membranes properties are analyzed.  The SPAEK 

membranes containing hygroscopic proton conductors exhibit 

superior conductivity to that of Nafion®117. Although the water 

uptake of the composite membranes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istine membranes, no mechanical failure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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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분F금-5
Thermal Graphitization of Protein Fibers  

진형준†, 윤영수1, 조세연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hjjin@inha.ac.kr†) 

The pyrolytic behavior is distinct from those of polymeric materials 

consisting of linear main chains, which are almost decomposed 

and vaporized as flue gases by heating. A β-sheet-rich protein, 

which is a linear polymer composed of peptide main chains, is a 

promising carbon precursor for state-of-the-art technologies. 

These exceptional pyrolytic behaviors of linear peptide main 

chains are not completely understood, but the thermo-

denaturalization of proteins has been suggested. This study 

reports the pyrolytic process and development of a sp2 

conjugated hexagon structure from β-sheet-rich proteins by 

heating. The β-sheet secondary struc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highly stable and large sp2 conjugated 

hexagonal structure at the very low temperature of 350 ºC. These 

carbon materials were advanced into ordered graphitic structures 

with increasing heat-treatment temperature to 2800 ºC.  

P고분목-1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lica/GF/POP/PP composite for filter module parts  

황소산, 심상은†, 김영선, 조선태, 이민철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Filter module systems can be used for manufacturing of mineral 

pigments, recovery of fibers, filtration of metallic salt coal and ore 

from flotation processes, separation of oil and so on.  

The effectiveness of a filter apparatus depends on the 

construction and the material of the filter medium support tray. 

Some common materials are aluminum, stainless steel,  ductile 

iron and material compounds out of steel and rubber. These 

elements are showing a lot of disadvantages as for example low 

chemical and high weight, unfavorable drainage, considerable 

abrasion, limited working life, fluid absorbency and bad sealing. 

Polypropylene turned out to be the best material due to it's most 

favorable price-power-performance and its interesting 

combination of excellent properties. 

Herein, different amounts of the silica, gf, POP was incorporated 

in PP for filter recess and filter base. Their parts were also 

thoroughly investigated in terms of tensile properties, flexural 

properties, izod impact properties, thermal stabilit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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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2
정전기를 이용한 고순도 리사이클 플라스틱  

선별기 개발  

엄진화1, 유은재1,2, 구영서1,2, 김성배1,2, 이재식1, 김동학1,†
 

1순천향대학교; 2도원산업 

(dhkim@sch.ac.kr†)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소재인 합성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재생이 가능한 재

료이므로 다양한 재활용 기술 들을 개발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 중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

로 선별해서 분리하는 기술은 재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기를 이용하여 혼재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순수한 성분의 플라스틱으로 선별하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여러 

가지 공정 변수에 따른 분리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

고자 한다.   

먼저, 정전기 발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마찰대전장치를 설계

하였고, 대상 플라스틱으로는 PP, HIPS, ABS 등을 선택하였다.   

마찰 대전을 발생시키는 장치 내의 스크류 형태에 따른 대전 특

성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 혼합물의 조성, 대전장치

의 회전 속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플라스틱의 정전기 발생 정도

를 평가하였다.  

P고분목-3
VOCs 저감 폴리우레탄 개발을 통한  

자동차 실내공기질 향상 연구  

이재용, 곽성복1,†, 김승호
 

덕양산업; 1덕양산업(주) 

(sbkwak@dyauto.kr†) 

휘발성 유기 촉매는 인체 유해성 외에도 제조공정 및 제품 출하 

후에도 휘발로 인해 자극성 냄새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 및 실내 

불쾌감 유발, 내장부품 Cover 재질(PVC, Fabric 등)의 2차 오염 

유발, 자동차의 경우 차제 유리표면에 Fogging 현상 발생, PU 

Foam의 황변 현상 촉진과 같은 내장부품 품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응형 첨가제나 자기촉매

형 폴리올을 적용하여 촉매와 첨가제의 기능을 폴리우레탄 주쇄

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개선이 가능하나, 반응형 첨가제는 가격

이 높고, 적용시 폴리우레탄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

촉매형 폴리올은 시판되는 제품이 극히 적고, 촉매 성능이 충분

하지 않아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위해 자기촉매 성능 향상이 가능한 Amine Starter를 개발하고, 적

절하게 제어된 자기촉매형 폴리올을 제조하여, 이를 PU foam에 

적합하게 설계된 첨가제와 함께 처방하면 Amine Emission과 

VOC가 극히 낮은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

게 개발된 Polyurethane Low VOC System/Foam 핵심 소재기술

은 시장규모 및 VOC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아래 언

급된 자동차 내장부품(크래쉬패드, 흡차음부품)과 시트(자동차

용, 가구용)부품에 적용해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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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4
PPS 복합소재를 적용한 극한 환경용  

자동차 부품 개발  

이재용, 곽성복†, 주상률, 이명헌1, 이종수2, 하진욱3
 

덕양산업; 1인지컨트롤스; 2코프라; 3자동차부품연구원 

(sbkwak@dyauto.kr†) 

하이퍼 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은 연속사용 가능 온

도가 150℃ 이상인 고내열, 고강성 플라스틱을 통칭하며 대표적

으로 폴리술폰(polysulfone; PSU), 폴리에테르술폰

(polyethersulfone; PES),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imide; PEI),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sulfide; PPS) 등이 있으며, 

그 중 활용도가 큰 PPS를  활용한 수송기기(자동차)용 고내열 부

품용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각종 기계특성(휨 

강도, 인장 강도 등), 난연성, 저흡수성, 전기절연성, 고주파특성 

등도 우수함.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열 제품 재료, 금속 제품의 

대체 재료, 열경화성 수지 제품의 대체 재료 등으로 채택되어 사

용되고 있음. 워터 펌프를 비롯하여 전기・전자 부품, 물기가 많

은 장소 및 주거 설비 기기 등의 분야로도 용도가 확장되고 있

음.  

  

P고분목-5
Characterization of polypropylene composites with 

wood flours hydrophobized by vegetable oils  

백종빈, 당봉1, 김대수1,†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dskim@chungbuk.ac.kr†) 

Wood plastic composites are widely used because they are eco-

friendly and economic. In this study, hydrophobization of wood 

flour by soybean or palm oil was performed first to improve its 

compatibility to hydrophobic polypropylene (PP) and it was 

confirmed by compatibility test, FTIR and TGA. Then PP 

composites with 20 wt.% of neat or one of the hydrophobized 

wood flours were prepared by melt-blending followed by 

compression molding, and they were characterized by impact 

test, tensile test, water absorption test, crystallinity and 

morphology. The hydrophobization improved the interfacial 

bonding between the PP matrix and wood flour, thus mechanical 

properties and crystallinity of the composites. There were 

positives for each, for example, palm oil was better for impact 

strength and soybean oil was better for tensile strength.  

P고분목-6
Suspended Polymer Microwire on a Quartz Resonator  

황서경, 윤희원, 전상민†
 

포항공과대학교 

(jeons@postech.ac.kr†) 

Free standing microwires and membranes of polystyrene (PS) or 

polymethylmethacrylate (PMMA)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and spin-coating, respectively. Each polymer 

structure was attached to the two prongs of a quartz tuning fork 

(QTF) to form a polymer bridge. Exposure of PS membrane-, 

PMMA membrane-, and PMMA microwire-coated QTFs to 

ethanol vapor decreased the modulus of the polymer membrane,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the resonance frequency. However, 

exposure of a PS microwire-coated QTF to ethanol vapor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resonance frequency. We tentatively 

attributed the increase in the modulus of the PS microwire to the 

contraction of the aligned PS chains.  

P고분목-7
Enhancement of anti-degradation effect of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fuel cell membrane by 
grafting of crown ether for enhanced cerium ion 

fixation  

양성우, 박중화,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In operation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OH radicals are the major cause for the degradation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In order to enhance its anti-oxidation 

stability, cerium ion (Ce3+, CE), an OH radical quencher, is 

introduced to membrane, as it converts the OH radicals into 

inactive chemicals. In this study, aminoethyl-15-crown-5 (CRE) 

is grafted on the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SPAEK) 

to prevent the migration of CE ions from the membrane for long 

term anti-oxidation stability, as CRE forms a coordination 

complex with CE. The chemical and physical structure of the 

CRE grafted SPAEK are examined using 1H NMR, EDX, and 

SAXS spectroscop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RE grafted 

SPAEK membrane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RE blended and CE blended ones. While the grafting of 

CR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hermal and mechanical and 

water uptake behaviors of membranes, it leads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anti degradation effect compared with other 

blend systems according to Fenton׳s test. The proton 

conductivity decreases with addition of CE but its effect is 

lessened by introduction of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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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8
진동감쇄형 복합소재 개발을 위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의 특성 연구 

김상훈, 서용원, 김영용, 박형남, 최광식†
 

애경화학 

  

일반적으로 충격완충 및 진동감쇄 효과가 있는 소재로는 

Rubber류(천연, 합성), 열가소성 Elastomer, EVA(Ethylene Vinyl 

Acetate) 등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내

유성과 찢음성이 취약하고 작업성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작업성과 물성이 우수한 

고신율 및 고 탄성율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였다.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물성과 복원력을 

측정함으로써 진동감쇄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높은 유동성과 

함침성을 가지므로, Infusion 공법분야 등에 적용 가능한 고분자 

복합소재로 응용될 수 있다.  

P고분목-9
Porous membranes based on Poly (arylene ether 

ketone)/polylactide block copolymers for separator in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LE MONG ANH,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Poly (arylene ether ketone) (PAEK) porous membrane was 

fabricated by the selective removal of PLA molecules from the 

self-assembled copolymers in a variety of composition. The 

various pore size and porosity of the prepared porous 

membranes (PAEK) were obtained.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porous in this membrane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 different characteristic of the porous membrane 

separators such as liquid electrolyte uptake and electrolyte 

contact angle, thermal and mechanical stability, and Lithium ion 

conductivity were investigated for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application. In this study, the porous PAEK membrane 

with commercial Poly (propylene) (PP) separator has more 

excellent thermal dimensional stability and higher thermal 

degradation. Additionally, the PAEK with the smallest pore 

diameter of 50 nm showed the highest Lithium ion conductivity 

and higher than the ionic conductivity of commercial PP 

separator. More importantly, the prepared porous PAEK 

membranes with nano-size contributed to enhance the ability of 

holding liquid electrolyte in the membrane, extended the life cycle 

of Lithium ion battery. 

P고분목-10
Structure of Poly(styrene-b-ethylene-alt-propylene) 

Diblock Copolymer Solution in Oil  

이상호, Marcel Ockhoma Tapa, 최수형†
 

홍익대학교 

(shchoi@hongik.ac.kr†) 

Block copolymer solution self-assembles into various structures. 

In particular, the distribution of solvent plays a key role to 

determin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length scale. Many 

research have used low-molecular-weight solvents due to well-

known behavior. However, much less is known about the 

structure in oil, relatively high MW, where solvent entropic effect is 

significantly attenuated. In this research studies structures we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poly(styrene-b-ethylene-alt-

propylene) (PS-b-PEP) in squalane, selective to PEP, and 1-

phenyldodecane, a nearly neutral solvent, using Small-Angle X-

ray Scattering: (1) micelle structure in the binary mixture, and (2) 

ordered structure in 1-phenyldodecane. Both oils are relatively 

high MW, which can provide a bridge between low-MW solvents 

and homopolymers.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current understanding, and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core (or 

minor) block domain structure. 

P고분목-11
Phase Behavior of Adenine Functionalized Block 

Copolymers 

김은설, 김진곤†
 

POSTECH 

(jkkim@postech.ac.kr†) 

Nucleobase functionalized polymer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because the polymers can have complementary multiple 

hydrogen bonding between nucleobases. However, the 

polymerization of these polymers is hard due to poor solubility.   

Adenine functionalized block copolymers, poly(9-(4-vinylbenzyl)

adenine)-b-polystytene (PVBA-b-PS),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 using RAFT polymerization in polar solvents (DMSO, 

DMF) and characterized by GPC and NMR. Phase behavior of 

(PVBA-b-PS) was investigated by small-angle X-ray scatter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PS from 0.1 to 0.9 drives transition of morphologies. 

Body-centered-cubic spheres (BCC), hexagonally packed 

cylinders (HEX), and lamellae (LAM)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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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12
Physical properties of bio-epoxy/cellulose nanocrystals 

nanocomposites 

석효희, 김대수†
 

충북대학교 

(dskim@chungbuk.ac.kr†) 

Application area of epoxy resin is very wide because generally it 

has excellent thermal,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corporating natural materials to epoxy resin products would be 

plausible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Therefore, in this 

study, epoxidized soybean oil (ESO) was prepared and mixed 

with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 at different ratios and then 

cured after mixing stoichiometric amount of ethylene diamine. 

Nanocomposites were also made by incorporating cellulose 

nanocrystals (CNCs) to the bio-epoxy matrix. The cure behaviors 

of the bio-epoxy and nanocomposites systems were 

investigated by DSC. The phys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impact tester, UTM, TGA, DMA and TMA.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io-epoxy system was best at ESO content of 

30% and the nanocomposite with 0.25 phr of CNCs showed 

best physical properties. 

P고분목-13
3D 프린터 적용을 위한 PA6/Graphite 복합체 내  

PP-g-MAH의 거동  

권영준, 황경준, 배한나1, 김재익1, 류승훈1, 최원석†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경희대학교 

(wschoi@cpri.re.kr†) 

현재 전기전자, 태양광 분야 등에서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소재에 대한 높은 방열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고분자를 기반으

로 하는 방열 소재는 압출 공정을 통해 고분자 수지에 고열전도

성 필러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컴파운드를 사출 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방열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사출성형이 힘들거나 불가

능한 형상을 제조하고자 할 때 각 부분별로 분리하여 제조한 후 

조립하거나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제조

방법은 제품의 기계적 물성이나 열적, 전기적 특성 등을 저하시

킨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위해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방열 컴파운드 

시편을 제작하고자 한다. 기본 고분자 수지는 PA6를 사용하였으

며 expanded graphite를 필러로, PP-g-MAH(Polypropylene 

grafted maleic anhydride)를 상용화제로 사용하였다. FT-IR 분석

을 통해 PP-g-MAH와 PA6간의 상용성을 확인하였고 충격강도, 

굴곡강도, 인장강도 및 열전도도 분석 결과 사출 시편에 비해 급

격한 물성저하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PP-g-

MAH를 첨가한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첨가하지 않은 컴파운드에 

비해 전반적인 물성이 향상되었다.  

P고분목-14
신축성 소재 기반의 3D 프린팅용 광경화형  

유무기 복합소재에 대한 물성연구  

하민지1,2, 양현승1,†, 박성대1, 이우성1, 윤호규2
 

1전자부품연구원; 2고려대학교 

(hsyang@keti.re.kr†)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제품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3D 프린팅용 소재도 주

목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3D 프린팅 소재 중에서도 광경화형 

고분자 소재는 우수한 성형성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광경화형 고분자 소재는 내열성, 표면경도 외에도 다양

한 전자기적, 기계적 물성 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경화형 고분자 소재에 무기입자를 복합화하여 광경화형 고분

자 소재의 특성 향상을 연구하였다. 특히, 실란처리를 통한무기

입자의 표면개질을 통해서 고분자 소재내의 무기입자 분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복합소재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

였다. 또한 3D 프린팅 공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표면이 개질 된 

무기 입자가 광경화성 고분자 소재와 복합화 되었을 때의 점도, 

기계적 물성 및 광경화성 거동 등을 확인 하였다.  

P고분목-15
Shell-Enhanced Poly(Urea-Formaldehyde) 

Microcapsules With PDMS/Pt Healing Materials for 
Self-Healing Process  

민지홍, 정의석, 차성호, 방혜정, 정윤아,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This study reveals the poly (urea-formaldehyde) microcapsules 

containing poly (dimethyl siloxane) (PDMS) or Platinum (Pt) 

catalyst for self-healing process. Self-healing microcapsules 

embedded materials possess excellent healing efficiency in 

response to damage in host material. When the physical damage 

is given to host material and microcapsules are broken, PDMS 

and Pt catalyst can meet and Pt-catalyzed hydrosilylation of 

PDMS proceed, so the self-healing process starts. In this study, 

microcapsules were prepared by in-situ polymerization via an 

oil-in-water (O/W) emulsion. The mechanical and heat stability 

of microcapsules could more strengthen by combining size 

control and sequential-addition of shell component 

simultaneously. Furthermore, these microcapsules were applied 

to polyurethane (PU) resin and their self-healing efficiency in 

response to damage was successfully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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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16
Effect of sodium hydroxide concentration on the 

activation of coal bottom ash-based geopolymer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distribution  

이지영, 김효†
 

서울시립대학교 

(hkim@uos.ac.kr†) 

Recently, million tons of coal combustion by-products (CCPs) 

are generated each year from the coal fired power plants. Among 

these CCPs, fly ash has been used as a substitute for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in order to reduce CO2 emission. 

However, the bottom ash has been mainly disposed in landfill 

because of its large and heavy particle with irregular coarse 

shape and that could cause harmful environmentally effects. 

Hence, we have investigated the geopolymerization of bottom 

ash under alkali-activated conditions after grinding the received 

bottom ash to improve its activation quality. We have four kinds 

of particle size according to its particle diameter (d) through 

sieving the ground bottom ash: d<75μm, 75μm≤d<150μm, 

150μm≤d<300μm, and 300μm≤d<600μm. In this research, the 

bottom ash from Yeongheung coal power plant was used as a 

source material of alumino-silicate minerals to synthesize 

geopolymer with the sodium silicate and sodium hydroxide. We 

have obtained many useful results of physical properties (e.g.,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with variations of 

bottom ash particle sizes and sodium hydroxide molarities.  

P고분목-17
Effect of iron oxide on the thermophysical property of 

coal bottom ash-based geopolymer paste  

홍성일, 김 효†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hkim@uos.ac.kr†) 

Ordinary Portland cement(OPC) has been widely used as a most 

popular construction material because of its many advantages 

like high compressive strength, high durability and usability. 

However, OPC manufacturing is one of the most energy-

intensive and greenhouse gas emitting process. Thus, 

geopolymer was suggested and now recognized as a substitute 

for OPC in environmental aspect. Geopolymerization involves a 

chemical reaction under alkaline condition on Si-Al minerals and 

results in Si-O-Al-O structures. As a source material, coal 

combustion products(CCPs) can be used because CCPs are 

mainly consisting of silica, alumina and iron oxide. Among the 

CCPs, the bottom ash has been mainly disposed in landfill and 

caused ad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we utilized 

the bottom ash after crushing to improve its reactivity. In contrast 

to the silica and alumina, the iron oxide is reported to act as an 

inhibitor to geopolymerization. Hence, here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ron oxide content on some properties of 

geopolymer cured at 75℃ for 24 hour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NaOH solution from 6M to 12M pre-mixed with 

waterglass.  

P고분목-18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 입자 표면 개질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 연구    

김한나, 하기룡1,†, 박성환1, 양여경1
 

계명대학교; 1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ryongi@kmu.ac.kr†)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을 가지는 고분자 충진제를 

제조하기 위하여trimethoxysilylpropyl modified polyethylenimine

(TPPI)를 사용하여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 입자 표면에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이 있는 아미노기를 도입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팽윤시간, 반응시간, 반응온도 및 TPPI 투입량과 같은 

다양한 반응 조건들을 변화시켜, 각각의 반응조건이 MCC 표면 

개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Isopropyl alcohol(IPA) 

80% 수용액을 사용하여 MCC를 팽윤시킨 후, 미리 가수분해된 

TPPI와 혼합하여 실란화 반응으로 MCC 표면에 TPPI를 도입하

였고, 열처리와 세척과정을 통하여 미 반응된 TPPI를 제거하였

다. 열처리 후, MCC 표면에 도입된 TPPI와 MCC의 화학 결합 유

무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elemental 

analysis(EA) 및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TPPI로 개질된 MCC의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 평가

도 TGA를 사용하였다. 팽윤시간, 반응시간, 반응온도와 TPPI 투

입량이 증가할수록 MCC 입자 표면에 도입되는 아미노기가 증

가하고, 따라서,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P고분목-19
실란화 처리된 microcrystalline cellulose 충진제가 폴리

우레탄 폼의 물성에 미치는 연구  

양여경, 박성환1, 김한나1, 임광희2, 하기룡1,†
 

계명대학교; 1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2대구대학교 

(ryongi@kmu.ac.kr†) 

본 연구에서는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를 1분자 당 1차 

아미노기 1개를 가지는       γ-aminopropyltriethoxy silane(APS) 

또는 1 분자 당 1차 아미노기 1개와 2차 아미노기 2개를  가지는 

실란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diethylenetriamine

(TPDT)를 결합시킨  MCC-APS와 MCC-TPDT를 폴리우레탄 폼

의 충진제로 사용하여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폴리

올과 충진제인 MCC-APS 혹은 MCC-TPDT 및 촉매를 혼합 후, 

초음파 처리하여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MDI)를 투입하여 반응시킨 후, tetrahydrofuran(THF)

를 투입하여 점성을 감소시켰다. MCC-APS 또는 MCC-TPDT에 

도입된 아미노기와 MDI의 isocyanate 기와의 화학 결합 유무 및 

충진제가 폴리우레탄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변화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dynamic mechanical 

analysis(DM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및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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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20
유리섬유 강화 폴리아마이드 복합소재의 유동성 향상 

연구 

이평찬†, 김보람, 정우석1, 신동혁1
 

자동차부품연구원; 1우성케미칼 

(pclee@katech.re.kr†)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물성 향상을 위해 유리섬유를 혼합한 섬

유강화 복합소재가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복합소재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의 유동성

이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해 활제 등의 첨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 활제들은 폴리올레핀계 등의 범용 플라스틱용으로 개발되

어 작업 온도가 낮아 고온에서 핸들링되는 복합소재의 가공적용

에는 열분해에 의한 탄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작업온도는 낮추면서 유동을 높일 수 있는 신규 활제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마이드 결합을 갖는 활제를 합성

하여 기존 활제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활제 함량(~1.0%)

에서의 PA-GF 복합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복합소재는 물성은 유지하면서 Melt Flow 

Index는 100%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P고분목-21
Effects of hybrid fillers o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PP/PC/binary 

conductive filler composites  

장명근, 김우년†
 

고려대학교 

(kimwn@korea.ac.kr†)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hybrid fillers and composite 

processing methods o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effectiveness (EMI SE) of 

the polypropylene (PP)/polycarbonate (PC) (70/30)/Ni-coated 

carbon fiber (NCCF) composites with the second conductive 

fillers, such as TiO2, multi-walledcarbonnanotube(MWCNT), and 

graphite were investigated.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and EMI 

SE of the composites prepared by screw extrusion were found to 

be lower compared that of the composites prepared by injection 

molding machine, which seemed mainly due to the decreased 

fiber length of the NCCF when the composite was prepared by 

screw extrusion. This result suggested that fiber length of the 

NCCF affected significantly to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MI 

SE of the PP/PC (70/30)/NCCF with the second conductive filler 

composites.  

P고분목-22
Multiwall carbon nanotube and graphene fillers for 
improving acoustic damping properties of flexible 

polyurethane foams  

김도훈, 김우년†
 

고려대학교 

(kimwn@korea.ac.kr†)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ir flow resistivity, and cell size of 

the polyurethane foam/multiwall carbon nanotube composites 

and PUF/graphene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with the 

additive cont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nd air flow resistivity are closely related, and that the 

increase of flow resistivity improves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he composites. For the PUF/MWCNT (0.2 phr) 

composite, the values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nd air 

flow resistivity were the highest values among the investigated 

MWCNT content, respectively. This is maybe due to that the 

PUF/MWCNT (0.2 phr) composite showed the smallest cell size 

among the MWCNT compositions. The increase in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nd flow resistivity of the PUF/MWCNT (0.2 

phr) composites is because of increasing the tortuous paths by 

the small cell size. It is suggested that the MWCNT or graphene 

which can act as a nucleating agent caused decreasing the cell 

size and increasing the tortuous paths of the foams, and this 

small cell size consequently increased acoustic damping 

properties of the PUF/MWCNT or PUF/graphene composites. 

P고분목-23
Thermal, mechanical and insulation properties of 

mineral fiber/silicone composites for fire-proof silicone 
rubber by ceramization  

류현준, 조선태, 김영선, 심상은†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Silicone materials have developed into a billion-dollar industry, 

and are used in many applications in engineering industry, 

industrial materials, electrical,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Today, synthetic polymer materials are rapidly replacing more 

traditional materials such as ceramics, and natural polymers. 

However, the disadvantage of synthetic polymer materials 

compared with other materials is that polymers are combustible. 

As a flame retardant, PDMS gives outstanding advantages such 

as halogen-free flame retardant with very low mission of toxic 

gases, thus considered to be amo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category of additives. 

In this study, two kinds of mineral fiber were incorporated in 

Silicone rubber with Pt Catalyst. Characterization were also 

performed in terms of mechanical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morphology and insulation properties.  

Keywords : mineral fiber/Silicone composite, fire-proof, flame 

retardant, PDMS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1711032791/KOITA-2015-7) by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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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24
New iCVD organic material for thin film encapsu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organic solar cells  

김봉준, 한동근, 유승협, 임성갑†
 

KAIST 

(sgim@kaist.ac.kr†) 

A thin film encapsulation (TFE) was fabricated by alternatively 

depositing organic and inorganic layers via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CVD) an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Poly

(1,3,5-trimethyl-1,3,5-trivinylcyclotrisiloxane) (pV3D3), a highly 

crosslinked organosilicone polymer,  was introduced as a new 

material for the organic layer within TFE. The interface with ALD 
Al2O3 layer was smooth and stable. The pV3D3/Al2O3 multilayer 

TFE exhibited high light transparency and outstanding barrier 

property. Finally, the multilayer TFE was monolithically deposited 

on organic solar cells (OSCs) and the shelf life of the devices 

was immensely increased while its initial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was uneffected. It suggests that the newly 

developed organic/inorganic multilayer TFE is an effective barrier 

to elongate the lifetime of organic electronics.  

P고분목-25
경량화 내장부품을 위한 발포캡슐 적용 크래쉬패드 개

발 

곽성복†, 이재용1, 김승호1, 하진욱2, 김유용3, 남병국4
 

덕양산업(주); 1덕양산업; 2자동차부품연구원; 3엠티코리아; 4

롯데케미칼 

(sbkwak@dyauto.kr†) 

각국의 연비 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세계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저연비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중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다른 방법에 앞서 기본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방안이 경량화라고 판단됨. 효율상으로도 10% 무게 

감소 시 5~7% 연비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시성

이 가장 높으므로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지속적으로 경량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업체들도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여 

소재를 개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HEV 및 EV 역시 배터리용량 

때문에 한번 충전 후 이동 가능한 거리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 개선과 경량화에 대한 필요가 절실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발포캡슐이라는 신개

념 발포 공법을 자동차 내장부품에 적용하여 최적화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연구할 계획임. 

P고분목-26
Biomimetic Stimuli-Responsive Membrane with Multiple 

On-Off Gates  

이봄이, 김진곤†
 

POSTECH 

(jkkim@postech.ac.kr†) 

Stimuli-responsive polymers have been widely used for 

controlled release of several biomolecules. In general, a single 

stimulus among various stimuli, for instance, temperature, pH, or 

light, has been used for these polymers. Although some stimuli 

are applied together, one cannot control each stimulus 

independently at a given stimulus-responsive polymer. However, 

to mimic biological system like cell membrane, multiple on−off 

gates utilizing independent control of dual (or multiple) stimuli 

should be used. Here, we introduce a stimuli-responsive 

membrane controlled by two orthogonal stimuli. For this purpose, 

the top and the bottom parts of anodized aluminum oxide 

membrane walls are independently grafted by thermoresponsive 

poly(Nisopropylacrylamide) and pH-responsive poly(acrylic acid), 

respectively, by using surface-initiated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The membrane clearly showed two independent 

on−off gates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pH. Furthermore, 

through light irradiation of two different wavelengths (near-

infrared and ultraviolet), temperature and pH were also controlled 

independently and promptly.  

P고분목-27
유리섬유의 사이징 표면처리에 따른 PPS의 물성 특성 

연구 

하진욱†, 황예진, 이명헌1, 안흥일1, 이종수2, 정도연2
 

자동차부품연구원; 1인지컨트롤스; 2코프라 

(juha@katech.re.kr†) 

자동차 경량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금속소재를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고분자 소재에 유무기 충전재를 혼합하여 물성 강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적용 PPS 복

합재의 물리적 특성을 유리섬유 표면 사이징 처리 종류에 따른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리섬유의 사이징 처리가 적절

히 처리되지 못하였을 경우 소재의 단기 물성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으나, 장기 물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

로 부품화 단계에서 품질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PPS 복합소재의 컴파운딩 가공을 위한 상

용화제별 특성변화와 유리섬유 별 복합소재의 물성변화를 분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가공 조건에 따라 소재의 물성변

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사 소재의 특성분석과 이를 벤치마

킹하여 보다 향상된 소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해당 물성 결과는 일반적인 물리적 물성 외에도 고온조건하

에 노출시켜 소재의 내구 수명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연 결과값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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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28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그래핀 나노콤포지트 및 

움직임 센서 응용  

함혜란, 김서균, 장상목, 이헌상†
 

동아대학교 

(heonlee@dau.ac.kr†)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는 가공조건 또는 나노입자 첨가

에 따라서 알파(TGTG', 비극성), 베타(TTTT', 극성), 감마 

(TTTGTTTG’, 극성), 준감마 ((T)nG(T)mG’), 극성), 또는 델타 (극

성) 등 다양한 결정구조로 결정화가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

노콤포지트 제조 방법의 변화 및 산화그래핀 첨가를 통해서 폴

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의 결정구조를 알파, 베타, 감마 형태

로 조절할 수 있었다. 제조된 나노콤포지트의 결정구조는 시차

주사열분석기, 엑스선 회절, 및 적외선분광계 등을 이용하여 체

계적으로 결정하였고, 새로운 구조인 준감마 형태의 결정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정구조에 따라서 강유전체 또는 

유전체 성질을 가지는 나노콤포지트 필름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전용량형 비접촉센서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센서는 

1m 수준의 원거리 움직임도 감지할 만큼 민감하였으며, 민감도

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의 결정구조에 따라 크게 변화

함을 보였다. 제조된 센서는 박막으로 제조가 가능하여 로봇 또

는 사람의 피부에 부착가능한 전자피부용도로도 사용 가능하

다.   

P고분목-29
A Correlation between Electrochromic Molecular 

Structure and Device Performance  

오 환, 서동규, 윤태용, 김찬영, 문홍철†
 

서울시립대학교 

(hcmoon@uos.ac.kr†) 

Electrochromic (EC) materials showing reversible color change 

with external electrical stimuli have been widely applied to diverse 

applications including displays. In this work, we fabricated EC 

displays based on EC gels consisting of the EC material 

(asymmetric mono-heptyl viologen (MHV) or symmetric di-heptyl 

viologen(DHV)), copolymer (P(VDF-co-HFP)) and ionic liquid 

([BMI][TFSI] or [BMI][BF4]).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a 

correlation between the molecular structure of EC materials and 

device performance. Also, we successfully demonstrated multi-

colored EC displays based on the MHV and DHV.  

P고분목-30
Superior Chemical Sensing Performance of Black 

Phosphorus  

조수연, 이유한, 고형준, 김지한,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heetae@kaist.ac.kr†) 

We investigated the superior chemical sensing ability of black 

phosphorus (BP) comparing with representative 2D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nsing performance of materials without 

any other control factors, identical fabrication process was 

prepared with similar flake size distribution and film morphology. 

The  sensing results onto various gases showed that BP 

possessed about tens of times higher molar response factor and 

response time than that of MoS2 and graphene. In addition, only 

BP showed highly selective response to NO2 and unresponsive 

to oxygen functionalized molecules. Theoretical calculations 

based on density functional theory indicate that the superior 

sensing of the BP can be attributed to the higher molecular 

adsorption energy. In addition, ambient stability of our exfoliated 

BP sensor showed strong potential for practical sensing 

applications. With these superior properties in hand, it is 

anticipated that BP can lead the nano-sensing devices in the 

nearby future.  

P고분목-31
Low-Voltage and Stable Organic Memory Transistors 

with Polymeric Multi-Gate-Insulating Layers  

이철연, 서주역, 송명훈, 김화정, 김영규†
 

경북대학교 

(ykimm@knu.ac.kr†) 

Organic memory devices (OMD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flexible electronic devices and 

systems, since the successful launching of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OLEDs). Very recently, the market trend is changing 

toward flexible electronics so that the need for organic memory 

device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Of various types of OMDs, 

transistor-type OMDs (TOMDs) have attracted keen interest due 

to their advantage of both memory and control (driving) functions 

in a single device structure. In principle, TOMDs are operated by 

the current hysteresis, which can be made typically in gate 

insulating layers or additional sophisticated structures such as 

ferroelectric or high-dielectric polymers, metal 

nanoparticle/polymer floating gates, polymer energy well 

structures, etc.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emonstrate our new 

approaches for high stability TOMDs, which can be operated at 

low voltages, by introducing brand-new concept of polymeric 

multi-gate-insul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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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32
Preparation of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with 

Polymer-Dispers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김봉수†, 백현종1
 

경남정보대학교; 1부산대학교 

(kimbsoo@kit.ac.kr†) 

Th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 coatings on 

glass and plastic film have been investigated as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TCFs) to alternate indium tin oxide (ITO) films. 

One of important factors that makes TCF more conductive is the 

dispersion of SWCNTs. Here, poly[2-(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co-polystyrene (PDMAEMA-co-PS) was 

synthesized and used as a polymeric dispersant for SWCNTs in 

organic solvent. PDMAEMA-co-PS with different copolymer 

compositions were prepared by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ATRP). SWCNTs were effectively dispersed 

through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by sonication in 

tetrahydrofuran (THF). Especially, the stability of dispersed 

SWCNTs was optimized with 70 to 30 of compositions 
(PDMAEMA70-co-PS30). SWCNTs coatings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and glass, were prepared by spin-

coating method. Heating treatments and chemical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s a post-treatment to decrease the sheet 

resistance without the change of transparency. Transmittance 

and sheet resistance of SWCNTs/ PDMAEMA-co-PS films were 

obtained by UV-vis spectroscopy and four point probe 

measurement, respectively. 

P고분목-33
Characteristics of Organic Memory Transistors with 

High-k Polymer Gate-Insulating Layers – Low Voltage 
and High Stability 

서주역, 남성호1, 정재훈, 이철연, 김화정, Thomas D 

Anthopoulos2, Donal D. C Bradley1, 김영규† 

경북대학교; 1Oxford University; 2Imperial college London 

(ykimm@knu.ac.kr†) 

Flexible electronics has recently attracted strong attention and is 

about to be implanted in mobile devices etc.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s are being manufactured on flexible plastic 

substrates for smart phones and ready for mass production 

tackling large-area high-definition televisions. In order to achieve 

the final goal of flexible electronics, all components in devices 

should be flexible. Unfortunately, conventional inorganic memory 

devices are insufficient because of their inherently rigid and 

limited flexibility. In this regard, organic memory devices are rising 

as a candidate for next generation memory platforms. Although 

various efforts have been attempted, both low-voltage and high 

stability have been not yet reported for organic memory devices. 

This presentation will introduce our approached for high stability 

organic memory transistors with high-k polymers and discuss the 

influence of polymer molecular weights. 

P고분목-34
Synthesis of ultrathin, homogeneous copolymer 

dielectrics for controlling threshold voltage of organic 
transistors without degrading the carrier mobility  

박관용, 성혜정, 최준환, 황완식1, 임성갑†
 

KAIST; 1항공대학교 

(sgim@kaist.ac.kr†) 

In OTFTs, the threshold voltage (VT) is one of the most crucial 

device parameters as well as mobility. For the power 

consumption and circuit performance of the OTF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n independent tunability of the VT. This 

work proposes that it is possible to control OTFT VT by using 

new copolymer dielectrics. A series of new ultrathin copolymer 

dielectrics (sub-23nm)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re 

synthesized via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CVD) to 

introduce electropositive functional group into the dielectrics, 
leading to the negative VT shift of n-type OTFTs. By combining 

the copolymer dielectrics with an interfacial layer for good 
interfacial match with semiconductor, the VT of OTFT can be 

independently controlled according to the copolymer 

composition without any degradation of device performance. The 
independent controllability of VT without degrading other 

parameter will be highly beneficial for engineering the OTFT 

performances as desired values.  

P고분목-35
In situ self-assembled homeotropic alignment layer for 

fast-switching liquid crystal devices  

손인태, 이병선, 김춘호, 이준협†
 

명지대학교 

(junhyuplee@mju.ac.kr†) 

We propose a novel method for homeotropic alignment of liquid 

crystals (LCs) utilising in situ self-assembly of a low 

concentration of 4-(4-heptylphenyl)benzoic acids that form 

hydrogen bond with the indium tin oxide (ITO) substrates. Stable 

homeotropic alignment in the LC device is achieved with a simple 

mixing process of benzoic acid derivative in LC media, and it 

yields electro-optical performance similar to that achieved with 

the conventional alignment method using polyimides. It is 

experimentally confirmed that an ultrathin self-assembled 

molecular layer of 4-(4-heptylphenyl)benzoic acid formed by 

hydrogen bonding on ITO substrate makes it possible to attain a 

reliable homeotropic alignment of LCs. Furthermore, this simple 

approach provides a cost-effective and stable LC alignment layer 

with fast response time and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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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36
Effect of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 to the properties of PEDOT:PSS films and its 

application in the organic solar cell  

Pham Hau Thanh Viet, Thanh Kieu Trinh,  

Nguyen Tam Nguyen Truong,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Acidic and pH neutral solution of poly(3,4-

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nate) (PEDOT:PSS) 

were modified by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M+Cl-) ionic liquid (IL). Organic solar cells (OSCs) based on 

PTB7:PCBM bulk hetero-junction with these modified 

PEDOT:PSS as the hole transport layer were fabrica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reatment.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polymer solar cell was decreased when using 

IL doped acidic PEDOT:PSS and improved when IL dopeded pH 

neutral PEDOT:PSS was used as a hole transport layer. The 

improvement of device performance could be at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conductivity of modified pH neutral PEDOT:PSS 

layer, which could help improve the hole charge mobility and 

collectivity. 

Keywords: Organic solar cells, PTB7:PCBM, ionic liquid, modified 

PEDOT:PSS, EGaIn electrode  

P고분목-37
Synthesis of Polyimide aerogel binder with 

polyvinylidene fluoride for secondary cell separator  

김건휘, 김명수, 김진영, 한학수†
 

연세대학교 

(hshan@yonsei.ac.kr†) 

Most of secondary cell uses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as 

separator, which has crucial safety problems. Its shrinkage more 

than 80% of original form at high temperature can cause lots of 

accident like battery explosion. In this study, we successfully 

fabricated composite membrane for preventing shrinkage and 

also maintaining conductivity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This composite membrane is composed of Polyimide aerogel 

which has excellent therm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attached both sides of polyethylene using polyvinylidene fluoride 

as adhesive. Shrinkage test was implemented at 30℃, 150℃, 

200℃ and 250℃. Mechanical properties of membrane were 

measured by UTM. It’s solvent uptake rate and ion conductivity 

was measured to compare with original polyethylene. And also 

inner structure of membrane was observ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고분목-38
고내식성 자기유화형 알키드 연구  

민종배†, 이경배, 곽종희
 

노루홀딩스 

(jbm@noroo.com†) 

친환경 수성 건축용 도료는 주로 아크릴에멀젼을 사용하여 아파

트 등의 건축물 내,외부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크릴에멀젼

은 내식성이 취약하여 철재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런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화제를 포함하는 알키드에멀젼 타

입의 도료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나 이 또한 내수성, 내후성이 취

약하고 건조가 느리다. 본 연구에서는 내식성 및 내수성, 내후성

에 악영향을 주는 유화제를 포함하지 않는 자기유화형 알키드수

지를 합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철재, 목재 등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도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알키드 수지를 수분산 시키

기 위하여 Ethyleneoxide(EO)기를 포함하는 Diol을 우레탄 변성

시 사용하였으며 사용량에 따라 분산안정성 및 내수성, 내식성

이 달라졌다. 또한 알키드 수지의 오일타입 및 유장, 산가에 따

른 저장성, 건조속도와 내식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친환경도료, 내식성, 자기유화형 알키드 

  

  

P고분목-39
One-pot synthesis of a polyimide in water as solvent  

정진원, 유환철, 최주영, 김범준, 정찬문†
 

연세대학교 

(cmchung@yonsei.ac.kr†) 

Polyimides are high performance polymer material with excellent 

mechanical, electric properties, chemical resistance and heat 

resistance. They have been used in a lot of industry fields such 

as aerospace, energy, automotive, machine and electronic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polyimides is PMDA/ODA 

polyimide, which is was manufactured in powder or film. A 

conventional two-step method has been used to manufacture 

the polyimide in organic solvents. These organic solvents are 

damaging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also lead to 

high production costs from using toxic organic solvents. To solve 

the problem, we developed a new green method to synthesize 

PI-PMDA/ODA. PI-PMDA/ODA is readily prepared by the 

reaction of PMDA and ODA via one-pot process in water at 

reflux under ambient atmosphere. This method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an provide economic benefits, because the 

syntheses are carried out utilizing one-pot process in water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and under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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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40
Flexible solid supercapacitors with high capacitance 

using an amphiphilic graft copolymer 

김도현, 박민수, 이재훈, 김동준, 김종학†
 

연세대학교 

(jonghak@yonsei.ac.kr†) 

A bendable and scalable solid supercapacitor with high 

capacitance was fabricated based on dual-functional role of an 

amphiphilic graft copolymer, poly(vinyl chloride)-graft-poly

(oxyethylene methacrylate) (PVC-g-POEM). Organized 

mesoporous TiN (om-TiN) films were synthesized by the PVC-
g-POEM template and preformed TiO2 nanoparticles through 

calcination under NH3 condition. Due to large surface area, high 

porosity, and well-interconnected structure, the capacitance of 

the solid supercapacitor with om-TiN was improved up to 128.5 

F g-1. Also, the incorporation of a small quantity (2 wt%) of 

carbon nanotubes further increased the high conductivity and 

surface area, enhancing the capacitance (213.6 F g-1). 

Moreover, the large scale (15 x 15 cm) of solid supercapacitor 

with good bendability was successfully fabricated. The PVC-g-

POEM graft copolymer with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high 

flexibility also served as a solid electrolyte for solid 

supercapacitor, and it showed better performance (266.8 F g-1) 

compared to solid supercapacitor with a conventional electrolyte. 

P고분목-41
A highly ion-conductive amphiphilic nanostructured 

block-graft copolymer electrolyte for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임정엽, 김나운1, 이창수1, 김종학1,†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jonghak@yonsei.ac.kr†) 

An amphiphilic nanostuructured polymer electrolyte with high 

ionic conductivity and mechanical stability for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is reported. These improvements are obtained 

by using a block-graft copolymer, i.e., poly(styrene-b-

butadiene-b-styrene)-g-poly(oxyethylene methacrylate) (SBS-

g-POEM) synthesized via facile one-pot free-radical 

polymerization. The hydrophobic SBS domains as the main 

chains are expected to provide good dimensional strength while 

the hydrophilic POEM side chains improve ion conducting 

properties. Preferential interactions of POEM with a lithium salt 

and interconnected microphase-separated nanostructure were 

observed. By changing the grafting ratio of SBS to POEM, the 

concentration of components, the POEM side chain length, and 

the operating temperature, a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Moreover,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with SBS-g-POEM electrolytes using carbon-

based electrodes on carbon paper substrates were fabricated, 

which exhibited much higher performance than with the 
conventional PVA/H3PO4 electrolytes. 

P고분목-42
Nanostructural amphiphilic graft copolymer electrolyte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정정표, 박철훈, 박병주, 김진규, 김종학†
 

연세대학교 

(jonghak@yonsei.ac.kr†) 

By using nanostructural amphiphilic graft copolymer electrolyte 

based on poly(ethylene glycol) behenyl ether methacrylate 

(PEGBEM) and poly(oxyethelene methacrylate) (POEM) 

synthesized via a facile free radical polymerization, the graft 

copolymer electrolytes were prepared. This was followed by the 

incorporation of an ionic liquid (i.e., 1-methyl-3-

propylimidazolium iodide (MPII)). Using FT-IR spectra, it was 

revealed that the coordination interaction between the MPII 

cations and the ether oxygens of the PEGEM-g-POEM graft 

copolymer existed. Furthermore, the distinct structural amphiphilic 

properties of the graft copolymer were investigated by AFM 

images and SAX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orporation of MPII reduced the degree of crystallinity of the 

graft copolymer by DSC and WAXS. The introduction of MPII 

reduced the degree of crystallinity of the graft copolymer.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efficiencies of DSSCs were increased 

using graft copolymer-based cells (3.6%). In the case of the 

GCP3 graft copolymer electrolyte with PEGEM:POEM = 5:5, the 

highest efficiency (3.6%) was obtained. This resulted from the 

enhanced polymer flexibility and reduced crystallinity. 

P고분목-43
치과 임플란트용 티타니움의 전처리가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병진, 이광래†
 

강원대학교 

(krlee@kangwon.ac.kr†) 

Titanium 재질은 기계적으로 매우 강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장

점으로 인하여 치과용 임플란트(dental implants) 소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가 기능성 및 심미성을 발

현하기 위해서는 crown으로 씌우게 되는데, 이때 임플란트와 

crown을 합착시키기 위하여 접착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티타니움의 전처리 과정(sand blasting, priming)이 전

단결합강도(SB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No sand 

blasting 및 no priming의 경우, SBS가 3.8 MPa을 나타내었으나, 

sand basting 및 no priming인 경우에는 8.3MPa를 나타내었다. 

이는 sand blasting이 SBS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o sand blasting 시편에 priming을 한 경우는 

6.9MPa이었으며, sand blasting 및 priming을 한 경우에는 

11.7MPa를 나타내었다. 즉, sand basting 및 no priming인 경우

에는 8.3MPa이고, sand blasting 및 priming인 경우에는 11.7MPa

이므로, priming 보다 sand blasting이 SBS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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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44
Physical properties of bio-polyurethane 

nanocomposites with castor oil and cellulose 
nanocrystals  

유기훈, 김대수1,†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dskim@chungbuk.ac.kr†) 

Polyurethane (PU) is very widely used and interest to use 

biomaterials in synthesizing a PU system has been growing. In 

this study, castor oil with hydroxyl groups per molecule and a 

petroleum-based polypropylene glycol were mixed at different 

ratios and cured after mixing hexamethylene diisocyanate at 

different stoichiometric ratios. Bio-PU nanocomposites were 

prepared by incorporating cellulose nanocrystals (CNCs) up to 

0.8 phr to the PU system with best tensile properties 

(CO/PPG=2/1, NCO/OH=1.2). The polymerization rate for each 

PU and nanocomposite system was investigated by monitoring 

viscosity rise during curing. FTIR spectra showed that there are 

hydrogen bonds between urethane groups and hydroxyl groups 

of CNC suggesting compatibility between the PU matrix and 

CNCs. The bio-PU nanocomposite with 0.4 phr of CNCs 

showed best tensile properties.  

P고분목-45
고기능성 C9 액상 석유수지 합성 및 응용  

이제민†
 

코오롱인더스트리 

(blue3v@kolon.com†) 

석유수지는 납사크래킹으로 부터 발생하는 유효성분을 선택적

으로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Polymer로 전통적으로 위생재를 포

함한 다양한 점접착제 용도의 산업분야에서 tackifier로서의 역할

을 해왔다. 기존에 개발되어 상용화되어있는 석유수지는 보통 

고체상(고상수지)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합조절을 통해 

액상석유수지를 합성할 수 있었고, 이를 다양한 용도에 적용하

여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

석유수지를 타이어 및 도료분야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

으며 Reference대비 우수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P고분목-46
Polydimethylsiloxane synthesized by SEED for control 

Vinyl arrangement  

소재일, 조선태, 류현준, 김철현1, 정상훈1, 심상은†
 

인하대학교; 1ISC 

(seshim@inha.ac.kr†) 

Silicone polymer have lots of good property. For instance high 

transmission of air, low Tg, low Tm, low electrical conductivity, 

insulation of UV, high flash point, good thermal stability and high 

dispersibility. For this reason, polydimethylsiloxane have a number 

of industrial applications for example, silicon oil, rubber, human 

implant and so on. Specially vinyl added PDMS have good 

mechanical property, But existing synthesized method is hard to 

control Vinyl arrangement.   

In this study suggest new synthesize method about Vinyl PDMS. 

This method using ‘Seed theory’. The seed is composed of only 

one vinyl siloxane that role of initiator of polymerization. The seed 

can control vinyl arrange ment, so we can synthesize desired 

vinyl contents material. Characterization were  performed in terms 

of IR, NMR, UTM and Viscosity property  

Keywords : Vi-PDMS, Vinyl arrangement, L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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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47
Suspension polymerization of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using low-temperature initiators  

소재일, 임미정, 천영걸, 하진욱1, 심상은†
 

인하대학교; 1자동차 부품 연구원 

(seshim@inha.ac.kr†)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with core-shell structure 

have a lot of industrial application. The microspheres which have 

the typical diameter of 5 – 50 µm can be expanded to 

microballoons with 50 - 100 times larger volume.  

In this study,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are synthesized 

with acrylonitrile(AN) and methyl methacrylate(MMA) . N-octane 

is used the blowing agent. Suspension polymerization of AN and 

MMA in water are stabilized by PVP. BDDMA is used as 

crosslinker. AIBN, V-70, V-65 V-59 are used as the initiator. 

When the V-70 is used, the microspheres are made at low 

temperature. V-70 initiator which has low decomposition 

temperature is the most suitable to prepare the stable 

microcapsules with particle size of 20-30 µm. The stable 

capsules without destruction of particles could be obtained. 

When the initiator amount is 1.5 wt.% and the pressure is 3 bar , 

the particle size is 30.16 μm and the encapsulation of n-octane 

is 40 %. The particles expand at 15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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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48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tar-shaped PMMA-
b-PS copolymer with discotic π-stacking feasible core 

박소영, 김진곤1,†
 

POSTECH; 1POSTECH 화학공학과 

(iamsy12@postech.ac.kr†) 

The reduction of domain sizes of block copolymer thin films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Especially, PS-b-PMMA is widely used 

in thin films. Total segment number (N) is one of the factor that 

can control the self-assembly of block copolymer. It is possible 

to create small domain sizes by decreasing the N of a block 

copolymer. However,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wo blocks is 

too weak for microphase separation when N is too small. 

Here, we are trying to make the block copolymer which has a 

propensity to form columnar structures via π-stacking 

interactions. Star-shaped PMMA-b-PS will be synthesized by 

using Hexa-peri-hexabenzocoronenes (HBCs) as a core of the 

star-shape. For this purpose, 6 hydroxyl groups on HBCs will be 

replaced with bromine groups that is the initiation site of ATRP for 

PMMA and PS. The expected molecular structure is that 6 

PMMA-b-PS chains are attached to one HBCs. We 

characterized that HBCs by NMR and MALDI-TOF. The 

morphologies of this block copolymer will be investigated. By 

using HBCs as a core of star-shaped block copolymers, we can 

reduce the feature sizes with small total segment number without 

macrophase separation. 

P고분목-49
올레핀 중합용 MgCl2-SiO2 하이브리드 담체에  

담지된 메탈로센 촉매 합성  

박상준, 이정숙, 고영수†
 

공주대학교 

(ysko@kongju.ac.kr†) 

SiO2는 일반적으로 넓은 표면적과 구형의 입자 형상을 가지고 

MgCl2는 알코올로 용해하여 재결정화시 화학조성 및 결정구조

를 변화시켜 촉매의 중합활성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담체를 결합하여 MgCl2-SiO2 하이브리드 담체를 합성하였

고 MgCl2-SiO2 하이브리드 담체 표면을 조촉매로 처리한 후 메

탈로센 촉매 담지 및 올레핀 중합을 실시하였다. 제조한 담체 및 

촉매는 ICP, BET, SEM 등으로 특성을 분석하였고 촉매의 합성 

조건에 따른 촉매의 중합활성 및 생성된 고분자의 미세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P고분목-50
Surface modified porous PTFE / cross-link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composite 
membrane for PEMFC applications  

박기철,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탄화수소계 고분자 전해질막은 높은 양이온전도성과 열적 안정

성, 저렴한 가격, 쉬운 합성법으로 양이온 교환막으로 널리 활용

되어 왔다.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고 물 함유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TFE를 지지재로 전도성 고분자를 함

침 시켜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PTFE 강화 기술이 대두되었다. 

탄화수소계 고분자를 함침 시켜 PTFE를 강화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PTFE의 낮은 표면에너지, 화학적 비활성, 높은 

소수성으로 탄화수소계 고분자 함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PTFE표면을 친수성으로 개질하여 탄화수소계 고분

자와 상용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지지재로 전도성 고분자를 함

침, 다공 내부에서 가교시켰다. PTFE는 과망간산 칼륨과 질산 

용액을 강한 산화제로 활용하여 친수성으로 개질하였다. 전도성 

고분자로는 합성방법이 쉽고 술폰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을 선정하였고 고분자의 용

출을 막기 위해 다공 내부에서 BDSA를 통해 가교시켰다. 이를 

통해 높은 기계적 강도와 양이온 전도성을 지닌 강화막을 제조

하여 연료전지로서의 응용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FT-

IR, water contact angle, XPS를 통해 PTFE 표면개질 유무를 측정

하였고, SEM, EDX를 통해 전도성 고분자의 함침정도를 측정하

였으며, UTM, proton conductivity를 통해 연료전지로서의 성능

을 측정하였다.  

P고분목-51
치과용 지르코니아 표면에 sand blasting처리에 따른 전

단결합강도 비교 

김병진, 이광래†
 

강원대학교 

(krlee@kangwon.ac.kr†) 

치과에서 사용되는 크라운 중 세라믹 크라운과 임플란트 크라운

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아 블록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에 표면에 100μm 크기의 alumina 

particle로 Sand blasting처리를 통하여 물리적 표면 처리를 시킨 

sand blasting군과 no sand blasting군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

다. 전단결합강도 시험 후 파절면을 확인하였다. No sand 

blasting군에서는 모든 시편이 접착파절(adhesive failure)를 나타

내었고, sand blasting을 처리한 시편에서는 primer 전처리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착파절(adhesive failure)에 가까운 응

집파절(cohesive failure)를 보였고, 10-MDP를 통한 전처리를 한 

경우에 응집파절(cohesive failure)또는 혼합파절(mixed failure)의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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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52
Semi-IPN system electrolyte membranes composed of 

ketone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block 
copolymer and organosiloxane based hybrid network 

for fuel cell 

강규현, 김덕준1,†
 

성균관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djkim@skku.edu†) 

A semi-IPN system electrolyte membrane is prepared from the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block copolymer and 

organosiloxane based organic/inorganic hybrid network. The 

organosiloxane network is synthesized from 3-

glycidyloxypropyltrimethoxysiane and 1-hydroxyethane-1,1-

diphosphonic acid.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hydrophobic 

and hydrophilic oligomers and the block copolymers and semi-

IPN synthesized from them is identified using 1H-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pectroscopy, attenuated total 

ref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ATR-FTIR) spectroscopy, 

and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The proton 

conductivity and water uptake along with the thermal, 

mechanical, oxidative stabilities a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emi-IPN structure on the membrane properties. 

P고분목-53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transparent polyimide 

with silica 

이주헌, 한학수†
 

연세대학교 

(hshan@yonsei.ac.kr†) 

We have synthesized ransparent polyimide(TPI) films with silica 

obtained from TEOS.    

Generally, TPI has lower thermal stability than yellow polyimide. 

So, we combined TPI with silica to enhance thermal stability of 

TPI. The therrnal properties of TPI with silica were investigat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ic (DSC) and thermal gravimetric 

analysis(TGA). These tests revealed that the 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and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hybrid film are higher than reference film. Also, we confirmed 

transparency of film by UV/VIS spectrophotometer and Yellow 

Index. 

P고분목-54
FT-IR Study on Poly(urethane-isocyanurate) Foam : 

Identification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신혜경, 이상호†
 

동아대학교 

(sangho@dau.ac.kr†) 

Compared with polyurethane, polyisocyanurate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er thermal stability and fire resistance, 

lower smoke emission, greater compressive strength, and better 

dimensional stability. The advantages of poly(urethane-

isocyanurate)(PIR) is due to the strong molecular structure and 

the attractive interactions originated by the ring structure of 

isocyanurate, high cross linking density, and hydrogen bonding 

interactions of the repeat units of PIR. However, polyisocyanurate 

is very brittle and has low flow ability, as the results, it is difficult to 

process polyisocyanurate. To overcome the processing 

disadvantage, the ester type polyol segment is connected, 

through urethane linkage, to the isocyanurate structure. And the 

final form of the modified polyisocyanurate has both isocyanurate 

and urethane groups. Several side reactions are expected to take 

places in synthesizing PIR. We are trying to identify the repeating 

groups composed of the PIR that is synthesized from 4,4`-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MDI) and poly(oxyehtylene-co-

adipate)diol using FT-IR. In addition, we will demonstrate the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IR.  

P고분목-55
High Ionic Conductivity Ionic Liquid-based Polymer 
Electrolytes via Surfactant-assisted Polymerization at 

the Plasma-Liquid Interface  

트란꺽시, 최호석1,†, Van Duong Dao1, Van Tien Bui1
 

충남대학교; 1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hchoi@cnu.ac.kr†) 

To achieve high ionic conductivity polymer electrolyte, ionic 

liquids (IL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mechanical polymer 

matrix to form solid-state IL-incorporated polymer. We 

developed a new method, named interfacial liquid plasma 

polymerization, to directly polymerize ionic liquids (ILs). These IL-

based polymers were formed through polymerization process of 

ionic liquids and ethylene oxide-based surfactants to the 

polyelectrolyte matrix using atmospheric pressure plasmas. We 

found that fluoroborate or halide anions of ILs together with the 

small amount of Triton X100 is necessary to form crosslinked 

network structures of the polymer electrolyte. Interestingly, the 

thickness of the synthesized polymer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Triton X100 molar content in initial reaction solution. The 

increase of the Triton X100 molar content also resulted in the 

decrease of the ionic conductivity of polymer electrolytes. The 

synthesized solid-state IL-based polymer showed the highest 

ion conductivity of 2.28×10-3S.cm-1 at room temperature. 

Through systematic investigations, we proposed the formation 

mechanism of IL-based polymer film through interfacial liquid 

plasma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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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56
Low VOCs 불포화폴리에스테르/비닐에스테르 수지 개

발 및 특성 연구  

김학준, 박석일, 이동훈, 박형남, 최광식†
 

애경화학 

(kschoi@aekyung.kr†) 

FRP수지인 불포화폴리에스테르/비닐에스테르수지에 사용되는 

반응성 모노머인 스타이렌은 저렴한 가격 및 고분자와의 상용

성, 우수한 경화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VOCs등 환경

규제에 따라 VOCs저감수지 및 스타이렌을 대체할 모노머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OCs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타이렌 상용성을 극대화한 고분자 연구 및 

대체가능한 모노머를 검토하였고,  물성비교를 통해 상용화 가

능성을 연구하였다. 

P고분목-57
Styrene과 4-Vinylpyridine을 이용한 MIP의 합성과 페놀

류의 흡착 특성  

이성규, 박혜령†
 

전남대학교 

(hyrpark@chonnam.ac.kr†) 

Styrene과 4-vinylprydidene을 10:1 몰 비로 혼합하여 중합 시키

고, 이 co-polymer을 Ethyl acetate에 용해시킨 후, 목적 분자를 

용해시켜 polymer-template complex을 형성시킨다. 여기에 

non-solvent를 서서히 가하여 phase reversion 방식에 의하여 분

말 형태의 molecularly imprinted polymer (MIP)를 제조하였다. 합

성된 MIP는 4-tert-Butylphenol, 4-Phenylphenol, 4,4’-Biphenol, 

Phenol 등 몇가지 phenol류에 따른 흡착 특성을 10℃, 25℃, 

50℃의 온도변화에 따라 실험하였다. 그 결과를 Langmuir 흡착

등온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각 물질의 흡착 엔탈피와 엔트

로피를 고찰하였다. MIP는 목적 물질과 공존하는 유사 구조의 

화합물로부터 선택성이 높게 목적 분자를 분리하는데 응용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각 물질의 흡착 메커니즘을 해석하는데 중점

을두었다. 

 

P고분목-58
Sorption Characters of Molecularly Imprinted materials 
Using the Polymerization Between Sol-Gel particles of 

TEOS/3-(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and 
Mixture of Styrene/AA  

이현민, 박혜령1,†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hyrpark@naver.com†) 

MPS와 TEOS 혼합물(1:1 molar ratio)을 Ethanol과 THF 혼합액에 

용해시키고 1:1 NH4OH를 가하여 졸-겔 법으로 미세입자를 얻

었다. 이 입자에 Styrene/Acrylic acid 혼합액을 1,4-Dioxane에 용

해하고 개시제인 AIBN을 사용하여 75℃에서 8시간 중합하여 입

자표면에 Styrene/Acrylic acid co-polymer를 graft시켜 polymer 

composite을 합성하였다. 이 composite를 1,4-Dioxane에 분산

시키고 이 용액에 목적분자로 4-Ethyl aniline을 용해시켜, 

composite와 4-Ethyl aniline의 complex를 만든 다음 non-solvent

를 가해 Phase reversion에 의한 분자인식고분자를 만들었다. 이 

분자인식고분자에 2-, 3-, 4-Ethyl aniline 각각의 흡착등온선을 

얻어 선택도를 평가하였으며, Langmuir 흡착등온식을 이용하여 

흡착거동을 고찰하였다. 

P고분목-59
Engineering of Thermoresponsive Polymeric Hydrogels 

for Fluorescent Color Switching by FRET Distance 
Modulation 

배진우, 박찬호, 이준혁, Kin Liao1, 김범준†
 

한국과학기술원; 1Khalifa University 

(bjkim02@kaist.ac.kr†) 

A hydrogel has attracted significant interest in chemical and 

biomedical field due to the high degree of freedom for shapes, 

portability, and workab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hydrogel-based fluorescent thermometer using organic dyes 

labeled temperature-responsive copolymer system. N-

isopropylacrylamide (NIPAAm) was chosen as a thermally-

responsive spacer between green and red emitting dyes in order 

to make conformational change by temperature, while randomly 

polymerized acrylates were used to regulate water swelling ratio 

of the hydrogel. The spatial proximity of 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between donors and acceptors 

incorporated in the hydrogel can be tuned via thermo-induced 

collapsing and swelling of the platform at the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of NIPAAm, leading to the facile modulation 

of FRET efficiencies. In addition, our hydrogel system showed 

excellent signal-to-noise ratio and reversibility, indicating an ideal 

platform fo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detailed behavior of our system was investigated using 

photoluminescence and microscop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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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60
Control of compartment in Janus microcylinder 

particles using micromolding technique  

심규락, 염수진, 정성근, 김종민, 이창수†
 

충남대학교 

(rhadum@cnu.ac.kr†) 

Janus microparticles have different chemical properties, such as 

hydrophobicity and hydrophilicity, and have 

unique morphology are widely utilized in self-assembly, 

molecular simulation,  and Pickering emulsion. In this study, we 

fabricate Janus micropaticles with different size and cylindrical 

morphology.   

We fabricate Janus microcylinders by using simple micromolding 

technique. Micromolding technique proceeds in sequential 

loading of two different photocurable solutions and 

photopolymerization. Firstly, the solution containing a 

hydrophobic monomer, a volatile solvent and photoinitiator is 

loaded on the mold. And then, evaporation of the solvent in the 

mold is followed by pre-photopolymerization of the monomer. 

Secondly, the solution just containing a hydrophilic monomer, 

photoinitiator is loaded on the mold. Loading of the solution is 

followed by full photopolymerization. And, we synthesize Janus 

microcylinders with different sizes by controlling mold geometry.  

 Finally, we easily fabricated Janus microcylinders with different 

sizes by simple micromolding technique, and we expect that they 

are useful in many fields.  

P고분목-61
Drug delivery and release using AuNR-photosensitizer 

based on disulfide cleavage trigger  

최종선, 김소연†
 

충남대학교 

(kimsy@cnu.ac.kr†) 

Improving the efficacy of drug delivery and release using gold 

nanocarriers has been a main issue of cancer therap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uNR-photosensitizer (PS) conjugates with 

disulfide bond. The release activity is triggered by intracellular 

glutathione (GSH) concentration. Also photodynamic and 

photothermal therapy were investigated by using free PS and 

AuNR-PS conjugates, respectively. A series of AuNRs with 

different aspect ratio were prepared by seeded growth method. 

Then, block copolymers with tumor targeting linkage were 

employed to modify the AuNRs surfac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singlet oxygen generation, drug release and 

photothermal activities of the AuNRs-based system were 

evaluated. In vitro cellular uptake and phototoxicity of AuNR-

photosensitizer conjugates were also investigated using MCF7 

and A549 cell lines.  

P고분목-62
UCNP-based Nanomedicine for Photodynamic 

Therapy and Imaging  

최종선, 김소연†, 자오린린1
 

충남대학교; 1Tianjin University of Technology 

(kimsy@cnu.ac.kr†) 

Over the recent years, photodynamic therapy (PDT) is intensively 

recognized as a promising treatment for a variety of diseases due 

to their low cost, highly localized, fewer side effects as compared 

with typical chemotherapy. However, a main disadvantage in the 

current therapy is the small penetration depth because of the light 

absorption and scattering by biological tissues, resulting in 

unsuccessful therapeutic effects. Unlike conventional light 

source, near-infrared (NIR) irradiation shows larger penetration 

distance in tissue with lower photodamage in the cells. Expecially, 

upconversion nanoparticles (UCNPs) has long wavelength which 

means deep penetration in the NIR region.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UCNPs by hydrothermal method and employed FA-

conjugated biocompatible block copolymers for improving their 

stability. The composition, optical property and morphology of 

UCNP-based nanomedicine were investigated. Also, 

phototoxicity and cellular uptake were conducted using tumor 

cells.  

P고분목-63
UV-curing resin system based on carboxylic ester 

acrylate oligomers  

김소연†, 신예린, 오정선1, 전용만1, 백병교1, 안일환1
 

충남대학교; 1(주)유비플러스 

(kimsy@cnu.ac.kr†) 

UV-curing of coating materials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fast cure rate, less pollution and energy conserva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thermal curing methods. It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oduction of protective coatings of different 

materials, adhesive and inks. The general components of UV-

curable systems include reactive oligomers, reactive monomers, 

photoinitiators, and other additives. In order to develop the 

durable laminated glass filled with UV-curing resin, carboxylic 

ester acrylate oligomer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between anhydride and acrylate containing hydroxyl group. The 

specific gravity, refractive index, and Tg of synthesized oligomers 

and UV-curing base resin were characterized. The laminated 

glass specimens filled with photocurable resin containing 

carboxylic ester acrylate oligomers showed higher adhesive 

strength, light resistance, thermal stability, impact resistance than 

that of Monomer specimen composed of acrylic acid and 2-

ethylhexyl 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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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64
Advanced Binder Design in Silicon Anodes of Lithium-

ion Batteries: Supramolecular Chemistry  

정유경, 최장욱†
 

KAIST 

(jangwookchoi@kaist.ac.kr†) 

Polymeric binder has turned out to be very critical for stable 

operation of high capacity silicon (Si) anodes, as the binder could 

stabilize the electrode films during the large volume changes of 

Si. In this talk, I will present an unconventional binder concept, 

"dynamic crosslinking", for silicon anodes by engaging host–

guest interactions between hyperbranched β-cyclodextrin 

polymer (β-CDp) and a dendritic gallic acid derived 

supramolecular cross-linker incorporating six adamantane units. 

The dynamic cross-linking refers to a reversible cross-linking 

system based on host–guest interactions, which can restore 

broken linkages between polymer chains during continuous 

cycling. Unlike conventional covalent cross-linking, the 

reversibility of dynamic cross-linking enables the homogeneous 

cross-linking between polymer chains, thus introducing a self-

healing effect. Considering the vast number of host–guest 

complexe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our findings based on 

supramolecular interactions will bring a whole new perspective on 

binder design for high capacity electrode materials suffering from 

large volume expansion.  

P고분목-65
PDMS coated mask filter using hydrophobic interaction 

for fine dust capture  

곽병은, 김도현†
 

KAIST 

(dohyun.kim@kaist.edu†) 

Asian dust is a seasonal meteorological phenomenon which 

causes health problems including asthma. Especially, fine dust, 

which is composed of particles with 2.5 um diameter or smaller, 

easily penetrates into the bronchial epithelium and adsorbed by 

the human organs.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particl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fine dust filter is essential for human 

health. Conventional fine dust filters used electrostatic force, but 

they lose their capture ability after water contact and need 

relatively high-cost fabrication process. In this work, new mask 

filter for fine dust capture was fabricated by coating 

polydimethylsiloxane(PDMS) which easily adsorbs hydrophobic 

particles due to its surface hydrophobicity. The fabricated mask 

filter was characterized using optical microscopy, FT-IR, and 

automated filter tester (TSI 8130).  

P고분목-66
Biodegradable Inverse Opals with Controlled 

Discoloration 

김지원, 김신현†
 

한국과학기술원 

(kim.sh@kaist.ac.kr†) 

 Inverse opals are face-centered cubic crystals composed of a 

close-packed array of air cavities embedded in a solid matrix. As 

inverse opals have the periodic modulation of refractive index, 

they exhibit pronounced structural colors at stop band 

wavelength. Here, we create inverse opals made of 

biodegradable polymer, poly(lactic-co-glycolic acid) (PLGA), to 

use them as indicators for valid periods of drugs and cosmetics. 

To make the structure, we employ a capillary wetting process of 

opals composed of silica nanospheres into a film of PLGA at 

elevated temperature. The opals maintain their crystal structure 

during the embedding process. The selective removal of opal 

template from PLGA film leaves biodegradable inverse opals. The 

inverse opals show degradation and discoloration of which rate 

depends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P고분목-67
Millipede-inspired structural design principle for high 

performance polysaccharide binders in silicon anodes 

정유경, 최장욱†
 

KAIST 

(jangwookchoi@kaist.ac.kr†)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 polysaccharide binders for high-

capacity silicon anodes in lithium ion batteries to find critical 

factors for the binder function. Analogous to the millipede's 

strong adhesion based on adhesive pads located on each leg, 

xanthan gum exhibits the best performance by utilizing its double 

helical superstructure with side chains and ion–dipole 

interactions, revealing the great importance of the superstructure 

and charge interactions in the Si bind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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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68
Preparation of nanosilver loaded chitosan-starch 

coating and its application for paper 

정제영, 서종철†, Gownolla Malegowd Raghavendra, 김도완
 

연세대학교 

(jcseo@yonsei.ac.kr†) 

Paper is an excellent biodegradable material for packaging. 

However, paper has disadvantages of poor mechanical, barrier 

and antimicrobial properti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consider the environmental concerns, biopolymer coatings in 

combination with antimicrobial agents were applied to paper. 

Chitosan, natural abundant polysaccharide, forms bond easily 

and improve the mechanical and barrier properties of paper when 

applied. However, chitosan is expensive. So, starch, one of the 

cheapest biopolymer is applied in combination with chitosan to 

reduce the cost of the coatings. Silver has been reported to be 

an effective antimicrobial agent combating wide range of micro-

organisms. Hence,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silver was chosen 

to impart antibacterial properties to the paper. The silver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ultrasonication method. To 

improve the paper properties, various formulations of chitosan-

starch blend coatings were prepared and coated to paper.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with UV-vis, FTIR, SEM-EDS, TEM, 

tensile and burst strength, water and oil resistance and 

antibacterial properties.   

P고분목-69
Chitosan Mediated Microwave Assisted Synthesis of 

CuO nanoparticles 

Gownolla Malegowd Raghavendra, 서종철1,†, 김도완1, 정제

영1 

Yonsei university; 1연세대학교 

(jcseo@yonsei.ac.kr†) 

In recent years, research has been increased in producing 

nanostructured copper oxide (CuO) because it is a cheap and 

versatile material with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t is mostly 

used as antimicrobial agent, in photothermal and 

photoconductive applications, chemical and biological sensing, 

catalysis, application in lithium ion batteries and solar cell. Herein 

we report a facile synthesis of copper oxide nanoparticles in 

chitosan media using Cu(NO3)2·5H2O precursor and ammonia. 

Chitosan was chosen as a medium to synthesize CuO, since it 

being a polymer, facilitates the formation of small size CuO 

nanoparticles through its stabilizing action. Microwave irradiation 

as a heating method is faster, simpler and efficient in energy for 

metal oxide nanoparticles synthesis. Hence, in the current work 

microwave irradiation was chosen as the input energy. The 

synthesized CuO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SEM, TEM, and XRD. Further, their antibacterial properties were 

evaluated. 

P고분목-70
Bio Mass를 이용한 복합소재용 수지 제조 및 특성  

이창호, 김건형, 김영용, 박형남, 최광식†
 

애경화학 

(kschoi@aekyung.kr†)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난화 같은 환경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환경

규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고 석유자원 의존을 탈피 할 수 있는 

핵심소재로 자동차, 전자,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매스를 적용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 하였다. 바이오 매스의 함량에 따른 

수지의 경화 거동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 하였으며 이를 FRP 복

합 소재에 적용하여 물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P고분목-71
Theoretical study on encapsulation and release of anti-

cancer drug in PEG-PLA vesicle  

고은민, 신은혜,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Drug encapsulation and releas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biological therapy. In this work, dynamics of vesicle 

for encapsulating and releasing the anti-cancer drug were 

studied by coarse-grained molecular dynamics; amphiphilic 

block-copolymer (i.e. polyethylene glycol (PEG) and polylactic 

acid (PLA)) for vesicle and gemcitabine for anti-cancer drug. In 

particular, the self-assembly of vesicle covering drug and the 

shape control of the vesicle were investigated. First, we observed 

that the self-assembly occurred only if the volume ratio of PEG-

PLA became 3:7, where the optimal area per the number of 

polymer chain was 0.3 nm2. Controlling the inner and outer 

surface areas of the membrane of vesicle induced anisotropic 

shape of vesicle with the aspect ratio of 1.1. Second, the 

effective mole ratio of block-copolymer and drug was found to 

be 100 to 1, which worked for loading drug into vesicle. Finally, 

the rupture of the vesicle in low pH environments (i.e. pH 3 ~ pH 

7) mimicking the inside of cancer cell, was studied for the drug 

release. Hydrolysis of PEG and crystalline PLA were heavily 

involved in the drug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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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72
바이오 폴리우레탄의 자동차 내장부품 적용성 연구 

곽성복†, 이재용1
 

덕양산업(주); 1덕양산업 

(sbkwak@dyauto.kr†)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를 통한 기후문제를 대처할 가능

성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이는 바이

오플라스틱이 바이오매스를 전체 원료의 25% 이상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자원들은 대부분 식용·비

식용 작물로서, 이러한 작물들은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순환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제

품의 생산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 사이클’을 달성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석유화학산업

이 유발하는 환경 및 인체 유해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석화제품

의 대체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

카본계 폴리우레탄을 개발하여 석유계에서 생산되는 폴리우레

탄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내장부품에 

적용하고자 함. 

P고분목-73
pH-senstive Drug Release from Polymer-Coated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임철원,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MSNs) were encapsulated with 

the polyaspartamide were synthesized by grafting hydrophilic O-

(2-aminoethyl)-O'-methylpoly(ethylene glycol),targeting 

segment Biotin, and pH-sensitive hydrazine (Hyd) segments on 

a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backbone. The hydrazone 

bond was effectively cleaved to release doxorubicin (DOX) 

conjugated on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in an acidic 

environment. chemical structure of MSN-HYD-DOX@PASPAM-

g-MPEG-Biotin was confirmed using FTIR and 1H-

NMR  spectroscopy. The mean size of the MSN-HYD-

DOX@PASPAM-g-MPEG-Biotin was examined by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and TEM.  

P고분목-74
Barrier membrane comprising the extract 

of herb mixtur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천서영, 김 진, 이기영†
 

전남대학교 

(kilee@jnu.ac.kr†) 

The present study evaluates a new synthetic degradable barrier 

membrane based on collangen for use in guided bone 

regeneration comprising the extract of herb mixture.  Als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subsequent effects of 

the released the extract of herb mixture from collagen 

membranes on bone regeneration in vitro and in vivo.  In vitro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MC3T3-E1 mouse preosteoblasts 

cultured with or without factors. Cell viability, cell proliferation,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and alizarin red staining were 

then measured. In vivo studies were conducted by placing 

collage membrane with low or high concentration herb extract in 

a rat calvarial defects. After 4,8 weeks, surgery new bone 

formation was measured using micro CT and histological 

analysis.  

P고분목-75
Locust bean gum, xanthan gum,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and olive oil based novel 
bigels for controlled Acai berry extracts    

박지선, 김 진1, 이기영1,†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신화학소재공학과 

(kilee@naver.com†) 

Bigels are biphasic systems produced with an orgnogel and 

hydrogel mixed together. The novel formulation is able to control 

the delivery of both lipophilic and hydrophilic active ag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characterize novel 

bigels by mixing locust bean gum, xanthan gum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based bigel and sorbitan monostearate-

olive oil based organogel for controlled  Acai berry extracts 

application. The in vitro active agent release study, MTT assay, 

TGA, swelling ratio and compressive strength measurements 

confirmed characteristic of bi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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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76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bioadhesive containg 
chondroitin sulfate and gelatin with serveral additives 

임태준, 박은지, 이기영†
 

전남대학교 

(kilee@jnu.ac.kr†) 

In this study, the bioadhesive is made of dorsal and vetral skin of 

yellowfin tuna, Thunnus albacares. It contains gelatin and 

chondroitin sulfate and it was known of adhesion ability for 

various fields. Bioadhesive samples are preapared with hot water 

extract and lyophilized. Physical and mechnical properties of 

samples were determined to the difference with change in 

concentration of sample, time to extract in hot water, 

concentration of samples, adhesive time, concentration of 

additive. Gluten, Genipin, Zein, Cysteine and Sodium alginate 

were used as additive to enhance properties of samples. These 

additives are known to combine with protein and amino acid. 

Evaluation of physical properties of the bioadesive samples was 

conducted by using FT-IR, UTM results. And biodegradability 

was determined by cell viability.  

P고분목-77
DOPA 유도체를 기반으로 한 생체모방성 접착제의  

합성 및 특성 조사  

조나래, 최재곤, 손정선†
 

조선대학교 

(jss4347@chosun.ac.kr†) 

환경 친화적인 천연접착제로 잘 알려진 홍합접착단백질은 다양

한 물질들의 표면에 접착하여 수분에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 접착단백질에서 주된 접착기작을 갖는 아미노산 잔기인 L-

3,4-dihydroxyphenylalanine(DOPA)는 카테콜기를 포함하고있으

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접착 방법이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생물에서 단독으로 추출하여 사

용하기에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량생산이 어려우며 접합 강

도가 현존하는 합성접착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용 범위가 제

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접

근하였으며 카테콜 잔기를 도입한 DOPA 유도체를 합성하여 아

크릴레이트 계열의 단량체를 함께 공중합 하고 여기에 트리 블

록 코폴리머  PEO-PPO-PEO와 2가 양이온을 함께 블렌드 하여 

고분자 전해질 복합체인 복합 코아서베이트 형성을 유도함으로

서 접착력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P고분목-78
Interaction of Water-soluble Paclitaxel Prodrug and 

Albumin in Aqueous Solution  

나행요, 조나래, 손정선†
 

조선대학교 

(jss4347@chosun.ac.kr†)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of water-

soluble paclitaxel (7-mPEG5,000-

succinyloxymethyloxycarbonyl-paclitaxel, PP7) prodrug and hen 

egg albumin(Mr ~45,000) by pulse-gradient field NMR (PFG-

NMR). Diffusion coefficient of PP7 with Albumin in modified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MHBSS) was measured as a 

function of PP7 (0.0~1.7% w/w) and albumin (0.0~1.4% w/w) 

concentration at different temperatur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molecular mobility and interaction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transport mechanisms in human body liquid.  

P고분목-79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evaluation of 

adherence membrane using a bio-material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장진운, 김 진, 이기영†
 

전남대학교 

(kilee@jnu.ac.kr†) 

Bone tissue has a good ability to regeneration. However, bone 

destruction occurs for a variety of reasons it is necessary that 

additional treatment such as bone graft. Conventional adherence 

membrane have to remove surgery after bone formation. And, 

there is no difference to generate the tissue compared with bio-

degradable adherence membrane. Gellan gum as bio-polymer is 

recently made to many studies and has been utilized for 

medicines using a tissue generation and hemostasis effect. In 

this study, we develop a superior bone regeneration membrane 

effect by combining biodegradable polymer and biocompatible 

inorganic material. We use in vivo micro-CT to evaluate the effect 

of adherence membrane on measurement of bone volume. 

Additionally, Degradation rate is measured by incubating 

membrane in pH7.4 of PBS. Cytotoxicity is measured to in vitro 

method by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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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목-80
Temperature-Sensitive Shape Memory Polymers based 

on polyhedral oligomeric silesquioxane and Low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glycols 

박한음, 박주현†
 

중앙대학교 

(jpark@cau.ac.kr†) 

Shape memory polymers (SMPs) that can sensitively response to 

external environment stimulus such as temperature have been 

highlighted mainly for carrier materials in biomedical applications 

of drug delivery. In this study, we focus on extending the 

applications of SMPs to smart fibers which can expand or 

contract depending on surrounding temperature variation. We 

synthesize temperature-sensitive SMPs based on polyhedral 

oligomeric silesquioxane (POSS) and low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glycols (PEGs) to make intelligent fiber. Resulting 

POSS-PEGs show sharp melting transitions because of well-

defined molecular structures by combination between POSS and 

PEGs with low polydispersity index. We characterize the 

successful synthesis of SMPs by FT-IR and 1-H NMR analysis 

and further analyze mechanical properties of SMPs by DSC and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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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1
1D membrane transport model  and experimental 
validation for PEMFC simulation at asymmetry RH 

change  

황병찬, 정회범, 송명현, 박권필†
 

순천대학교 

(parkkp@sunchon.ac.kr†)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전해질 막에서 물의 

이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막의 수분함량과 이동에 따

라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높

은 상대습도에서 전지의 성능이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물 배출

이 원활 하지 않아 Flooding 현상으로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막 이동모델의 해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쪽 전극의 상대습도를 50%로 고정한 비대칭 상대습도 변화로 

알아보았다. 상대습도 값이 고정되지 않은 전극은 RH 0~200%

까지 변화시켰다. 이때 I-V, Impedance, CV, LSV 등의 측정을 했

다.   

막에서 물 이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MATLAB으로 해석했다. 경

계조건은 Berg 등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막의 물성 값들은 문헌을 참고 하거나, 실험으로 구하였다.  

 해석과 실험을 통한 검증은 고주파저항(HFR)값을 비교하였는

데. 대체로 10%내의 오차가 발생하여 높은 해석정확도를 보였

다.  

P공업금-2
Fenton 반응을 통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기화학적 내

구성 측정  

황병찬, 박권필†
 

순천대학교 

(parkkp@sunchon.ac.kr†) 

일반적인 막 내구성평가 프로토콜인 DOE, NEDO 프로토콜은 막 

상태에서가 아닌 MEA 상태에서 내구성을 평가하므로 전극의 영

향과 MEA 제법의 영향을 받아서 막 자체의 특성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DOE, NEDO 프로토콜은 전기화학

적 막 내구성 평가(OCV Holding) 500시간과 물리적 내구성 평가

(Humidity cycle)에 약 2달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막 상태에서 

Fenton 반응을 이용하여 전해질 막의 전기화학적 내구성을 측정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H2O2 5~25% Fenton 용액을 제조하

여 30~60℃에서 24시간 반응 시켰다. 4~6시간 단위로 Fenton 

용액 샘플을 추출하여 이온선택전극(Ion Selective Electrode, 

ISE)로 F- 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후 증류수로 막을 세척하여 

단위전지에 체결 후 GC로 수소투과도를 측정했다. IR 분석을 통

해 막의 결합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였다. 막 두께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Nafion211, 212, 115 117 4종류를 사용하였다.  

P공업금-3
유기금속전구체의 중질유 수첨분해 효율에 관한 연구  

노민섭, 이광석, 손석환, 이철위1, 박선영1, 정민철†
 

순천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mchun@sunchon.ac.kr†) 

석유 에너지는 모든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에너지이다. 현재 우

리나라는 석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기 쉬운 구조이다. 따라서, 

석유 에너지의 효과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 석유 정제 후 남는 중질유를 고도화 정제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유(Gas oil, Naphtha등)를 얻어내는 효과적 기술이 필

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질유 함량이 높은 두바이유가 수입

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질유 고도화 정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질유분해공정은 수소와 촉매를 사용하여 중질유에 화학반응

을 일으켜 경질유를 생산하는 공정이며 다시 중질유분해공정은 

수첨분해와 촉매접촉분해로 나누어지는데 수첨분해는 고온,고

압 환경에서 촉매와 수소를 첨가하여 중질유를 분해하는 공정으

로 경유가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첨분해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의 새로운 전구체

를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중질류 수첨분해 반응의 수율은 전

구체의 성질에 따라서 경질화 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리간드를 사용하여 전구체를 합성을 했다. 전구체의 합성

은 1H-NMR, 13C-NMR, FT-IR을 사용하여 확인하였고, 합성된 

전구체의 중질류 분해 수율은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다.  

P공업금-4
Formulation of electromagnetic shielding coating 
solution from silver nanoparticle composites and 

characterization of its optical properties  

이소현†
 

조광페인트 

(mabim329@naver.com†) 

전자파 차폐 코팅제를 개발하기 위해 은나노졸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자파 차폐 성능이 있는 필름을 제조하였고 투

과율과 Haze 등과 같은 광학적 특성, 표면저항과 차폐율, 소재

와의 부착성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파 차폐 소재는 silver 

nanoparticle과 graphene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소재와의 부

착성과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인더는 직접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자차 차폐 소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필름의 표

면저항은 26Ω/□에서 23Ω/□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투과율은 78%에서 8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첨

가제의 타입에 따라 전자파 차폐 소재의 함량이 많더라도 광학

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파 차폐 소재의 보호와 광학적 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

호코팅제도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보호 코팅층을 코팅한 

후 광학적 특성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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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5
실리카 담체 촉매를 활용한 Styrenated Phenol(SP) 합성

에 관한 연구 

손석환, 이승민, 이형은, 정성훈1, 안호근, 정민철†
 

순천대학교; 1(주)에스에프시 

(mchung@sunchon.ac.kr†) 

 Styrenated Phenol(SP)는 일반적으로 산화방지제나 플라스틱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고 alkylene oxide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

는 계면활성제인 SP-A(styrenated phenol alkoxylate)는 반도체 

공정에서 현상액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SP는 산 촉매 하에

서 반응이 일어나며 SP는 단일성분이 아니라 Mono-Styrenated 

Phenol(MSP), Di-Styrenated Phenol(DSP), Tri-styrenated Phenol

(TSP)의 세가지 혼합물로 되어 있어서 합성 조건에 따라 특성 및 

조성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SP합성에 사용되는 황산, 질

산, 인산 등의 액체 산촉매는 고온과 강산의 격렬한 반응조건, 

낮은 선택도, 수분에 대한 민감성과 중화과정에서 생기는 다량

의 염 부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촉매의 분리가 용이하

지 않다. 하지만 실리카 담지 촉매를 사용하면 염 부산물이 생기

지도 않고 제품과 분리가 용이하여 추가 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재료용 현상액의 원료로 사용

하기 적합한 DSP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응온도, 반응시간, 

촉매함량, 촉매 소성온도, Phenol 대비 Styrene 적가량을 조절했
으며 사용하는 촉매는 SiO2담체에 AlCl3, NiCl2 담지한 후, 소성

하여 사용 했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GC, 촉매는 X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공업금-6
New Reforming process of Pyrolysis Fuel Oil based 

Pitch by UV Irradiation 

이경민, 정민정, 이영석†
 

충남대학교 

(youngslee@cnu.ac.kr†) 

In this study, Pyrolysis fuel oil (PFO) was reformed by heat and 

UV irradiation for using as a precursor of carbon fiber. The 

prepared pitche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softening point, and aromaticity. The as-received PFO was 

reformed at 250 oC for 2 hour using magnetic stirrer under UV 

lamp. The added 2,2-dimethoxy-2-phenylacetophenone 

(DMPA) as an UV initiator was fixed 1 wt.%, but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DPHA) as a cross-linker was added 3, 5, and 10 

wt.% in PFO basis. The hydrogen content of the reforming 

pitches decreased slightly with reforming using UV radiation and 

addition of cross-linker. The softening point of prepared pitch 

was increased as the increase of cross-linker concentration. 

Reformed pitch under UV irradiation was composed more 

aromatic carbon compounds than reformed pitch without UV 

irradia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UV radiation might be 

effective to prepare pitch witch had more aromatic compounds 

and higher softening point. 

P공업금-7
Colloidal silica 종류가 친수성 코팅제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양준호, 김종현, 김동구, 박종호, 김보명, 송기창†
 

건양대학교 

(songkc@konyang.ac.kr†)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표면은 소수성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수분이 표면에 생성되어 플라스틱 렌즈나 

전자 재료 부품 등에 김서림 현상이 발생되어 결함을 일으키기

도 한다. 친수성 코팅은 물방울과 코팅 표먄의 접촉각을 최소화 

함으로서 수분의 응집을 약하게 하고, 코팅 표면에서 수분이 잘 

흘러 내리도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필름에 친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무기물인 Colloidal silica에 유기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에폭시

실란을 반응시켜 졸-겔법에 의해 유-무기 혼성 코팅 용액을 제

조하였고, 이 때 Colloidal silica 종류 변화가 친수성 코팅 필름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공업금-8
경화 온도가 친수성 코팅제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양준호, 김종현, 김동구, 김보명, 김현욱, 송기창†
 

건양대학교 

(songkc@konyang.ac.kr†)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표면은 소수성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수분이 표면에 생성되어 플라스틱 렌즈나 

전자 재료 부품 등에 김서림 현상이 발생되어 결함을 일으키기

도 한다. 친수성 코팅은 물방울과 코팅 표면의 접촉각을 최소화 

함으로서 수분의 응집을 약하게 하고, 코팅 표면에서 수분이 잘 

흘러 내리도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필름에 친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무기물인 Colloidal silica에 유기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에폭시

실란을 반응시켜 졸-겔법에 의해 유-무기 혼성 코팅 용액을 제

조하였고, 이 때 경화 온도 변화가 친수성 코팅 필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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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9
Direct Current와 Pulse-reverse 전기 도금방법을 이용한 

crack-free 크롬의 증착 및 성능 평가 

서동조, 김상득, 문민호, 박혜리,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6가 크롬의 전기도금은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6가 크롬의 전

기도금은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기는 내부응력에 의해 표면

에 광범위한 크랙을 갖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내부식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crack-free 6가 

크롬 도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금된 크롬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

의 크랙을 줄이는 전기 증착 방법인 pulse-reverse 전기도금 방

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시료들은 첨가제인 HY-30이 첨가된 

sargent 욕에서 pulse-reverse 또는 direct current 전기도금 방법

을 이용하여 도금 하였다. 도금된 크롬 표면의 구조와 형태를 알

아보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을 진행하였고, 도금된 크롬 화합물들의 

산화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금된 표면의 경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필경도를 측정하였다. 전류 효율은 도금 전과 후의 질량 

차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내부식성은 5.0 wt.% NaCl 용액

에서 potentiodynamic polarization을 진행하였다.  

P공업금-10
CO2 기체가 용해된 NaOH 용액을 이용한  

AZ31의 부식 저항성 피막 형성  

남대현, 박태순, 김윤경,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eack@inha.ac.kr†) 

마그네슘은 밀도가 낮고 금속 재료로써의 특성이 우수하여 휴대

폰, 자동차, 항공 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상용 금속으로 가

장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부식에 취약한 단점을 갖

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부식 저항성 향상 연

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기체가 용해되어 있는 0.5 M NaOH 용액 

AZ31 합금을 침지시켜 표면에 carbonate를 포함하는 피막을 형

성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피막 형성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침지 시간을 다양하게 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형성된 피막의 내식성 향상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5 wt.% NaCl 용액을 이용한 corrosion test를 진행하였

으며, XPS, XRD, SEM을 이용하여 피막의 조성 및 표면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그네슘 표면에 carbonate와 알루미늄

을 포함하는 생성물이 형성 되었으며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것

을 확인하였다.  

P공업금-11
Synthesis of hydrophobic zirconia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 i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s 
for highly refractive films  

강기주1,2, 유중환1,†, 이희선1
 

1한국세라믹기술원; 2경상대학교 

(jwyoo@kicet.re.kr†) 

Organic-inorganic hybrid nanocomposite materials have been 

studied in recent years, with the expectation that nanocomposite 

materials will achieve properties for optical films. Organic material 

has high transparency but it has limited refractive index, on the 

other hand inorganic material has high refractive index, thermal 

stability, chemical inertness, but it cannot use coating material. 
Because inorganic materials ZrO2 and TiO2 are easily 

aggregated in organic materials like solvent, monomer and 

binder, causing different surface property. So to enhance 

dispersibility of the inorganic materials, it should change the 

surface property to hydrophobic.  

In this study, zirconia nanoparticles are prepared from zirconium 

n-propoxide, benzyl alcohol, and then modified with silane 

coupling agent before disperse using milling system with 
dispersant. The zirconia particles consisted of intrinsic ZrO2 

crystallite with 5-10 nm sizes. The modified zirconia particles 
show good chemical bonding between ZrO2 and silane coupling 

agents so, dispersion property improved. The refractive index for 

sample containing modified zirconia shows high refractive index 

before modified sample.  

P공업금-12
Energy-efficient thermal insulation paints including 

inorganic materials 

박정민, 유중환†
 

한국세라믹기술원 

(jwyoo@kicet.re.kr†) 

Urban areas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rapid population 

growth resulting in rapidly increasing residential buildings. As a 

result, solar energy is absorbed by buildings, causing the 

temperature of urban structures to become several degrees 

higher than ambient air temperatures. This phenomen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demand of energy. Energy saving can be 

achieved by reducing the indoor temperature of the building. One 

way to reduce the interior temperature is to employ cool paints on 

building’s exterior.  

In this study, the inorganic materials such as mica, talc, pearl, 

and silica were modified with silane coupling agent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rmal insulation.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rmal insulation paints with the modified mica 

was improved the performance thermal insulation of about 10%. 

Also, the reflectance of thermal insulation paint was 15% higher 

than conventional paints. The wide use of such material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al quality.  

Keywords: Thermal insulation paints, Energy saving, Reflectivity, 

Inorgan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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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13
표면개질에 따른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특성 

이민영, 김태훈, 양현승†, 박성대
 

전자부품연구원 

(hsyang@keti.re.kr†) 

디스플레이의 휘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리즘 시트는 소

재 측면에서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사용함으로서 휘도를 

개선할 수 있다.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방

법으로 아크릴레이트 레진으로 구성된 프리즘 시트에 고굴절률, 

고투명성의 무기입자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졸겔법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투명한 TiO2 sol을 제조하고, 

TiO2 입자를 표면개질하여 유기 아크릴레이트와의 화학적 친화

성을 유도하였다. 표면개질 처리된 TiO2 입자는 DLS, Turbiscan 

장비를 통해서 아크릴레이트 레진 내부에서 분산성이 장시간 유

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Ellipsometer를 통해서 TiO2 입자가 수

지의 굴절률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확인하였다.  

P공업금-14
저온플라즈마 중합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에 

있어서 전구체 및 지지체의 종류에 따른 변화  

이송은, 이민근, 조은경, 조동련†
 

전남대학교 

(dlcho@jnu.ac.kr†) 

 본 연구에서는 저온플라즈마 중합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지지체

의 표면 및 pore 내부에 아민기를 함유한 유기 고분자를 코팅해 

아민이 고정된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플라즈마 중합

용 monomer와 지지체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여 이산화탄소

의 흡착 성능을 비교하였다. 아민기를 함유한 monomer로는 

1,2-diaminocyclohexane (DACH)와 Ethylenediamine, Allylamine

을 사용하였으며 지지체로는 SBA-15 과 FilterSorb 600을 사용

하였다. 또, 플라즈마 공정조건은 방전전력을 15~30W로, 반응

시간은 30~120분까지 변경해가며 흡착제를 제조한 후 흡착성

능을 평가하여 최적조건을 탐색하였다  

P공업금-15
  LiPF6 전해액 침적상에서 PP-graft-MA 공중합체가 폴

리프로필렌 필름과 금속단자 간의  밀착성에 미치는 영
향  

김문선†, 박재형1, 김지호2, 정철원2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2(주)폴 

(moonsunkim@skku.edu†) 

본 연구는 LiPF6 전해액 침적상에서 PP-g-MA 공중합체가 PP필

름과 금속단자 간의 밀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수행하였
다. LIPB에서 사용되는 전해액은 LiPF6 리듐염과 DMC, DEC, E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PF6는 열/화학분해에 의해 HF와 PF5

로 쉽게 분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물질들은 금속단자와 PP필름 

간의 밀착력을 떨어뜨리며 전해액의 leaking 현상을 유발하게 된
다. HF와 PF5에 의한 금속단자와 필름 간의 밀착력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서 PP의 산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해액 내성

을 개선한 PP-g-MA를 사용하였다. PP-g-MA는 random PP와 

MAH를 70:10의 중량비로 톨루엔에 녹인 다음 120℃에서 15분 

동안 공중합하였다. 아세톤으로 세정/건조 단계를 거친 PP-g-

MA의 분자량(MW)은 6∼7만 g/mol이며 grafting ratio는 5∼6%였

다. 여기에 random-PP와 EPR 등을 넣어 혼련된 MB{(PP-g-

MA)-EPR}의 grafting ratio는 0.5∼0.6%였다. 필름은 수냉식 

inflation 성형기를 사용하여 3층 적층구조로 제조하였다. 80℃의 

전해액에서 24시간 침적 후의 알루미늄/니켈 단자와 필름 간의 

밀착력은 각각 1.0 kgf/15mm 이상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중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S2309634)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습니다].  

P공업금-16
스테아르산의 탈산소도 증가를 위한 제올라이트 촉매 

개질 연구 

현동훈, 이태호, 김성현†, 한정식1
 

고려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kimsh@korea.ac.kr†) 

급격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분야에서의 CO2 감

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규제와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U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탄소세 부과 

정책을 검토중에 있고, UN 산하 기구인 국제 민항기구에서는 

2020년까지 항공 부문의 탄소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자원의 고갈에 따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분야에서 기존 석유 자

원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반시설 없이 바로 이용가능한 대체 에

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바이오 항공유가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항공유와 비교 시 동급이상의 연료

특성 및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 기술에 따라 41~89%의 

CO2 감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이오 항공유 제조를 위해 기존

에 사용되던 전분 당류, 식물성오일, 동물성지방 등은 식용 유지

로 식량원 중 하나이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로 인해 비식용유지로부터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식용유지의 대표 물질인 스테아

르산으로부터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한 촉매 연구를 수행

하였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하여 스

테아르산의 탈산소반응 연구를 진행하였고 생성물 분석을 통해 

촉매 특성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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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17
초음속 비행체 흡열연료에 쓰이는 제올라이트 촉매의 

코킹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 

이태호, 현동훈, 김성현†, 정병훈1, 한정식1
 

고려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kimsh@korea.ac.kr†) 

초음속 영역에서 비행체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엔진 연소 시 발

생하는 열과 공기와의 마찰열이 증가한다. 이 때 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하면 비행체의 구조물질들이 고온에서 변형을 일으켜 

비행체 오작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음속 비행체에서는 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음속 비행체의 고온, 고압 조건에서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액체탄화수소 연료를 흡열연료라고 한다. 

흡열연료는 엔진에 도입되기 전 고온의 구조물과 접촉함으로써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 연료는 고온 상태로 엔진에 도입되

는데 고온의 연료는 연소점에 빠르게 도달하여 좋은 연소 특성

을 나타낸다. 흡열반응에 의한 냉각효과는 온도 상승에 의한 현

열과 열에 의한 크래킹, 탈수소화, 이성질화 같은 흡열반응의 반

응열로 나타난다. 반응열은 전환율과 반응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thylcyclohexane과 n-dodecane을 모

델 연료로 설정하여 제올라이트 촉매의 코킹 매커니즘을 분석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P공업금-18
미역포자엽 추출물로부터 고농도 후코이단 함유  

저염 소금 개발  

송태진, 김영숙1, 추천호1, 박권필†
 

순천대학교; 1(주)ETIS 

(parkkp@sunchon.ac.kr†) 

미역 포자엽에는 건량기준 5%이상의 후코이단과 인체에 유익

한 많은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다. 후코이단은 항암, 면역개선 

등 우수한 효과 때문에 고가의 물질로 판매되고 있는데, 고가인 

이유는 정제과정의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미역 포자엽의 추출

물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저가로 후코이단도 이용하

고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저염 소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고농도 후코이단 함유 저염 소금을 개

발하기 위해 미역 포자엽으로부터 후코이단, 알긴산, 미네랄의 

추출 방법과 증발 건조 방법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추출 조건 및 

건조 조건에 따라 생산되는 고형분의 성분을 분석해 최적의 제

조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추출과정에서 유기산의 농도, 열수 추

출 시 물의 양, 추출온도, 추출시간 등이 전체 수율에 영향을 미

쳤다. 건미역 기준 약 8배의 물이 추출에 필요해 증발 건조에 에

너지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보였다. 추출시 첨가되는 유기산 농

도에 따라 제품의 염도를 제어할 수 있었다. 최적의 추출조건에

서  40~45% 전체수율과 염도 20%이하의 고농도 후코이단 함유 

저염 소금 제조가 가능하였다.    

P공업금-19
연속반응시스템에서 구동 조건에 따른 
NaBH4 가수분해 반응 부산물의 특성  

이혜리, 박대한, 주원, 나일채1, 박권필†
 

순천대학교; 1(주)CNL Energy 

(parkkp@sunchon.ac.kr†) 

NaBH4는 10.8wt%의 비교적 높은 수소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

으며, 비교적 제조가 간편한 Co-P-B 비담지 촉매 등의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발생 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이동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Stack 시스템 

내의 수소 공급 방법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소 발생 수율 및 수소 

발생 장치의 경량화, 안정적인 전원 공급 등이 중요하다. 특히 
수소 발생 장치 경량화를 위해서는 NaBH4 용액의 농도를 증가

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20wt% 이상의 NaBH4 용액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부산물의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응이 완

료되지 못한 반응물이 부산물 통에서 반응하여 발생된 수소에 

의해 거품형태가 되어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넓

은 부산물 포집 공간을 요구하게 되어 시스템 설계상에서도 문

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 용액의 NaBH4 및 NaOH 농도, 촉매의 종류, 

촉매팩의 두께 등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 부산물의 무게 및 겉보

기 부피 등을 통해 부산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부산물의 

겉보기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리콘소포제 등 소포제를 이용

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리콘 소포제와 에틸렌글리콜

을 이용한 실험에서 부산물의 겉보기 부피가 크게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P공업금-20
PEMFC에서 PI 지지체를 이용한 sPEEK 강화 MEA의 내

구성 평가  

이혜리, 박권필†
 

순천대학교 

(parkkp@sunchon.ac.kr†)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는 저온 구동성과 높은 효율로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는데, 제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주로 이용되지만 제조 단가가 높은 불소계 고분자 

막을 대체할 비교적 단가가 낮은 탄화수소계 고분자 막 등의 비

불소계 고분자 막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화수소계 고분

자 막은 비교적 내구성이 약하고, 저 가습 조건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계 고분자 중에서 내화학성 및 내열성 

등의 안정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Poly(ether ether ketone)

(PEEK)를 술폰화시켜 제조한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

(sPEEK)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제조한 sPEEK 고분자를 

Dimethylacetamide(DMAc)에 용해시켜 단일 막은 바로 유리판에 

전사시켰으며, Poly imide(PI) 지지체 강화 막은 고분자 용액에 

침지시킨 뒤 유리판에 전사시켰다. 이후 각각의 막에 Hot 

pressing법을 이용하여 전극을 전사시켜 Membrane and 

electrode assembly(MEA)를 제조하였다.  

내구성 평가 실험은 열화가속화기법을 이용한 MEA 열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전‧후 단위 전지의 성능은 PEMFC 단위 전

지에서 I-V polarization curve, 수소투과전류밀도(HCCD), 전기화

학적 표면적(ECSA), Impedance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강화 

MEA가 단일 MEA에 비해 내구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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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21
효소연료전지의 전해질 순환조건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세훈, 김영숙1, 추천호1, 박권필†
 

순천대학교; 1(주)ETIS 

(parkkp@sunchon.ac.kr†) 

효소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서 백금과 같은 귀금

속 촉매가 아닌 효소를 이용하여 만든 전극을 이용하는 연료전

지로써 효소를 이용하여 에너지 전환의 촉매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전자의 생성은 효소와 redox mediator가 선택적 산화/

환원 특성을 이용한다. 효소 전극과 glucose가 존재하는 전해질

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점을 활용하여 휴대용 전자장치나 체내에 

이식되는 의료장비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효소연료전지의 문제

점은 낮은 성능과 낮은 안전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ell 밖에
서 전해질을 O2나 H2로 포화시킨 후 cell에 순환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glucose oxidase, ferrocene을 고정시킨 anode와 

laccase, ABTS를 고정시킨 cathode에서 효소연료전지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효소연료전지 cell에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전극을 

이용하여 전극 간 거리와 전해질 pH 및 농도, 전극 내의 효소안
정제 포함유무에 따른 성능비교와 전해질에 H2, O2 등을 purge

하여 전해질을 순환시켜서 OCV와 I-V curve, 안정성 등을 향상
시켰다. O2, H2 gas로 포화된 전해질의 순환에 의해 성능과 안

정성이 향상되었다.  

P공업금-22
황산/글루코스 용액의 산/당 분리를 위한  
3실 전기투석과 2실 전기투석방법의 비교  

정현승, 이세훈, 김영숙1, 추천호1, 나일채2, 오용환2, 박권필†
 

순천대학교; 1(주)ETIS; 2(주)CNL Energy 

(parkkp@sunchon.ac.kr†)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생물연료로써 자원량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1차 에너지의 대체재이며, 높

은 에너지 저장성 및 환경 보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 투

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크게 각광받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등을 생산하는 공

정에 있어 대표적인 전처리 및 당화방법으로 산처리법이 있는

데, 강산당화법은 상온, 상압에서 당화가 가능하고 90% 정도의 

높은 당화수율, 짧은 반응시간이 장점이지만 사용한 산을 회수

하는 당과 산의 분리가 필요하다. 산/당 분리를 위해서는 음이온

막과 양이온막이 모두 사용되는 3실 전기투석이 일반적인데 지

난 연구에서 음이온막만을 사용한 2실 전기투석이 가능함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글루코스 분리를 2실, 3실 전기투석으로 같

은 조건에서 실험해서 에너지효율과 전기투석시간 등을 비교하

여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P공업금-23
수전해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응축수 분석  

이세훈, 황병찬, 이혜리, 민호재1, 박권필†
 

순천대학교; 1(주)평산전력기술 

(parkkp@sunchon.ac.kr†) 

잉여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수

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수전해에 필요한 물은 연료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수전해에서 발생한 수소는 연료전지의 연료가 

되므로 수소와 물은 수전해와 연료전지 시스템내에서 순환한

다.  

일반적으로 수전해에 필요한 물은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의 정제

된 물이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에서 발생한 물은 증

류수와 같이 순도가 높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

만,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고분자막이 열

화되어 막 구성성분인 불소, 유기탄소, 황화합물 등과 전극에서 

백금, 무기탄소, 분리판과 GDL로부터 무기 성분들이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축수 중 불순물은 PEMFC 셀 구성요소의 열

화 및 부식에 의해 발생하는데 열화 및 부식은 PEMFC 구동조건

에 따라 변하므로 각 구동조건에서 응축수의 불순물 농도도 다

르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EMFC 구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응축수

를 분석하여 수전해에서 사용할 응축수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각 구동 조

건에서 발생 한 응축수 양을 측정하였고 FER, ICP-MS, TOC

(OC,IC), pH 등을 분석하였다.   

P공업금-24
보름달 물해파리를 이용한 수면팩 개발  

노대영, 김동욱†, 조수현, 한동균, 김근복1, 김민희1
 

인제대학교; 1우리텍(주) 

(pedkim@inje.ac.kr†)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소재의 개발을 위해 보름달 물해파

리추출물의 화장품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보름달물

해파리들은 대량 발생하고 또한 집단 서식하는 경향이 강한 해

파리로써 어류와 같은 다른 수산물을 어획하는 과정에서 그물을 

가득 메워 고기가 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잡힌 고기의 선도를 

저하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각종 산업

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름달물해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례

가 아직은 없기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보름달물해파리를 이용하

여 수면팩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 추출물로부터 소재의 독성제거

와 추출시험, 안전성시험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 할수 있었다. 

보름달 물해파리를 산처리, 염기처리, 효소처리등을 진행하여 

독성제거 및 추출 시험을 진행하였다. 

안전성 시험은 Melanoma cell line인 B16F10 cell을 이용해서 

MTT assay를 진행하였으며 피부세포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

할수 있었다. 

보름달 물해파리 추출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팩을 개

발하여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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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25
자주잎 옥살리스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에대한 연

구  

조수현, 김동욱†, 노대영, 한동균, 이수민1
 

인제대학교; 1이사벨고등학교 

(pedkim@inje.ac.kr†) 

현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주름개선 화장품소재 

중 레티놀과 아데노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 분야

의 최신 트렌드는 가급적이면 합성원료를 최소화하고 이를 천연

물 특히 식물성 성분으로 대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다. 본연구에서는 자주잎 옥살리스 에탄올 추출물의 화장품소재

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주잎 옥살리스 일명 사

랑초라고 불리는 괭이밥속에 속하는 식물로써 남아메리카가 원

산지인 식물로써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 

주로 감염성 염증, 황달성 감염, 비뇨기계 염증, 피부염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 였다.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확인 하기 위해 

DPPH 활성산소 제거법을 진행하였으며, 자주잎 옥살리스 추출

물은 동량의 비타민 대비 매우 뛰어난 항산화능을 확인 할수 있

었다. UVA, UVB의 차단효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자주잎 

옥살리스 추출물은 항산화 화장품소재와 자외선차단 소재로서 

응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P공업금-26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  

연고제의 제조  

한동균, 정선하, 박석호, 노대영, 조수현, 김동욱†
 

인제대 

(pedkim@inje.ac.kr†) 

꾸지뽕나무(Cudrania tricuspidata,B)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성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서 우리나라의 경남북, 충남지방과 중

국, 일본 등지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꾸지뽕나무는 높이가 약 

6m로 자라며 열매는 식용이고 뽕나무와 닮은 모양을 가진다. 동

의보감에 따르면 꾸지뽕나무는 신경통, 피부질환, 습진 및 타박

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졌다.  

하이드로겔은 수용성 고분자로써, Polymer들이 물리 화학적으

로 가교 결합되어 있는 3차원의 불용성 물질로써, 생체조직과 

유사하여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

히 이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제약이나 화장품분야에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꾸지뽕나무 추출물은 MTT assay 실험결과, 세포독성이 적었으

며 Elast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여서 주름개선 효

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타박상과 습진에 효능이 있고, Elastase의 활성

억제제로써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 연고제의 

제조하였으며 피부 흡수촉진 등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P공업금-27
GABA를 담지한 키토산 나노입자 제조 및  

약물 흡수방출 연구  

윤희수, 강익중†
 

가천대학교 

(ijkang@gachon.ac.kr†) 

갑각류에서 얻을 수 있는 키틴을 탈아세트화 시켜서 만든 키토

산은 천연 고분자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성이 없고, 

생분해성 기질을 띄고 있으며 항균성 및 좋은 생체 적합성 때문

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키토산은 유기 용매

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나서 화학적 변형이 쉽고, 뛰어난 흡착 능

력을 가지고 있어 약물, 기타 나노입자 등을 담지 할 수 있어 약

물전달체로서 적합하다. GABA(γ-amino butyric acid)는 포유류

의 뇌 속에서 글루탐산으로부터 글루탐산 탈탄소 효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뇌신경계에 존재하는 특이한 아미노산으로,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어, 고혈압

증, 당뇨병 등 생활습관 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불면증, 우

울증 등의 정신 안정 작용과 비만 억제 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GABA 요구량을 모두 생산하

지만, 생산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부터 

섭취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pH 변화에 따른 키토산의 나노입

자 크기 및 GABA의 흡수 경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최적의 pH 조

건에서 제조한 키토산 나노입자의 방출 경향성을 Ninhydrin 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P공업금-28
수용성 Sodium Silicate 무기계 난연제를  

이용한 목재의 난연성 연구  

허광선†, 우희철1, 성기원2
 

경남정보대학교; 1부경대학교; 2(주) 성동산업 

(kwangsun@kit.ac.kr†) 

최근 건강과 웰빙으로 인한 목재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안전한 난연목재가 증가되고 있

다. 기존의 난연제는 화재시 유해가스 발생에 따른 환경과  인체

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친환경적인 난연제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작업성

이 우수한  수용성 Sodium Silicate 난연제를 개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수용성 Sodium Silicate 의 농도를 변화시켜 목

재을 감압데시케이트에 넣고 760mmHg, 30분, 60분, 90분간 처

리한 후 60℃에서 1시간씩 건조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두께 12mm로 절단된 시편을 45℃온도의 마

이크로 버너법에 근거한 실험장치인 연소시험기에 넣고 실험하

였다. 난연 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이내, 잔신시간 30초이내, 

탄화면적 50cm2 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이다. 목재의 난연성 

실험결과 난연제를 처리한 목재의 경우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

화길이, 탄화면적이 난연 성능기준에 만족하였으며, 감압 주입 

처리에 의한 액상규산나트륨의 증가량도 측정한결과 액상규산

나트륨의 중량 증가율도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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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29
메탈실리콘으로부터 Sodium Silicate 추출특성에  

관한 연구(2)  

허광선†, 성기원1
 

경남정보대학교; 1(주) 성동산업 

(kwangsun@kit.ac.kr†) 

유기 난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화마그네슘(Mg

(OH)2), 수산화알루미늄 (Al(OH)3), 산화안티몬(Sb2O3, Sb2O5) 

등의 무기계 난연제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계 난

연제는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분산시킬 경우 난연성분이 침

강되며 기재에 코팅하였을 경우 무기계 난연제 입자에 의해 코

팅불량이 발생하여 기재의 품질을 저하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작업성이 우수한 

실리콘계 난연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L 3

구 플라스크에 금속산화물인 메탈실리콘에 수산화나트륨 수용

액과 붕사을 혼합하여 반응온도를 30-120℃, 반응시간을 1-5시

간, 알카리 및 촉매의 양을 변화시켜 교반하여 반응시킨 후 여과

하여 규산 나트륨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규산 나트륨에 대하여 

점도, 추출액량, Na2O/SiO2을 측정하여 추출특성을 고찰하였

다. 메탈실리콘, 알카리 함량, 붕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도

와  Na2O/SiO2  비가 증가하였다.  

P공업금-30
진피세포를 함유한 PLLA micro capsule 형성  

김종현, 양준호, 한대희, 윤인아, 박종호, 김태형, 송기창†
 

건양대학교 

(songkc@konyang.ac.kr†) 

현 세대에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용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필러성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고기능성 필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돼지 진

피 세포(skin powder)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체 피부를 구성하

는 구성 및 결정상이 유사하며,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생체 주입시 인체 피부와 유사한 성질로 인해 주변 세포에 의한 

결합력이 우수하다. 한편 진피세포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수한 세포 친화력으로 인해 그 지속시간이 길지 못하다는 단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피세포를 담지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인 PLLA(poly L-Lactic Acid)를 사용하여 

진피세포를 서서히 방출 시킴으로써, 피부 탄력 및 지탱 효과가 

장기간 지속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진피세포/PLLA 미립자를 용

매증발법을 이용해 제조하였으며 제조조건에 따라 미립자의 크

기 및 형상 등을 연구하였다. 

P공업금-31
연골세포가 함유된 PLLA micro capsule 형성 

김종현, 양준호1, 한대희1, 윤인아1, 김태형1, 김현욱1, 송기

창1,† 

건양대학교; 1건양대 

(songkc@konyang.ac.kr†) 

현 세대에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용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필러성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고기능성 필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돼지 연

골 세포(cartilage powder)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연골 특유의 탄

력적인 특성을 이용하였으며, 인체 연골과 조직 및 결정상이 유

사하며,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생체 주입시 인체 연골

과 유사한 성질로 인해 주변 세포에 의한 결합력이 우수하다. 한

편 연골세포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수한 세포 친화력으

로 인해 그 지속시간이 길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연골세포를 담지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인 PLLA(poly L-Lactic Acid)를 사용하여 연골세포를 서서히 방

출 시킴으로써, 피부 탄력 및 지탱 효과가 장기간 지속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연골세포/PLLA 미립자를 용

매증발법을 이용해 제조하였으며 제조조건에 따라 미립자의 크

기 및 형상 등을 연구하였다. 

P공업금-32
Iron Oxide Grown by Atomic Layer Deposition at Low 

Temperature  

Seenivasan Selvaraj, 김도형†, 문 희
 

전남대학교 

(kdhh@jnu.ac.kr†) 

Conformal thin films of iron oxide have been coated on single 

crystalline silica through atomic layer deposition.  A novel iron 

based precursor Fe(btmsa)2 and Hydrogen peroxide co-

reactant were alternatively dosed for film formation. The 

deposition temperature have great influence on growth rate, and 

optimum deposition temperature has been found as 150-175℃. 

Film conformality and uniformity were verif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ometr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were utilized as a measure to 

determine film composition. The grown films were amorphous, 

on annealing the films become crystalline at 550℃. The formed 

iron oxide films were used as photo anodes for water oxidation 

reaction.  

Keywords : Atomic layer deposition , iron oxide, photo anode,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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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33
Nickel cobaltite sheets formed on nickel foam in 
ethanol for high performance supercapacitors  

Nguyen Thi Toan, Van Quang Nguyen, Nhu Minh Tue Le,  

심재진† 

영남대학교 

(jjshim@yu.ac.kr†) 

Among various metal cobaltites (MCo2O4) nickel cobaltite 

(NiCo2O4) was chosen as it carries promising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During the 

hydrothermal process, porous NiCo2O4 nanosheets adhered to 

the Ni foam in ethanol. As the electrode is binder-free, 

NiCo2O4@Ni has a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1752 F g-1 at 

current density of 2 A g-1. The cyclic stability was 79% after 

3000 charge/discharge cycles at high current densities. The 

powder density and energy density were 25.4 kW kg-1 and 98.8 

Wh kg-1, respectively, at a high discharge current density of 50 A 

g-1.   

Keywords: NiCo2O4, specific capacitance, stability, 

supercapacitor, nanosheet  

P공업금-34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sophase pitches 

from petroleum residues using two-step low heat 
treatment 

조한주, 이영석†
 

충남대학교 

(youngslee@cun.ac.kr†) 

Preparation of mesophase pitches requires high energy and time, 

which limit its application to various fields. In this study, to prepare 

mesophase pitches through low energy process, petroleum 
residues with AlCl3 has been modified using two-step heat 

treatment which is heat treatment at 330 °C for 3~5  h after pre-

treatment at 250 °C. To observe the mesophase in the prepared 

pitches, polarized optical microscopic analysis are is conducted. 

To analyze and characterize the physical properties and structure 

of the prepared pitches, elemental analyzer,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softening point apparatus, X-ray 

diffractometer are used. The result of polarized optical 

microscope observation, mesophase is not observed in pitches 

carried out only pre- treatment. Whereas, mesophase content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0% to 100% by increasing 

secondary heat treatment time from 3 h to 5 h although the 

change of chemical structure and stacking height are slight.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heat treatment time have influence on 

amount of crystallite. 

P공업금-35
페롭스카이트-팔라듐 도금 촉매를 이용한 매립지가스 

내 메탄 산화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  

김은주, 이홍주, 임수민, 박정훈†
 

동국대학교 

(pjhoon@dongguk.edu†) 

메탄 산화 반응은 공급 가스의 농도 조건에 따라서 완전 산화반

응 또는 부분 산화반응으로 유도된다. 본 연구에서는 페롭스카

이트 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메탄이 50%, 산소가 1~2% 포함

되어 있는 가스 조건에서 메탄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

과, 페롭스카이트 촉매는 산소의 분압이 낮은 조건에서도  메탄

의 완전 산화반응이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말형 촉매를 

실증 공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펠렛의 형태로 성형하였으며, 이

를 이용하여 메탄 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응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페롭스카이트 펠렛 표면에 팔라듐을 도금

하였으며 SEM-EDS 분석을 통하여 코팅된 팔라듐을 확인하였

다. 메탄 산화 실험 결과, 팔라듐이 코팅된 두께와 양이 촉매 성

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팔라듐 도금 촉매는 반

응 온도를 최대 약 50 ℃ 낮추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서 페롭스카이트를 촉매 및 팔라듐의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TGA를 이용하여 산소 흡착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속도

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 페롭스카이트계 촉매, 팔라듐 도금, 메탄 산화, 산소 제

거, 반응 속도  

P공업금-36
Reforming of Petroleum residue oil for binder pitch to 

control its quinolone-insoluble content  

김경훈, 이상민, 김민일, 이영석†
 

충남대학교 

(youngslee@cnu.ac.kr†) 

Pyrolysis fuel oil (PFO) which is petroleum residue is used as a 

precursor for binder pitch. A quinoline-insoluble (QI) content of 

the binder pitch is important to prepare an artificial graphite. In this 

study, to increase QI content of binder pitch, the PFO was 

modified by heat-treatment with different amount of carbon black 

at 340 oC for 4 h. Softening point (SP) and QI of the prepared 

binder pitch were measured using SP apparatus (mettler FP90) 

and QI measuring apparatus of ASTM D4746 method.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spectroscopy was used to 

confirm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prepared pitches. SP and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carbon black added reforming 

pitches are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pristine pitch 

because volatile components of PFO residue are absorbed onto 

carbon black surface during heat treatment. QI of pristine pitch 

and carbon black added pitch are 0.5 and 17%, respective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arbon black into PFO is acted as 

nuclei for growth of QI particles, thus QI content in the binder 

pitch can be controlled according to carbon black content.  

Keywords: PFO; quinoline-insoluble; carbon black; binder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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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금-37
The organosolv pretreatment of herbaceous biomass 

by flow-through process for enhancement of 
enzymatic hydrolysis  

김준범, 박장한, 박용철, 김준석†
 

경기대학교 

(jskim84@kyonggi.ac.kr†) 

For decades, various methods of pretreatment have been 

studied at many research institutes and laboratories. Among 

them, organosolv pretreatment was known as effective method 

for lignin extract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The organosolv 

pretreatment can extract lignin effectively and so it makes easy to 

enzymatic hydrolysis resulting from destroying structure. And for 

the lignin removal, flow-through type reactor is efficient, which 

separates continuously lignin and other hindrances from 

carbohydrates by liquid flow. Also the herbaceous biomass 

normally has a lower lignin content than woody biomass, so 

efficient of pretreatment can be improved without catalyst.  

For these reasons, the organosolv pretreatment was performed 

without catalyst by flow-through reactor. In this pretreatment, 

three biomass(corn stover, wheat straw, miscanthus) was used 

as a substrate and 30~60 wt% ethanol was used as an 

organosolv. Each biomass was pretreated by flow-through 

reactor under 400~600 psig of backpressure at 190 ℃ during 

20~40 min, also the pretreated biomass was evaluated by 

enzymatic hydrolysis.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169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171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공정시스템



O공정H목-1
가스추진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boil-off gas (BOG) 재액

화 공정 설계 및 열역학적 분석 

곽동훈, 조하빈, 허정호1, 박승하1, 김창수1, 서석장1, 김진국†
 

한양대학교; 1동화엔텍 

(jinkukkim@hanyang.ac.kr†) 

BOG(boil-off gas)는 초저온에서 보관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의 압력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BOG의 제거가 필요하

다. BOG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GCU(gas 

combustion unit)을 이용하여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BOG 재액화 공정이 도입되고 있는 추

세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BOG 

재액화 공정에 대한 모델링과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BOG 재액화 공정은 기존에 적용되던 대규모의 LNG carrier 혹은 

LNG terminal을 위한 것이 아닌 가스추진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도, 공정 파라미터 등을 선정하고, 이

로 인해 기존에 보고된 연구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지점들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BOG 재액화 공정은 선박위에

서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질소를 사용하는 reverse 

Brayton cycle을 기반으로 한 냉각 공정을 설계하였으며, 상용모

사기인 Unisim Design®을 사용하여 공정 모델링 및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사사: 이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재원으로 한 WC300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과제번호: S2305678) 

O공정H목-2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Inspection Scheduling 
with a Time-variant Transition Probability Under a State 

Observation Uncertainty  

김종우, 최고봉, 이종민†
 

서울대학교 

(jongmin@snu.ac.kr†) 

For the safe and cost-effective operation of an infrastructure 

system, a scientific model based management is required. This 

work suggests optimization and data processing scheme for a 

management problem which yields an optimal operation plan. A 

Markov Decision Process framework is incorporated to solve the 

sequential optimization problem. In the infrastructure system, 

however, the exact measurement of the state is nearly impossible 

due to the intrinsic imperfection for the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 Partially Observable MDP scheme is then 

suggested in this work to overcome the subotimality caused by 

the uncertainty.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an approximate 

point-based POMDP solver is used to overcome a large 

computational time for the exact solution. Water distribution 

system is analyzed as an illustrative example. The combination of 

maintenance actions with inspection actions are considered as 

action candidate. A structural deterioration rate over a pipe age 

can be modeled with a two-parameter 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POMDP framework 

for the infrastructure management successfully fulfilled the overall 

objective.  

O공정H목-3
천연가스 정제와 이산화탄소 포집을 목적으로 하는 

Dual-PSA 공정의 동적 최적화  

김승남, 고대호1, 문 일†
 

연세대학교; 1GS건설 

(ilmoon@yonsei.ac.kr†) 

압력변동흡착(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공정은 기체 분

리에 있어 안정성과 변동성, 그리고 경제적인 면과 효율성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CS 분야에서

도 이산화탄소의 분리 및 정제 기술 중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연가스, 

LFG 등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기체를 PSA로 분리하는 

공정은 이미 두루 적용되고 있다. Dual-PSA는 기존 PSA 공정에 

waste flow 분리를 위한 흡착탑을 추가한 방식으로, light proudct

의 메탄 회수율과 heavy product의 이산화탄소의 순도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흡착탑 모델을 구축하고, 고순도의 메탄 분리를 목적으로 하

는 rectifying PSA unit의 메탄 회수율, 그리고 앞선 흡착탑에서 발

생하는 waste flow를 다시 분리하여 전 공정의 메탄 회수율을 향

상시키고 더불어 이산화탄소의 순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stripping PSA unit을 최적화하였다.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

로는 각 unit의 step time, feeding velocity, P/F ratio를 선정하였으

며, stripping unit의 경우에는 bed length가 결정변수에 추가되었

다. 최적화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순도가 기존 공정에 비해 

40.0%가 증가한 83.2%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메탄의 회수율 

역시 기존 80.0%에서 97.0%로 증가하였다.  

O공정H목-4
물-초산의 효율적인 분리를 위한  

증류-투과증발막 혼성 공정  

양정인, 전형철, 한명완†
 

충남대학교 

(mwhan@cnu.ac.kr†) 

물과 초산의 혼합물을 증류를 이용하여 분리할 때, 물을 고순도

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이 

혼합물의 분리에서 물의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분리 구동력이 

떨어져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과증발

막과 증류탑으로 구성된 혼성공정을 도입하였다. 투과증발막은 

물질의 휘발도에 따른 제한 없이 분리가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

이 높으며 선택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과증발막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장치비와 낮은 처리용량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혼성공정은 증류탑에서 초산과 물을 분리하여 탑

상 제품으로 물이 고농도인 물-초산혼합물을 배출하고, 탑저로 

고순도의 초산을 배출한다. 탑상제품은 다시 투과증발막을 통과

하여 투과물로 고순도의 물을 배출하고 물의 농도가 낮아진 잔

여물은 다시 증류탑으로 재순환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서 증류가 

용이한 영역에서는 증류를 사용하고, 증류가 어려운 영역에서는 

투과증발막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각 원료 농도에서 투과증발막의 투과도

와 선택도를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증류–투과증발막 혼성공

정을 모사하였다. 증류탑 탑상제품의 물농도, 증류탑의 단수, 증

류탑 직경, 원료주입단, 막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및 운전 조건을 구하였으며, 기존의 증류탑과 에너지 및 장치비

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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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5
An integrated strategy for catalytic production of 

biofuels (butene oligomers) and biochemicals (1,4-
pentnaediol) from corn stover using gamma-

valerolactone  

안유찬, 이인범, 김성훈1, 한지훈1,†
 

포항공과대학교; 1전북대학교 

(jhhan@jbnu.ac.kr†) 

An integrated strategy for the catalytic production of biofuels 

(butene oligomers) and biochemical (1,4-pentanediol)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is strategy 

focuses on development of plant-scale processes that consist 

of catalytic conversion subsystems for providing high yields of 

biomass as well as separation subsystems for achieving their 

high purities and recoveries. A heat exchanger network is 

designed to reduce the process heat requirements satisfied by 

combustion of solid biomass residues, while the remaining solid 

and gaseous biomass residues can be used for meeting the 

process electricity requirements. This study examines three 

possible process designs (A: selling extra electricity generated to 

offsite, design B: selling extra electricity and selling alkanes to 

offsite, and C: selling solid and gaseous biomass residues to 

offsite and purchasing electricity from offsite). An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the minimum selling prices of 1,4-

pentanediol for all the processes (A: $1.41/ kg, B: $1.35/kg, and 

C: $1.25/kg) can be competitive with the commercial market 

price. 

O공정H목-6
A 1.5 dimensional rigorous modeling for the dry 
sorbent CO2 capture process with fluidized bed 

박준형,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건식 CO2 흡수제를 이용한 유동층 공정 모사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모델은 Kunii-Levenspiel 모델이다. 유동층 내부의 solid 

profile을 예측하고 core 영역과 wall 영역의 mass transfer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모델이다. CaO를 이용한 Ca-looping 공정 모사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tuning 해야 하는 parameter가 

많은 약점이 있는 모델이고, 기체-고체 유동 현상이 워낙 복잡

하기 때문에 모델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unii-Levenspiel 모델의 solid 

distribution profile을 이용하고, component mass balance와 건식 

흡수제의 kinetic 모델을 결합한 1.5D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CO2 포집 유동층 공정의 회수율과 흡수탑의 압력강하

를 예측할 수 있으며, 최적의 공정 운전 조건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O공정H목-7
Surrogate Modeling of SMR cycle using gPC to 

determine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energy intensive 
equipment  

Wahid Ali, Muhammad Abdul Qyyum, Alam Nawaz,  

Arif Hussain, Junaid Haider, Nhien Le Cao, 이문용† 

영남대 

(mynlee@ynu.ac.kr†) 

A code was developed to connect Aspen Hysys and Matlab. 

Then a The generalized polynomial chaos (gPC) based approach 

was coded and applied to develop a surrogate model of the 

single mixed refrigerant (SMR) cycle for the natural gas 

liquefaction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uncertain flow of the 

mixed refrigerant on the  compressor and cooler.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 and sensitivity analysis (SA) were carried out 

by calculating the all statistical information of the uncertain 

objectives. SMR process is a highly energy intensive and study 

potentially help in suggesting the guidelines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energy by measuring the reliabilit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as Plant R&D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was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O공정H목-8
Process design and simulation of sustainable bio-fuel 
production from brown seaweeds via thermochemical 

route  

BRIGLJEVIC BORIS, 유 준†
 

부경대학교 

(jayliu@pknu.ac.kr†) 

Biofuels are generally regarded as a valid replacement for crude 

oil derivates, as they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security through 

diversification of supply. In this work, industrial-scale bio-fuel 

production was designed and simulated using Aspen Plus 

process simulation software. Experimental data for bench scale 

indirectly heated pyrolysis of brown alga Saccharina japonica was 

used. Process design includes pretreatment of the “as is” 

seaweed feedstock, pyrolysis conversion, heat and power 

production via solid bio-char combustion and downstream 

processing of the liquid pyrolysis oils through quench phase 

separation and hydrotreatment. In this stage, the research 

provides a strong insight into a complete industrial process of 

bio-fuel production via pyrolysis, including mass and energy 

balances, as well as an initial economic assessment. Subsequent 

research will present viable process alternatives, different market 

scenarios and integration with a biochemical convers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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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9
CFD Simulation of Homogeneous Nitrate Ester 

Propellant Decomposition in a Fluidized Bed Reactor  

Nyande Baggie Waponde, 박정수1, 김현수1, 문 일2, 오 민†
 

한밭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2연세대학교 

(minoh@hanbat.ac.kr†) 

Homogeneous double base nitrate esters have found 

widespread use as gun propellants. However, their safe and 

efficient disposal still remains enigmatic. In this work, a CFD 

simulation of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a double base 

propellant with a composition of 52% nitrocellulose (NC), 43% 

nitroglycerine (NG), and 5% additives in a fluidized bed. One 

condensed phase reaction (CPR) and three gas phase reactions 

following a kinetic analysis are modelled with user defined 

functions (UDF) as source terms to the governing equations of 

mass, momentum and energy solved in FLUENT to predict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at which the fluidized bed may be 

operated for the disposal of such hazardous wastes.   

Keywords: fluidized beds, Multiphase flow, NC, NG, Thermal 

decomposition,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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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10
인체 내 SHBG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간의 결합  

분류를 위한 Machine learning-Deep learning 기반 
계산독성학 QSAR 모델 개발  

김동우,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다양한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화학물질 중 인체 내에 유입

되어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EDCs가 호르몬 적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송 단백질

과 결합하여 세포 내로 유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DCs와 

체내 대표적인 수송 단백질인 성호르몬결합 글로불린 (Sex 

hormone-binding globulin: SHBG)간의 결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모델을 개

발하였다. QSAR 모델에 있어 독립변수로는 EDCs의 분자표현

자가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SHBG와의 결합 유무에 대한 

class(active/inactive)가 사용되었다. QSAR 모델에 사용될 주요 

분자표현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variable importance on 

projection (VIP) 기법과 K-평균 군집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SHBG와 EDCs 간의 결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기계 학습 방법

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 신경망 및 서포트 백터머신을 적용

하고 예측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계학

습 기반의 QSAR 모델은 EDCs의 인체 활성 유무에 대한 정보 제

공 및 각종 위해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2015R1A2A2A11001120)  

O공정H목-11
Cost-based feasibility study of draw solution assisted 
reverse osmosis process in desalination technology as 

changing various membrane parameters  

박기호,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In this study, we suggests a newly designed two-staged reverse 

osmosis for desalination technology by utilizing draw solution 

concept which is usually employed in FO process. The process 

is motivated by FO process, however, in this process, the 

concentration of the draw solution is lower than seawater unlike 

the FO. Since the pressure requirement for producing drinking 

water from seawater is caused by high concentration gradient, 

the pressure requirement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as 

decreasing concentration difference between the seawater and 

the draw solution. After the process was theoretically and 

mathematically modell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cess 

was analysed. And the effect of the membrane characteristics 

into specific water cost was also investigated as changing 

various membrane parameters. 

O공정H목-12
Quick Estimation for Optimal Design of Large-scale 

Compact Fischer Tropsch Reactor Module  

정익환, 나종걸, 박성호, 이종열1, 정종태1, 한종훈†
 

서울대학교; 1한국가스안전공사 

(chhan@snu.ac.kr†) 

기존 마이크로채널 Fischer-Trospch (FT) 반응기의 설계는 먼저 

단일채널 분석단계에서 최적 설계요소들을 결정하며, 이것을 기

준으로 다채널분석 단계에서 다수의 냉각 및 반응채널간의 복잡

한 열전달 상관관계 및 운동량분석을 통한 분배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초기단계에서 

최적설계안이 도출되어 다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

전에 배제하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CFD를 이용한 다채널 열효과분석은 채널이 100개이상

으로 많아질 경우 다수의 설계안을 비교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

사결정에 한계를 초래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본 반응기타

입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높은 운전안전성 그리고 반응기효율

을 고려한 최적설계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다채널 반응기에 대한 7가지 설계변수를 총체적으로 동시

에 고려하여 반응기코어부피(Compactness)와 반응채널최고상

승온도(Safety)를 동시에 최소화시키는 목표지향적이고 전범위

의 설계 최적화를 실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4

가지 반응기 제작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작고정변수

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제작기술적 선진화에 따른 반

응기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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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13
Offshore MEG 재생 공정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  

손현수, 김유리1, 박상민1, 김진국†
 

한양대학교; 1현대중공업 

  

해상 환경에서 탄화수소 자원 추출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MEG(Monoethylene glycol)

을 주입할 수 있다. MEG는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는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MEG 재생 공정을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MEG 재생 공정을 모델링하고 공정 최적화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MEG 재생 공정의 거동

을 예측하기 위해 공정의 구성 요소인 reclamation과 

regeneration을 상용 모사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공정 

데이터, 열역학 성질을 이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한다. 뿐만 아니

라 설계된 공정 모델을 기반으로 조건 변화에 대한 사례를 경제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공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더 나

아가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 통해 공정의 분리 성능과 경제

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는 공정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O공정H목-14
Advanced Process and Equipment Control Using Big 

Data in Semiconductor/Display Manufacturing  

전경식†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kshikjun@khu.ac.kr†) 

Smart Factory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 제조 공정 및 설비 제어 관리 분야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Wafer 및 

Glass 공정 제어에 활용되었던 PID, MPC 방법과 설비 이상 진단

을 위한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방법으로 Univariate, 

Multivariate SPC, 그 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같은 다 

변량 기법을 활용한 분야가 핵심기술로 큰 역할을 수행 해 왔으

나 최근에는 Big Data를 활용한 Machine Learning, Image 분석을 

위한 CNN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IT기술과 융합하여 Sensor에서 

수집되는 다량의 Data를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

조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여러 관련 IT 기업들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간 Smart Factory 내 공정 제어 및 설비 이상 진단 구축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 후 기술 발전 분야 및 방향을 공유하

고자 합니다.  

O공정H목-15
Microalgae cultivation in open raceway pond: Model 

development and dynamic optimization  

유경환, 허성민, 이재형†
 

카이스트 

(jayhlee@kaist.ac.kr†) 

Although an open raceway pond(ORP) is considered as 

promising option due to its low cultivation cost, only a few ORP 

models and model based applications have been proposed to 

capture complex dynamic behavior. In this research, we propose 

numerical model of microalgae cultivation in ORP based on three 

different dynamics: microalgae growth, heat transfer and 

hydrodynamics. Also, reduced hydrodynamic model with the aim 

of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simulation, which is to 

be incorporated into microalgal growth and heat transfer, is 

proposed. Based on the proposed model, optimization problem 

to identify optimal dilution rate profile is formulated and solving 

through dynamic optimization with moving horizon.  

Keyword: Microalgae cultivation, open raceway po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dynamic optimization 

O공정H목-16
Design and Analysis of Solid Oxide Fuel Cell System 

Powered by Seaweed-Derived Biogas  

Ivannie Valentina Effendi, 유 준†
 

부경대학교 

(jayliu@pknu.ac.kr†) 

Over the last three decades, fuel cell technology has 

progressively advanced into one of reliable power sources. Solid 

Oxide Fuel Cell (SOFC) is the most promising fuel cell technology 

for stationary power generation.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biogas, are being intensively investigated as 

replacements for traditional fossil fuels used in SOFC (e.g. natural 

gas). In this work, prospective replacement considered is biogas 

derived from seaweed, i.e., brown algae (Laminaria japonica. In 

order to assess alternative fuel for conventional technology, 

process simulation and optimization is required. For that purpose, 

process simulation software, Aspen Plus, was used. The SOFC 

stack model was based on the tubular SOFC developed by 

Siemens Power Generation, Inc (SPGI) with a desired output of 

120 kW. The mass and energy balances, voltage, and the 

efficiency of biogas-fueled SOFC were computed. Techno-

economic assessment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fuel source considered in this work. 

Future works include integration of this technology to macroalgae 

biofue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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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17
PROMONICON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응용  

성수환†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suwhansung@knu.ac.kr†) 

PROMONICON소프트웨어는 P-Bridge와 P-Automation으로 구

성되는데 P-Bridge는 PLC, DCS, SCADA 시스템 등의 자동화 장

비로부터 공정 데이터를 읽고 쓰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통신 방

법 및 통신 프로토콜과 호환이 가능하여 그 적용 범위가 넓

다. P-Automation은 공정 데이터 저장, 다양한 제어 로직을 이용

한 공정제어(PID, Gain Scedulig, Split, Cascade, APC, 회분식제

어), PID Autotuning, 공정 모델링, Script programming, 가상 공정 

시뮬레이션, 공정최적화, 공정 diagram기반의 공정 운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지금까

지 다양한 공정에 응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본 발표에서는 발포

압출라인공정 모니터링, 단결정 성장로 제어, 회분식 반응기 제

어 등에 적용된 사례와 주요 PROMONICON기능에 대해 발표하

고자 한다.  

O공정H목-18
Validation of porous media CFD model for structured-

packing amine absorber under ocean wave impact  

임영일†, Pham Anh Dung
 

한경대학교 

(limyi@hknu.ac.kr†) 

Acid gases (H2S and CO2) absorption efficiency of the packed 

column on a floating unit may be deteriorated due to the impact 

of ocean waves. A pilot-scale amine absorber (diameter of  0.4 

meters and a height of 4 meters) with structured packing 

Mellapak 250.X subject to a tilting condition was considered in 

this study. An Eulerian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porous media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hydrodynamics of 

gas-liquid multiphase flow in this absorber. The homogeneous 

porous media model included appropriate closure laws 

of  porous resistance forces and dispersion forces to mimic the 

property of the real structured packing. Based on pilot-scale 

experiments, the appopriate parameters of the models were 

found to fit experimentally measured data of  liquid distribution 

of  the column in cases of static tilting (0, 2, 4 and 6 degree). The 

CFD results showed a good agreement on acid gas removal 

efficiency,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data. 

O공정H목-19
Extracting chemical information in supervised learning 

through variable selection  

유 준†, Petar Zuvela
 

부경대학교 

(jayliu@pknu.ac.kr†) 

In this work, six variable selection methods were evaluated for 

extraction of chemical information in supervised learning 

problems. Namely, Genetic Algorithm (GA), Firefly Algorithm (F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and Least Angle Regression 

Algorithm (LARS). The work consisted of two case studies: (i) 

prediction of soil carbonate content from spectral information, 

and (ii) classification of cancer patients from gene expression. 

Three performance measures: predictive ability, selection of true 

features from the full dataset, and robustness were used to 

evaluate the variable selection methods.  

Results have shown that in order of decreasing predictive ability 

and robustness: GA ＞ FA ≈ PSO ＞ LASSO ＞ LARS are 

recommended. For classification, the following trend: GA ＞ PSO 

＞ FA ≈ LASSO ＞ LARS has been observed. Strong robustness 

has been observed in the regression case for GA, FA and PSO. 

In the classification case, only LARS exhibited a considerable 

decrease in accuracy upon introduction of noise features.  

O공정H목-20
Hybrid Distillation-Membrane: Modelling, Simulation 

and Optimization  

그레고리 리오누그로호 할비안토, 김서은,  

Yus Donald Chaniago, 김종환, 이문용† 

영남대학교 

(mynlee@ynu.ac.kr†) 

A general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is necessary to 

increase sustainability and allow the chemical industry to contend 

with future challenges. Membrane processes appear as the 

technology that has the potential to replace conventional energy-

intensive techniques since it exhibits the selective and efficient 

mass transport of particular components. Hybrid membrane 

process with distillation established as a favorable design option 

for the separation of complex mixtures which are difficult to 

separate with conventional distillation, such as azeotropic or 

close-boiling mixtures. Following the progress in this field, the 

optimal design to minimize the cost of hybrid separation 

processes is still a challenging task. Therefore, this work 

addresses available process design, process modeling and 

simulation, and process optimization of the hybrid distillation-

membrane process. State of the art research results in these 

different areas was also discussed in this work.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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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21
Combination of Observer and Statistical Techniques for 
Robust Fault Detection of Transient State in Nonlinear 

Systems with Noisy Condition  

안상훈, 김현승, 신동일†
 

명지대학교 

(dongil@mju.ac.kr†) 

Fault detection is a major part of successfu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es. Detection speed and its accuracy decide 

the performance of fault detection methods. Model-based 

methods compare measured data against predicted data 

obtained from calculation of process model. It is very sensitive to 

change of process. Problems that are discussed in this study are 

instant and sensitive to changing inputs and noise. We bring a 

focus on the transient period of a process response with control 

theories such as observer and Kalman filter and demonstrate this 

idea in cases of CSTR and a desalination process. As a result, 

the detection time is shortened to 80% and the variance from 

noise is reduced to 4% in contrast to traditional fault detection 

methods (e.g. observer) for the processes out of steady-state. 

Using this method, we could expect not only advance of fault 

detection but also improvement of state feedback control. 

O공정H목-22
A New Tuning Method for Centralized PID Controllers in 

MIMO Processes 

박병언, 성수환1, 이인범†
 

포항공과대학교; 1경북대학교 

(iblee@postech.ac.kr†) 

Multi-input multi-output (MIMO) processes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industrial field. In case of highly coupled MIMO 

processes, decoupling technique should be applied to attenuate 

their control loop interactions. In our previous research, the 

control loop interactions are effectively reduced by using the 

proposed centralized PID controllers which remove off-diagonal 

component of a process transfer function. So, in this research, a 

new heuristic tuning method is developed to secure versatility of 

the proposed method in industrial field. The proposed method 

has n diagonal part PID controllers and n2-n off-diagonal part 

PID controllers. The diagonal part PID controllers are determined 

by using relative gain array (RGA) and tuned by conventional PID 

tuning method. And off-diagonal part PID controllers are initially 

tuned on the basis of process model and retuned by the 

proposed heuristic tuning method to guarantee good decoupling 

performance.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by MIMO level 

control system. 

O공정H목-23
Hypothetical Operation Model for the Tokamak Exhaust 
Process System and Isotope Separation System of the 

Tritium Plant based on the Scheduling Approach  

이서영, 장민호1, 하진국2, 윤세훈1, 이인범, 이의수2,†
 

포항공과대학교; 1국가핵융합연구소; 2동국대학교 

(eslee@dongguk.edu†) 

We developed the Hypothetical Operation Model (HOM) for the 

Tokamak Exhaust Process (TEP) system and Isotope Separation 

System (ISS) of the tritium plant. In the tritium plant, control and 

estimation of trace amount of tritium is critical for the safety 

issues. Thus, the model determines timing, duration, and size of 

task of each system given the information of a cryopump 

regeneration schedule for each Tokamak operation mode. Also, 

the inventory level of each system is calculated. Inductive 

operation scenarios are presented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The operation model is formulated as a 

Mixed Integer Linear Program (MILP) model base on the State 

Task Network (STN) representation. 

O공정H목-24
Lump Kinetic Model of Hydrocracking Reactions of 

Heavy Oils over Oil-Dispersed Mo Catalyst  

김우현1,2, 김광호1,2, 고강석1,2, 노남선1,2,†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한국화학연구원 

(nsroh@krict.re.kr†) 

A lump kinetic model for hydrocracking of heavy oils is developed 

where the developed model includes five lumps (unconverted 

residue, vacuum gas oil, distillates, naphtha and gases), metals 

and sulfur components. To obtain the experimental data, a 

continuous-stirred tank reactor has been used and the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using Mo-based oil-

dispersed catalyst precursor and vacuum residue from the 

refinery company in South Korea. The reaction temperature has 

varied in the range of 410 – 440 °C and the reactor pressure has 

varied in the range of 140 – 160 bar. For the efficient parameter 

estimation, the genetic algorithms have been adopted as a 

heuristic optimization method since the number of kinetic 

parameters to be estimated is 34 and the object function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is highly nonlinear. The prediction of the 

hydrocracked product composition has shown the good 

agreement so this work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designing 

an appropriate slurry-type hydroc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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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목-25
Modeling of Carbonation Reactor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김민준, 나종걸, 박성언, 안진주,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물탄산화 공정의 경우 이산화탄

소를 직접 포집할 필요없이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생선물인 탄산칼슘은 시멘트의 원료로써 이용될 수 있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

율이 60%인 반지름 2.2m, 높이 5.0m의 중간 시험 규모 다상 탄

산화 반응기를 CFD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기체상에서 액체상

으로 물질 전달된 이산화탄소 양을 통해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

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오차율 10%이내에서 제거 효율을 예

측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검증 모델을 토대로 4배 스케일-업한 

반응기의 설계 변수인 반응기 구조, 교반기 종류, 교반 속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 설계 조건을 도출해 내었고, 

interfacial area가 제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설계 변수

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O공정H목-26
Study on Overall Management of Complex Chemical 

Plants  on the basis of Engineering Philosophy  

김영호1,2,†
 

1Y.H.KIM Eng. & Mfg. Int. Consultant, Representative;  
2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전문연구위원 

(yhkim1116@hotmail.com†) 

Most modernized complex chemical plants have been generally 

producing very toxic, explosive and dangerous products on the 

combination of both complicated manufacturing process and 

handling of various machinery equipment. In these plants, some 

chemical incidents happen due to various kinds of human errors. 

These accidents not only becomes to bring on ecological serious 

change and destruction, but also human being, animals and 

plants, and even if other living things become seriously suffer 

from results of accid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 

situation, this paper is deeply considering and studying what and 

how to execute the overall management for these complex 

chemical plants. In this paper, the philosophic concepts on 

Engineering Philosophy are basically emphasized and studied on 

the categories of specified overall management for these pla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tect human being 

and society by executing the specified categories from the 

likelihood of any defects due to human errors by absent-

mindedness in both these plants and colleges study based on 

Engineering Philosophy.  

O공정H금-1
Optimal Design of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Plants for CoalBed Methane Purification  

고대호†
 

GS건설 

(daeho.ko@gsconst.co.kr†) 

This study introduces an optimization technology to design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VPSA) processes for the 

purification of coalbed methane (CBM). The employed VPSA 

processes show better performances than pressure swing 

adsorption processes (PSA) in recovering methane from the 

CBM gas consisting of mainly methane and impurities such as 

carbon dioxide. The recently developed simulation modeling 

approach of Ko(2016) and the optimization algorithm of Ko et al. 

(2005) are adopted for this work. In summary, (1) a VPSA pilot 

plant at CBM test site is designed by using the mathematical 

modeling approach, (2) the trends of operating variables 

affecting the performances such as methane purity and recovery 

are analyzed, and (3) successful scale up designs are reported 

from a laboratory scale process through a large commercial 

scale VPSA plant using the simulation and optimization approach. 

Keywords: CoalBed Methane (CBM),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VPSA), Simulation, Optimization  

  

O공정H금-2
건물 재실자의 건강 위해도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data analytics 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김민정,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A principal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for monitoring, modeling, control and 

optimization of indoor air quality (IAQ) in subway 

stations considering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IAQ data (non-

normal distribution, auto-correlation, periodic variation). First, a 

self-validated monitoring method that detects and reconstructs 

sensor faults prior to the monitoring of IAQ is proposed using 

dynamic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DICA). Then, a self-

validated modeling method that combines the sensor fault 

validation with the modeling method is developed to estimate the 

IAQ using independent component regression (ICR). In order to 

keep the IAQ at a healthy range, an IAQ ventilation control system 

considering outdoor air quality is newly developed. Finally, to 

maintain the IAQ at a healthy range while saving ventilation 

energy consumption, optimal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ventilation control system are determined using iterative dynamic 

programming (IDP).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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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정H금-3
Biphasic (G-L/L-L) reaction 해석에 있어서  

용해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  

이신범†, 김지연, 김정훈, 이상욱
 

한화케미칼(주) 중앙연구소 

(chris070kr@daum.net†) 

Gas-liquid 혹은 Liquid-liquid의 biphasic reaction은 산업계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반응형태이다. 원료들과 촉매가 서로 다른 상

에 존재할 경우 반응은 두 상의 계면에서 일어나게되며 이를 모

델링하기 위해서는 intrinsic reaction kinetic과 mass transfer rate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Gas-liquid 반응으로 

두 가지 가스가 촉매가 용해되어 있는 액상에 녹아들어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로서, 겉보기 반응속도는 두번째 사례에 비해 빠

름에도 높은 용해도로 인해 반응이 계면의 필름에서 종결되지 

않고 액상 bulk영역에서의 반응을 고려한 모델로 해석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Liquid-liquid 반응으로 유기층을 형성하는 원료가 

수용층의 또다른 원료와 만나 반응하며, 일정 농도 이상의 반응

물은 기화되어 반응계를 이탈하는 형태이다. 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에 대히 느린 겉보기 반응속도에도 물구하고 salting out 

effect에 의한 낮은 용해도로 인해 반응이 계면에서 종결되는 형

태로 해석되었다.  

O공정H금-4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 소듐-물 반응 압력완화계통의 

방출시스템 설계 연구  

박선희†,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sunheepark@kaer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Prototype Generation 

4  Sodium-cooled Fast Reactor, PGSFR) 소듐-물 반응 압력완

화계통(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 

SWRPRS)의 증기·급수 배출 및 가스 방출 시스템 설계인자 도출

이다. SWRPRS는 증기발생기 안의 증기·급수가 소듐 측으로 누

출했을 때 발생하는 SWR의 반응생성물인 수소에 의한 급격한 

압력상승을 완화하여 일차열전달계통 경계를 보호하고 사고확

대를 방지한다. 증기발생기 내부에 여러 전열관이 파단되는 대

규모 누출이 발생하면 많은 양의 증기·급수가 증기발생기의 쉘 

측으로 분출하여 SWR을 일으켜,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 주변에 

과도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반응생성물인 수소에 의해 증기발

생기 내부 압력이 빠르게 증가한다. 증기발생기 내부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쉘 측 입·출구 배관 부근에 설치된 파열

판이 파열 설정압력에 도달하여 개방되면서 소듐 및 반응생성물

이 소듐덤프탱크(sodium dump tank, SDT)로 배출되고 급수·증

기는 급수덤프탱크(water dump tank, WDT)로 배출된다. 본 연구

에서는 WDT의 가스방출배관 직경과 SG의 급수배출배관 길이

에 따른 급수배출 소요시간을 정상운전과 재장전운전에 대해 계

산하고, 계통의 설계압력을 충족하는 SDT의 가스방출배관 직경

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P공정금-1
Feasibility study of feed characteristic on the energy 

savings level by using a fully thermally coupled 
distillation in a ternary mixture separation 

홍재민, Le Quang Minh, 구웬롱, 김종환, 이문용†
 

영남대학교 

  

Distillation column is widely used in chemical industry for 

separating the mixture. Nevertheless its significant energy 

requirement can generate more than 50% of the plant operating 

cost. The increasing cost of energy have intensively forced the 

scientists to reduce its energy consumption by adopting 

enhanced distillation methods. The thermally coupled distillation 

(TCD) has been shown to be useful in decreasing the energy 

consumption in which a fully thermally coupled configuration 

brings the lowest energy demand. However, the energy saving of 

TCD definitely depends on the feed characteristic such as the 

feed composition and the relativit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eed characteristics on energy savings 

level by using a fully TCD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distillation sequ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P공정금-2
다양한 석탄 종에 따른 300MW 급 IGCC용 Shell형  
분류층 석탄가스화기의 동적 모사 및 성능 평가  

주영산, 오현택, 이창하†
 

연세대학교 

(leech@yonsei.ac.kr†) 

Shell형 석탄 가스화기는 건조한 상태의 미분탄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류층 가스화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화기

의 성능 및 동적 현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동적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 모델은 devolatilization zone, reaction zone, wall zone, 

quenching zone, syngas cooling zone 등의 하위 모델로 구성되

어 최종적으로 가스화기 모델이 전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CC)의 일부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각의 하위 

모델들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식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한 결과, 생성

된 기체의 조성이 실제 IGCC 운전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다. 검증된 가스화기 모델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열량을 가진 여

러 가지 종류의 석탄을 이용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비교하

였다. 석탄의 열량이 클수록 가스화기의 cold gas efficiency가 높

아졌고, 생성된 가스의 양과 에너지 또한 높아져 가스터빈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가스화

기 내부온도는 석탄의 종류와 산소의 양에 큰 영향을 받았다. 

Ash를 많이 포함한 석탄일수록 slag의 생성이 많았다. 벽에 축적

되는 slag의 양은 ash의 양보다는 가스화기 내부온도에 의존하

였다. 이러한 모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석탄 종을 이용한 가스화

기 운전조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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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3
하수처리장내 유입 나노 물질의 물성기반 제거  
매카니즘 분류, 거동모델 및 최적 제거방법의  

통합 방법론 개발  

김민현,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The release of silver nanoparticle (AgNP) to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has been received lots of attention due to the wide 

AgNP use, which accumulate and disrupt biological processes in 

WWTP. In this study, a AgNP fate model for WWTP (ASM-Ag), 

which includes adsorption/desorption and dissolution process of 

AgNPs with activated sludge model no.1 (ASM1)  is 

proposed. Correlations between parameters and components of 

the ASM-Ag model are interpreted by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and partial least 

square (PLS) are used to find the correlations in multidimensional 

space by random combinations of the ASM-Ag parameters. 

PCA shows strong correlations between 1)adsorbed AgNP and 

heterotrops and 2)AgNP and Ag+ for the ASM-Ag components. 

PLS indicates that solid-liquid partitioning, desorption rate, 

dissolution rate and heterotrophic decay rate coefficients are 

important parameters for concentration of AgNP in WWTP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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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4
이산화탄소 포집용 대면적 분리막 모듈의 전산모사를 

통한 면적 활용도 증대 방안 연구 

박준수, 이근정, 황경란1, 박종수1, 박명준†
 

아주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jpark@ajou.ac.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팔라듐 기반의 이산화탄소 

포집용 대면적 수소 분리막 모듈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경 

2인치 기반 분리막 모델을 확장하여 직경 3.5인치 대면적 분리

막에 대하여 분리막의 구조 및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수소 투과 

성능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feed 압력

과 유량, feed 입구의 위치 및 형상, 그리고 분리 공간의 높이 변

화 등에 따른 분리 성능의 변화를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리

막 면적 활용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면적 분리막 적용으로 인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의 장치 및 에너지 비용 변화를 예측

하여 보았다. 

P공정금-5
통계적 프로파일 모니터링을 이용한 

MBR공정의 막 세척 주기 진단  

남기전,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MBR (Membrane bioreactor) combined with conventional 

biological process with physical membrane process has been 

widely used. But MBR has a disadvantage as fouling which 

increases operating cost. Therefore, accurate cleaning interval 

should be detected for efficient and economic MBR operating. 

This study used TMP (Trans-Membrane Pressure) values of lab-

scale MBR process and pilot-scale MBR process. TMP values 

are converted to TMP to the lambda by power transform for 

normality. Then, linear regression model is computed from 

transformed TMP values according to time. Betas of linear 

regression model intercept, slope and variance are used for 

cleaning interval detection by statistical profile monitoring which 

uses Shewhart control chart. Detected cleaning interval which is 

out control of Shewhart control chart is corresponded to real 

MBR process cleaning tim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ccurate cleaning interval detection method which is statistical 

profile monitoring for efficient and economic operating of MB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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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6
Temperature Management System of Open Raceway 

Pond for Improving Microalgal Cultivation Stage 

이주영, 유경환, 이재형†
 

한국과학기술원 

(jayhlee@kaist.ac.kr†) 

As global warming issues have been increasing, biomass which 

is one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is capturing researcher’s 

attentions. Microalgae is a promising biomass among them, 

because it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er growth rate. 

However, the microalgal cultivation cannot produce mass 

biomass because of technical and economic hurdles. Especially, 

in open raceway pond (ORP) which has large potential of mass 

production due to low operating costs and easy scalability, a 

growing condition is usually unsuitable. So, ORP usually has poor 

productivity than other cultivation methods. Among parameters 

related to the growing conditions, a cultural temperatur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microalgae growth. A 

temperature control may be a solution of the low productivity 

problem by adjusting the pond temperature for enhancing the 

microalgae growth. To this end, in this work,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mperature management system which uses waste cooling 

water as extra heat source, and then identify a relationship 

between a heat exchanger area and an increasing productivity for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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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7
CO2 capture기반 천연가스원료 발전소의 Zero 

Emission-LCA기반 환경영향 평가  

이승철, Jouan Rashidi,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Different concepts for natural-gas-fired power plants with CO2 

capture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based on the net plant 

efficiency and CO2emission. The cycles were based on a six 

oxy-fuel, one post-combustion and two pre-combustion 

capture concept. To evaluate the system environmentally the 

Advanced Zero Emission Power Plant (AZEP) concept i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combined cycle power plant 

apply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LCA) method using SimaPro 

model. The LCA study was built upon the calculation and the 

comparison of several impacts (CO2, CO, NOX, and 

SOX  emissions, water consumption and primary energy) as well 

as several impact categories (climate change, acid rain, ozone 

depletion and Ecotoxicity). The results showed that for all studied 

impacts, the AZEP power plants have fewer impacts. Howeve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mbined cycle power plants, the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AZEP concept is bigger 

due to the lower electr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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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8
다매체 퓨가시티 모델을 이용한 자동차배출오염  

물질 중 PHAs의 인체 유해성 평가 연구  

김민현, Qian Li,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 generate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long been of concern, especially the atmosphere 

pollutants. This study focus on the vehicle exhaust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VEPs) leaded health risk to local 

residences in a densely inhabited area. Multimedia fugacity 

models were used to predict the behaviors of VEPs in air, water, 

soil and sediment. The health risk of adult during their life time 

were calculated by the incremental lifetime cancer risk (ILCR) 

model through various exposure routes, which including dermal 

contact, inhalation and ingestion. The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level III model was applied to find the important input 

parameters which influence the final risk most. The BaP is the 

most toxicity VEPs with ILCR value is 2.92×10-7 which is high in 

sediment and soil phases like other VEPs. The dynamic ILCR 

during 17 years in Zhengzhou city was found that the highest 

ILCR appeared in 2014 (5.3×10-7), which is around 4 times 

higher than the value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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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9
Design and analysis of a water recovery system using 

flue gases in the petroleum ref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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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S. Al Hunaidy1, 이재형† 

KAIST; 1Saudi Aramco R&D Centre 

(jayhlee@kaist.ac.kr†) 

Petroleum refineries generally use large amount of industrial water 

as a feed for steam production and cooling medium. For those 

located in the Middle East area which is arid,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 requires more efficient and cheaper water 

production processes. To solve this problem, water recovery 

system can be implemented with flue gas, which has 10 vol. % 

of water due to combustion of fuel gas containing plenty of 

hydrocarbon and hydroge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water recovery system using the refinery flue gases to 

supplement water feed for the steam generator and analyze its 

economic benefits. Varying several design variables, significant 

ones ar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net profit trend. In addition, 
since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 is expected to be 

achievable, the reduction potential by water recovery is also 

evaluated.  

P공정금-10
내분비 교란 물질의 Relative binding affinity 예측을 위한 
다층인공신경망 기반 Computational toxicology 모델 개

발 

허성구, 김동우,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내분비 교란 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은 인

체 내 호르몬의 항상성 유지와 내분비계 작용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로 EDCs 작용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연구되

고 있다. 그러나 EDCs가 인체 내로 유입된 후 혈액 내 호르몬을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과의 결합 친화력 예측에 대한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EDCs가 인체 내에 대표적

인 수송 단백질인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테스토

스테론과 결합된 SHBG와 EDCs 간의 Relative binding affinity

(RBA)을 예측할 수 있는 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모델을 개발하였다. RBA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은 

분자표현자를 고려하기 위해서 상관 계수와 Variable Importance 

Projection (VIP)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RBA를 예측하는데 적절한 

QSAR 모델을 찾기 위해 다층인공신경망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

발된 QSAR 모델은 EDCs의 RBA 예측을 통하여 EDCs가 테스토

스테론이 결합하고 있는 SHBG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된 ANN 기반의 QSAR 모델은 기존 연구에 비

해 18% 정확한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P) (No. 

2015R1A2A2A11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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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1
Analysis and simulation of steam generation system in 

SAGD process  

박종진, 윤정우†, 강춘형, 정창복
 

전남대학교 

(jwyun@chonnam.ac.kr†) 

석유의 대체에너지로 과거에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개발이 보

류되었던 비전통 에너지자원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일샌드 시

장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채굴이 불가능한 깊은 곳에 있

는 오일샌드를 추출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n-situ 기

술은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이다. SAGD법은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여 오일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고온, 고압의 증기가 들어감에 따라 효과적인 증기 생산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모사 프로그램인 Aspen HYSYS를 

사용하여 Stream generator를 Two-stage 방법을 이용 하여 기존

의 One-stage 방법과 비교 및 시뮬레이션 평가를 수행하였다. 

P공정금-12
Simulation of rejection performance in nanofiltraion 

membrane using DSPM-DE model  

김 진,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Nanofiltration (NF) has been getting interests due to high rejection 

of divalent and multivalent ions. Nowadays it has been used in 

some separation technologies such as desalination, wastewater 

treatment, and treatment of mining water. In order to broaden the 

application of NF further, it is important to propose the 

mathematical transport model. In this study, rejection 

performance of several solutes (NaCl, KCl, MgCl2) was simulat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theoretical result 

showed the overall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The 

Donnan Steric Pore Model with Dielectric Exclusion (DSPM-DE) 

was implemented as the mathematical model, which solves the 

extended nernst-planck equation and uses boundary conditions 

at membrane surface accounting for steric, electric, and dielectric 

exclusion.  

P공정금-13
Scale-up Design of a Reactor via Active Learning 

based on Bayesian Optimization  

박성언, 김민준, 나종걸, 안진주,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화학 공정에서 반응기의 설계는 많은 부분 경험적인 측면에 의

존해왔다. 따라서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에서 파일럿 규모로, 대

량 생산 규모로 Scale-up 하는 과정에서, 이전 규모에서의 반응

성을 재현하지 못해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많은 경

우, 이는 작은 규모의 유동(hydrodynamics)을 큰 규모에서 재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 반응기에서

의 중요한 유동적 수치-기체 체류시간-를 파일럿 규모에서도 

같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전산

유체역학(CFD)적으로 몇 가지의 설계 변수 조합들의 기체 체류 

시간을 해석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 모델을 만든 후 그 모델

을 바탕으로 원하는 값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는 설계 변

수 조합을 고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의 

능동 학습을 이용하여,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CFD 해석의 탐색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전역 최적해를 찾을 수 있었다.  

P공정금-14
분리막 기술을 활용한 석탄 화력 발전소 배가스 CO2 포

집 공정 경제성 분석  

윤석원, 이성훈, 오세영, 여영구, 김진국†
 

한양대학교 

(jinkukkim@hanyang.ac.kr†) 

현재 발전소의 배가스에서 CO2 를 포집해내는 기술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2 포집공정의 경제성을 평

가하는 과정은 각 공정의 기술수준과 보완점 및 개선방향의 확

인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리막 

기술을 활용한 CO2 포집 공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CO2 

포집공정의 CAPEX 및 OPEX를 도출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공정 전산 모사 프로그램과 분리막 모델을 활용하

여 분리막 기술을 활용한 CO2 포집공정을 재현하였고, 이를 활

용하여 분리막의 성능과 공정의 구성 및 운전조건 변화에 따라 

포집공정의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CO2 포집기술과의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분

리막 공정의 기술 수준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사 : 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4M1A8A1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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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5
Study for Comparison of Membrane Process 

Simulation and Experiment in Multi-stage Process  

이성훈, 윤석원, 이정현1, 문종호1, 여정구1, 여영구, 김진국†
 

한양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inkukkim@hanyang.ac.kr†) 

To date, developing membrane process models and a validation 

of developed models with experimental results were limited to 

only a single-stage process. However, due to some limitations of 

single membrane process, an application of multi-stage 

membrane process is required for acquiring high purity and high 

recovery from low concentration of a target component. Here, 

we developed the multi-stage process model with superstructure 

approach and carried out rigorous process validation of 2-stage 

process using estimated parameters from commercial 

membrane module in a case of CO2/N2 binary gas mixture. An 

optimization based on main capital cost and electric usage was 

applied to evaluate feasible process configurations and operating 

conditions. Furthermore, the optimized process was also 

validated in the same structure and operating conditions and 

showed within a 4 % error of CO2 purity and recovery.  

Acknowledgment: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R&D Center (KCRC)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M1A8A1049305).  

P공정금-16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of a membrane 

system for carbon capture  

백승원, 정민영, 오현택1, 오 민†
 

한밭대학교; 1연세대학교 

(minoh@hanbat.ac.kr†)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

소의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등의 대형산업시설에서의 이산화탄

소 포집은 필수적이 되었으며, 포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 후 포집 기술에서 분리막 공정

을 타켓으로 하여 모델링 및 모사를 실시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은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 에너지, 모멘텀의 지배방

정식 및 분리막 특성에 따른 메커니즘을 모두 고려하였다. 특히, 

porous와 non-porous로 구성되어있는 분리막에 대하여 porous 

diffusion과 solution-diffusion 메커니즘에 대한 견고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리막의 흐름은 이론적으로 효율이 뛰어난 co-

current flow를 고려하였으며, permeate 부분에서는 공기로 구성

된 sweep gas 흐름을 구성하였다. 분리막은 총 2 stage이며, 운

전 및 설계조건들은 NETL, MTR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참

조하였다. 동/정적 모사를 진행함으로써 분리막 내부의 물리-화

학적 변화 및 포집 된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회수율을 예측할 수 

있었다.  

P공정금-17
전산유체역학기법을 통한 고체-액체상의  

교반형 탱크 반응기 모사 및 해석    

이건희, 백승원, 염기환1, 남광현1, 오 민†
 

한밭대학교; 1태성 

(minoh@hanbat.ac.kr†) 

고체-액체상의 교반형 탱크 반응기는 제약, 결정화, 고분자 공

정 등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상의 해석은 실제 공정

의 운전 및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액체상의 교반형 탱크 반응기의 모사를 

ANSYS Fluent 모사기를 사용하여 전산유체역학기법을 통해 모

사 및 해석하였다. 모사된 반응기의 구조는 radial rushton turbine

을 사용하였으며 반응기에 4개의 baffle이 있는 구조이다. 반응

기는 고체-액체의 난류흐름을 모사하기 위해서 viscous model

의 standard k-epsilon을 사용하였으며 The multiple reference 

frame model(MRFs) 기법을 이용한 impeller의 회전을 모사하였

다. 본 교반형 탱크 반응기의 모사는 impeller의 분당 회전 수 민

감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체-액체상의 유동해석을 진

행하였으며 고체-액체 혼합간의 유동현상과 고체입자들끼리의 

충돌, 속도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대 EDRC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참여

기업인 태성에스엔이의 지속적 기술지원 및 자문을 통해 수행되

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P공정금-18
Modified flow channel structure design for Vanadium 

redox battery performance improvement  

전영재,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cell, wind 

power requires flexible energy storage system.  Vanadium Redox 

Battery(VRB) is the rechargeable chemical cell. Storage tank and 

reaction cell of VRB are separated  so that it is easy to control 

power and energy capacity independently.  VRB cell use porous 

carbon electrodes to increase active surface area. Also VRB use 

flow channel structure to  enhance mass transportation of 

electrolyte of cell. General flow channel structure locates channel 

at current collector, outside of porous electrode. In this study 

interdigitated channel structure is placed in the porous  electrode. 

Inside channel structure showed advanced cell efficiency. It 

reduce pressure drop of cell as ordinary  design. Modified 

structure helps electrolyte flow entire electrode area. Efficent 

electrolyte flow improv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Reserch use 

COMSOL to simualate VRB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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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9
다변량 통계방법을 이용한 에콰도르 Yahuarcocha Lake

의 Spatial and Temporal Water Quality 분석  

남기전, Gabriel Jacome,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Yahuarcocha Lake is being affected by eutrophication and 

pollution.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Cluster Analysis (CA) and Discriminant Analysis 

(DA) were used to determin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n 

its water quality. The data set consisted on eleven 

physicochemical parameters (total coliform, E. coli, COD, PO4, 

NO3, chlorophyll-a, dissolve oxygen, pH, electrical conductivity, 

water temperature and turbidity) measured at seven sample sites 

in the period Aug 2013 – Aug 2014. PCA calculated seven 

components which showed 79.6% of the variance and identified 

potential pollution sources such as, poorly treated water, 

domestic and agricultural source, and point and non-point 

sources. CA merged two periods highlighting the dry and rainy 

months. And the seven sample sites into two groups based on 

pollution level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 DA provided 

an important data reduction and showed the parameters that are 

responsible for variations in water quality.  

Acknowledgements: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2015R1A2A2A11001120)  

P공정금-20
Simulation of a Reactive Extraction Unit. Recovery of 2, 

3-butanediol from fermentation broth 

Junaid Haider, Hussain Arif, Le Cao Nhien, Muhammad 

Abdul Qyyum, Alam Nawaz, 이문용† 

영남대 

(mynlee@ynu.ac.kr†) 

2,3-butanediol (BDO) is an attractive chemical due to its vast 

applications in fuel and rubber  industries, used as antifreeze 

agent and other miscellaneous. Fermentation broth has very low 

concentration of BDO that’s why it needs huge capital for its 

separation. A novel process was proposed which completely 

separated the BDO. This study imposed on the rigorous 

simulation of reactive extraction as a separation process of BDO. 

The process involved three steps reaction, extraction and solvent 

recovery. Equilibrium and kinetics were determined by the 

reaction of BDO and aldehyde. More than 90% BDO was 

recovered by the novel reactive extraction method and up to 99% 

purity was achieved. This technique used less energy and less 

equipment as compared to the others. The recovery of used 

solvent (aldehyde) was also considered (more than 85%).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P공정금-21
CO2 흡수 공정 모사에 필요한 반응속도상수 도출을 위

한 여러 흡수제의 kinetic 실험 결과 및 모델링  

김정환, 김희용, 황성준,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 가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CO2에 대한 저감 기술로써 습식 아민 포집 기술이 가장 현실

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CO2 배출원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CO2 포집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의 양은 상당히 많고 

CO2 농도는 약 15%로 저농도 이기 때문에, 흡수탑의 사이즈가 

크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치비가 크게 요구된다. 만약 사용하

는 흡수제의 CO2 흡수속도가 빠르다면, 필요한 흡수탑의 사이

즈를 줄일 수 있어 장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제의 CO2 흡수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중 하

나인 Wetted wall column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민 흡수제에 대

한 흡수속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정 모사에 필요한 흡

수제의 물성 중 하나인 반응 메커니즘 도출을 위한 WWC 

modeling을 유사1차반응모델과 rigorous 모델을 비교하였다. 결

과적으로, 간단한 유사1차반응모델을 통해 적은 계산양으로 반

응속도상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P공정금-22
Continuous Kinetic Rate Equation Model for 

Crystallization Process 

진윤태, 양대륙†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dryang@korea.ac.kr†) 

Kinetic rate equation model has been used to explain formation 

of subcritical radius crystals and Ostald ripening in a single, 

continuous model. However, the previous literature has been 

confined by few assumptions which makes it hard to apply to 

actual industrial process conditions. Assumptions such 

as isothermal condition cannot be applied in actual industrial 

processes without loss of generality. In this work, gradual 

temperature change is taken into account, and according 

parameters will be turned into variables. Also, as a result of 

temperature change, degree of supersaturation will function more 

than just initial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as solubility of 

the system decreases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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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23
에탄올의 탈수화 반응과 에틸렌 올리고머화  

반응을 결합한 통합 공정 모델링  

정재훈, 박명준†
 

아주대학교 

(mjpark@ajou.ac.kr†)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탈수화시켜 에틸렌을 생산하고, 

생성된 에틸렌을 중합하여 올레핀을 생산하는 공정을 고려하였

다. 에탄올의 탈수화 반응은 에탄올에서 에틸렌이 직접 생성되

는 경로와 디에틸에테르를 거쳐 에틸렌이 생성되는 두 개의 경

로가 모두 고려되었다. 에틸렌의 중합반응은 에틸렌이 중합되어 
헥센(C6)과 옥텐(C8)이 생성되고, 생성된 헥센과 옥텐은 이합체

화반응(dimerization)을 통해 도데센(C12)과 헥사데센(C16)이 되

는 두 단계 반응으로 고려하였다. 에탄올의 탈수화반응과 에틸

렌의 중합반응의 반응속도식을 기반으로 반응기 모델을 개발하

였으며, 분리 공정을 포함한 통합 공정 모델링을 수행하여 에탄

올에서부터 올레핀까지 생산하는 연속공정을 모델링하였다. 개

발된 공정 모델을 이용하여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리사이클 흐름 등 공정의 구성 변화

가 생산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P공정금-24
Bimodal 시스템의 distributive mixing 수치  

모사 방안  

박찬호, 조형태, 이지헌, 김현수1, 박정수1, 오 민2, 문 일†
 

연세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2한밭대학교 

(psj00009@yonsei.ac.kr†) 

이축 압출공정 혹은 fluidized bed 등의 가루 촉매를 이용하는 많

은 공정에서 입자의 혼합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

서 입자의 혼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실험, 모사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혼합이 잘 이루어졌는지 수치적으

로 평가하는 기법에는 shannon entropy, bin count 등 많은 기법

이 존재하나, 정형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공정에서 

bimodal, trimodal 등 두 가지 이상의 혼합 입자를 사용함에도 불

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혼합 입자에 대한 혼합 수치 평가 방법

은 인정받고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n count 기

법을 응용하여 bimodal 시스템에 대하여 새로운 입자 혼합 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mixer 단면, 이축 압출기 단면 등 2D 수치 모사

를 이용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격자 크기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격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bimodal 시스템에 대한 혼합 

품질을 수치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입자를 이용하는 여러 

공정의 혼합 평가 방법으로 이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P공정금-25
Modeling of frost growth and densification on an 

ambient air vaporizer  

이용규, 정익환, 박종민,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Ambient air vaporizers are heat exchangers which vaporize 

liquefied natural gas by using heat absorbed from the ambient air. 

Liquid gas passes through a number of interconnected tubes in 

various series and parallel paths. To avoid dense ice builup on 

the surface of the heat exchanger tubes, deicing or defrosting 

with a 4~8 hour cycle is typically required. Long operating cycles 

lead to dense ice on the exchanger tubes, requiring longer 

defrosting time. Thus, this study presents a numerical model to 

predict the frosting behavior on an ambient air vaporizer. The 

effect of flow of LNG in the vaporizer and the frost layer on heat 

transfer are both considered in the model. Results shows 

changer of outlet temperature of LNG and frost thickness and 

density over time. During operation, growth rate of frost 

decreases whereas density of frost increases.  

P공정금-26
Validity Evaluation of Advance Distillation Column 

Design for Efficient Waste Thinner Recovery  

김종환, 차니아고 유스, 그레고리 리오누그로호 할비안토,  

리즈카, 알리 와이드, 이문용† 

영남대학교 

  

Photoresistor thinner generates waste thinner when unreacted 

photoresistor is removed from product In TFT-LCD and IC 

manufacturing processes. Target constituents of waste thinner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nd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referred to as PGME and PGMEA) 

have been retrieved by applying distillation. However, the 

azeotropic phenomenon occurs in the mixture of waste thinner 

and normal distillation sequence cannot be applied to recover 

target product. A specific method was applied to recover PGME 

and PGMEA from mixture with  VLE experimental data was used 

for reliable simulation. Several distillation sequences were 

established using operation condition constrains, advanced 

distillation column is implemented to achieve further objective of 

energy improvement with high benefit because of lower energy 

efficiency of conventional distillation column. This work was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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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27
NGL 회수 공정의 운전성 평가 및 공정 성능 검토 

윤세광, 오진식1, 박상민1, 김진국†
 

한양대학교; 1현대중공업 

(jinkukkim@hanyang.ac.kr†) 

액상천연가스(Natural Gas Liquids, NGL) 회수 공정은 천연가스

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이며, 최근에는 해상 환

경에서 운전되는 NGL 회수 공정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압축성(Compactness)이 뛰어난 터보팽창기 기반 NGL 회수 공

정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공정모사기를 통해 모사한 공정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정상

상태로 유지되나, 실제 운전 시에는 유량, 온도 등 다양한 운전 

조건들이 변화하여 이에 따라 공정 성능 변화 및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조건들의 변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공정 성능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정 상황들에 대한 동적 모사를 통해 실제 상

황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의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10042424, Floating Production Platform Topside Systems and 

Equipment Development)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 Korea)  

P공정금-28
Numerical simulation of LNG temperature distribution 
on an Ambient Air Vaporizer by using open FOAM  

어철원, 이용규, 정익환, 박종민,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Ambient Air Vaporizer (AAV) is one of technology which is applied 

to regasify LNG at LNG terminals. Because heat source on AAV 

is ambient air, AAV is eco-friendly and cost-effective, and shows 

high operating efficiency as well. However, water-vapor 

contained in the air is solidified on AAV surface with time, so 

created frost which hinders heat transfer decreases efficiency.  

Heat transfer between air and LNG is a complex form of various 

mechanis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modeling heat transfer 

and analyze LNG outlet temperature and LNG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operation time.  

P공정금-29
Simulation and Modeling of Membrane Gas Separation 

at Off-shore Plants  

권수진, 황성원†, Michael Binns1
 

인하대학교; 1동국대학교 

(sungwon.hwang@inha.ac.kr†) 

최근 막분리법을 이용한 기체분리 기술이 흡수법, 흡착법 등에 

비해 적은 비용, 높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운전용이와 같은 장점

으로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간단한 공정구조와 적은 

설치 면적의 특징을 가지는 막분리법은 해양플랜트 상부구조의 

공간적 제약과 구조물의 움직임과 같은 제한적인 환경에 적합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상부구조에서 natural gas 

전처리 공정의 효율향상을 위해 멤브레인을 이용한 막분리법과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흡수법을 적용한 복합공정에 대하여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체 분리막 모듈로는 단위 부피

당 유효 표면적이 큰 실관형을 사용하였고, 멤브레인 모델링 결

과의 정확도를 위해 압력강하와 기체성분들의 물성과의 관련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링하였다. 상업용 공정모사기인 

Aspen Hysys와 Matlab을 이용하였고 다양한 아민 흡수제, 흡수-

막분리법 시스템의 배열 상태, capital cost와 operating cost를 포

함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해양플랜트 상부구조에 적용 

가능한 natural gas 전처리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P공정금-30
CO2 흡수 속도를 최대로 하는 흡수탑의 최적 온도 프로

파일 

김자엽, 김희용,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

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

(CC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 아민 기반의 흡수제를 사

용하는 습식 포집공정은 현재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흡수제의 성능지표 중 CO2 흡수 속도는 흡수제 자체의 특성이

기도 하지만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 속도 
상수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CO2 부분압의 증가로 인해 driving 

force는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CO2 흡수속도를 

최대로 하는 최적의 온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흡
수탑에서 CO2의 흡수속도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profile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최적의 온도 profile을 바탕으로 흡수탑의 높이를 최적화하거나, 
흡수탑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흡수제의 Rich CO2 loading

의 변화를 모사해 볼 수 있다. 또한, 최적 온도 profile을 바탕으로 

흡수탑 내 intercooling 전략을 모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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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31
Studies on the CO2 separation with Heat Recovery in 

Methanol synthesis  

신설아1,2, 홍기훈1,3, 양은혁1,3, 노영수1,2, 안병성1, 
 

이관영2, 문동주1,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3UST 

(djmoon@kist.re.kr†) 

Most of methanol was produced from synthesis gas prepared by 

the gasification of coal or bio-mass and the reforming of natural 

gas in fuelss industry. To achieve better fuel efficiency and satisfy 

the strong regulaion of environment, the heat & mass balance 
and the optimization of process are important. Because CO2 rich 

gas effects to methanol synthesis reaction, the CO2 gas should 

be removed before entering to methanol reaction process. 
In this work, the separation of CO2 in methanol synthesis 

process was investigated by the amine process and, to improve 

energy consumption, heat recovery system was applied to the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methanol. It was found that, by 
designing CO2 capture system with heat recovery system based 

on absorption hear transfer, the CO2 separation system can 

improve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process efficiency. 

P공정금-32
Numerical simulation of industrial reactor for naphtha 

thermal cracking including coking effect  

권휘웅, 김정환1, 문 일†
 

연세대학교; 1생산기술연구원 

(khu3603@yonsei.ac.kr†) 

석유화학공장에서 납사 열분해 시 발생하는 코크는 공정운전과 

제품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분해 반응

이 일어나는 코일 튜브 내에 코크가 생성되어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납사와 함께 스팀을 코일 튜브에 넣어 코크 발생 속도

를 늦춰주지만, 일정량의 코크가 발생하게 되면 공정에서 코일 

튜브를 꺼내어 코크를 제거해줘야 한다. 따라서 납사 열 분해 과

정에서의 코크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납사 열분해 공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납사 열분

해와 관련이 있는 주요 반응들을 참고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

다. 그리고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및 모멘텀 수지를 이용하여 납

사 열분해 과정과 코크 생성 메커니즘을 모델링하여 모사하였

다. 모사결과는 공장 데이터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납사 열분해 공정에서 문제 시 되는 코크을 영

향을 분석하였고 코크의 생성과 제품 수율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써 디코킹 주기 등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공정금-33
Dividing wall column hydrodynamic Analysi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Feng Wei, Nguyen Van Duc Long, Riezqa Andika,  

김서은, 이문용† 

영남대학교 

(mynlee@ynu.ac.kr†) 

Dividing wall columns (DWCs) effectively reduce the energy 

requirement by up to 30%, while also lowering the engineering 

and hardware costs compared to those of conventional direct 

and indirect distillation sequences. Although many advances in 

the design, simulation, operation and control of DWCs are well-

know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tudies and 

hydrodynamic analysis for such systems are few. In this paper, 

hydrodynamic analysis for DWC with sieve tray using CFD 

(ANSYS Fluent v16.2) is presented. The gas and liquid phases 

are modelled in the Eulerian framework as two interpenetrating 

phases. The interphase momentum exchange (drag) coefficient 

is estimated using the Bennett et al. (1983) correlation as basis. 

The k-epsilon RNG model was employed to solve the problem. 

The result was verified by HYSYS.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P공정금-34
Numerical analysis for uneven distribution of particle 
flow in the Riser of RFCC Reactor considering the 

angle of feed injector  

조형태, 박찬호, 조성현, 이지헌, 김정환1, 문 일†
 

연세대학교;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cho@yonsei.ac.kr†) 

Riser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균일 입자 유동 분포 현상은 상용 

residue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RFCC) 공정의 대표적인 문제

이다. 불균일 입자 유동 분포 현상은 riser 상단에 설치된 riser 

termination device (RTD)의 6개 출구로 나가는 입자의 질량유속

이 각각 다름을 의미한다. 각 출구와 연결된 사이클론으로 유입

되는 입자의 질량유속의 변동에 따라 사이클론 분리 효율이 저

하된다. 분리효율의 저하로 촉매 입자가 분리되지 않고 

fractionator로 carryover 되어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 및 공정중

단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 (CPFD)를 사용하여 riser의 feed injector 각도에 따른 

riser 내부의 입자-유체 유동 분석을 진행하였고 입자 유동 분포

를 계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세로축 기준 30° 각도의 feed 

injector 1개의 경우 각 출구의 입자 유동 분포의 표준편차는 7.52

로 큰 차이를 보였고, feed injector 개수에 대한 case study를 통

하여 6개의 feed injector를 갖는 경우 입자 유동 분포의 표준편

차가 0.24로 가자 균일한 입자 유동 분포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

서는 feed injector의 각도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하여 입자 유동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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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35
유동층 반응기 모사를 통한 Double Based Propellant 소

각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결정  

이지헌, 조성현, 이광희, 김현수1, 박정수1, 오 민2, 문 일†
 

연세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2한밭대학교 

(wlgjs622@yonsei.ac.kr†) 

폐 탄약 및 폐 추진체와 같은 폭발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기존

에는 다른 물질들처럼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 바다에 방류하였으

나,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야외에서 소각 및 기폭 시키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처리 과정에서 안전 

문제 및 연소 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우려가 있기에, 유동

층 소각로를 이용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유동

층 소각로를 이용한 처리 공정은 기존의 처리방법보다 연소 가

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으며, 운전의 효율 또한 높은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층 소각로를 이용하여 폐 추진체 중 가장 

많은 양이 생산, 폐기되고 있는 Double Base Propellant(이하 

DBP)를 소각 하는 공정을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으로 모사하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확인하였다. 유동층 반응기는 지름 2.0m, 높

이 9.0m의 Conical Bed를 적용하였으며, 반응기 바닥에서 주입

되는 공기의 주입 속도와, 소각 과정에서 과압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충전제의 입자 크기를 변인으로 하여 각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폭발성 

폐기물의 안전한 연소를 위한 최적의 공기 주입 속도 및 충전제 

입자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운전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폭발성 폐기물 처리 공정 

연구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P공정금-36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of Industrial 

Copolymerization Process  

김주환1,2, 이재형1,†
 

1한국과학기술원; 2롯데첨단소재 

(jayhlee@kaist.ac.kr†) 

Modeling of a reactor for free radical styrene acrylonitrile (SAN) 

copolymerization industrial process has been studied. The 

purpose of this modeling work is establishment of the 

copolymerization model which is used to optimize of real 

industrial polymerization process. Target process is the solution 

binary copolymerization system in a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The model is used to compute the monomer conversion, 

the copolymer composition, the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the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and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The values of rate constants and physical 

properties are mostly taken from the literature of experimenal and 

estimated works. The developed model demonstrates the 

industrial data very well for the conversion and the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P공정금-37
Dynamic Modeling of Supercritical Drying Process for 

Solvent Removal inside the Porous Material  

배성웅, 이재형†
 

KAIST 

(jayhlee@kaist.ac.kr†) 

Extremely porous material such as aerogel can be wid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of industry, since it has very advantageous 

properties such as large interfacial area, superior heat insulation, 

and so on. To merchandise the manufactured porous material, all 

remaining solvents or agents for treatment inside the pore should 

be completely removed. When it comes to supercritical critical 

drying, which is sometimes but effectively utilized for the removal 

of remainder in the pore, a phase change of the mixture in the 

por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o prevent the damage 

induced by capillary force. Also, a reduction of manufacturing 

cos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of supercritical process.   

Therefore, dynamic modeling for a general supercritical drying 

process with cyclic operation of extractor has been performed. 

The model includes the composition of mixture in pores so that 

the phase can be examined during the 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suitable type-by-type operation strategies, including a way 

of supplement for the recycled drying agent, as well as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can be proposed through the model.  

P공정금-38
Valid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of 1-D Dynamic 

Model of Autothermal Diesel Reformer for SOFC-APU 
(Solid Oxide Fuel Cell – Auxiliary Power Unit) system  

최수항, 장 홍1, 김대욱1, 배민석2, 김동연2, 오지우2, 배중면
2, 이재형1,† 

KAIST; 1KAIST 생명화학공학과; 2KAIST 기계공학과 

(jayhlee@kaist.ac.kr†) 

In SOFC-APU (Solid oxide fuel cell - auxiliary power unit) for 

heavy duty vehicle, the role of reformer is converting fuel to 

syngas and supplying syngas to SOFC. Outlet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of reformate gas direc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SOFC, but we cannot check or measure states inside the 

reformer in reality. This leads us to establish a mathematical 

model that well describes the system with information we obtain 

from the experiment;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for both inlet 

and outlet. To model 1kW-scale autothermal catalytic diesel 

reformer, we developed a model based on the kinetic model, 

which is established from microreactor experiment and parameter 

estimation. We chose 1-D heterogeneous dynamic model to 

describe the system, because of the purpose of mobile 

application, needs for real-time measurement, and control issue. 

In this study, we validate simulation with various experimental 

data and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to see which variable affects 

the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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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39
Experimental study for liquid distribution in a packed 

column under offshore condtiions  

손용호, 김희용, 이상윤, 한송희, 양동현,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There has been increasing attention to the offshore plant 

particularly for floating production and storage offloading (FPSO). 

The main challenge of designing chemical process in FPSO lies 

mainly on the offshore conditions incurred by the ship motions 

such as permanent tilt and dynamic motions. To correctly desgin 

the column experiencing the offshore conditions, robust 

understanding for hydraulic maldistribution in a packed column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experiment sutdy for liquid distribution in a 

packed column under offshore conditions was performed in 

air/water system with liquid property-modifying additives. ID 

400mm column packed with a structured packing similar to 

Mellapak 250X with 4 m packed height was used as a 

experimental column. ERT-EIDORS method was proposed 

to measure two-dimensional liquid distribution in a packed 

column. With this proposed method, liquid distributions under 

permanent tilt from 0 to 6 degree and roll motions with period 

of 15~30 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gas factor, 

liquid properties (surface tension and viscosity) under offshore 

conditions were identified.  

P공정금-40
Process design of hybrid extraction/distillation process 

for furfural production  

Le Cao Nhien, Le Quang Minh, Nguyen Van Duc Long, 

Junaid Haider, Pham Ngoc Tram, 이문용† 

영남대 

(mynlee@yu.ac.kr†) 

In this paper, a hybrid purification process combining extraction 

and distillation for furfura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was studied to improve process efficiency. The effective process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extracting solvent. The promising 

solvents were proposed through a systematic procedure from 

solvent screening to process design. Different solvents were first 

evaluated and promising solvents were selected to separation 

feasibility. Finally, the processes using three best solvents such 

as toluene, benzene, and n–butyl chloride were designed and 

optimized using Aspen Plus. The results show benzene and n–

butyl chloride were the most suitable solvents for hybrid furfural 

process as their processes can achieve energy savings of 79.0 

and 44.2%,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toluene proce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grant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CAP-11-04-KIST)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P공정금-41
Optimization of an aquoues amine solvent based on 

the desired VLE for CO2 capture   

이미영, 김희용1, 황성준1, 이광순1,†
 

서강대학교; 1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공정제어연구실 

(kslee@sogang.ac.kr†)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화석연

료 사용으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Carbon 

Capture & Storage, CCS)을 화력발전소에 적용하여 환경을 보호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민 기반의 습식 

흡수제를 이용한 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  

뛰어난 성능 및 안정성을 지닌 흡수제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흡

수제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흡수 용량, 반

응열, 재생에너지가 아민-물-이산화탄소 계의 Vapor-Liquid-

Equilibrium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흡수제의 VLE는 공정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며 이러한 VLE를 원하

는 모양으로 디자인 가능하게 한다면 흡수제 개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민 종류, 아민 질량분율, 화학평

형반응상수에 따른 흡수제의 VLE의 추세를 알아보고, 원하는 

VLE를 가지는 아민의 디자인을 위하여 가상의 흡수제에 대한 최

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나의 예로 가상의 단일 및 혼합 아민 

흡수제로 대표 아민 중 하나인 piperazine의 VLE를 표현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본 흡수제 최적화 연구는 여러 

변수 별 아민의 VLE 특성을 이해 가능하게 하며, 흡수제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제안으로 사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습식 

흡수제 공정 개발 방향성을 제시한다.  

P공정금-42
스팀발전소에서 absorption chiller와 wet cooling tower
의 cold utility 기능의 Von Neuman’s analysis기반 지속

가능 지표 연구  

김동우, Pouya Ifaei,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The sustainability of a novel steam power plant combined with an 

absorption chiller and a wet cooling tower as the cold utility is 

investigated through Von Neuman’s analysis. The whole plant is 

assumed to be an individual unit and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are commercialized to form the arrays of Von 

Neuman’s matrix. Each array consists of the summation of the 

costs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avings by 

ecologic advantages of the system in US$. Standardized costs 

are used for the conformity of the square matrix after the analysis 

assumptions are fully satisfied. The sustainability factor of the 

system is then obtained while the eigenvalue of the matrix is 

smaller than the unity. The novel application of the Von Neuman’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configuration is 

sustainable where the combined environment-economical 

values of the water is 3.446 $/lit.  

Keywords: economy; environment; power plant; sustainability; 

Van Ne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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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43
Thermo-Environ-Economic Model 분석을 통한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 통합시스템 모델링 및  

Plant-wide 설계 최적화  

이승철,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최근 하수처리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하수처리장 내 혐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시스템

과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통합

하고 이를 열경제학적 및 열환경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하수처리

장 열병합발전 통합시스템의 설계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수

처리장 열병합발전 통합시스템에서 구성요소들의 효율 및 열교

환기의 온도차이, 컴프레서와 가스터빈의 압력비 등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 통합시스템 설계인자의 열역학적 모델링을 수행하

고 각 설계인자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경제성 및 환경적 영향

을 엑서지 기반의 열경제학적 및 열환경적 분석방법을 통해 도

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중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을 통해 통합시

스템의 총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설계인자를 도출하

였다. 최적화된 하수처리장 열병합 통합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열 수요량과 전력수요량의 60%를 수용하였고 동시

에 열경제학적 비용을 16.9%, 열환경적 영향을 5.3% 감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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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44
Relative Humidity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Floating 

Liquefaction Natural gas Cycle  

Muhammad Abdul Qyyum, Hussain Arif, Wahid Ali,  

Alam Nawaz, 이문용† 

영남대학교 

(mynlee@ynu.ac.kr†) 

This study presents the optimal design and operational 

parameters for a single mixed refrigerant (SMR) liquefaction 

process at an offshore site under varying relative humidity (RH). It 

was found that RH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liquefaction 

cycle by effecting the air coolers and other compression units. 

This open the door for the researcher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the RH and liquefaction cycle performance. 

A SMR process for the natural gas liquefaction was simulated in 

Aspen. Then a simulated annealing (SA) optimization algorithm 

was used for getting the optimal operational parameters affecting 

the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 about 

taking the advantage of low or high relative humidity for process 

engineers associated with FLNG liquefaction pla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as Plant R&D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was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P공정금-45
Design of Pre-reactor Distillation Column with external 

side reactor for ethyl benzene synthesis 

Hussain Arif, Muhammad Abdul Qyyum, 이문용†
 

영남대학교 

(mynlee@ynu.ac.kr†) 

A new configuration based on pre-reactor coupled to distillation 

column with external side reactors is proposed for both selectivity 

and energy intensification of multiple reaction systems. Simulation 

of ethyl benzene process based on available reaction kinetic data 

was carried out in Aspen Plus. Compared to the base case, the 

results show that this configuration can save up to 25% in terms 

of reboiler duty and improved selectivity towards desired produc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This study was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P공정금-46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저온 질소 공정 모델링 및  

최적화  

장문기, 김미애, 손현수, 모용기1, 정종태1, 김진국†
 

한양대학교; 1한국가스공사 

  

천연 가스에 함유된 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아 LNG 플랜트의 

액화 효율을 감소시키고, 연소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천

연가스로부터 일정 비율을 제거 해야 한다. 한편, 비 전통 천연

가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 함량의 질소를 동반한 가스 생

산 및 처리 플랜트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천연가스에서 질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다양한 플랜트 기

술이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증류탑을 이용한 질소 분리 저온 공정에 대하여 상용

모사기인 UniSim Design®을 이용하여 모델링 및 전산모사를 진

행하였다. 공정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설계 변수를 도출 하고 

저온 공정에서 압축 일을 최소화 하는 조건을 찾기 위하여 공정 

모사기와 MATLAB®의 연계를 통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동일한 Feed 조건에서 단일 분리탑 기

반 공정과 다단 분리탑 공정을 에너지 비용 관점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질소 분리 공정의 분리 성능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사 :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엔지니어링개발연

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 N000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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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47
Feasibility Study of Hybrid System integrating Wind 

Powers and Fuel Cells  

이동현, 이인범, 류준형1,†
 

포항공과대학교; 1동국대학교 

(jhryu@dongguk.ac.kr†) 

Hydrogen has been used for many applications. Another 

promising one is a storage of excess energy from energy 

sources, mainly renewable sources. The stored hydrogen can be 

used again later instead of electricity in the event of short supply. 

Such flexible hydrogen th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thcoming economic environments in which multiple energy 

sources should be used for stability purposes. Multiple sources 

can be organized into a hybrid system to have a synchronized 

effe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hybrid system. This paper is specifically 

concerned with a hybrid system consisting of a wind turbine, an 

electrolyzer, hydrogen storage, and a fuel cell. Excess energy 

produced by the wind turbine is transformed into hydrogen by 

electrolyzer and stored. The hydrogen may thus be used directly 

as a fuel or converted back to electricity by a fuel cell later. 

Therefore, the redundant wind power that could be curtained can 

be stored and used again.  

P공정금-48
Oil FPSO 상부 공정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반 운전 조

건 최적화  

조용헌, 이홍민, 황성원†
 

인하대학교 

(sungwon.hwang@inha.ac.kr†) 

최근 겪고 있는 저유가 시대에서는 해양플랜트 설계의 정확성 

및 효율의 향상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OIL FPSO에서 Oil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최종제품의 사양을 

만족하면서 경제성이 높은 최적화된 process를 설계하고자 한

다. Well로부터 생산된 피드는 상부공정에서 separator, 

compressor를 거쳐 gas, oil, water의 3개의 stream으로 분리된

다. separator의 압력, compressor scrubber의 온도 등을 variable

로 정하였고 oil과 gas의 가격, compressor power 등을 고려한 

공정의 profit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했다. 또한 

recycle이 포함 유무에 따라 case study를 진행하여 configuration

에 따른 profit의 변화를 비교하여 최적의 configuration을 구하였

다. 상용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phase 

separator, gas compressing unit, recycle scheme, dehydration을 

포함한 process flowsheet을 완성하고 Matlab과 연결한 후 최적

화 tool을 이용하여 상부공정의 최적의 운전조건을 구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공정 설계 검증을 위

해 설계 데이터 상호 응답이 가능한 해저-해상 통합 기본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과제번호: 10060099).  

P공정금-49
Optimization and Evaluation of Dual Mixed Refrigerant 

Process using Knowledge Inspired algorithmic 
approach  

김서은, 팜녹트람, Alam Nawaz, Wahid Ali, 김종환, 이문용†
 

영남대학교 

(mynlee@ynu.ac.kr†) 

본 연구에서는, LNG-FPSO에 대한 천연 가스 액화 공정을 설계 

및 최적화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적절한 운전 조건을 

모색하였다. 천연 가스 액화 공정은 Dual Mixed Refrigerant

(DMR) 공정을 모사하였다. 설계 운전조건의 수학적 최적화는 

각 냉매 성분의 열교환기 내부 composite curve 에 미치는 정성

적 및 정량적 영향성을 최적해 탐색에 반영하는 Knowledge 

Inspired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수 종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에 사용되는 최적화 변수로는 액화 사이클에 

관련된 혼합냉매 각 성분의 유량과 공정 주요지점에서의 압력 

및 온도를 설정하였고 cryogenic 열 교환기에서의 최소 접근 온

도차와 압축기로 들어가는 흐름의 이슬점 한도를 제약조건으로 

두어 단위 천연가스 액화량 당 소요 압축기 동력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되는 최적 공정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as Plant R&D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was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P공정금-50
Modification on SAGD CPF via Energy Integration  

ZHANG YUHANG, 강춘형†
 

전남대학교 

(chkang@jnu.ac.kr†) 

Process Integration (PI) is widespread used in various industries 

to help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increase profitability. Pinch 

analysis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PI approach which 

emerged in the last 20 years and has been developing so far. 

This paper explored modifications of heat exchanger networks in 

the SAGD oil sands extraction central process facilities by using 

pinch analysis. The retrofit resulted in 14.07% utilities saving. This 

corresponds to investment reduction of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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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51
Novel process for CO2 capture process using 

simulated moving bed 

정원호, 이광순1,†
 

서강대학교; 1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공정제어 연구실 

(kslee@sogang.ac.kr†)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CO2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으

로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Carbon Capture &Storage, CCS)에 대한 

공정이 주목받고 있고 solid sorbent를 이용한 건식 공정이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xed bed를 이용한 새로운 CCS 공정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 처리량 등의 변수를 구해냄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fixed bed는 기존에 많이 사용

되는 fluidized bed에 비해 현열 교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다. 이를 위해 흡착탑 내에 열교환기 형식으로 cooling medium

을 넣고 이것이 가열되어 탈착탑에 열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Fixed bed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과 물질전

달을 보다 잘 모사하기 위해 여러 조건에서의 실험 data와 fitting

해 필요한 parameter들을 찾아냈다. 공정의 실현가능성이나 경

제적인 측면의 분석은 기존의 moving bed, fluidized bed공정과 

비교해 나타내었다.    

P공정금-52
Optimization of Integrated Drier Gasifier for Coal 

Gasification Process  

신유나, 김정환1,†
 

울산과학기술원;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jh31@kitech.re.kr†) 

 Coal gasificati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lean coal 

technologies, converting low rank coal into syngas. Coal drying 

process is essential to remove low rank coal's high moisture for 

efficient gasification process. Two process models of the 

transport gasifier were developed which focus on different coal 

drying concepts. The first model uses external heated air as 

drying gas. The second one is Integrated-Drier(ID) gasifier case 

using recycled syngas for drying. The energy efficiency of two 

models was calculated using ASPEN PLUS simulator.  

 As a result, the concept of ID gasifier i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We also found the optimal recycled syngas ratio and 

operating condition.  

P공정금-53
Self-Heat Recuperative of Reactive Top Dividing Wall 

Column for Cumene Process 

펠리시아, 김종환1, 펭웨이1, 이문용1,†
 

영남대학교; 1영남대 

(mynlee@ynu.ac.kr†) 

This study developed an innovative configuration for cumene 

production process from an energy efficiency point of view by 

investigating the feasibility of self-heat recuperation technology to 

the process using a reactive top dividing wall column. The 

optimization was done for the structure of the reactive top 

dividing wall column so that lower energy requirement could be 

obtained. Later on heat-integrated arrangement was proposed 

and a side-reboiler was placed on the reactive distillation column 

part. The innovative configuration provided preferable conditions 

for the self-heat recuperation by avoiding the remixing effect and 

reducing the energy requirement.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novative configuration could save up 30% of the overall energy 

requirement,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equ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This study was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P공정금-54
발전소 부분 부하 운전을 고려한 아민 기만 CO2 습식 포

집 공정 모델링 및 최적화  

오세영, 김진국†
 

한양대학교 

(jinkukkim@hanyang.ac.kr†) 

공정산업에서는 화석연료를 활용한(석탄 및 천연가스) 복합화
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상당한 양의 CO2를 감소시키기 위해 

CCS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발전소의 운전 부하는 전력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CO2 포집시스템 운전성능 및 CCS 전체 효율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발전소의 부분 부하 운전에 
따른 CO2 습식포집공정의 주요 설계요소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상용 시뮬레이터 UniSim Design®을 이용하여 MEA 기반 
CO2 습식포집공정 모델링 및 전산 모사를 실시하고, 문헌에 제

시된 석탄 및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모델로부터 운전 부하가 변
화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량과 조성을 적용하였다. CO2 

습식포집공정 모델의 흡수제 유량, 로딩 값, CO2 제거량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공정 효

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간에 따

른 여러 가지 조업 조건에 대한 에너지비용을 비교 분석함으로

써 최적의 운전방안 및 운전조건을 제시하고, 포집공정의 구조

개선 방안을 토대로 초구조(superstructure)기반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부분 부하 운전을 고려한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수행

하였다. 사사: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으로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M1A8A1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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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55
실더형태 변화와 자기장을 이용해 단결정 실리콘잉곳 
내 산소농도를 컨트롤하는 쵸크랄스키(CZ) 공정 설계  

조민제, 정재학†, 노지원, 정현준, 이유리
 

영남대학교 

(jhjung@ynu.ac.kr†) 

현재 단결정 실리콘 잉곳 태양 전지는 높은 효율을 유지하고 생

산 원가 절감에 성공하는 등 이러한 여러 특성들로 여전히 태양

광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고효율 모듈을 생산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되는 웨이퍼들이 고품질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기 때문이다.     

그중 쵸크랄스키(CZ) 공정 내의 단결정 잉곳의 품질은 공정 중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산소농도의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곧 여

러 방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품질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운데 특히 산소의 농도는 

CZ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불순물이다. 예로써 산소 농도가 

18ppm이상이 되면 태양전지용 웨이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

다. 그러므로 이 결정화 도중 산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면의 안정성, 열효율 증대, 도가니의 형태 변화, 회전주기 등

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상 도가니 형태를 변화하여 

온도구배와 산소농도를 추적하였고, 나아가 자기장을 이용하여 

결정화 반응 계면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이론을 활용해 실제 시

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P공정금-56
Process design for cellulosic ethano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홍지민, Le Cao Nhien, Nguyen Van Duc Long, Le Quang 

Minh, Pham Ngoc Tram, 이문용† 

영남대학교 

  

Biofuels are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to fossil fuels and 

overcoming global warming, which is one of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recent year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biorefinery design for cellulosic ethano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For the preconcentration section, heat 

pump assisted distillation and double–effect heat integration were 

evaluated, while a combination of heat–integrated technique and 

intensified technique, extractive dividing wall column (EDWC), 

was applied to enhance the process energy and cost efficiency 

for the purification section. A biosolvent, glycerol, which can be 

produced from biodiesel production, was used as the extracting 

solvent in an EDWC to obtain a high degree of integration in a 

biorefinery contex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grant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CAP-11-04-KIST)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5621). 

P공정금-57
A study of optimum growth rate on Continuous 

Czochralski process 

이유리, 정재학†, 노지원, 정현준, 조민제
 

영남대학교 

(jhjung@ynu.ac.kr†) 

Recently, photovoltaic industry needs a new design of 

Czochralski(Cz) process for higher productivity with reasonable 

energy consumption as well as solar cell’s efficiency. If the 

process uses the large size reactor for increasing productivity, it is 

possible to produce a 12-inch, rather than the 8-inch in recent 

Si-ingot industry which produces the ingot for solar cell.  

Also the Continuous Czochralski(CCz) process method can 

maximiz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We also can achieve 

maximum productivity with minimum consumption of electricity 

energy. So, we simulated the CCz process with 12-inch ingot 

process condition.  

We have found optimal growth rate, for measuring productivity by 

comparing each growth rate the interface shape, von-mises 

stress, Gn(temperature gradient in the direction of vertical), power 

consump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in the real solar cell industry.  

P공정금-58
CO2-injected ECBM 자원화를 위한 CH4/CO2  

혼합 가스 분리 PSA 공정 모사 최적화  

이민지, 김지용†
 

인천대학교 

(jykim77@inu.ac.kr†) 

비전통 가스 인 Coalbed Methane(CBM)의 주성분은 CH4와 CO2

로써, 자원화를 위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CO2 분리 공정의 필요

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분리 기술 중 압력변동흡착

(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공정은 주기적 압력 변화를 통

하여 CH4/CO2 혼합흐름 중 CO2 분리를 비교적 높은 에너지 효

율로써 분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injected ECBM의 채집가스인 Raw CBM 

gas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CH4 가스를 생산하는 PSA 공정 설계 

및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zeolite 13X, zeolite 5A 및 

Carbon Molecular Sieve (CMS)등 CH4/CO2 분리에 적합한 흡착

제의 분리 성능 모델링을 바탕으로 다단계 (Multistage) 분리 공

정의 분리 효율을 분석한다. 또한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등 공정 

모사 결과를 이용하여 상용급 CO2-injected ECBM에 적합한 분

리 공정에 관하여 기술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Feed gas 

유량 및 성분비의 변화 등 다양한 현장 시나리오 설정을 통하여 

CO2-injected ECBM 기반 천연가스 수급 전략에 관하여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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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59
생애주기를 고려한 CO2-ECBM 공정 개발 및  

의사결정 모델 개발: 기술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조설희, 김지용†
 

인천대학교 

(jykim77@inu.ac.kr†) 

CO2-Enhanced Coalbed Methane (CO2-ECBM) 공정은 이산화

탄소를 석탄층에 주입하여 석탄층 내 메탄가스 생산 효율을 증
대시키는 공정으로써, 메탄가스 회수율의 증대 및 CO2 격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CO2-ECBM 공정의 

사용화는 비단 분자 단위의 유체거동에 관한 관찰, 첨단 설비 개
발 등의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경영적 관점에서의 CO2-ECBM

과 관련된 모든 생애주기를 고려한 의사결정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2-ECBM 기반의 메탄가스 공급 시스템의 상

위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및 주입), 본 주기 (Raw 

CBM gas 추출 및 분리) 및 종단 주기 (메탄가스 운송 및 시장 판

매) 등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설계된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한다. 상기 개발된 CO2-ECBM 기

반의 메탄가스 공급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모델의 효용
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GIS 기반 상용급 CO2-ECBM 플랜트에 

운영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P공정금-60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coalbed methane 
separation systems under different site and market 

scenarios 

김성훈, 김지용†
 

인천대학교 

(jykim@inu.ac.kr†) 

대표적 비전통 에너지원인 Coalbed methane (CBM)의 효과적 

자원화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전략중 하나이다.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CBM 채집 공정인 CO2-injected ECBM 

기술은 자원의 확보는 물론 환경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

술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injected ECBM의 채산가스 (CH4/CO2 혼합흐름)의 효과적인 분

리 및 정제를 위한 습식 흡수법 CO2 분리 공정을 개발한다. 석

탄화력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포집에 주로 사용된 1차 

아민 MEA를 이용하여 채산가스를 일반 LNG 가스 수준의 제품 

사양 (CH4 purity 99%)으로의 분리정제를 목표로 한다. 특히 시

간에 따라 채산가스의 조성이 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

성의 채산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분리 비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술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천연가스 판매 시장에서

의 공급 및 판매 전략에 관한 사업의사결정 (Business decision 

model)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채산가스 분리 공정의 

설계 및 운영 전략을 실제 CO2-injected ECBM 에 적용함으로서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P공정금-61
Steady-state optimization of a solid oxide fuel cell 

based auxiliary power unit system for heavy-duty truck 

김대욱, 최수항1, 이재형1,†
 

한국과학기술원; 1카이스트 

  

Fuel-cell-based auxiliary power unit (APU) system for the heavy-

duty truck is considered as a promising technology that can 

replace idling. By using this, we can not only reduce the 

exhaustion of the green-house gases but also increase the fuel 

efficiency. Among several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fuel cell 

and pre-fuel processor, solid oxide fuel cell (SOFC) and diesel-

based auto-thermal reformer (ATR) have been proposed by 

several researchers for the APU application.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overall APU system model including balance of 

plants (BOP) as well as SOFC and ATR. Especially, SOFC unit 

model was considered as distributed parameter model to 

observ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cell. And then, sensitivity 

analysis on several operating conditions was studied, and finally, 

steady-state optimization of overall system was carried out 

through the constructed model. 

P공정금-62
이상 상황에서의 동적모사를 활용한  

리보일러 유입 흐름 변화 예측  

이동우, 김창수,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플레어 시스템은 화학공장 가동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현재까지의 플레어 시스템은 

주로 미국석유협회(API)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

으나, 이는 많은 보수적인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 이상으

로 크게 설계되어 CAPEX가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

라 동적모사를 통해 정확한 플레어 배출량 예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Reboiler를 사용하는 증류탑을 동적 모사

하여, 이상 상황에서의 리보일러로 유입되는 흐름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Reboiler Pinch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플레어 배출량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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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63
SVRC-QSPR model for prediction of liquid viscosity  

이성민, 전영재, 김 진,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Viscosity is an important transport property used in engineering 

design for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 of fluids. Although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Viscosity of liquid remains option, It 

requires significant time and cost investment.  

Current liquid viscosity models, which utilize traditional physical 

properties as inputs, are limited by their narrow range of 

applicability and/or by poor suitability for generalization. Further, 

recent quantitative structure-property relations (QSPR)  model 

data over the entire saturation range provides only semi-

quantitative predictions. have very narrow prediction range.  

In this work,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QSPR 

models, an approach that involves the use of QSPR 

methodology to generalize the model parameters of the 

developed Scaled variable reduced coordinate model was 

proposed. By Using SVRC model, We can do precise prediction 

of liquid viscosity. The Scaled-Variable-Reduced-Coordinate 

(SVRC) framework was used to correlate the available data for 

the saturation properties under consideration. Quantitative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QSPR) was used to generalize 

the SVRC model parameters.  

P공정금-64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a coalbed methane 

(CBM) gas separation system using a multistage 
membrane technology 

김민수, 김지용†
 

인천대학교 

(jykim77@incheon.ac.k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optimal configuration 

for the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system for CO2 

separation from a raw coalbed methane (CBM) gas. To achieve 

this goal, we developed an optimization model to design 

multistage membrane separation systems by minimizing the total 

process cost, which includes capital costs as well as operating 

costs, under specified technical constraints such as purity and 

recovery rate. The proposed model is formulated using nonlinear 

programming (NLP) technique and implemented in GAMS 

environment with Baron Solver. Using the proposed model, we 

determined the optimal process configuration, including specific 

membrane area and the required separation stages to meet 

design specifications, and optimal operation strategies such as 

utility consumption operating pressure and temperature. We also 

analyzed major cost drivers of the underlying systems, which 

have an effect to system configuration and economics. 

P공정금-65
LNG 가스화 공정과 극저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통합 설계 및 분석  

박진우, 이인규, 문 일†
 

연세대학교 

(jinkel7@yonsei.ac.kr†) 

장거리 수송 시 극저온 상태로 운반되는 LNG를 산업적으로 사

용 가능한 천연가스로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LNG 가스화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LNG의 냉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공

정이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전력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

를 생산하는 기존 LNG 가스화 공정에 극저온 에너지 저장 시스

템을 통합하여 전력 수요에 따라 전기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본 설계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에는 생산되는 전기를 극저온 상태의 공기에 저장하며, 전력 수

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에는 저장된 전기를 방출하는 시스템

이다. 또한, 전기를 방출할 때의 냉열을 재활용하여 시스템의 효

율을 더욱 높였다. 그 결과, 기존 전력 저장 시스템이 약 70%의 

에너지 저장 효율을 갖는 것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EU-FP 프로그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P공정금-66
LNG-FPSO를 위한 분리막 & 흡수 하이브리드  

산성가스 제거공정 설계 연구  

조하빈, 김진국1,†, 이성훈, 윤석원, 민광준2
 

한양대학교; 1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2GS건설 

(jinkukkim@hanyanga.ckr†) 

해상플랜트인 LNG-FPSO의 경우 후단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산성가스들을 매우 낮은 농도까지 제거해주어야

만 한다. 이들은 분리막(membrane) 등 여러기술을 통해 제거 가

능하지만 주로 아민 흡수제를 통해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분리막을 활용하여 산성가스를 제거할 경우 기존 아민 흡수공정

에 비해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농도 조건을 맞추

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서로의 장점을 위해 아민 흡수

공정 앞 부분에 분리막 공정을 활용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리막 공정은 분리막을 운전하는 압력과 함께 분리

막 배치가 주요 설계요소로써, 이 경우 초구조(superstructure)를 

활용한 최적화를 진행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아민 흡수공정도 재생탑 중간에서 도출되는 흡수제 등

을 활용한 다양한 공정구조들이 공정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어서 초구조 최적화가 필요하다. 초구조 부분은 

상용공정모사기(AspenHYSYS® 등) 단독으로 최적화하기에 힘

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전용 프로그램(MATLAB® global 

optimization toolbox)을 활용하여 LNG-FPSO용 하이브리드 산

성가스 제거공정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LNG 플랜트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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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67
Optimal Design and Modelling of Chemical Processes 

Using Evolutionary Algorithms  

김창수, 김경수,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Over the long years of chemical process design research,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develop mathematical methods that 

could provide the designer with the optimal process configuration 

of a proces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variou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been in use, such as process design 

using hierarchical design procedures, and super-structure 

formation and optimization of chemical processes.   

  Although these methods have proven to be successful in 

certain processes, they retain their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uncertainty of the global optimum, and requiring a priori 

knowledge of the process. Thus, for determining optimal 

configurations of novel process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a different approach is essential.  

  In this study, a novel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the 

configuration of a process is developed. Using the memetic 

genetic algorithm(also known as hybrid GA), different 

configurations of a proces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optimized. Constraints regarding unit operations and 

thermodynamics are given to define only feasible processes. The 

developed method was applied to a sample process to test out 

its usefulness.  

P공정금-68
에너지 절약형 원유 상압정제 공정  

김만철, 김병철1, 김영한†
 

동아대학교; 1경남정보대 

  

An energy-efficient crude distillation unit (CDU) was proposed, 

and its performance was examin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CDU. The problem of large energy demand associated with the 

single column operation of the conventional CDU was solved 

with the two-column operation in the proposed CDU. The two-

column operation eliminates feed tray mixing to raise the 

thermodynamic efficiency of the CDU.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system indicate that the 

proposed unit saves 35% of heating duty over the conventional 

unit, and reduces the cooling duty by 23%. The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a 22% decrease of investment cost and a 

51% reduction of utility cost are yielded from the proposed unit. 

The thermodynamic efficiency increases by 0.7% point over the 

conventional unit. Though the two-column CDU is not built as a 

single column DWC for easy construction, vapor flows between 

two columns are readily available by adjusting the difference of 

column operating pressure and the two-column operation leaves 

no difficulty in field application. 

  

P공정금-69
Combined Cycle Power Plant 효율 개선을 위한  

배열회수장치(HRSG) 구조에 대한 연구  

박용하, 주영산, 오현택, 이창하†
 

연세대학교 

(leech@yonsei.ac.kr†) 

지구온난화 및 온실효과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 메탄등 온실

가스 배출감소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산업분야 중 온실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효율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의 대표적인 구성 파트인 복합사

이클 발전 플랜트(CCPP, Combined Cycle Power Plant)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복합사이클 발전 플랜트는 가스

터빈과 가스터빈 후단에서의 열을 이용해 배열회수장치(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를 통해 고온 고압의 스팀을 만

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스팀터빈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Aspen Plus를 이용하여 복합사이클 발전 플랜트 모사

를 진행하였다. 특히 많은 열역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배열회수

장치에 대하여 구조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모사를 진행하

여 보았다. 스팀터빈에 사용되는 스팀에 대한 압력, 온도 등의 

운전조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가정하였으며 논

문 및 외부 보고서와의 비교를 통한 신뢰도 확보도 진행 되었다. 

배열회수장치 구조에 따른 평가를 위해 복합사이클 발전 플랜트

에 대한 열역학적 효율 평가 및 스팀 사용량을 통해 제시된 배열

회수장치 구성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P공정금-70
CO2포집을 위한 분리막 시스템의 CFD 모델링 및  

모사  

정우영, Vo Dat Nguyen, 이건희, 오 민†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minoh@hanbat.ac.kr†) 

현대 산업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가스의 물질 중 하나인 
CO2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

이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CO2를 배출

가스로부터 포집하기 위한 분리막 시스템의 모델링 및 모사를 

실시하였다. 분리막 시스템의 모사에는 기체상의 유동을 해석하

기 위해 CFD가 사용되었다. CFD 해석을 위해 분리막 시스템을 

3차원의 원통형 permeate body와 다수의 원통형 retentate body

로 설계하였다. CFD에서 기체상의 유동은 3차원으로 구성된 분

리막 시스템에서 mass, energy, momentum의 conservation 
equation을 기반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분리막에서 CO2 포집에 

따른 거동은 NETL과 같은 자료들의 kinetics를 참조하였고, 이를 

UDF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시스템의 해석은 counter-

current flow의 유동흐름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적 모사를 통해 시
간에 따른 유동장, 농도장 및 CO2의 회수율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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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71
Couette-Taylor reactor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sis using 2-D CFD 

김석현, 양대륙†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Taylor vortex is a phenomenon that generated by the gap 

between concentric two rotating cylinders. Two cylinders have 

high difference in angular velocity as inner cylinder rotates, and 

outer one is fixed. Couette-Taylor reactor is made up concentric 

two cylinders, inner and outer. This study focuses advantage of 

particle transfer and mixing effect of taylor vortex. Particles are 

crystallized under pretty good mixing effect. This mixing 

advantage makes Couette-Taylor reactor can be used to obtain 

high purity and uniform sized material. Furthermore, vertical foam 

of Couette-Taylor reactor is affected by gravity, so enough sized 

up crystallized materials goes down bottom of reactor. It Using 

2-D CFD simulation, the results present what is proper condition 

and appropriate parameters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P공정금-72
A study of CO2 capturing process using aqueous NH3 

solutions using  NRTL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al VLE data 

서승원, 이범석†
 

경희대학교 

(bslee@khu.ac.kr†) 

It is the better option to use ammonia-based solvent for 

capturing carbon dioxide from flue gas due to the potential low 

heat requirement during the carbon dioxide desorption than 

monoethanolamine(MEA) based process. The performance of 

the carbon dioxide capture process using aqueous ammonia is 

analyzed by process simulation with NRTL(Non-Random Two 

Liquid) thermodynamic model using the binary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thermodynamic experimental data. For 

verifying NRTL parameters, the VLE (vapor liquid equilibrium) data 

calculated from these parameters i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VLE data(Ulrich Goppert and Gerd Maurer, 198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 process simulation of a CO2 

capturing process with aqueous ammonia using NRTL 

thermodynamic model and comparison with using e-NRTL 

model. The result shows NRTL model is easier to complete the 

simulation of the process because it doesn’t need to consider 

chemical reaction.  

P공정금-73
Sensitivity analysis of parameters used in 1D dynamic 

PEMFC modeling  

이재서, 이동현, 이인범†
 

포항공과대학교 

(iblee@postech.ac.kr†) 

Proton Exchanger Membrane Fuel Cells (PEMFC) are 

electrochemical devices, which convert oxygen and hydrogen to 

electric energy. PEMFCs do not emit pollutants like greenhouse 

gas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power station such as 

thermoelectric power plant. In this study, a simple 1-D dynamic 

PEMFC model is developed by gPROMs of PSE. For the 

accuracy of simula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values of 

parameters. Since the PEMFC performance is strongly affected 

by modeling parameters, sensitive analysis to find relation 

between modeling parameters and results is conducted. Average 

current density is one of the parameters, which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PEMFC. Other parameters to 

consider are charge transfer coefficient and electric conductivity 

of membrane. These parameters are used to calculate voltage 

loss of PEMFC. This study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parameters on PEMFC performance.  

P공정금-74
합성가스를 원료로 초산을 제조하는 공정 연구  

전형철, 양정인, 한명완†
 

충남대학교 

(mwhan@cnu.ac.kr†) 

초산은 초산비닐, 초산 에스테르 등 정밀화학제품의 원료에서부

터 TPA 용제, 염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대부분의 기존 초산공정은 Methanol(MeOH)의 

Carbonylation을 통해 초산을 생성하는 반면에, 영국 BP 사에서 
최근 개발한 SaaBre 공정은 합성가스(CO, H2)로부터 초산을 생

산한다. 이 공정은 합성가스를 바로 활용하기 때문에 Carbon 

Monoxide(CO)를 분리∙정제할 필요가 없고 합성가스로부터 

MeOH를 합성하기 때문에 MeOH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원료비와 운전 비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공정은 세 단계의 반응이 서로 영향

을 미치는 복잡한 통합 공정이다. 이 단계들은 Dimethyl Ether

(DME)와 합성가스를 반응시켜 Methyl Acetate (MeOAc)를 생성

하는 반응, 합성가스로부터 MeOH을 합성하는 반응, 복합 반응
으로써 MeOH로부터 DME와 H2O를 생성하는 탈수(dehydration) 

반응, MeOAc와 H2O가 반응하여 MeOH과 Acetic Acid(AcOH)를 

생성하는 가수분해(hydrolysis)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

은 기본 구조를 가지는 공정에 대하여 공정 대안들을 검토하였

고 공정 모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계의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였고 이들 변수들이 공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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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75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Methanol Production 

from Steel-work Off-gases  

이정근, 변재원1, 이인범, 한지훈1,†
 

포항공과대학교; 1전북대학교 

(jhhan@jbnu.ac.kr†) 

Export gases from iron-making processes are typically used as 

an energy source for heat and power generation with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This study deals with the simulation of 

methanol production from off-gases with the application of 

simulator Aspen plus, followed by techno-economical 

evaluation. To minimize required utility usage, heat exchanger 

network is designed and showed the result that total usable heat 

generated is enough to be supplied to the process 

autonomously. Utility requirement and excess electricity result 

from heat integration network analysis is also considered in 

techno-economic evaluation. Net present value(NPV) is 

calculated by the sum of NPV of gross profit, total product cost

(TPC), tax, and capital depreciation based on cash flow analysis. 

And finally suggest a minimum selling price(MSP) of methanol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P공정금-76
CFD 모사를 이용한 SMB의 내부 장치인 fluid distributor

의 유체 거동 및 혼합 현상 규명  

김태종, 조형태, 박찬호, 위홍은, 김민준, 문 일, 김명준†
 

연세대학교 

(madgic0119@yonsei.ac.kr†) 

SMB(Simulated Moving Bed) 공정은 연속 공정이면서도 고순도

의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 효율이 뛰어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명공학, 식품 등 

전반적인 정밀화학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리 공정이다. 

산업에서 사용되는 SMB는 직경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각 흡

착탑 상단에 fluid distributor를 설치하여 inlet fluid와 continuous 

fluid를 혼합하고 Plug flow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체를 고르게 분

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직경 4.12m 높이 1.14m의 흡착

탑을 가정하고, fluid distributor 내부 mixing box 형태 및 internal 

gap 길이를 각각 세 가지로 변화시켜가며 유체의 거동을 모사하

였다. 모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여 fluid 

distributor 내 장치들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geometry 상 

적절한 유체의 혼합과 분배를 위한 최적의 internal gap 길이를 

확인하였다.  

P공정금-77
CO2 건식개질공정의 부산물을 활용한 CO 추가 생성 공

정 연구  

이종원1,2, 한명완2,†, 김범식1
 

1한국화학연구원; 2충남대학교 

(mwhan@cnu.ac.kr†) 

 이산화탄소(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중에서

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O2를 포집하여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

조하는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O2를 더욱 부

가가치가 높은 물질로 만들기 위해 현재 CO2의 전환 대상 물질

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메탄(Metha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초산(Acetic acid), 개미산(Formic acid)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CO는 그 자체로 뿐 아니라 DMC(Dimethyl 

Carbonate), 고분자화합물, 연료 등 다양한 물질로의 전환에 있
어 중간물질로의 활용도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에 CO2의 CO전

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O2 건식개질공정 (Carbon 

dioxide Dry Reforming, CDR)은 생성물로 나오는 합성가스의 
CO/H2 몰 비가 1로 습식개질공정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유리하

다. CDR 공정은 CO/H2의 비가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부생성

물로 생성되는 H2의 양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CO의 생산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CDR 공정의 부생성물인 H2를 역수

성가스화 반응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CO를 생성하는 공정을 
도입하였다. 도입된 추가  CO  생성 공정을 포함한 CO2에서 CO

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통합공정을 제안하였고, Aspen 공정 모

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정성능을 검토하였다.   

P공정금-78
Online monitoring system for MEA-CO2 solution using 

FT-IR 

윤요성, 이재형1,†
 

KAIST; 1KAIST,생명화학공학과 

(jayhlee@kaist.ac.kr†) 

MEA aqueous solution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CO2 capture 

process where MEA reacts with CO2 and water, producing ionic 

components. In long-term operation of the process, some 

problems can be caused such as degradation of the solvent and 

corrosion of the equipment that give the process unstable. Thus, 

development of online monitoring method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by introducing processes of make-up or/and 

reclaimer. Recent advances of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technique enable the MEA aqueous solution to be 
quantitatively analyzed. In this work, MEA concentration and CO2 

loading amount in the solution are determined using the FT-IR 

spectroscopy. Standard solutions for calibration method are 

prepared, varying MEA concentrations from 10 to 50 wt% and 
CO2 loading amounts from 0.1 to 0.5 moles of CO2 per mole of 

MEA at a fixed temperature.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method is employed to establish the quantitativ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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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79
Extremum Seeking Control(ESC)를 이용한 물과 노말 프

로필 알코올 공비혼합물의 온도 제어  

박경민, 안광노, 이지태†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jtlee@knu.ac.kr†) 

물(끓는점 :100°C)과 노말 프로필 알코올(끓는점 : 97°C)은 일반 

증류로는 분리가 어려운 공비혼합물을 형성하고 끓는점 도표

(boiling-point diagram)에서 극소 끓는점(약 87.6°C)을 갖는 

Positive Azeotrope형태를 띈다. 물과 노말 프로필 알코올의 공비

혼합물은 각 성분의 조성비에 따라 다른 끓는점을 가지는데 이 

때의 온도변화는 입력다중성 형태를 띈다. 입력다중성 문제는 

일반적인 PID 제어기로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Extremum Seeking control(ESC)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의 PID 게인 파라미터 값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

로 파악하고 이를 제어기에 반영시켜 주게 하였다. 수정된 PID 

제어기로 입력다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말 프로필 알코올과 물 

혼합물에서 원하는 온도값을 유지하는 제어 실험에서 원하는 온

도값을 얻을 수 있었다.  

P공정금-80
A Study on Control System for the Oxidative Steam 

Reforming of Methanol 

안광노, 박경민, 이지태†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jtlee@knu.ac.kr†) 

Th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fuel cells have an 

advantage in that they are light-weight and can operate in low 

temperatures. The hydrogen required for the PEM fuel cells can 

be produced from liquid organics through reforming processes. 

Among them, Methanol offers several advantages in that 

methanol is easy to obtain and the methanol reforming reaction 

can take place at low temperatures. The Oxidative Steam 

Reforming of Methanol (OSRM) contains O2 as a reactant, unlike 

The Steam Reforming of Methanol (SRM). The OSRM is highly 

exothermic and CO byproduct formation is high. Due to the 

exothermicity of the OSRM, less external heating of a reactor and 

less operating time are required, but, CO form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fuel cells; therefore 

controlling the O2 entering the process properly is necessar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dynamic behaviors of the process in 

relation to oxygen levels. As a result, the multi-steady state 

phenomenon with hysteresis was observed.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I have designed an OSRM Control System to gain 

the desired reaction temperature and conversion rates by 

manipulating the amount of O2. 

P공정금-81
Real-time Multivariate Model Predictive Control of 

Plasma Etch Process  

박담대, 구준모, 하대근, 유상원, 노현준,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Plasma etch process is the most critical step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ince it determines a line width which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devices. It has been 

controlled almost exclusively in open loop mode using recipe, 

which are expressed in terms of RF power, chamber pressure, 

gas flow rates, and so on. However, even identical chambers 

under the same recipe may produce different results due to real-

time disturbances like wall seasoning and actuator drift. Chamber 

matching, which has been used as a temporary expedient, 

entails iterative costly run-to-run analysis of metrics such as etch 

depth, anisotropy, uniformity, and selectivity. Furthermore, the 

problem occurred in real-time still remains unsolved. To solve 

this problem, we found key plasma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in real-time by non-intrusive sensor and express them 

in terms of the recipe. Finally, real-time multivariate model 

predictive control of electron density and electron temperature 

using RF power and chamber pressure has been implemented 
on a capacitively coupled Ar/SF6 plasma.  

P공정금-82
Optimization of N2 Expander Using Coggin’s & MCD 

Algorithm  

Alam Nawaz, Mohd Shariq Khan1, 팜녹트람, 알리 와이드, 
 

무하마드 압둘 가윰, 하이더 주나이드, 이문용† 

영남대학교; 1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ynlee@ynu.ac.kr†) 

As technology of computation is changing it helps to solves the 

complex model very fast and also the new algorithm for the 

optimization are available hence there is always possibility to 

improve the optimizes cases. Modified Coordinate Decent (MCD) 

and Coggin’s are presented in the ODDISAY system to process 

optimization problems. These algorithms are coded in Visual 

Basic and exploited for optimization of two process design 

problems developed in the Aspen HysysTM simulator. Coggin’s 

gave better result as compared MCD algorithm. This algorithm 

converges fast, easy handling of control parameters besides the 

simple implementation. In NG refrigeration process, high 

refrigerant flow rate and high overall system pressure are the 

physical cause of intensive energy requirement in base case that 

were successfully reduced by thi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as Plant R&D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supported by Priority Research 

Centers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R1A6A103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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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83
액체소듐 정제 장치의구성 및 운용방법  

고영주, 김종만, 정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냉각재 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정제하여 일정한 순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소듐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재의 부식과 산화물 형성 등으로 열전달 성능을 저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50MWe 

급 소듐냉각고속로의 원형로(Prototypt Gen IV Sodium-cooled 

Fast Reactor)에 채택하고 있는 열교환기 중의 하나인 핀형 강제

대류 소듐=공기 열교환기(FHX, Fored-draft sodium-to-air heat 

exchanger)의 설계에 사용된 FAXSA 코드를 검증하고 성능을 시

험하기 위한 모의 열교환기 시험장치(SELFA, Sodium thermal-

hydraulic Experiment Loop for Finned-tube Sodium-to-Air heat 

exchanger)가 제작 설치되었다. SELFA에 사용할 소듐을 정제하

기 위한 장치인 계측실험루프(ISTL, Instrument Test Sodium 

Loop)를 활용하여 소듐 정제를 수행하였다. 소듐 정제를 위해 

용해도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순물에 대한 저온 침전법

인 콜드트랩(cold trap)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듐정제를 위해 활용된 계측실험루프의 구성과 

콜드트랩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P공정금-84
지멘스 공정에서 모노실란을 이용한 도가니 내의  

폴리실리콘 성장 최적화  

정현준, 정재학1,†, 이유리1, 조민제1, 노지원1
 

영남대학교; 1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jhjung@ynu.ac.kr†) 

미래의 에너지 부족 문제로 인해 여러 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

고 있다. 그 중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서 박막으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성장방

법으로 지멘스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지멘스 공법은 로드의 폴

리실리콘에 모노실란을 사용하여 보다 높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품질이 좋은 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생산단가를 줄이는 실험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지멘스 공정 반응기에서의 반응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일반적인 지멘스 공법에 증착되는 폴리

실리콘의 형상을 확인하고 모노실란의 투입량을 조절하면서 폴

리실리콘의 증착율의 변화를 예측한다. 모노실란의 질량유량을 

4개의 로드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반복하면 폴리실리

콘의 표면을 고르게 하여 제품의 품질의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  

P공정금-85
장치 비용과 수명을 고려한 SMR 공정의  

비용기반 최적화  

이인규, 문 일†
 

연세대학교 

(ilmoon@yonsei.ac.kr†) 

LNG 액화공정은 극저온에서 운전되며 에너지 집약적이다. 따라

서 LNG 액화공정의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정 설

계 및 최적화의 주요 목적이 된다. 그러나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

화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는 주요 장치 각각의 가격과 장치 수명을 고려하여 단일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LNG 액화공정인 SMR 공정의 비용 최적화

를 수행하였다. 비용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전체 비용의 최소화

로 나타내었으며, 전체 비용은 설치비용과 운전비용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 최적화를 수행하여 비용 최적

화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에너지 소모량 최적화 결과, 압축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전비용이 16.2% 감소되었으며 설

치비용은 14.0%가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용 최적화 결과 

에너지 소모량 최적화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에 따라 

운전비용의 감소량이 에너지 최적화에 비해 조금 낮은 값

인 16.0% 절감되었으나, 설치비용 절감은 28.3%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가스플랜트사업단의 연구비지

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P공정금-86
균일 실리콘 잉곳 생산을 위한 CCZ공정  

하 원료 투입량 예측 모델링 개발  

채강호, 정재학†, 정현준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jhjung@ynu.ac.kr†) 

태양광 산업은 무제한적, 친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

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

다. 현재 태양광 산업에서 사용 되는 단결정 실리콘 잉곳의 생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주로 사용 되는 방법은 

Czochralski법이다. Czochralski공정 중 CCZ공정은 입자형 폴리

실리콘 덩어리(Chunk)를 이용해 결정을 성장시킴으로써 기존의 

방법인 CZ공정 보다 높은 생산성을 구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

다. 하지만, 공정 가동 초기와 마지막의 잉곳의 멜트 내의 불순

물의 농도가 일정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는 결정 성장 시 결정의 안쪽으로 유입되어 결정의 균일도가 떨

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일성을 갖춘 태양광용 단결정 실리콘 잉

곳을 CCZ공정에서 확보하기 위해 공정 진행도에 따른 원료 물

질의 필요량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링을 통

해 기존의 원료 물질의 불순물 포함 정도를 확인하고, 공정 진행

에 따라 투입 되어야할 원료 물질의 양과 순도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태양광용 단결정 실리콘의 높은 생산성을 확

보함과 동시에 균질성을 띈 결정을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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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87
스트레스 유도된 실리콘의 박리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노지원, 정재학1,†, 이유리1, 정현준1, 조민제1
 

영남대학교; 1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jhjung@ynu.ac.kr†) 

실리콘 공급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

효율의 실리콘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

정화 및 박형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

박형 결정의 낮은 흡수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를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료 기술 융합으로 한계를 극복해

야 한다. 이 연구는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는 실리콘의 기존의 박

리과정을 바꿔 절삭손실을 줄이는 것에 주목 하고 있다.  

실리콘과 니켈의 물리적 특성, 환경조건 등 여러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실리콘의 표면에 니켈을 도금하면 실리콘의 박리가 일

어나게 된다.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등이 달라서 스트레스가 유

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박리 과정의 최적화를 시

뮬레이션 한다. 니켈이 도금된 실리콘에 레이저로 틈을 주면 스

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박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스트레스의 메

커니즘을 규명하면 레이저로 만들어진 틈의 위치나 깊이 등을 

바꾸어 스트레스를 통제하여 Electrodeposit assisted stripping 에 

의한 Si 박리 (EAS) 기술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최적화 한다면 박

리된 실리콘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 kerf-loss를 줄일 수 있다.  

P공정금-88
Cost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이수빈, 이동현, 이정근, 이호경1, 류준형2, 이인범†
 

POSTECH; 1LG화학; 2동국대학교 

(iblee@postech.ac.kr†) 

 Demand for electricity resource diversification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due to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conventional power plant. One of the promising solution is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of which the most renowned are 

photovoltaic and wind power. However, renewable energy 

resources are highly intermittent in supply, making renewable 

energy system design difficult to design. By integrating renewable 

energy system with energy storage system such as battery bank, 

one can achieve intermittent energy supply to electricity demand 

matching. Though steadily decreasing as the technology 

advances and supply increases, construction cost of the 

renewable energy system and energy storage system is still high. 

Therefore, sophisticated consider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characteristics is required to design renewable energy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economically viable.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cost and reliability of th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torage hybrid system. We used stochastic process 

analysis and Monte-Carlo method to account for renewable 

energy uncertainty, and cost-reli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ystem. 

P공정금-89
PDH공정의 Cyclic Steady State(CSS) 모사 및  

운전조건 최적화  

유병길, 문 일†
 

연세대학교 

(longs25@yonsei.ac.kr†) 

프로필렌의 생산 방법 중 프로판 탈수소화 반응은 백금, 크롬등

의 촉매를 이용하는 흡열반응으로 고온, 저압조건에서 운전된

다. 높은 온도조건에서 촉매표면에 생기는 코크는 촉매의 활성

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촉매의 재생과정은 

공정의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촉매의 재생과정과 반

응기의 형태 등에 각각의 특성을 갖고있는 다양한 PDH공정이 

상용화 되어있으며, 그 중 Catofin 공정은 다수의 fixed bed 반응

기를 이용한 순환정상상태(Cyclic Steady State)를 구현하여 운전

된다. 각각의 반응기는 촉매재생과 반응의 일정한 주기를 반복

하며 운전되며, 각 반응기별 반응 및 촉매재생 시간, 반응 온도,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공정의 효율이 변하기 때문에 각 사이클

별 시간과 반응조건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반응기를 이용하는 catofin공정을 가정하여 순환정상상태

를 구현하였으며 촉매의 활성도 감소를 고려한 다이내믹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반응시간 및 반응조건에 대

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99%순도의 프로필렌을 생산

하는 공정을 제안하였다.  

P공정금-90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nefits of SCC (spinning 

cone column) using CFD  

김신혁, 배성웅, 이재형†
 

KAIST 

  

SCC has a variety of complex structural benefits. The mechanical 

impact (rotatory force) compels the complicated fluid dynamics 

of liquid phase, and the arrangement of cones disturbs the inner 

gas flow. These geometric resistances increase the interfacial 

area of gas-liquid flow and improve the mass transfer effect 

between gas and liquid.  

 In this study, the various effects of the structural features have 

been explored using three-phas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The three-phase consisted of a liquid spray, a 

liquid film, and a gas had to be considered in CFD modeling, 

because the liquid phases should be divided into a liquid film and 

discrete liquid particles. The obvious sortation of the phases 

enabled the calculation of the slip velocity between the phases. 

Also, the calculated values allowed to predict the mass transfer 

rate between the interfaces. On the basis of these approach, with 

the increase in fluid flow rate or rotatory speed, the mass transfer 

rates in inner spray and liquid film were predicted to be risen. 

Eventually, optimal operating condition and design parameter 

should be searched, since these values influence the mass 

transfer between interfaces.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201



P공정금-91
기계식 증기 재압축을 이용한 다중-효용 증발 공정의 성

능 및 경제성 평가  

허진석, 정창복†, 강춘형, 윤정우
 

전남대학교 

(chungcb@chonnam.ac.kr†) 

본 연구는 기계식 증기 압축을 이용한 증발 공정의 성능 및 경제

성을 조사하였다. 공정모사기인 Aspen HYSYS V8.8을 이용하여 

증발 공정을 모사하였으며 기계식 증기 압축기를 이용한 단일 

효용관(Single-Effect)과 다중 효용관(Multiple-Effect)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압축기에서 소요되는 전력 소모량과 

스팀 소모량의 따른 경제성 평가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기계식 증기 압축을 사용하였을 때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약 1/30 로 감소되어 뛰어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

을 나타내었다.  

P공정금-92
광산 발생제의 핵심 중간체인 DFSA합성반응  

김예슬, 양주희, 이철우†
 

한밭대학교 

(cwlee@hanbat.ac.kr†)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는 대부분 미국과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발생제(photoacid generator)는 광에 감응하여 산을 발생시

키는 물질로서 ArF급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광산발생제

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Amine을 사용하여 광산 발생제의 

핵심 중간체인 DFSA를 합성하였으며 합성 과정에서 반응물의 

몰 비 및 반응물 투입 방법 등 여러 가지 반응조건이 생성물의 

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반응의 진행 및 최종 생성물

의 순도를 1H NMR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알코올을 생성하기 

위한 환원제의 몰 비 및 반응물 투입순서가 생성물의 수율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P공정금-93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butene oligomers와 
tetrahydrofurfuryl alcohol, 1,2-pentanediol  

동시생산을 위한 화학적 촉매전환공정  

변재원, 한지훈1,†
 

전북대학교; 1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jhhan@jbnu.ac.kr†) 

본 연구는 화학적 촉매전환기술을 바탕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로부터 수송연료인 butene oligomers (BO)와 친환경 용매인 

tetrahydrofurfuryl alcohol (THFA), 폴리에스터의 모노머로 이용되

는 1,2-pentanediol(1,2-PeD)을 생산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목

질계 바이오매스의 주요성분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

닌으로, 본 전략에서 셀룰로오스는 BO로 헤미셀룰로스는 2-

secbutylphenol (SBP)를 용매를 이용해 THFA와 1,2-PeD로 전환

되며, 리그닌은 연소를 통해 공정에서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

용된다. 우리는 전환공정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바이오매스로부

터 유도된 중간 화학물질과 SBP 용매를 회수하는 분리공정을 

기반으로 전체 공정을 통합하였으며, 바이오매스 잔여물 (리그

닌, 휴민)의 연소로부터 공정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체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열교환망을 설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 THFA, 1,2-PeD를 동시에 판매하는 설계안

을 제시하며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안에서는 일일 2000톤의 corn stover를 원료로 이용할 때, 일일 

120톤의 BO, 48톤의 THFA, 95톤의 1,2-PeD가 생산되며, BO

(Gasoline Gallon Equivalent 당 3.13달러), 1,2-PeD(kg당 2.84달

러)를 각각 최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때 THFA의 최소판매가격

은 kg당 0.32달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P공정금-94
Optimal Sizing of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Based on the Operational Value Function  

신주현, 이재형†
 

한국과학기술원 

(jayhlee@kaist.ac.kr†) 

In this research, design of wind/battery integrated hybrid energy 

system is studied, which is the yearly investment problem for 

sizing wind generation and energy storage is typically performed 

to minimize future operating costs as well as capital cost. For 

estimating the yearly operating cost, a day to day Markov 

decision process (MDP) is integrated with two-stage stochastic 

programming for one-day operation. At the same time, a general 

wind model for timescales from seasonal to hourly is developed 

for consistent connection of the decision making across the 

scales. Value function capturing all future operating costs is 

approximated in the MDP, and polynomial surrogate model for 

the value function is constructed based on a set of sample data 

obtained by uniformly probing a feasible design space. 

Appropriate model structure is determined by model quality 

metrics considering both model accuracy and complexity, and 

the regression parameter of the model is estimated by least 

square. The size optimization of the studied energy system is 

thus solved, and the optimal balance curve of battery and wind 

capacity is obtained by varying the unit inves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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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95
proactive-reactive scheduling under uncertainty using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  

최고봉, 김종우, 이종민†
 

서울대학교 

(jongmin@snu.ac.kr†) 

This work proposes a combined strategy of proactive and 

reactive scheduling where the proactive part is formulated as a 

stochastic dynamic program. The inherent computational 

complexity of stochastic dynamic optimization is addressed by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 approach where the optimal 

value function is approximated in a recursive manner with Monte 

Carlo simulation and newly observed data. First, Markov decision 

process based on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for state-

task-network is constructed. Instead of price optimization, we 

reformulate the problem that minimizes makespan with 

uncertainty including machine breakdown and demand. The 

decision epoch depends on operation availability of each 

equipment. The nearly-optimal value function constructed from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 can deduce proactive 

optimal policy for stochastic scheduling and when unpredicted 

event occurs because such an event can be regarded as a 

outcome of state transition. Moreover, it is possible to produce 

an optimal policy in real time. This value function can also help to 

analyze the feasibility under current situation when unpredicted 

events occur.  

P공정금-96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Model for the Hyper 
Compressor in LDPE Plant Using Hotelling’s T2 and 

Principal Component Control Limit Index  

김지선, 이창송1, 이호경1, 이인범†
 

포항공과대학교; 1LG화학 

(iblee@postech.ac.kr†) 

Due to the increasing interest in safety and productivity, fault 

detec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emand for 

effective operation monitoring has propelled research into fault 

detections and diagnosis methods based statistics. The aim for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application of Hotelling's T2 index 

and Principal Component Control Limit (PCCL) index ba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method for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for the hyper compressor in LDPE plant.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fault detection model 

based on a PCA algorithm, used to compare the current plant 

operation with a correct performance model based on a normal 

operational data set from July 2012 to June 2016. This model 

was tested with several sets of fault operational data with 10 min 

sampling time from 3 days before plant shut down. Several fault 

cases are compared with two different approaches. Fault cases 

more than 85% are detected a diagnosis of fault by PCCL index.  

P공정금-97
LNG 액화 공정의 이상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하대근, Usama Ahmed,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LNG 액화 공정은 전처리 공정, 냉각 공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압, 극저온의 공정 환경으로 인하여 공정 설계 및 운전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LNG 액화 공정의 안정

적인 운전을 위한 공정 모니터링 및 이상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LNG 액화 공정의 동특성을 분석, 다변량 통계

기법을 통한 공정 이상의 조기 감지 및 원인 정보 제공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공정의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을 통한 조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 변수 분석을 수행하

였다.   

P공정금-98
Mixing condition and Solid-Liquid and Gas-Liquid 

Mass Transfer in a Shaking Vessel  

이영세†, 권동욱1, 이재성1, 오경미1
 

경북대학교; 1경북대학교 나노소재공학부 

(ysl@knu.ac.kr†) 

고기능성의 진동교반 조작을 목적으로 8자 진동교반에서의 여

러 가지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 하였다. 교반조내 유체의 운동

이 변화하는 기점이 되는 진동수는 교반조의 고유 진동수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8자 진동교반을 이용하여 액체를 혼합할 때 

진동수가 증가하면 교반조내에 진행파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

는 파의 모드는 하나이고 점점 파고가 커져 간다. 더욱 진동수를 

크게 하여 어떤 진동수에 도달하면 파고가 폭발적으로 크게 된

다. 그때 교반조내에는 선회류가 발생하는데 안정하지 않고 좌

우에 반대로 회전하고 있는 현상이 생긴다. 그 진동수를 넘으면 

액 표면은 안정화되고 교반조내의 선회류는 안정된다. 그 결과 

어떤 진동수에서라도 대략 Fr=0.0095 이상이 되도록 조작조건

을 설정 하면 양호한 액 혼합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소요동력에 

관해서는 동일 진동수에 대하여 약 2배의 동력을 나타내고 있음

을 알았다. 고-액간 물질이동용량계수는 왕복 진동교반의 결과

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진동수와 기-액간 물질이동용량계

수의 거동은 복잡한 유동상태의 변화 때문에 복잡하게 변동하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같은 회전수에서는 안정한 선회류가 발생

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동력의 0.4승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어 선

회 진동교반의 상관식의 정수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8자 진동

교반의 상관식을 얻었다.    
        KL a=1.05×10-4PV0.4D-0.25H-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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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99
Improvement of solid particle dispersion in a shaking 

vessel with pole  

이영세†
 

경북대학교 

(ysl@knu.ac.kr†) 

The high shear stress around the agitated impeller is no good for 

the cell culture in stirred bioreactors. To Improvement of solid 

particle dispersion in a shaking vessel, we have reported that the 

shake mixing can avoid the high shear stress in the reactor. The 

shear stress increases with increasing shaking speed. Therefore 

we developed a method to decrease the critical circulating 

frequency without reducing the advantage of low shear stress. 

The main aim of our work was the improvement of particle 

dispersions in shaking vessel for application to bioreactors for 

plant cells. A corn is usually installed at the vessel bottom to 

improve particle dispersion in impeller mixing. The mass transfer 

between suspended particles and liqui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hemical and biochemical processes.   

Center pole which is referred to as a " pole" was fitted at the axis 

of the shaking vessel. and its effects on particle dispersion, 

power consumption, and the solid-liquid mass transfer 

coefficient were examined experimentally.  The optimal diameter 

of current Pole is about one-fourth of the vessel diameter, 

regardless of the insert length from the free surface.  

P공정금-100
Development of a computer-aided analysis tool for 

evaluation of CO2 capture and conversion processes 

노고산, 임형묵, 이재형†
 

KAIST 

(jayhlee@kaist.ac.kr†) 

To evaluate CO2 capture and conversion processes for reduction 

of CO2 emission, it should be analyzed in various aspects. 

Firstlyl, CO2 reduction feasibility should be verified by calculating 

carbon footprint (mass of CO2 per mass of product) of overall 

processes. Second aspect is economics, which is about 
profitability from product sales. Lastly, being implemented to CO2 

sources, the amount of annual CO2 reduction (mass of CO2 per 

time) should be analyzed. As a result, complicated calculation 

and a large number of required data sets are the obstacles in the 

evaluation. To overcome these, in this work, a computer-aided 
analysis tool for evaluation of CO2 capture and conversion 

processes is introduced. With a systematic guideline, intuitive 

interface, and massive database, it helps users to evaluate a 
given CO2 capture and conversion process very conveniently. 

Especially, a concept of a superstructure network is applied, so 

users can analyze multiple processing pathways at the same 
time. As exemplary systems, several CO2 conversion processing 

pathways for production of methanol, acetic acid, and synthetic 

fuel are introduced, and their evaluation results are discussed. 

P공정금-101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MICROALGAE-BASED BIOREFINERY 

허현영, 이재형1,†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한국과학기술원 

(jayhlee@kaist.ac.kr†) 

Biofuel production h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because of 

unstable oil prices, exhaustion of petroleum resources, and 

national security problem. To verify the potential of the future use 

of biofuel, we need to analysis its ecomonical impacts. In 

previous research, we proposed a microalgae based biorefinery 

superstructure and found the optimal pathway which is 

considered only for economical factor. It could have different 

optimal pathway if we consider the environmental factors. To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s, systematic modeling and optimization superstructure 

could be a great solution to evaluate sustainability and get 

optimal pathway. Therefore, in this work, we expand the previous 

optimization framework by addition of environmental objective 

functions. Based on MINLP model, we obtain the optimal 

biorefinery configuration with environmental objective functions 

by solving in GAMS. The results is compared with biofuel 

production and GHG gas emissions.  

P공정금-102
FO RO and Crystallization Hybrid Process Solute 

Selection Experiment for Enhanced Water Flux and 
Efficiency 

이용제, 양대륙†, 박기호
 

고려대학교 

(dryang@korea.ac.kr†) 

Not all forms of natural liquids are strictly potable water, including 

the vast infinite source of seawater. Thus seawater desalination is 

the best option for limitless supply of potable water. There are 

roughly two possible ways to desalinate seawater. One is 

selective evaporation and the other is membrane filtration. The 

former involves boiling salt water to obtain evaporated H2O which 

does not necessarily distill into pure H2O and the process is not 

fast enough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he latter involves osmotic 

pressure gradient through membrane that are naturally driven 

forward osmosis or pressure driven reverse osmosis. Each as 

individual does not surpass the selective evaporation in 

efficiency. A stand-alone FO process is not much faster than the 

evaporation method and the RO process requires too much drive 

energy. Together, however, they should provide a more efficient 

and thoroughly desalinated potable water from seawater. This 

study will focus on temperature dependent draw solute 

investigation that will provide better FO water flux and lower RO 

process driv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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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03
Effect of Microalgae Cell Characteristics on Harvesting 
and Cell Disruption Process of Microalgal Biorefinery: 

Modeling and Economic Analysis  

강성환, 허성민, 이재형†
 

한국과학기술원 

(jayhlee@kaist.ac.kr†) 

 Microalgae are being considered as promising biodiesel 

feedstock owing to their high lipid productivity and low land 

requirement. Many economic analysis were studied with various 

scenarios and assumptions to investigate economic feasibility of 

microalgae based biodiesel. However, the cell characteristics of 

microalgae are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available literature. 

Microalgae has different cell characteristics like cell wall structure, 

lipid composition between algae species and their cultivation 

condition or harvesting cycle. These cell characteristics 

differences affect efficiency and economics of microalgal biofuel 

production processes. To consider this biological aspect, in this 

study, mathematical models are developed to correlate process 

parameters with cell characteristics. Among various process 

stages in biorefinery, cell disruption and harvesting processes are 

considered, which are highly affected by different cell 

characteristic (cell diameter, salinity, cell wall strength). Each 

process model are integrated techno-economic analysis and 

case studies with various scenarios are performed to identify 

effect of cell characteristics on biorefinery economics. 

P공정금-104
PSA 공정을 이용한 CF4 적정농축공정 특성 연구  

장현성1,2, 김원식1, 조동우1, 정태성1, 박종기1, 박종호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충남대학교 

(jongho@kier.re.kr†)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여러가지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들 가스 

중 PFCs(PerFluoroCompounds)의 SF6와 CF4는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의 경우 비활성 가스로 오존층에 파

괴되지 않으며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대기 중 체류 

시간도 상당히 길다. 현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속

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출량 저감 및 

처리가 반도체 산업계의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PFCs의 제거기술로는 연소 열분해법과 저압 플라즈마를 이용

한 분해법 등이 있지만 가스처리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 저농도의 PFC를 효과적으로 고농도로 높여야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농도의 기체를 농축,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흡찹과 막분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급이 용이하고 흡착제

가 저렴하며 높은 제거 효율을 보이는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법

과 흡착공정 중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공정을 이용하

여 연소 전 CF4의 농도를 적정 농축시켜 소각에 필요한 에너지

를 절감시키고자 한다. 이에 흡착제의 흡착 등온선을 측정을 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정탑에서의 파과실험을 통하여 활성탄

을 선정하였다. 3탑에서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공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키워드: PFCs(CF4), 흡착, 활성탄, PS  

P공정금-105
Kinetic Modeling of Biobutanol Fermentation using 

Glucose and Xylose  

변하은, 김보은, 이재형†
 

KAIST 

(jayhlee@kaist.ac.kr†) 

Due to the toxicity of butanol, high concentration level of butanol 

in fermentation broth inhibits the cell growth and the production 

resulting in low productivity, which is one of the major hurdles for 

commercialization of acetone-butanol-ethanol (ABE) 

fermentation. In our previous work, we suggested the integrated 

system of a fermenter and adsorption columns to continue the 

ABE fermentation without the inhibitory effect of butanol, and the 

substrate is only glucose. However, an actual hydrolysate of 

lignocellulosic biomass contains xylose as well as glucose so we 

need to consider the fermentation using both glucose and xylose 

to improve commercial viability of the system. The target strain 

consumes glucose and xylose simultaneously but general 

models for the diauxic growth can’t describe and predict the 

simultaneous uptake of glucose and xylose.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kinetic model for the ABE fermentation using xylose 

concurrently with glucose. The kinetic modeling is conducted 

through the following two steps: 1) development of kinetic model 

of the fermentation using only glucose 2) development of kinetic 

model of the fermentation using both glucose and xylose.  

P공정금-106
최대엔트로피 생태모델을 이용한 갈라파고스해양의 생

태구조 분석 연구 

김동우, Wladimir Moya, Gabriel Jacome, 유창규†
 

경희대학교 

(ckyoo@khu.ac.kr†) 

Species distribution models help identify areas for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s or communities to prevent 

extinctions,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This study model the potential distribution of the spiny 

lobster, phytoplankton and zooplankton communities using the 

maximum entropy algorithm in Galapagos Islands – Ecuador 

during three monitoring’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used to reduc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presence data and 

the multi-collinearity of the environmental predictors. MaxEnt 

generated maps with high predictive capability for spiny lobster 

(AUC ＞ 0.97), phytoplankton (AUC ＞ 0.64), and zooplankton 

(AUC ＞ 0.62) during all monitoring’s. The distribution of the 

communities are defined by minimum temperature, sea surface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relative humidity during the three 

monitoring’s. In general the best habitat suitability corresponded 

to spiny lobster communities in which the points of occurrence 

covered a greater environmental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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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07
Lysine 생산공정의 모델링 및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이혜지, 김정훈, 이종민†
 

서울대학교 

(jongmin@snu.ac.kr†) 

Lysine은 Corynebacterium glautamicum으로부터 생산되며 연간 

350,000톤 이상의 수요가 존재하는 필수아미노산이다. Lysine의 

생산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기질의 주입량은 경험적으로 정해지

기 때문에 최적화된 수율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포가 

유전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이에 반응하여 input을 을 바꿀 수 없

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장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glautamicum의 

lysine 생산 kinetics를 모델링하였다. 이때, 추정해야 하는 파라

미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계산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파라미터에 대한 sensitivity analysis를 진행하고 state

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파라미터를 고정한다. 최종적으로, 모델 

추정에 사용된 실험 종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개선

된 실험 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당 모델이 범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실험 값과 모델 값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P공정금-108
A Model of Mineral Carbonation Kinetics for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나종걸, 김민준, 박성언, 정재훈, 안진주, 조호용1, 유윤성1, 
 

한종훈† 

서울대학교; 1연세대학교 

(chhan@snu.ac.kr†) 

Intrinsic kinetics of the dissolution of carbon dioxide into the base 

solution such as calcium hydroxide solution should be obtained 

for designing the carbonation reactor and process which is the 

key unit of 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In this research, CO2 chemisorption from flue gas in 

calcium and sodium hydroxide solution in micro-bubble reactor 

is modelled. Dynamic changing of particle of calcium hydroxide 

and flue gas bubble during reaction is calculated with algebraic 

equations. Reaction kinetics is formulated with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 (DAE) and parameters are estimated by 

experimental data from 500 ml lab scale carbonation reactor with 
orthogonal array data set. Temperature, CO2 molar fraction, Ca

(OH)2 wt%, NaOH wt%, bubble diameter, particle diameter, and 

other important operating condition dependent kinetics is 

developed.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kinetics can be applied to 

designing the reactor and scheduling the semi-batch type 

carbonation process.  

P공정금-109
Critical Pressure Prediction QSPR Model for Organic 
Compounds Including Oxygen, Sulfur, and Nitrogen  

오지예, 양대륙†, 박기호, 김양수1, 박태윤1, 진윤태
 

고려대학교; 1(주)켐에쎈 

(dryang@korea.ac.kr†)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various physical properties of 

chemicals through experiments because of the cost and the risk 

of handling hazardous substances. A reliable predic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y can be an alternative instead of 

experiments. In this research, we predicted critical pressure of 

organic compounds with QSPR model. The model shows high 

prediction performance and it stems from big number of organic 

samples to create the model, quantum mechanical calculation for 

3D structure optimization, and proper descriptor selection 

algorithm. The best prediction performance for hydrocarbon 

group is 0.861 bar in average absolute error and that for 

nonhydrocarbon organic compounds group is 1.87 bar in 

average absolute error.  

P공정금-110
GTL-FPSO 해상용 Fischer-Tropsch 고정층 반응기의 

Sloshing 영향 해석  

김현승, 안상훈, 문동주1, 신동일†
 

명지대학교;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dongil@mju.ac.kr†) 

Gas-To-Liquid (GTL) 기술은 합성가스를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액체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Floating LNG 

시스템은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163℃로 액화하여 

소비지로 운송함에 비해, GTL 공정은 상온에서 생산물이 액체

로 존재하기에 별도의 액화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GTL 공정을 topside에 탑재해 기존의 FLNG와 차별화된 

한계가스전 활용시스템의 하나로 개발하고자 하는 GTL-FPSO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FPSO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

존 육상기반으로 개발된 공정이 해상환경에 적용되었을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나 아직은 미흡

한 상태다. 특히 FLNG 관점에서 증류탑의 sloshing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공정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Fischer-Tropsch 반응기의 sloshing 영향에 관한 해석은 전무하

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해 Fischer-Tropsch 고정층 반응

기 내부 유체 흐름을 모델링한 뒤 sloshing 적용 전후를 비교하

여 sloshing 영향을 해석하고 이를 반응기 설계 및 운전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유체역학의 무차원수를 통해 Fischer-Tropsch 

고정층 반응기 내 다상흐름의 형태를 추론한 뒤 mixture 모델을 

이용하여 내부 유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moving wall 경계조건과 변형된 중력항을 이용하여 sloshing 현

상을 적용하였다. 

206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공정금-111
The effect of packing materials on the hydraulics in a 

packed column under offshore conditions  

한송희, 손용호, 김희용, 이상윤,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receives 

attention as one of the deep sea oil well exploitation. Offshore 

plant has many economic advantages but it is constantly 

exposed to the ocean environment like permanent tilt and 

dynamic motions that cause the liquid mal-distribution in the gas 

treating process. This liquid mal-distribu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gas treating efficiency.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air/water system experiment to 

analyze the liquid flow characteristics in the 133mm diameter 

column packed with corrugated sheet structured packing

(mellapak 500X). The hydraulic experiment under various tilt 

conditions was carried out by two sorts of methods which are 

drainage and ERT(Electrical Resistance Tomography). All 

experiments are done in two kinds of structured packing 

materials, stainless steel and polypropylene. The experimenta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heoretical correlation of liquid 

width and thickness and compared with the available correlations 

in open literature to develop a proper holdup model. This 

developed holdup model will be used in the absorption model 

under offshore conditions. 

P공정금-112
Effect of liquid properties and column diameter on 

Mass Transfer Area  

이상윤, 손용호, 김희용, 한송희, 양동현,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analyzing how liquid 

properties and column diameter affect the effective surface area 

in a packed column. Thin film is made by liquid flowing on 

packing and mass transfer between liquid and gas phases 

occurs at the liquid film. Since liquid properties affect film’s width 

and thickness, their effects on mass transfer area should be 

correctly analyzed. And we are carried out pilot scale experiment 

but real packed column size is plant scale. So we should 

conduct scale up experiment. In this study, we employed the 
NaOH/CO2 reaction because its reaction is fast and simple 

chemical mechanism and has well-known correlations which 

allow us to calculate the mass transfer area. We conducted this 

study under several liquid viscosity, surface tension and column 

diameter conditions. We obtained the effective surface area from 
a proper data processing method using CO2 in/out 

concentration and packed height, etc. After conducting our 

experiments, we compared our experimental data with other 

effective surface area correlations in literature. Finally, we will 

propose new correlation for effective surface area in a packed 

column with structured packing.  

P공정금-113
Effect of offshore conditions on the CO2 absorption 

performance 

양동현, 손용호, 김희용, 이광순†
 

서강대학교 

(kslee@sogang.ac.kr†) 

FPSOs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is one of 

the promising technology in natural gas and oil industries. It has 

many economic advantages but it is hard to handle, because it is 

exposed to offshore condition. Offshore conditions like 

permanent tilt and dynamic motions can cause mal-distribution 

of fluids in gas treating processes on the FPSOs. Therefore, 

contrary to onshore columns, for topside design in FPSO the 

offshore effect on gas treating processes should be studied and 

considered at the column design stage to prevent gas treating 

process from off-specification.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AGRU (Acid 

Gas Removal Unit) which is preconditioning process of LNG 

plant. For that reason, we carried out amine/CO2 gas system 

experiment using a pilot scale colum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ffshore conditions on the absorption performance. activated-

MDEA (aMDEA) mixed with MDEA and PZ was used as a solvent 

for the experiment runs. 133 mm ID column with total 4.3 m 

packed height composed of 3 beds was employed. 

Representative offshore conditions were selected to permanent 

tilt from 2 to 6 degree and roll motions with period of 15 s ~ 30 

s.   

P공정금-114
Model Refinement of a Fermentation Process with Ex-

Situ Butanol Recovery during Adaptation Period 

김보은, 이재형†
 

KAIST 

(jayhlee@kaist.ac.kr†) 

In our previous work, a fermentation process integrated with 

adsorption columns was suggested as one of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ABE fermentation, we developed the 

dynamic model for it, and optimized major operating variabl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fermentation process, model 

parameters can vary with scale-up, changing in operating 

condition or restart with new seed so the reduction in the 

productivity or volumetric productivity is unavoidable in the start-

up operation. Thus, during the adaptation period, parameters in 

the dynamic model need to be adjusted, and then recipe 

optimization is repeated with the updated model to recover the 

decreased productivity to its maximum value. In this study, we 

perform an open-loop sensitivity analysis with respect to model 

parameter variations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parameters to 

adapt. In addition, we design a strategy for model refinement 

during adaptation period, and carry out case studies of the 

perturbations of the significa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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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금-115
Two-stage cultivation of Chlorella sorokiniana HS1 for 

lipid accumulation 

오승환, 이재형†
 

한국과학기술원 

(jayhlee@kaist.ac.kr†) 

Two-stage cultivation of microalgae is a promising strategy to 

accomplish high lipid productivity. In the cultivation, microalgal 

growth and lipid accumulation are carried out in two separate and 

non-interacting reactors respectively. In the second-stage, the 

microalgae grown in the first-stage are transferred into a growth-

limited condition, thus inducing lipid accumulation within 

microalgae. In order to make the medium impoverished, 

chemical additives, which inhibit algal growth, are generally used 

such as sodium chloride, hydrogen peroxide and sodium 

hydroxide. However, the lipid metabolism of microalgae vary 

depending upon microalgal strains. Hense, considering algal 

strains, customized formulation and mixtures of the additives are 

required. In this study, two-stage cultivation of Chlorella 

sorokiniana HS1, a novel freshwater green algal strain, is 

perfomed to investigate how the induction stage affects the lipid 

productivity. With multiple additives, their optimal concentration 

for Chlorella sorokiniana HS1 ar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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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립목-1
Hybrid TiO2-SiO2 structure derived from rice straw and 

enhanced photocatalytic properties for dye wastewater 
treatment  

황경준, 권영준, 정용주, 박미리, 박주영1, 최원석†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재)녹색에너지연구원 

(wschoi@cpri.re.kr†) 

Rice straw, an agricultural bioresource, is utilized as a biotemplate 
in order to synthesize a hybrid TiO2-SiO2 structure, and the 

resulting products were used for removing hazardous methylene 

blue dye from aqueous solutions. Samples of the as-prepared 
hybrid TiO2-SiO2 structure are characterized by thermal gravity 

analysis,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nitrogen gas 

adsorption/desorption measurement, and UV/vis spectroscopy.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the hybrid TiO2-SiO2 structure 

possesses both anatase and rutile phases, along with 

amorphous SiO2. Its specific surface area is determined to be 

141.1 m2/g, and its pore size to be 3.77 nm. Light harvesting 

within the visible-light range is found to be enhanced by the use 
of this hybrid TiO2-SiO2 structure. Moreover, the photo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are also improved, as demonstrated by the 

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dye under UV irradiation.  

P미립목-2
Adsorption Properties of Dyestuffs on Hollow Activated 

Carbon Fiber from Biomaterial Template  

권영준, 박미리, 황경준, 이원영, 김중일, 정용주, 오성택,  

심왕근1, 최원석†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순천대학교 

(wschoi@cpri.re.kr†) 

This study focuses on the adsorption behavior of typical 

dyestuffs (methylene blue and reactive black 5) on hollow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obtained from Kapok- and 

Hasuo-seed based biomass. It was found that the adsorption of 

dyestuffs on ACFs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and 

temperature. In addition, the Hasuo-seed based ACFs showed 

higher adsorption capacities than the Kapok-seed based ACFs 

for dyestuffs. It was also determined from the adsorption energy 

distribution results that the ACFs are having energetically 

heterogeneous surfaces. The results clearly indicated that the 

prepared ACF in this study could efficiently remove dyes 

dissolved in water.  

P미립목-3
에어로졸 공정에 의한 3D Crumpled Graphene Balls 제

조 및  슈퍼커패시터로의 응용  

조은희, 최지혁1, 박수련, 이총민, 장한권1, 장희동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hdjang@kigam.re.kr†) 

그래핀(Graphene)은 탄소원자들이 벌집 격자를 이룬 형태의 2 

차원 나노시트로, 넓은 비표면적과 우수한 전기전도도 및 기계

적 강도로 인하여 슈퍼커패시터 및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 저

장소자로의 응용이 활발히 진행 중 이다. 하지만 2 차원 그래핀

의 경우, 용액 상에서 강한 반데르 발스 결합으로 인하여 쉽게 

응집 또는 재적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핀 본연의 전기

화학적 성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하여 넓은 표면적과 효과적

이고 빠른 전기 및 이온 전달력,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3 

차원 구조의 Crumpled graphene balls (3D CGBs)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형상, 비표면적, 공극크기 등을 조사하였으며, 순

환 전압 전류법 및 충·방전 테스트를 통하여 슈퍼커패시터로서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FE-SEM 결과로부터 제조된 CGBs는 평

균 입자크기가 0.3~0.7 μm인 구겨진 종이 공 형상으로 관찰되

었으며, 비표면적은 96 ~ 222 m2/g으로 나타났다. 또한 CGBs

는 입자크기에 따라 메조 및 매크로 기공을 포함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슈퍼커패시터 성능 평가결과, 입자크기가 0.7 μm

인 CGBs에서 156 F/g의 비축전용량과 22 Wh/kg과 4 kW/kg의 

높은 에너지밀도와 전력밀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P미립목-4
Surface coating properties on Cu/CNTs composite 

using different grinding media by a stirred ball mill with 
DEM simulation  

Batjargal Uyanga1, 보르 암가란1, Ichinkhorloo Batchuluun1, 

이재현2,1, Bayanjargal Ochirkhuyag3, 최희규1,† 
1창원대학교; 2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 for 

Integrated Mechatronics Materials and Component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3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4201 Ulaanbaatar, 

Mongolia 

(hkchoi99@changwon.ac.kr†) 

The mechanical dry coating technique was used to fabricate 

carbon nanotubes (CNTs) coatings on the copper (Cu) particles. 

We investigated effect of operational variables on the fabrication 

of Cu/CNTs composite powder by a stirred ball mill with 

(DE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e change of particle 

morphology and the surface coating property using SEM and 

FESEM. The motion of the balls was simulated by DEM under the 

same condition as that of the grinding. The results showed 

impact energy and power of three kinds of ball materials has a 

noticeable difference. Nevertheless composite morphologies 

were slightly dependent on different materials of the ball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NTs were well attached on the surface of 

copper powder at low rotation speed and short time in the stirred 

ball mill by FESEM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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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립목-5
Surface coating properties on Cu/CNTs composite 

using different grinding media by a traditional ball mill 
with DEM simulation  

Ichinkhorloo Batchuluun1, 보르 암가란1, Batjargal Uyanga1, 

이재현1,2, Bayanjargal Ochirkhuyag3, 최희규1,† 
1창원대학교; 2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 for 

Integrated Mechatronics Materials and Component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3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Chemical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4201 Ulaanbaatar, 

Mongolia 

(hkchoi99@changwon.ac.kr†) 

This work investigated the fabrication of CNTs coatings on the Cu 

particles using different grinding media. Grind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a TBM with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We explored the effect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rotation speed, ball diameter and grinding time. The results were 

characterized using SEM for particle morphology and  FESEM for 

surface coating of CNT. Furthermore, the force applied to the 

balls in TBM were simulated by DEM. The result showed the 

impact energy and power of three kinds of ball material has a 

noticeable difference. Nevertheless, coating properties on 

Cu/CNTs composite were slightly depended on differen grinding 

media. FESEM results revealed that the CNTs were attached the 

surface of Cu powder at low rotation speed and long time in the 

TBM. 

P미립목-6
Ozone Effect on Leqching Kinetics for the Recovery of 

Copper in Aqueous Ferric Chloride Solution from 
Chalcopyrite Mineral 

김진호, 유승준1,†, 김성래1, 이세일1, 윤호성2, 김철주2, 정경

우2, 이은지2, 신선명2, 이진영2 

서남대학교; 1서남대;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sjyoo001@hanmail.net†) 

The leaching experiment was conducted at the condition of a 

concentration of slurry density 20 g/L of 0.1M FeCl3 with 0.1M 

HCl aqueous solution under the condition of agitation of 500 rpm 

and temperature ranging from 50 to 99℃. The copper 

component included in the used chalcopyrite mineral concentrate 

was a 41.5% and showed the yield of 77% after the basic 

leaching. For the improvement of leaching efficiency, ozone was 

added to the leaching reactor. From the result, the leaching yield 

was increased to 90% at the same condition of the basic 

leaching. All the leaching mechanism was determined by 

shrinking core model with a constant size and the leaching rate 

was determined by product and ash layers diffusion as the overall 

rate determining step in the cases of basic and ozone leachi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zone-assisted leaching, the 

rate was determined by the same mechanism. By using the 

Arrhenius expression,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y of the basic 

leaching was found to be 33 kJmol-1 but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y of the ozone-assisted leaching was found to be 31 

kJmol-1.  

P미립목-7
네오디뮴 습식제련부산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용  

인산이온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김성래, 김진호, 이세일, 유승준†, 윤호성1, 김철주1, 정경우1, 

 

이은지1, 이규남2, 조경진2 

서남대학교;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주)유양마그네트 

(sjyoo001@hanmail.net†) 

네오디뮴 습식제련 부산물을 흡착제로 이용하여 수중의 인산이

온을 흡착 제거하는 연구로수질의 부영양화로 녹조를 발생시키

고 이로인해 수중의 산소부조그 햇빛차단 등의 부작용으로 물고

기나 수중식물이 폐사되어 수중에서 악취와 독성물질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임. 네오디뮴 습식제련 부산물을 인산이온 

제거용 흡착제로 이용함므로써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흡착제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폐자원을 흡착제로 이용하므

로써 고부가가치 자원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판단됨.  

P미립목-8
그래핀-산화철 복합체를 이용한  

슈퍼커패시터 전극물질의 특성연구  

이총민, 김선경1, 조은희, 장한권1, 최지혁1, 장희동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hdjang@kigam.re.kr†) 

최근 그래핀의 독특하고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 때

문에 그래핀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장치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을 활용한 슈퍼

커패시터용 전극소재를 개발하고자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하여 
산화철 (Fe3O4, Fe2O3) 나노입자가 혼합된 그래핀 복합체를 제

조하였으며 제조된 복합체를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 도입하여 

고성능 슈퍼커패시터 전극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하여 그래핀/산화철 복합체 제조 시 반응 

분위기를 달리하여 간단하게 산화철의 결정상을 조절하였다. 에

어로졸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체의 XRD 분석결과로부터 반응 분
위기에 따라 각각 hematite (Fe2O3)와 magnetite (Fe3O4) 결정구

조를 갖는 산화철 입자와 그래핀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FE-SEM 분석결과로부터 산화철 그래핀 복합체가 구겨진 구

형의 입자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합체 입자의 

평균입자 크기는 약 500 nm로 확인되었다. TEM 분석결과에서

는 구겨진 종이공 형상의 그래핀 표면에 약 10 nm 크기의 산화

철 나노입자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성한 그

래핀/산화철 복합분말을 이용해 전기화학 특성을 평가한 결과 
그래핀/Fe3O4 복합분말이 그래핀/Fe2O3 분말보다 0.1 A/g에서 

대략 20% 우수한 비축전용량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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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립목-9
Polyurethane foam reinforced with wood fiber for 

sound absorption materials  

최 현,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hkimad@uos.ac.kr†) 

Automobile industries look for materials that make drivers 

comfortable. At present, they use polyurethane foam to reduce 

noise pollution. Polyurethane foam can absorb sound by 

morphology and damping effect. Wood fiber was used to 

strengthen the effect. Moreover, having –OH groups, the fiber 

can be well mixed with polyurethane foam and make urethane 

link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osing polyurethane 

foam reinforced with wood and improvement of acoustic 

property in the foam. SEM was used to analyze the morphology 

effect of wood-polyurethane composite foam, DMA to damping 

effect, TGA to thermal property, and impedance tube to sound 

absorption.  

P미립목-10
One-step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제조 및 리튬이온 이차전지 응용  

김선경1, 장한권1,2, 최지혁1, 길대섭1, 김한수3, 장희동1,2,†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한양대학교 

(hdjang@kigam.re.kr†)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실리콘 잉

곳의 절단공정에서는 많은 양의 실리콘 입자를 포함한 슬러지가 

발생되고 이중 대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폐 실

리콘 슬러지 내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콘 분말을 효과적으로 분

리/회수할 경우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하여 폐 실리콘 슬러

지로부터 실리콘을 쉽고 간단하게 회수하여 리튬이온 이차 전지 

음극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제조를 목적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산처리를 

통하여 실리콘 슬러지에 잔류하는 금속 불순물을 제거한 후, 그

래핀 산화물과 함께 콜로이드 용액을 준비하였다. 콜로이드 용

액으로부터 one-step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분리 

및 회수하는 동시에 실리콘-그래핀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실험

을 통하여 얻은 실리콘-그래핀 복합체의 형상과 결정상은 각각 

주사전자현미경(FE-SEM)과 X-선 회절법(XRD)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를 위해 0~2.0 V(vs. Li/Li+) 범위에

서 정전류법 충방전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조된 실리콘-

그래핀 복합체의 전기화적 특성 평가 결과로부터 순수한 실리콘

보다 우수한 이차 전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P미립목-11
구형 그래핀 볼 제조 및 특성 평가 

박수련, 조은희, 김선경1, 장한권1, 장희동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hdjang@kigam.re.kr†)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sp2 결합을 한 2 차원 평면 구조를 한 

탄소 나노 물질로 높은 전기 전도도, 넓은 비표면적 외 우수한 

기계적 강도, 화학적 안정성 등 우수한 특성을 지녀 나노 복합

체, 바이오센서, 베터리 및 슈퍼 커패시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망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면 구조의 그래핀

은 반 데르 발스 인력으로 인해 적층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은 그래핀 시트 간의 저항 증가와 비표면적의 감소를 초

래하여 그래핀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3 차원 

형태의 구형의 입자는 등방성, 안정성, 분산성 및 흐름성이 좋아 

취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형의 형상을 가지는 

그래핀을 제조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이를 쉽게 제조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래핀 산화물 콜로이드에 친환경 환원제인 글루코스와 암모니아

수를 주입하여 그래핀 산화물을 환원시킨 후 분무 건조 공정을 

통하여 높은 구형도를 갖춘 그래핀 볼을 제조하였다. 이 때 글루

코스의 농도는 0.5, 1.0, 2.0 wt.% 조건으로 하였다. 이런 방식으

로 제조된 복합체는 XRD, FE-SEM, Raman을 이용하여 결정상, 

형상과 그래핀의 구조 결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루코스로 

인해 그래핀 산화물이 그래핀으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글루코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핀 볼의 구형도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P미립목-12
자동차 Doortrim에 사용되는 TPE소재 특성 연구  

조승후, 전세영, 박헌진, 한현각†
 

순천향대학교 

(chemhan@sch.ac.kr†) 

Doortim이란 차량의 실내 부품 중 승객의 안전, 안락감, 편의성

을 부여하기 위해 차량 내 도어부에 장착되어 미관 향상과 승객

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품 중 하나이다. 이 Doortrim에 사

용되는 소재 중 사출 시 발포사출을 진행하여 쿠션감 향상에 크

게 기여를 하는 TPE소재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가 각기 다른 3가지 PP(Polyproplyene)를 oil이 

첨가된 SEBS와 조건에 따라 블랜딩하여 여러 가지 기계적 물성

을 측정하였다. 블랜딩 조건 중 온도조건과 조성을 조건 변수로 

두어 조건을 고정시켜 범위를 정하였다. 정해진 범위로 블랜딩 

하여 시편을 만들어 인장 탄성률과 경도를 통한 기계적 물성과, 

MI측정을 통한 흐름성 DATA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Key word : Doortrim, TPE, PP, SEBS,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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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립목-13
MSMPR 반응기를 이용한 탄산칼슘의 입자형상제어  

전세영, 한현각1,†, 조승후
 

순천향대학교; 1순천향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교수 

(chemhan@sch.ac.kr†) 

결정화란 액체 또는 기체의 균일상으로부터 고체가 생성, 석출

되는 현상을 말한다.결정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으

로는 균일한 입도를 가진 입자를 만들어 원하는 결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 결정화를 통한 입자생성은 핵이 생성되고, 

성장한다. 문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자들의 뭉침 현상으로 

인해서 입도가 불균일하게 생성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액-액반응으로 CaCl2와 Na2CO3를 반응시켜 

CaCO3를 제조한다. CaCO3은 고무, 페인트, 염료, 잉크, 제지, 

화장품, 복합재료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CaCO3은 Calcite, 

Vaterite, Aragonite등 3가지의 구조가 존재한다. 그중 Aragonite

는 침상형의 결정구조로 다른 구조에 비해 넓은 표면적을 가지

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실험은 MSMPR(Mixed suspension mixed product removal)반응
기를 이용하여 CaCl2와 Na2CO3가 연속적인 흐름을 한다. 탄산

칼슘의 형태는 반응기 온도, 교반 속도, 유량, 농도에 의해 제어

된다. 생성된 탄산칼슘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PSA(Particle Size Analyzer)를 이용하여 입자의 형상과 입도 분포

를 확인했다.  

P미립목-14
단분산 실리카 입자의 합성 및 응용 기술  

조영상†, 신철환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과 

(yscho78@kpu.ac.kr†) 

본 학술 발표에서는 단분산 실리카 입자의 합성 및 응용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입도가 균일한 단분산 실리카 입자의 

합성 반응은 TEOS를 전구체 물질로 활용한 Stober 방식이 광범

위하게 연구되었다. 본 학술발표에서는 Stober 반응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분식 반응기, tubular reactor, 회전 실린더 시스템을 활

용하는 방식에 대해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속식 합

성에 적합한 반응을 선별하기 위하여, 축적된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비교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감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과학기술촉진연구사업

(16CAP-C114861-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

니다. 

  

P미립목-15
분무 열분해 공정에 의한 나노 사이즈 중공구조의  
금속셀렌화물과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체  

분말의 전기화학적 특성  

박기대, 강윤찬†
 

고려대학교 

(yckang@korea.ac.kr†) 

최근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금속황화물, 금속셀렌화물, 금속텔

렌화물)은 에너지 저장 분야인 배터리, 커패시터를 비롯하여 촉

매 물질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훌륭한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속 황화물이 최근 소듐 배터리의 음극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 셀렌화물 또한 리튬과 소

듐의 음극물질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 구조체의 

다양한 금속 셀렌화물이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등 카본 물질과 

복합체로 합성하여 음극물질의 활용으로 많은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소듐 이온 전지의 특성 향상을 위해 부피팽창

의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잘 알려진 커켄달 효

과에 기반하여 속이 빈 나노 구형의 금속셀렌화물로 이루어진 

그래핀 볼 형태의 분말을 합성하여 소듐 이온 전지의 특성을 평

가하였다. 해당 속이 빈 나노 구형의 금속셀렌화물로 이루어진 

그래핀 볼 형태의 물질은 소듐 배터리의 음극물질로써 1000 사

이클 동안 용량를 유지하여 우수한 특성으로 평가되었다.  

P미립목-16
플라즈마 방전에 의한 CH4의 화학적 변환 및 고부가화  

배동섭, 김교선1,†
 

강원대학교; 1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 

(kkyoseon@kangwon.ac.kr†) 

 최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채굴 되고 있는 대량의 셰일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메탄의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그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라즈마 방전 

기술을 이용하여 메탄의 직접적인 전환 방법으로 C-H 결합을 
끊고 C-C 결합으로서 C2, C3 Species로 전환 시켜 대체 에너지

로서의 활용과 가치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가스로 전환을 통

한 고부가화 연구이다. 이 과정은 많은 에너지, 특히 열에너지가 

필요 하지만 상온 플라즈마에 의해 이온화된 Ar*에서 방출되는 

자외선 에너지로 연구가 진행된다. Zeolite catalyst particles로 전

환 효율 높이며 전압증가에 따른 전환율과 일련의 연구를 통해 

헤르츠와 유량에 따른 선택도의 특성을 확인한다. 전환되는 가

스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전환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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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립목-17
화염기상증착법에서의 공정변수 조절을 통한  

1차원 나노구조 산화 텅스텐 제조  

윤상혁, Ding Jinrui, 김교선†
 

강원대학교 

  

광전기화학적 물 분해는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빛을 흡수하여 전자-정공 쌍을 생성하는 광촉

매 물질이 사용된다. 광전기화학적 물 분해는 아직 낮은 효율로 

인하여 실용화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최근까지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고 생성된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을 줄일 수 있도

록 광촉매 물질을 기판에 1차원 나노구조 형태로 정렬하는 방법 

등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가시광선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광

촉매 물질인 산화텅스텐을 빠르고 저렴하며 높은 결정화도를 갖

는 박막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인 화염기상증착법을 통하여 제

조하였다. 이 때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생성된 박막의 나노구조

를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변수가 생성되는 

박막의 나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P미립목-18
생체분자 분리를 하기위한 자성 나노입자의 제조 및 개

질 

이대원, Fatima Hira, 김교선†
 

강원대학교 

(kkyoseon@kangwon.ac.kr†) 

자성 나노입자는 생의학적으로 MRI, Hyperthermia, 체 내외진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체외진단을 하

기위한 생체분자분리에 적용하기 위한 자성 나노입자는 200℃ 

등온조건에서 일정시간동안 합성시키는 one-pot 용매열 합성

법을 통해 제조할 수 있다. 결정구조 및 형태를 분석하여 제조한 

자성 나노입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생체친화성 및 생체적합성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한 자성 나노입자의 SiO2 coating을 

진행하였다. 그 후 면역진단의 대상이 되는 생체분자와의 특이

적인 결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기능기(-COOH)의 부착

을 진행하였다. 저농도 또는 다중의 생체분자를 보유한 시료를 

선택적인 기능기를 부착한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생체분자

의 분리를 진행한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고농도화 및 분

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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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I목-1
Analysis of crystal morphology of sulfamerazine (SMZ) 

based on the interfacial structure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박주현, 고은민, 김수환, 김우식1,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1경희대학교 

(skkwak@unist.ac.kr†) 

The crystal morphology is important for industrial crystallization 

processes. The attachment energy (AE) was used to predict the 

crystal growth morphology of sulfamerazine (SMZ). The SMZ 

morphology predicted by AE is dominated by {0 2 0}, {1 0 1}, {2 

1 0}, {2 0 0}, {0 1 1}, and {1 1 1} surfaces for phase I crystal 

and {1 1 1}, {0 0 2}, {0 2 1}, {0 2 0}, and {1 0 2} surfaces for 

phase II crystal. Based on these surfaces,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s have been performed on the interface between 

the SMZ crystal surfaces and acetonitrile (ACN) solvent to study 

the solvent effect on the crystalization by understanding the 

crystal growth and dissolution mechanisms in the solvent. 

Furthermore, we analyzed the interfacial structures of crystal 

surface,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and diffusion coefficient of 

solvent,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rystal growth behavior and 

morphology. This study showed the effects of solvent on crystal 

morphology and possible mechanisms of crystallization.  

O분리I목-2
Mg 비율이 높은 Hydrotalcite 합성 및 

CO2 흡착능 연구  

김수지, 이기봉†
 

고려대학교 

(kibonglee@korea.ac.kr†) 

지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포집 기술이 중요하다. 이산화탄

소 포집 기술 중 흡착 기술은 적용 온도에 따라 구분되며, 

layered double hydroxide라고도 불리는 hydrotalcite는 중, 고온 

흡착제 중 하나이다. Hydrotalcite는 다른 흡착제들에 비해 흡착 

속도가 빠르고 200-500 °C의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안정적으
로 CO2를 흡착하는 장점이 있다. 흔히 CO2 흡착제로 사용되는 

hydrotalcite는 공침법을 통해 합성이 이루어지며, 구조를 이루는 

물질로 magnesium nitrate와 aluminum nitrate가 사용된다. 이 두 
가지 물질의 비율이 2에서 3 사이일 때 높은 CO2 흡착능을 나타

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의 비율을 가지는 물질에 대해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Mg 비율을 크

게 증가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세척 방법을 사용하여 hydrotalcite 
구조 내의 NaNO3 공침을 이루었고, 그에 따른 CO2 흡착능 증진

을 이루었다. X-ray diffractometer (XRD)와 N2 adsorption 

analysis를 통해 특성분석을 시행하고,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와 In-situ XRD를 통해 CO2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

다.  

O분리I목-3
Investigating the cocrystallization of Caffeine and p-

hydroxybenzoic acid in Rotating Disk Crystallizer  

Li Zunhua, 김우식†
 

경희대학교 

(wskim@khu.ac.kr†) 

Cooling cocrystallization of caffeine and p-hydroxybenzoic acid 

have produced two previously known 2:1, 1:2 cocrystals, and 1:3 

cocrystals was found. The cocrystallization was carried out in a 

rotating disk (RD) crystallizer, in which generated the periodic 

Batchelor flow. Also, it was compared with the influence of a 

random turbulent flow in a mixing tank (MT) crystallizer. It was 

shown that the final cocrystals in both crystallizers were the same 

with the same initial concentration because of the 

thermodynamic reason. But at the same initial concentration, the 

pathways were totally different in both crystallizers because of the 

kinetic reason. Moreove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otation/agitation speed, in RD and MT crystallizer, the pathway 

also different. Meanwhile, the process times in MT crystallizer 

were at least 4 times longer when compared to the RD 

crystallizer. 

O분리I목-4
Mesoporous MgO-TiO2 Adsorbents for CO2 Capture  

Hiremath Vishwanath,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MgO has been extensively reported as an efficient solid CO2 

sorbent. However, it is still challenge to make MgO stable under 

TSA (Thermal-Swing Adsorption) operation because high 
temperature is required for regeneration of MgCO3 to MgO. In 

this work, TiO2 stabilized MgO sorbents were investigated as 

candidate for CO2 capture. Compositional modifications are 

carried out to enhance the CO2 sorption performance of MgO-

TiO2 sorb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phase was transformed 

in the sequence of MgTiO3 (Mg/Ti=0.5-2.0) → MgO-MgTi2O4 

(Mg/Ti=3.0-4.0) → MgO-Mg2TiO4 (Mg/Ti=5.0), and the CO2 

adsorption increased in the order MgTiO3 ＜ MgO-Mg2TiO4 ＜ 

MgO-MgTi2O4. High surface area (111.4 m2/g), large pore 

volume (0.45 cm3/g), and appropriate basic sites of MgO-
MgTi2O4 were beneficial for CO2 adsorp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rant number: NRF-

2013R1A1A20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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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I목-5
Depolymerization of Concentrated Sulfuric Acid 

Hydrolysis Lignin in Subcritical Water and Supercritical 
Methanol Basic Solvents  

Marcel Jonathan Hidajat,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jaehoonkim@skku.edu†) 

The aim of this work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different bases 

as well as the different media in concentrated sulfuric acid 

hydrolysis lignin (CSAHL) depolymerization. The bases used here 
were NaOH, KOH and Na2CO3. NaOH and KOH gave 15.7 wt% 

monomeric yield in subH2O-basic media with 10 wt% of base 

catalyst based on the lignin weight. In scMeOH, KOH gave the 

highest yield of monomers of 6.61 wt% at the same reaction 

condition. In water case, the "Solvent Cage" effect takes the 

major role in preventing the formation of poly-condensates, 

which resulted in lower solid residue yield in water than methanol. 

Catechols and guaiacols were the most abundant product with 

selectivity up to 22% in water, while the alkoxybenzenes were the 

most abundant product in methanol solvent due to the 

methylation of the O-atom of the hydroxyl group of phenols. 

Comparison with the commercial Kraft Lignin was also 

conducted and resulted in higher monomeric yield up to 21.55 

wt%, showing that CSAHL has a more recalcitrant nature than 

Kraft Lignin.  

O분리I목-6
CO2 Capture from CO2 + H2 Gas Mixture Using Tetra-

n-butyl Ammonium Chloride Semiclathrate 

김소영, 서용원†
 

울산과학기술원 

(ywseo@unist.ac.kr†) 

In this study, tetra-n-butyl ammonium chloride (TBAC) was used 

for semiclathrate formation. TBAC forms semiclathrate with water 

under atmospheric pressure. TBAC semiclathrate has small 

vacant cages which can be used for capturing small-sized gas 

molecules, while large cages of TBAC semiclathrate are 

occupied by TBA cations. TBAC semiclathrate is most stable at 

3.3 mol%, which is a stoichiometric concentr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elective CO2 separation from the pre-

combustion fuel gas mixture using TBAC semiclathrate. The 
phase equilibria showed that the TBAC semiclathrate with CO2 + 

H2 was significantly stabilized when compared with pure gas 

hydrate. The enclathration of guest molecules in the small cages 

was confirmed via in-situ Raman spectroscopy. The gas uptake 

of TBAC semiclathrate in the presence of hollow silica and solid 

silica was higher than that of TBAC semiclathrate without silica 
particles.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semiclathrate phase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90 %.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TBAC semiclathrate is expected to 
be a good candidate material for CO2 separation from pre-

combustion fuel gas mixtures. 

O분리I목-7
Pressurized Hot Water Extraction of Phytochemicals 

from Chamaecyparis obtusa  

조연진, 전병수†
 

부경대학교 

(bschun@pknu.ac.k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process parameters for 

recovery of functional compounds from Chamaecyparis obtusa 

using Pressurized hot water extraction (PHWE). The 

phytochemicals ex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C. obtusa has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cytotoxic, allopathic, and 

antioxidant activities. Conventionally, these phytochemicals are 

extracted using organic solvents or hydro-distillation. However, 

these methods have several drawbacks including usage of a 

large volume of organic solvents, and long extraction time. PHWE 

employed water as solvent at a sufficiently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remains liquid 

and its dielectric constant and polarity are changed. Therefore, 

the PHWE as green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recovery of 

C. obtusa functional compounds for safe and rapid 

methodology. Finally, The chemical composition, volatile 

compound composition, antioxidant activity,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total flavonoid compounds of the extracts will 

be investigated in order to recommend its application for 

cosmetic and related industries.  

O분리I목-8
Bioactivity of oils extracted from a mixture of citrus 

seeds and peels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nd 
ethanol as a modifier  

John Ndayishimiye, 전병수†
 

부경대학교 

(bschun@pknu.ac.kr†) 

This work aimed to study the bioactivity of oils extracted from a 

mixture (MX) of citrus seeds (CS) and citrus peels (CP)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CO2) and ethanol as a modifier 

so that those by-products can be valorized. The extraction 

conditions were 200 bar and 300 bar at 45 °C, extraction time of 

2 h and CO2 flow rate of 27 g/min for neat SC-CO2 and SC-

CO2+ethanol. The yield showed to increase significantly (p ＜ 

0.05) by increasing pressure. The total phenolic content was 

determined by Folin–Ciocalteu method and CP oils showed 

higher value amongst while CS oils showed highest total 

flavonoid content. The tocopherols and phytosterols were 

performed by HPLC and α-tocopherol and sitosterol were 

respectively the main compounds of the extracted oils.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determined by DPPH and ABTS assay 

and the oils extracted by SC-CO2+ethanol at 200 bar showed 

higher activity with IC50 values of 0.52 and 0.53 mg/ml for CP 

and MX respectively for DPPH assay. For antimicrobial activity, 

the MX oils showed higher activity for tested bacteria. Overall the 

MX oil showed good bio-potentiality which reflects how it could 

be a tailor-made in man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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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I목-9
합성가스를 이용한 하방기류건조기에서의 저등급석탄

의 건조특성  

이민회1,2, 이재우1,†
 

1KAIST 생명화학공학과; 2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 

(jaewlee@kaist.ac.kr†)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저등급석탄을 건조하면 저등급석탄의 수

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증기를 회수하여 수성전이반응 등의 후

단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등급석탄

에는 휘발분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건조가 이

루어지도록 하여 후단공정의 타르오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의 하방기류건조기를 이용하여 

350-500C로 유입되는 합성가스의 온도조건, 9기압의 압력조건

에서 수초 이내에 건조가 수행되었다. 건조 후 가스의 조성분석

결과 탄화수소물질은 증가하지 않아 타르오염 가능성은 낮았으

며, 석탄은 수분이 90%이상 제거되고 산소함량이 감소하여 발

열량이 증가되었다. 또한 건조 후 석탄은 비표면적과 공극부피

가 감소하였으며, 수분의 재흡착경향이 감소하였다.  

O분리I목-10
in silico discovery of nanoporous materials for CO2 

capture and CoRE MOF database 

정용철†
 

부산대학교 

(greg.chung@pusan.ac.kr†) 

Discovery of new adsorbent materials with large CO2 working 

capacity could help reduce CO2 emissions from newly 

commissioned power plants using pre-combustion carbon 

capture. High-throughput computational screening efforts can 

accelerate the discovery of new adsorbents but sometimes 

require significant computational resources to explore the large 

space of possible materials. Here, we report in silico discovery of 
high-performing adsorbents for pre-combustion CO2 capture by 

applying a genetic algorithm (GA) to efficiently search a large 

database of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for top 
candidates. One of the synthesized MOFs shows a higher CO2 

working capacity than any MOF reported in the literature at the 

operating conditions investigated here. 

We also report an updated version of the MOF database, namely, 

CoRE MOF Version 2.0, which can help accelerate the discovery 

of novel adsorbent materials for various of gas separation and 

catalytic applications. 

O분리I목-11
Dynamic Simulation of a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for Coalbed Methane Separation  

고대호†
 

GS건설 

(daeho.ko@gsconst.co.kr†) 

Dynamic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for a gas separation 

membrane module by deriving a mole fraction balance and an 

energy balance. A hollow fiber membrane with counter-current 
flow is adopted which recovers CH4 form coalbed methane 

(CBM) by removing CO2. In the dynamic simulation model, the 

CBM feed gas is supplied into the bore side, and the shell side 

discharges the permeate gas. The simulation results are very 

similar to the experimental data of Airrane Co. Ltd. in Korea. By 

using the validated simulation model, the effects of design and 

operating conditions on the performances are also investigated. 

This work is the base study for scale up design up to a 

commercial scale membrane module. 

Keywords: CoalBed Methane (CBM), Hollow Fiber Membrane, 

Dynamic Simulation, Design, Operation 

O분리I목-12
Self-coagulating polymer blend adsorbents for 

recovery of precious metal and removal of heavy metal 
ions  

윤영상†, John Kwame Bediako
 

전북대학교 

(ysyun@jbnu.ac.kr†) 

Functional polymers such as polyethylenimine (PEI) and 

polyacrylic acid (PAA) possess lots of active groups able to bind 

charged species. However, the extreme hydrophilicity of these 

polymers renders them inapplicable to adsorption in aqueous 

phases without matrix supports. By combining the electrostatic 

chemical properties of these two polymers in different 

formulations, tunable adsorbents (PEI-PAA) were facilely 

fabricated in aqueous water without employing toxic organic 

chemicals. It was believed that PAA possessed inherent 

properties which enabled its self-coagulation with PEI, but not 

other similar polymers. Consequently, the adsorbents in the ratios 

of 4:1 and 1:4 (PEI:PAA) exhibited very high gold and cadmium 

adsorption capacities, reaching 1609.7 ± 89.6 and 646.1 ± 44.5 

mg/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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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I목-13
Metal-Organic Framework(MOF)를 이용한  

제논/크립톤 흡착 분리  

배윤상†, 이승준1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1연세대학교 

(mowbae@yonsei.ac.kr†) 

제논 기체는 이상적인 흡입식 마취제이면서, CT 촬영시에는 빠

르고 정확한 영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활

용도가 높다. 또한 제논과 크립톤 기체는 광학적인 레이저나 램

프에도 자주 이용된다. 따라서, 제논/크립톤 혼합물이 발생하는 

공기의 분별증류나 핵연료의 분열로부터 희귀성 기체인 제논과 

크립톤 기체를 경제적으로 분리/회수하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

된다.   

본 발표에서는 MOF(metal-organic framework)를 이용하여 제

논/크립톤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들을 소개한다. 

먼저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open metal site의 금속의 종류

가 다른 3가지 MOF들에 대한 제논/크립톤 분리 성능 및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둘째는,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3

가지 MOF들의 제논/크립톤 분리 성능, 수열안정성 및 방사성안

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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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1
분자 모델링에 의한 ε-HNIW 결정 성장  

메카니즘 해석    

심홍민, 김왕수, 이현주, 김현수1, 구기갑†
 

서강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koo@sogang.ac.kr†) 

ε-HNIW는 기존 RDX및 HMX보다 에너지밀도가 높아 차세대 고

에너지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ε-
HNIW 냉각결정화 공정에서 분자 모델링을 이용하여 용매가 ε-
HNIW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정 형상을 제어하기 위한 공

정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매 에틸아세테이트와 메탄올에서 

생성된 ε-HNIW 결정은 각각 다면체 형상과 양추형으로 예측 되

었으며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에틸아세트와 달리 메탄

올은 ε-HNIW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101)면에서의 계면에

너지가 상당량 감소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차원 핵생성 메커

니즘에 의해 결정 성장이 촉진되어 결정면의 빠른 성장이 유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P분리목-2
결정화/응집 공정에 의해 제조된 3성분계  

에너지 복합체의 열분해 메커니즘  

이정환, 심홍민, 김재경, 김현수1, 구기갑†
 

서강대학교; 1국방과학연구소 

(koo@sogang.ac.kr†) 

결정화/응집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Al/RDX/AP 에너지 복합체

의 초기 분해 온도(IDT)와 활성화 에너지를 통해 해당 복합체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활성화 에너지는 복합체의 비등온 

분해 방법을 이용해 Vyazovkin method로 계산하였으며 master 

plot을 통해 모델 피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저온 분해 영역

(LTD)에서는 복합체와 물리적 혼합물 모두 Prout-Tompkins 

model (B1)로 모사된 반면 고온 분해 영역(HTD)에서는 복합체

의 경우 contracting volume model (R3)로, 물리적 혼합물의 경우 

zero order model (F0/R1)로 설명할 수 있었다. 

P분리목-3
PPD 합성 공정에서 결정화에 의한 NH4I 제거 

이현주, 김재경1, 박용기2, 구기갑1,†
 

서강대학교; 1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한국화학연구원 

(koo@sogang.ac.kr†) 

PPD(p-Phenylenediamine)는 고부가 소재인 파라 아라미드 섬유

의 주 원료일 뿐만 아니라 염료, 안료, 화장품 등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PDIB와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를 CuI 촉매 

하에서 반응시켜 PPD를 합성하는 신규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D 합성 공정에서 불순물로 생성되는 NH4I를 

제거하고자 결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PbI2로 회수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XRD, SEM으로 분석한 PbI2 결정화에 

대한 용매의 영향을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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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4
Control of Crystal size and Morphology of DNAM by 

Evaorative crystallization 

임채호, 김광주†, 박태준
 

한밭대학교 

(kjkim@hanbat.ac.kr†) 

This study focusses on the control mechanism of coarse size 

fraction of DNAM. Experimenatal results were conducted for 

batch mode using evaporative crystallization. Because the 

solubility of DNAM for Acetone is very low, it is to difficult to build 

the crystal growing mechanism. In this study, crystal growing 

mechanism is researched by controlling Evaporative rate.  

  

P분리목-5
The effect of anti-solvent addition rate on the behavior 
of indomethacin-saccharin co-crystallization based on 

in-line monitoring systems  

김바울, 조민용, 최광진†
 

순천향대학교 의약공학과 

(guangchoi@sch.ac.kr†) 

On a basis of the pharmaceutical validation guidance recently 

published by US FDA, in-line monitoring technology or systems 

for pharmaceutical processes has become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a study of crystallization and optimization. In this 

study, two in-line monitoring tools, FBRM (focused beam 

reflectance measurement) and PVM (particle vision 

measurement)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co-

crystallization behavior between indomethacin(IMC) and 

saccharin(SAC) using anti-solvent approach. The injection rate of 

anti-solvent in this case, the water, was examined as a primary 

process variable. Resulting crystalline materials were treated 

suitably and characterized via XRD (x-ray diffraction) and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It was found that the pathway 

of co-crystal formation was significantly dependent upon the 

addition rate of water. Hence, FBRM and PVM appear to be very 

valuable in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the pharmaceutical 

co-crystallization process as in-line monitoring tools. Detailed 

experimental procedures and data shall be presented for 

extensive discussion.  

P분리목-6
Enhanced Solubility of Aripiprazole via Co-crystal 
Approach  using Spray-drying and Evaporation 

Methods  

조민용, 김바울1, 이주연1, 김가영1, 최광진1,†
 

순천향대; 1순천향대학교 의약공학과 

(guangchoi@sch.ac.kr†) 

It has been extensively demonstrated that the pharmaceutical 

properties including the  solubility, dissolution rate, and ultimately 

bioavailability of BCS classⅡ insoluble drugs  such as 

aripiprazole can be noticeably improved by the co-crystal 

approach. In regard to the importance of pharmaceutical 

cocrystals, US FDA issued a guidance for industry in 2013, which 

was updated in August 2016. In this study, the cocrystals of 

aripiprazole with resorcinol were examined for the improved 

solubility. Aripiprazole-resorcinol cocrystal powders were 

prepared by two methods, the evaporation and spray-drying 

processes. Chloroform-ethanol cosolvent was used for 

aripiprazole solutions. Th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ocrystal formation was performed by PXRD and DSC  whereas 

the solu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HPLC.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particle size as well as the 

aqueous solubility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method and process parameters. Experimental procedure and 

data will be presented in detail in the poster session for scientific 

discussion.   

 

P분리목-7
Study of TNT red water treamtment by ice 

crystallization  

장효준, 김광주†
 

한밭대학교 

(kjkim@hanbat.ac.kr†) 

Current activities in the mining, construction, explosives and 

defense related operations have led to the production of large 

amounts of energetic materials.  2,4,6-Trinitrotoluene (TNT) is 

one of the explosives used widely for these operations. The 

release of these compounds into the environment induces the 

risk of contaminating soil and groundwater.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novel technique to treat the TNT 

wastewater, for this, continuous crystallization by the control of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injection amount of ice and 

saturated solution was studied. TNT wastewater organic 

concentration is 150ppm. To form ice crystal from the 

wastewater, the wastewater cooled below their saturation 

temperatures. After spontaneous nucleation, the scrapper blade 

is started to scrap off layer of ice crystals and uniform crystal 

suspension with ice crystal between (100~200㎛) is obtained. 

When the amount of injection solution is 200ml, average crystal 

size is largest, crystal size distribution is very broad. On the other 

hand, when the amount of injection solution is 50ml, average 

crystal size is small, crystal size distribution is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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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8
Solubility of DNAM in the organic solvents  

박태준, 임채호, 김광주†
 

한밭대학교 

(kjkim@hanbat.ac.kr†) 

Solid oxidizing agent to be used in the propulsion agent or 

explosives for solid rocket must have the appropriate the 

morphology and crystal size distribution in order to satisfy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purity, stability, density and 

 combustion efficiency .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for desired objectives.  

Since the DNAM has low sensitivity,  it offers propulsion or 

explosive in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it's the oxygen 

balance is much better than the PSAN and HTPB.  

The solubility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parameter in 

crystallization process. Prior to crystallization process, it is 

requirement to measure solubility. Solubility of the material 

determines the solvent, crystallization method, and experiment 

condition. 

We measured the basic properties of DNAM, such as solubility, 

TGA, DSC, SEM, XRD, and Raman spectroscopy. The 

solvents for solubility of DNAM is DMSO, NMP, DMF, DMAC, 

THF, EA and ACT. In this study, we figured out the appropriate 

solvent using crystallization. 

P분리목-9
Water 상에서 용매-매개 전이에 의한 β-HMX 제조  

이재은, 한상근1, 이근득2, 채주승2, 구기갑†
 

서강대학교; 1(주)한화 종합연구소; 2국방과학연구소 

(koo@sogang.ac.kr†) 

에너지물질 입자의 미립화 연구는 고에너지 물질의 둔감도 향상 

연구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데, 이는 입도가 감소하면 

기폭의 원인인 입자 내 내포물, 결점, 공동과 같은 잠재적 과열

점(hot spot)의 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니트라민 계열 고에너지 물질인 HMX는 4 종의 결정형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고 상온에서 안정한 β-HMX

만이 군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입자의 미립화 방법 중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drowning-out에 의해 HMX 의 미세 입자를 

제조할 경우, 빠른 핵생성 속도로 인해 γ-HMX가 제조되는 문제

점이 있기 때문에 β-HMX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ter 상에서 용매-매개 전이를 

이용하여 β-HMX의 제조하였으며, 용액의 온도, 교반 속도 등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P분리목-10
Pharmaceutical co-crystallization with polyphenols  

이청천, 이종휘†
 

중앙대학교 

(jong@cau.ac.kr†) 

Functions of polyphenol(PP) were widely known for antioxidant 

activity, enhanced adhesion, and metal complex. And all of the 

PP was bioavailable. In pharmaceutical crystallization, the PP is 

great material for co-former. However, Most of the researched 

conformer of pharmaceutics was hard to apply to human body. 

In this study, we tried to the PP in pharmaceutical crystallization. 

One pair of drug-PP was successively formed co-crystal. The 

structure was confirmed by Single crystal X-ray anlaysis, Power 

X-ray diffraction,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We hoped 

the research of the co-former of the PP will be open-up new 

possibility in industrial pharmaceutical crystallization fields.  

P분리목-11
Thermodynamic and Spectroscopic Investigation of 
Binary Gas Hydrates including 1,2-Pentanediol and 

1,3-Pentanediol as a Guest Molecule  

문석윤, 김희중, 홍수진, 이하준, 박영준†
 

광주과학기술원 

(young@gist.ac.kr†)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및 고압에서 물 분자의 수소결합을 

통해 형성된 격자 구조에 가스가 포집되어 있는 포접 화합물이

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

으며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가스 저장, 수송, 

및 분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가스 하이드

레이트는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물의 양에 비해 많은 양의 가스

를 함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해서 형성

제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기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1,2-Pentanediol 과 1,3-Pentanediol을 이용하여 가스 하이드레

이트의 열역학적 측면에서의 상평형을 측정하였다. 또한 XRD 

및 Raman 분석을 통해 1,2-Pentanediol 과 1,3-Pentanediol 의 

첨가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를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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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12
탄소자원화를 위한 탄산칼슘 제조 및 결정제어에 관한 

연구  

장리부가, 최다솔, 최소영, 홍수진, 박영준†
 

광주과학기술원 

(young@gist.ac.kr†) 

광물탄산화는 이산화탄소 회수·저장·이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중 하나로 기후변화대응은 물론 

탄소자원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산
화탄소(CO2)와 산업부산물 또는 천연광물로부터 추출한 자원

과 반응시켜 CO2 를탄산염 (Ca·MgCO3)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저장하는 기술이다. 최종생성물인 탄산염은 산업, 의료, 식품 등 

결정구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며 결정구조제어

를 통하여 이용효율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2 저장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탄산

칼슘의 결정구조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정구조의 다

양한 영향인자 중 반응온도와 반응물질들의 농도, 결정 생성 후 

온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결정 구

조의 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P분리목-13
투과증발분리법을 이용한 트라이에틸렌  

글리콜-물 분리  

윤형철, 박주현, 한상섭, 정태성, 조동우, 범희태,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가스 수분 제거 공정 (gas dehydration)은 천연가스의 이송 및 저

장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수분 응결 및 이산화탄소/탄화수소와의 가스 하이드레

이트(gas hydrate) 형성에 의한 관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반드시 가스 내의 수분을 허용 농도 (2-7lb H2O/MMSCF 

(42-147 ppm))이하로 제거해야 한다. 기존 수분공정에서는 액

상 수분흡수제로 triethylene glycol (TEG)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TEG는 204oC 이상에서는 열분해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한 

TEG를 단순 리보일러 재생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TEG 순도는 

98.6wt% (리보일러 온도 204oC)이다. TEG이용 가스 수분 제거 

공정의 핵심은 사용한 TEG를 높은 순도로 재생하는 공정이며, 

단순 리보일러 재생의 한계로 TEG는 gas stripping 공정을 거쳐 

순도 99.99wt%로 추가 재생한다. 기존 리보일러 스트리핑 혼성 

공정은 고온 재생으로 인한 TEG 손실 및 열분해, TEG의 지속적 

보충, 재생 시 많은 에너지 소비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TEG를 재생할 수 있는 TEG-H2O 투과증발분리법에 관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유량, 온도, 압력에 따른 변수별 H2O 제거율 및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Karl-Fischer 분석기를 사용하여 TEG에 

포함된 수분량을 정량 분석하였다.  

P분리목-14
Characterization and Hydrothermal Stabilities of 
Supported Zeolitic imidazolat framework (ZIF-7) 

membranes  

이승주, 김재성, 이두환†
 

서울시립대학교 

(dolee@uos.ac.kr†) 

Recently, hydrogen has been in the spotlight of a clean energy 

source that could solve the global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ir pollution.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thermally 

and hydrothermally stable membrane having a high hydrogen 

selectivity also stand out to produce hydrogen more efficiently 

and cost effectively. Thus, we investigated ZIF-7 membrane, 

which is a sub-category of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to separate hydrogen from other gases (CH4, CO, CO2). The 

thermal and hydrothermal stabilities as well as the structural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supported ZIF-7 membrane were 

studied at various temperatures (423 – 673 K), H2O vapor 

concentrations (10 – 20 mol-%), and metal oxide supports 

(alumina, silica-alumina, silica, magnesia). By the hydrothermal 

stability test, The α-Al2O3 supported membrane was suffered 

from fatal hydrothermal degradation of the ZIF-7 membrane 

layer, and structural degradation was facilitated as temperature 

and H2O vapor concentration increased. Moreover, it was firstly 

found that the acid sites results in metal oxide supports markedly 

affect the hydrothermal stability of the ZIFs membranes. 

P분리목-15
Electrochemical separation of sulfuric acid and sugar 
from the effluent of the pretreatment and hydrolysis of 

biomass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김홍곤1,†, 송호성1,2, 이경민1, 엄영순1, 안병성1
 

1KIST; 2NYU School of Engineering 

(hkim@kist.re.kr†) 

Bioalcohols such as bioethanol and biobutanol can be produced 

from waste woods, corn stover, straw, and many other 

biomasses by hydrolysis and fermentation. The pretreatment and 

hydrolysis of biomass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can quickly 

convert lignocellulosic materials to C5 and C6 sugars. In order to 

apply the sugar-containing hydrolysate to the fermentation, the 

sulfuric acid should be almost totally removed in advance. We 

have proposed electrochemical separation of the hydrolysate 

using an anionic ion exchange membrane to successfully obtain 

a sulfuric acid-rich phase containing less than 0.1 wt% sugars 

and a sugar-rich phase containing less than 1 wt% sulfuric acid.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electrochemical cell was 

examined under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electrode types, 

hydrolysate circulation rates, current density, operating 

temperature, and connection manners of multiple cells. The 

electrochemical separation technique is expected viable in terms 

of relatively short time and high selectivity of separation, total acid 

removal, and recovery of sulfuric acid and sugar at high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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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16
Preparation of a compact microchannel membrane 

module for hydrogen purification  

오덕규1,2, 이춘부1,2, 이성욱1,2, 진민호1,2, 황경란2, 이동욱
2, 이관영1, 박종수2,† 

1고려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eodor@kier.re.kr†) 

This study investigates a compact Micro-channel-reactor (MCR) 

type membrane module assembled by the diffusion bonding 

method at the low-temperature (450 °C) for hydrogen 

purification. In order to perform the low-temperature diffusion 

bonding of the membrane module, the surfaces of SUS plates 

were modified with blasting, Ni-Cu deposition and thermal 

treatment in sequence, resulting in commissure dramatically 

increased the average-surface roughness (Ra) and surface-

area. The surface modified plates made them well bonded at 

low-temperature. The prepared compact MCR type membrane 

module showed that the hydrogen flux was 18.3 ml cm-2 min-1 
at the pressure difference of 0.1 MPa with a H2/N2 selectivity 

was over 1100. The hydrogen purification test using a 40% CO2/ 

60% H2 mixture gas confirmed that the MCR type membrane 

module is capable of separating hydrogen with concentration of 

more than 99% at 400 °C, pressure difference 0.5 MPa and the 

feed gas rate of 1.5 L min-1.  

P분리목-17
CO2-tolerant dual-phase hollow fiber membrane  

for oxygen separation from air  

박세형, 채진웅, 신민창, 박정훈†
 

동국대학교 

(pjhoon@dongguk.edu†) 

Mixed ionic-electronic conducting (MIEC) membranes 

economically produce high concentrations of oxygen as dense 

MIEC membranes have a theoretically infinite selectivity at high 

temperature. High oxygen permeability and structural stability are 

required in the presence of high concentrations of CO2 for 

application of oxygen transport membrane in the oxy-fuel 

combustion process. Ba0.5Sr0.5Co0.8Fe0.2O3-δ (BSCF) was 

promising material of MIEC membrane, because of high oxygen 

permeation flux. However, Carbonates were formed over the 

surface of BSCF-based membranes in the presence of CO2 and 

oxygen permeation fluxes are deteriorated. Recently, 

Ce0.8Sm0.2O2-δ (SDC) material has been used for solid oxide 

fuel cells, because SDC has a high oxide ion conductivity and 

can tolerate the corrosion by CO2 and H2O. In this work, dense 

dual-phase hollow fiber membranes were prepared by a phase 

inversion spinning and sintering process. The phase composition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by 

XRD, SEM analysis.  

Keywords : CO2-tolerant, Oxygen separation, Dual-phase, 

Hollow fiber membrane  

P분리목-18
분리막을 이용한 2,3-BDO의 분리 연구 

조항규, 임종성†
 

서강대학교 

(limjs@sogang.ac.kr†) 

미생물을 이용하여 pesticides, pharmaceuticals, odorous 

substances, humectant or softening agents 등 여러 가지 석유화

학 제품 생산이 가능한 2,3-butanediol(2,3-BDO)를 생산해내는 

upstream process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product

의 시장 가격은 downstream process의 분리 및 정제 비용에서 

결정되며, downstream process system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와 효율적인 측면의 장벽에 직

면하게 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분리 정제 방법은 liquid-liquid 

extraction(LLE), salting out, distillation, chromatographic method, 

membrane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2,3-BDO와 

물의 친화력에 의해 분리하기 어려운 것을 다양한 분리막을 이

용하여 2,3-BDO를 분리 및 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P분리목-19
Retard for Fe metal contamination of Pd membrane by 

Au protect layer  

이성욱1,2, 오덕규2,1, 진민호2,1, 이춘부2,1, 황경란1, 이동욱
1,  

김성현2, 박종수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deodor@kier.re.kr†) 

Pd membrane is evaluated as a promising technology for CO2 

capture and H2 separation in the coal gasification process. 

Currently,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 catalytic 

membrane reactor that can simultaneously conduct the WGS 

and hydrogen separation processes using a single reactor. 

However, in the membrane process, catalytic metal elements can 

be introduced into the membrane reactor,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membrane surface.(however, in the membrane process, 

the catalyst metal elements flow into the membrane reactor and 

the contact is possible on the membrane surface.) Such metal 

paticulate matter causes pin-holes and cracks on the 

membrane, with impacts on the decomposition. This 

phenomenon reduces the selectivity of th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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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20
메탄/이산화탄소 분리 중공사 3단 모듈 공정 전산모사 

차경환, 이용택1,†
 

충남대학교; 1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ytlee@cnu.ac.kr†)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정제하여 고순도 메탄을 얻

음으로써 높은 열량을 갖는 가스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이를 자

동차 연료나 도시가스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공급기체 변화와 

그에 따른 공정조건의 변화를 통해 최종 메탄농도 95%와 회수

율 95%를 만족하는 3단 중공사막 모듈 재순환 공정에 대하여 메

탄과 이산화탄소 혼합기체 투과실험으로 얻은 메탄 분압의 함수

로 나타낸 투과도를 이용하여 메탄농도 75%∼80%, 공급유량 

50 L/min∼100 L/min, 막면적 0.85 m2∼3.42 m2 으로 변화시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조건 변화들에 따른 메탄순도

와 회수율의 변화를 전산모사 하고자 하였다. 

P분리목-21
3/4단 분리막 공정을 통한 바이오 메탄 농축  

성문숙1,2, 박보령1, 김정훈1,†
 

1한국화학연구원; 2충북대학교 

(jhoonkim@krict.re.kr†) 

음식물 및 축산 폐기물 처리장 등 혐기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

이오가스의 주성분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이다. 바이오 가스 내 

메탄을 95%이상의 고순도로 농축할 경우 도시가스와 이송수단

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가 있어 

신재생 에너지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가스의 정제기술로는 흡착법, 흡수법, 막분리법 등이 있

으며 이 중 막 분리법은 낮은 에너지 소모량, 이동성 및 쉬운 작

동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70% 

CH4/30-40% CO2의 바이오가스를 95%이상의 메탄으로 농축

하기 위해 폴리설폰 중공사막과 다단 공정을 이용하였다. 순수

기체 투과도와 혼합기체 투과성능을 연구하여 선택도를 알아보

았다. 특히 폴리설폰 분리막을 이용하여 3, 4단의 분리막 공정을 

설계하여 분리 농축 실험을 실시하였고 총 막 면적에 따른 다단 

공정을 통한 분리성능을 연구하였다.  

P분리목-22
Preparation of DOCDA-based polyimide membranes 

and their gas separation properties 

박채영1,2, 장봉준1, 김정훈1,†
 

1한국화학연구원; 2한양대학교 

(jhoonkim@krict.re.kr†) 

Polyimide is one of the promising membrane materials for gas 

separation owing to their outstanding thermal, mechanical and 

chemical stability. However, their applications were limited in 

many fields because of their low solubility and processibility.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the solution processible DOCDA-ODA 

polyimides membrane. To enhance the separation performance, 

we also synthesized copolyimides based on DOCDA-ODA with 

various dianhydrides. All the synthesized polyimides were 

characterized by NMR, FT-IR, DSC and TGA. Finally their gas 

permeation properties for N2, O2, CO2 and CH4 were evaluated 

by a time-lag apparatus.  

P분리목-23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폴리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한 

특성 분석  

최지영, 박상도†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sdopark@kcrc.re.kr†)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을 최소화하고 높은 이산화탄소 분리능을 가질 수 있는 분리막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투과성이 우수하

고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막 분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설

폰 중공사 막을 이용하여 실제 배기가스 조성의 혼합가스에서의 

분리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사 배기가스 농도인 14% 이

산화탄소 조건에서 스테이지 컷을 변화해가며 폴리설폰 중공사 

막의 최적의 측정조건을 확인하였다. 분리막 모듈 성능 측정 장

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주입 가스 조성, 유량, 압력, 압

력모드(감압, 가압)의 조건 변화를 주어 분리성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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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24
모사 목질계 바이오매스 가수분해액에 포함된  

푸란유도체의 선택적 제거  

이수민, 강지수1, 김의환1, 이상철1,†
 

군산대학교; 1군산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lee40f@kunsan.ac.kr†)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산 가수분해액으로부터 페놀화합물 및 카

르복시산이 미리 제거된 모사 처리액, 즉 자일로스, 황산, furfural

과 5-hydroxymethyl furfural (HMF)의 혼합물로부터 푸란유도체

가 제거 및 회수 되었다. 이를 위해 3가지 분리기술, 즉 진공 증

발법, 물리적 추출법과 회분식 흡착법의 조합이 도입되었는데, 

푸란유도체인 furfural과 5-hydroxymethyl furfural이 선택적으로 

제거 및 회수될 수 있었다. 각 분리 기술의 주요 조작 변수는 진

공 증발법에서는 온도, 물리적 추출법에서는 상비 및 단수, 흡착

법에서는 흡착제 종류이었다. 각 분리기술에 대해 푸란유도체의 

분리인자가 매우 높았으며, 여러 조작 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최적 조작 조건이 얻어졌다.    

P분리목-25
A Study on Reversible and Irreversible Pressure Profiles 

of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송세영, 박보경, 안기철, 이명현, 정원일, 정희석, 한원희†
 

동양대학교 

(whhan@dyu.ac.kr†)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equires high precision 

particle packed column to achieve highly repeatable retention 

times for difference chemical species. As the number of 

experiments wear downs the performance of the column, there 

accumulates solid like cladding on the surface of the packed 

particles in the column. We study the dynamic behavior of the 

carrier fluid flow through the packed column with gradient 

concentration condition using the pressure profile. Certain types 

of eluents dissolve the particle surface contamination rather well. 

The performance of those cleaning solutions are examined with 

the experimental study with theoretical explanations. Temperature 

conditions are also varied to study the thermo-rheological 

behavior of the gradient eluents.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profile, gradient elutions, absorption curves 

together with the aggregation particle structure.  

P분리목-26
High 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Ginseng Extract  

안은경, 정원일, 송세영, 유일환, 라인영, 박보경, 한원희†
 

동양대학교 

(whhan@dyu.ac.kr†) 

HSCCC(high 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 are used to 

separate highly valuable components at a commercially viable 

rate of production using liquid state adsorbent instead of usual 

solid adsorbents in HPLC, for example. HSCCC uses a novel 

approach of using continously deformable immiscible fluid 

adsorbents which are held stationary by centrifugal force by high 

speed planetary rotation of the tube coils. Using some oil phase 

(e.g. hexane) and water based phase, we were able to show that 

ginseng extracts can be seprated into several groups of 

ginsenosides using the HSCCC. The ELSD(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was used with regulated RPM to separate 

the mixtures. We show the effect of RPM, mobile phase flow 

rate,  and composition of stationary and mobile phase 

compositions for efficient separation of ginseng extracts.  

P분리목-27
Desalination study of carbon nanotube with sidewall-

nanohole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이지윤, 이찬희,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Reverse osmosis (RO) desalination is used for pure water 

obtained from sea water. Although various nanomaterials are 

now attempted for the application of desalination, their syntheses 

incorporating supporting materials are relatively difficult. However, 

single-walled CNT (SWNT) can make water molecules permeate 

through nanohole on the wall with self-supporting structure. 

Therefore, in this theoretical study, a new RO desalination system 

based on SWNTs with nanohole was studied b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To investigate the size effect of nanohole 

on permeating phenomena, we considered the CNTs with three 

sizes of nanoholes (i.e. diameter = 8 Å, 12 Å, and 15 Å), where 

dangling carbon atoms were passivated by hydrogen atoms 

and/or hydroxyl groups. Also, three types of SWNTs having 

different chiralities (i.e., (15,15) armchair, (18,12) chiral, and 

(26,0) zigzag) were modeled to investig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related to the desalination proces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WNTs with 8 Å nanohole achieved 100 % 

salt rejection and water flux of 50 L/(m2·h·atm), assuming the 

number density of nanohole as 4.63 × 101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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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28
WGS 반응을 위한 Cu/ZnO/MgO/Al2O3 촉매의  

수분 처리에 의한 촉매 특성 연구  

백정훈, 박지혜, 정정민, 황라현, 이광복1,†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충남대학교 화학공학교육과 

(cosy32@cnu.ac.kr†)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기후변화를 야기

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고갈우려로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WGS(Water Gas 
Shift)는 합성가스 내에 CO를 CO2로 전환함과 동시에 H2를 생

산하는 공정으로 온도에 따라 고온전이반응(HTS, High 

Temperature Shift)과 저온전이반응(LTS, Low Temperature Shift)

으로 구분되며 저온전이반응에서는 Cu계 촉매가 상용화 되어있

다. Cu는 고온에서 소결되는 현상이 있어 다양한 지지체와 조촉

매를 첨가하여 촉매의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
다. 특히 Al2O3는 지지체로서 Cu의 고분산을 유도하며, MgO는 

촉매의 물리적 강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공침법을 이용하여 Cu/ZnO/MgO/Al2O3 촉매를 제조한 후

에 일정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촉매를 재처리 하였다. 촉매의 특
성은 BET, SEM, XRD, N2O-chemisorption, XPS, H2-TPR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활성평가는 180-320℃ 온도영역에서 20℃ 간

격으로 steam/carbon의 비를 2, GHSV를 28,000h-1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P분리목-29
매체순환식 가스연소를 위한 Ni 계열 산소전달입자의 

MgO 함량에 따른 반응특성 및 반응모델  

박지혜, 백정훈, 정정민, 황라현, 백점인1, 류호정2, 이광복3,†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한국전력연구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충남대학교 화학공학교육과 

(cosy32@cnu.ac.kr†) 

매체순환식 가스연소(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 기술

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서 연소중(oxy-combustion) 기술 중 

하나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분리설비 없이 원천적으

로 분리할 수 있다. 반응 시스템은 연료 반응기와 공기 반응기의 

두 개의 반응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전달 입자는 두 반응기 

사이를 순환한다. 산소전달입자는 연료 반응기에서 연료 가스에 

의해 환원되고 공기 반응기에서 산소에 의해 산화된다. 연료 반

응기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수증기를 응

축하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초 반응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전력연구원(KEPCO)에서 생

산한 MgO 함량이 다른 Ni 계열 산소전달입자를 가지고 열 중량

분석기(TGA)를 이용하여 반응가스 농도 및 온도에 따른 무게변

화를 측정하고 반응특성의 차이를 해석하였다. 열 중량분석 실
험은 연료가스 농도 CH4 10~30%, CO2 bal., 및 온도 825~900 

℃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두 산소전달입자의 반응가스 농도 및 

온도에 따른 특성을 해석하고 기초 반응모델에 적용하여 각각의 

parameter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P분리목-30
Mg 첨가에 따른 수성가스전이반응용 Cu/ZnO/Al2O3 촉

매의 활성 연구  

박지혜, 백정훈, 정정민, 황라현, 이광복1,†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충남대학교 화학공학교육과 

(cosy32@cnu.ac.kr†) 

신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수소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청정에너지로, 천연가스 개질반응으로 생성된 합성가스에

서 수성가스전이반응, 선택적 산화 반응 등의 연속적 공정을 통

해 생산된다. 수성가스전이반응(WGS, Water Gas Shift)은 합성

가스 내의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반응하여 수소와 이산화탄소

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수성가스전이반응은 온도 영역에 따라 

고온전이반응(300~400 ℃)과 저온전이반응(200~250 ℃)으로 

구분된다. 저온전이반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촉매는 Cu계열의 
Cu/ZnO/Al2O3 촉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성가스전이반응은 

약간의 발열반응으로 공정내의 온도가 증가하게된다. 온도가 증
가하게되면 Cu/ZnO/Al2O3 촉매는 활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

타내며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면 Cu의 소결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u/ZnO/Al2O3 촉매에 Mg을 첨가

하여 열적안정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BET, 
H2-TPR, NH3-TPD, N2O chemisorption, XRD, XPS에 의해 특성

분석 되었으며 수성가스전이반응 촉매활성테스트를 통해 Mg이 

포함된 촉매가 어느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250 ℃에서 750 시간 이상의 장기테스

트를 통해 활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분리목-31
Enclathration of NF3 and c-C4F8 molecules in gas 

hydrates and their thermodynamic and cage filling 
characteristics  

김은애, 서용원†
 

UNIST 

(ywseo@unist.ac.kr†) 

F-gases are man-made gases which are utilized in 

semiconductor industry and refrigeration systems. Since F-gases 

have a high potential of global warming effect, various methods 

to separate F-gases have been widely studied, including gas 

hydrate-based F-gas separation. However, gas hydrate 
formation of c-C4F8 and NF3 has not been well-studied, even 

though they have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c-C4F8: 8,700, 

NF3: 8,000) and long atmospheric lifetime (c-C4F8: 3,200 years, 

NF3: 740 yea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undamental 

research focusing on the thermodynamic and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NF3 and c-C4F8 gas hydrates was 

performed.  The three-phase (H – LW – V) equilibria of the pure 

NF3 and mixed c-C4F8 + CH4 hydrates were measured, and 

the crystal structures of NF3 and c-C4F8 + CH4 hydrates were 

identified through PXRD, while the cage-filling characteristics of 
NF3 and c-C4F8 molecules in each hydrate were analyzed 

through 13C & 19F NMR, and in-situ Raman spectroscopy.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future 

studies about various F-gas 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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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32
CO2 separation from CH4 + CO2 gas mixture using 

clathrate formation: Effect of structure types in the 
presence of thermodynamic promoters 

임지연, 최원중, 서용원†
 

UNIST 

(ywseo@unist.ac.kr†) 

The importance of CO2 separation from CO2/CH4 gas mixtures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from the energy sources 
like CO2 rich-natural gas, bio and landfill gases. Clathrate hydrate 

formation is one of the promising techniques to capture CO2 

from acidic natural gas. In this study, phase equilibria, structur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tial guest occupation of the CO2/CH4 

clathrate hydrates were investigated in the presence of 

thermodynamic promoters; tetrahydrofuran (THF), tetra-n-
butylammonium chloride (TBAC). CO2 (50%)/CH4 (50%) gas 

mixture was selected as the simulated CO2-rich natural gas. 

Three (H-LW-V) equilibria of the CH4 (50%)/CO2 (50%) 

clathrate hydrates were measured, and the addition of THF and 

TBAC showed the phase equilibrium shift to the milder condition 

than pure water system. The spectroscopic analysis revealed the 

structure of hydrate and guest occupation. THF, TBAC formed sII 

and semi-clathrate hydrate respectively, and the gas molecules 

were enclathrated in the small cages of hydrates. The gas 
consumption and CO2 selectivity were identified by gas 

chromatography (GC), and TBAC showed the highest CO2 

selectivity due to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 

P분리목-33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bicarbonate to 

regenerate amine absorbent  

송지윤, 전영시1,†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ysjun@jnu.ac.kr†) 

Practical deployment of amine absorption process in large-scale 

CO2 removal is limited by high amine regeneration cost. Tertiary 

alkanolamines or sterically hindered amines are considered 

promising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amines due to the 

preferential formation of bicarbonate. This significantly lowers 

absorbent regeneration cost, which, however, does not 

completely eliminate necessity of the costly regeneration 

process. Here, we report a new method to regenerate amine 

absorbent via photocatalytic oxidation using graphitic carbon 

nitride under visible light. Bicarbonate anion is selectively 

decomposed into CO2 by g-CN. Similar to the nature's way of 

turning protein enzymes on or off (reversible phosphorylation), 

bicarbonate anion selectively quenches the photoexcited holes 

on g-CN in the presence of tertiary amine, thereby boosting 

photocatalytic activity of g-CN by about twice. The photoexcited 

electrons are utilized in the photoreduction reaction that 

generates solar fuels, i.e. hydrogen. This strategy will pave a way 

to combining solar energy conversion process with the 

conventional industry as well as sustainable solar fuel production 

system using abundant resources.  

P분리목-34
Characterization of the ortho-silicate based sorbent 
along with Si precursor for carbon dioxide capture at 

high temperatures  

권용목, 김재창†, 이승용, 조민선, 이수출, 서휘민1, 박용기1
 

경북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kjchang@k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고온영역에서 CO2 포집을 위해 우수한 성능

을 가진 리튬실리케이트 CO2 흡수제 개발이다. CO2 흡수/재생

과정은 thermal conductivity (TCD)가 장착된 GC (Donam 

Systems In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atm, 10vol.% CO2, 

10vol.% H2O 550oC, N2 Balance 700oC). 본 연구에서는 

Li4SiO4 기반 흡수제 제조 시 Si 전구체 (SiO2, fumed-silica, 

colloid silica)를 달리한 흡수제들의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흡

수제 제조는 물리적 혼합법 (SiO2)과 wet-mixing (fumed-silica, 

colloid silica)법으로 제조하였다. 그 결과 LS(SiO2), LSF(fumed-

silica) 흡수제들은 반복실험 시 급격한 흡수능 감소를 보인 것에 

반해 LDX(colloid silica) 흡수제의 경우 연속실험 동안 꾸준한 흡

수능 (약 15wt%)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LDX 흡수제는 LS, LSF 

흡수제에 비해 낮은온도에서 재생 가능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LDX 흡수제는 장기안정성 및 낮은 재생온도를 

가진 Li4SiO4 기반 흡수제를 개발하였다.  

P분리목-35
CO2 absorption properties of KNO3-MgO absorbent 

synthesized by combustion method at intermediate 
temperature 

오경렬, 곽진수, 김강영, 권영욱†
 

성균관대학교 

(ywkwon@skku.edu†)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that can mitigate global CO2 emissions. Alkali metal 

nitrate promoted MgO absorbents are well known for CO2 

capture at intermediate temperature (200-500°C). In this study, 
KNO3 promoted MgO absorbent was synthesized by 

combustion method assisted with polyvinyl alcohol (PVA) and its 
CO2 capture properties were analyzed. PVA was dissolved with 

KNO3 and Mg(NO3)2 in water as a complexing agent for metal 

cations and burnt to ashes by torch after drying process. 

Following calcination process removed carbon sources entirely, 

only MgO and potassium species were remained. This synthesis 

includes coordination between hydroxyl group of PVA and metal 
cations, which derives interesting reaction kinetics for CO2 

absorption. Temperature swing absorption (TSA) shows that this 

absorbent has several reaction steps as temperature increases 
under CO2 condition and this trend was observed in isothermal 

CO2 absorption test as well. CO2 absorption properties of the 

absorbent were further studied by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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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36
Non-equilibrium Behavior of Batch Distillation of Binary 

Mixture  

이명현, 유일환, 라인영, 정희석, 안은경, 안기철, 한원희†
 

동양대학교 

(whhan@dyu.ac.kr†) 

We give a non-equilibrium theoretical analysis of batch distillation 

of binary mixtures of ethanol and water and compare it with a 

series of experiments of transient batch distillation of the binary 

mixtures. Transient mass and energy balances with a 

thermodynamic model are used to predict the time dependent 

top product composition and flow rate under a given heating 

condition to achieve the target ethanol concentration with 

minimum power consumption. The top products and the 

bottome products compositions are measured with high 

precision.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comput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 common 

equilibrium analysis and the non-equilibrium analysis are 

compared.  

P분리목-37
Depolymerization behavior of different Lignin in 

Supercritical Ethanol with Formic aicd  

박재용,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jaehoonkim@skku.edu†) 

Nowadays, according to energy demand and pollution of 

environment are increase, bio fuel demand is increase. Bio fuel 

commonly come from edible source like corn and sugar cane 

that have competition with food source. So, we need other 

source to make bio fuel. Lignin can one source of bio fuel. In 

paper make process and bio ethanol make process from 

lignocellulose, they make many lignin as by-product. Now, lignin 

just burn for energy source of that process. But, lignin as a nature 

source of aromatic, they can convert to transport fuel and 

valuable chemical to substitute petroleum base industry. In this 

experiment, we try liquefaction of lignin to make bio-fuel and 

valuable chemical using supercritical ethanol and formic acid.  

P분리목-38
Supercritical ethanol assisted depolymerization of lignin 

into high yield of monomeric phenols  

Asim Riaz,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jaehoonkim@skku.edu†) 

A non-catalytic route for efficient lignin depolymerization into high 

yields of monomeric phenols  was explored in the presence of 

supercritical ethanol and formic acid. Supercritical ethanol is 

known as a good liquefaction solvent but not efficient enough to 

depolymerize lignin completely. The presence of formic acid 

completely depolymerize lignin at 350 C for short reaction time of 

30 min. The yield of aromatic monomers increased from 95.8 

mg/g of lignin when the reaction was conducted in the absence 

of formic acid to 194.4 g/g of lignin in the presence of formic 

acid. Reaction at 350 C for 60 min duration increased the 

monomers yield to 367.3 g/g of lignin. Further increasing reaction 

time led to secondary reaction to produce highly alkylated 

species in the product mixture and decreasing monomeric yields. 

Supercritical ethanol at our reaction conditions showed reactivity 

with itself and lignin as well to produce self-derived and lignin-

derived products. Longer reaction times also increases ethanol 

consumption by increasing its reactivity.  

P분리목-39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탄소제조 연구 

조항규, 임종성†
 

서강대학교 

(limjs@sogang.ac.kr†)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 공정을 이용하여 페놀수지로부터 탄

소를 제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탄소의 경우 시작물질은 다르지

만 대부분 500℃~2200℃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탄소의 제조가 

가능했지만,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재활용 하기 어려운 페놀

수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반응조건 보다 낮은 온도에서 탄소를 

제조하여 탄소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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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40
Preparation and adsorption properties of vanillic acid 

imprinted polymers by using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y 

윤순도, 천단비1, 변헌수†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hsbyun@jnu.ac.kr†) 

Molecular imprinting techniqu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or 

one of the potential methods to create molecular recognition 

sites having high selectivity to the target molecule into polymeric 

materials. In this study, we synthesize vanillic acid (VA) imprinted 

polymers (VA-IPs) by using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y in 

carbon dioxide (CO2). To prepare VA-IPs, methyl methacrylate 

(MMA) is used as a third monomer, methacrylic acid (MAA) a 

functional monomer, and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 as a crosslinking agent. The VA as the template was 

removed through the method of Soxhlet extraction, and the 

removal ratio was about 95–99%. The adsorption properties of 

VA-IPs were evaluated by adsorption kinetics, the binding 

isotherms, Scatchard analysis, the adsorption of materials with 

structures similar to template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the selectivity factor (a), and 

the imprinting-induced promotion of binding (IPB).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indicate that the prepared VA-IPs have high 

separation abilities and selectivity. 

P분리목-41
1,3-프로판디올 발효액으로부터 유기산염의 제거와 

1,3-프로판디올의 농축  

석창환, 홍연기†
 

한국교통대학교 

(hongyk@ut.ac.kr†) 

1,3-프로판디올은 기존의 여러 응용분야 이외에도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PTT)의 원료물질로도 크게 주목 받고 있다. 1,3-프

로판디올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물질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공정에 의한 생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1,3-프로판디

올 발효액에는 젖산, 숙신산 등과 같은 다양한 유기산 염들이 부

산물로 포함되어 있어 1,3-프로판디올의 농축 이전에 이들 염들

에 대한 탈염공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발효액 내 유기산염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알코올/인산염으로 구성된 수상이성분계 추출법을 적용하

여 1,3-프로판디올의 선택적 분리와 농축을 수행하였다.  이온

교환법에 의한 흡착을 통해 발효액 내 유기산을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었으며 수상이성분계 추출법 적용시 1,3-프로판디올

의 회수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분리목-42
Selective extraction and sensing of alkali metals using 
crown ether appended anthraquinone fluoroionophore 

Torrejos Rey Eliseo1,2, 정욱진1,2,†, 이성풍1, Grace Nisola1,2, 

Khino Parohinog1,2, Anelyn Bendoy1,2, Jed Albarico1,2, 

Hana Gebre1,2, Hilof Tekle1,2 
1명지대학교 에너지융합공학과; 2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wjc0828@gmail.com†) 

Extraction and sensing of alkali metals using novel 14-crown-4 

ether derivatives with anthraquinone moiety is reported. The 

structures of the fluoroionophores synthesized were confirmed by 

NMR, FTIR, and HRMS analysis. Extraction of alkali metals and 

subsequent UV-vis absorbance and fluorescence emission 

studies showed high selectivity towards Li+ in the presence of 

competing alkali metal ions. The fluoroionophore can be applied 

for the selective extraction as well as determination of Li+ in 

environmental or biological sampl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R1A2A1A15055407) an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09-0093816). 

P분리목-43
Understanding Phase Separation of Water/O-alkylated 

Ionic Liquid Mixtures through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이경민,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In this study, the phase separation between water and 

hydrophobic ionic liquid (IL) composed of amide-based O-

alkylated cations (i.e. O-ethyl-dimethylacetamidium (EDEA), O-

methyl-dimethylacetamidium (MDEA), O-methyl-

dimethylformamidium (MDMF) and O-methyl-1-

ethylpyrrolidinonium (MEPyr)) and trifluoromethanesulfonate 

(TfO-) anion was investigated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We found that pcff force field, along with the scaled 

AM1-BCC charge model, can properly describe the behavior of 

the ionic liquid, which was validated by the calculated density of 

each ionic liquid. Phase separation of randomly mixed water-IL 

systems were observed within dozens of nanoseconds. In order 

to quantify the miscibility between water and hydrophobic IL, 

demixing indexes and interaction energies of water-ion were 

estimated for all water-IL system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ions and water in each phase was analyzed by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This theoretical information about the phase 

separation could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extraction of 

metal ions using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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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44
2-oxopropanal을 이용하여 중질유 내에 함유된 칼슘 제

거에 대한 연구 

조동우, 범희태, 정태성, 윤형철, 조강희, 한상섭,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nkim@kier.re.kr†) 

최근 경질유 생산량의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황, 칼슘 및 중

금속 (ex. V, Ni) 등의 불순물의 함량이 높은 중질유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경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때문에, 칼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원유 내에 함유된 칼슘은 정유 처리 과정에서 W/O 

Emulsion의 Stability 증가로 인한 높은 수분 함량, Desalting 공정

에서의 전압 손실 및 Waste water 내의 높은 오일 함량, 그리고 

FCC 촉매의 비활성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

히, 칼슘이 유기산과 결합된 칼슘 납세네이트의 경우, 단순히 물

과의 접촉만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칼슘 납세네이트 자체가 

Emulsion Stabilizer로 작용되기 때문에 칼슘 제거율을 급격히 떨

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질유에 함유된 칼슘을 제거하

기 위해서, 2-oxopropanal 수용액을 이용하여 칼슘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원유 내 함유된 칼슘의 농도는 ICP-AES을 

이용한 ASTM D7691의 기반의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원유 내 

수분 함유량은 ASTM D4928에 기반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P분리목-45
모델 폐윤활유를 이용한 함질소 헤테로 화합물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분리 특성 연구  

박아름, 오성근, 김영철1,†
 

한양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youngck@krict.re.kr†) 

자동차의 보급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는 폐윤활

유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폐윤활유의 친환경 처리

와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폐기된 

윤활유를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 윤활유에 

포함된 오염 물질들을 고효율로 분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함된 오염물질 제거의 기술적인 이슈는 주로 질소나 황을 함

유하는 헤테로 화합물들과 관련되어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

소 추출 방법은 초임계 유체의 물리화학적 고유 특성 활용과 거

시적인 공정 변수 조작에 따른 민감한 용해도 변화와 이산화탄

소의 비활성 및 불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갖는 많은 장점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활유에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

을 인위적으로 혼합하여 모델 폐윤활유를 제조하고, 이로부

터 대상 함질소 화합물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분리의 특징

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사용된 함질소 화합물은 자동차 윤

활유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들로부터 선정되었

다. 모델 폐윤활유로부터 분리 정제된 추출유를 분석하여 함질

소 화합물의 적절한 분리 조건을 탐색하였으며, 운전 조건별 윤

활기유의 회수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P분리목-46
Highly Sensitive, Printable, Piezoresistive Composite 

Materials for Strain Sensor Applications  

김주영1,2, 조예진1, 지슬기1, 이선숙1, 김현석2, 정성묵1, 
 

류병환1, 최영민1, 정선호1,† 
1한국화학연구원; 2충남대학교 

(rladud456@naver.com†) 

Interest in personalized health-monitoring, human motion 

detection, human/machine interfaces, and soft robotics has led 

to an wearable, stretchable, and highly sensitive strain sensor 

materials. Additionally, direct-printable sensor materials are 

needed, instead of usual complicated patterning process. Here, 

we develop a direct-printable and piezo-resistive strain sensor 

materials composed of carbon filler and elastomer. We blend 

carbon composite materials, triblock copolymer elastomer and 

organic solvents to manufacture a viscoelastic paste. We control 

the fundamental properties and structure design of carbon filler 

and interfacial properties between carbon filler and elastomer in 

order to endow highly sensitive sensor characteristics and enable 

direct-printing process. The optimized strain sensor materials 

through printing process have wide sensing range from 1% to 

70% strain and show high sensitivity with a gauge factor 70. 

키워드: Strain sensor, Composites, 3D printable 

P분리목-47
Thermodynamic and structural analyses of pure SF6 
and SF6+N2 gas hydrates formed in various reaction 

media  

고 결, 서용원†
 

UNIST 

(ywseo@unist.ac.kr†) 

SF6 is one of the most potent greenhouse gases due to its 

remarkably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which is 23900 times 
larger than that of CO2 and long lifetime in the atmosphere. 

Accordingly, SF6 should be captured from the emission sources 

of industries. In this study, hydrate-based SF6 separation was 

suggested as a novel method. Three-phase (hydrate (H)-liquid 
water (Lw)-vapor (V)) equilibria of pure SF6 and SF6+N2 

hydrates formed in various reaction media (bulk water, hollow 

silica, and porous silica gel) were measured to determine hydrate 
stability conditions. The inclusion of SF6 in the hydrate phase 

resulted in significant equilibrium pressure reduction. The reaction 

media used in this study did not affect the stability conditions of 
SF6 and SF6+N2 hydrates. The separation efficiency of SF6 was 

examined through gas chromatography. The structures of the 
pure SF6 and SF6+N2 hydrates were identified via powder X-ray 

diffraction and were found to be sII for all cases.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hydrate-based SF6 sepa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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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48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Viscosity Evolution 

of Aqueous Amine CO2 Capture Solutions: 

Monoethanolamine versus Piperazine  

유택희, Wei Cui, Yves Lansac1, 장윤희2,†
 

광주과학기술원; 1Université François Rabelais;  
2대구경북과학기술원 

(yhjang@gist.ac.kr†) 

Chemical absorption of CO2 by aqueous amine solutions is 

currently the most mature technology to capture CO2 from post-

combustion flue gases. A density-functional-theory-based fast 
virtual screening of the CO2-capture performance has been 

developed for various aqueous amine solutions such as 

monoethanolamine (MEA) and piperazine (PZ). An important 
issue in developing high-performance amine solutions for CO2 

capture is that the viscosity of amine solutions containing PZ 
increases rapidly with the CO2 loading. A new design of a fast-

CO2-absorbing component as fast as PZ but not as viscous as 

PZ is therefore desirable. For this purpose, using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combined with Green-Kudo (GK) and 

Stokes-Einstein (SE) equations, we compute the transport 

behavior (viscosity and diffusivity) of aqueous PZ solution as a 
function of CO2 loading at different conditions and compare our 

findings to the experimental data. The calculation indicates that 

the SE method predicts lower viscosities than the GK method. 
The CO2-loading-dependent viscosities calculated with the GK 

method reproduce the experiments.  

P분리목-49
Effect of Alkaline Earth Metal Carbonate Salts on the 

CO2 Absorption on NaNO3–MgO Absorbent 

김강영, 곽진수1, 오경렬1, 안영인1, 권영욱1,†
 

성균관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화학과 

(ywkwon@skku.edu†)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CO2 absorption behavior by 

MgO absorbent in the presence of metal carbonates. Most of 

them focused on the ability of metal  carbonates as  an agent to 

increase CO2 absorption capacity of MgO absorbent. We report 

here the rate of CO2  absorption of MgO absorbent is enhanced 

by the addition of carbonates.  

We prepared MgO samples mixed with varied amounts of alkali 

or alkaline earth carbonates and measured their CO2 absorption 

kinetics. The absorption kinetics showed varia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he amount of carbonate. A small amount of 

SrCO3 appears to enhance the kinetics most efficiently. Plausible 

mechanisms based on the observation will be discussed.  

P분리목-50
Mineraliz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d by Various 

Alkanolamines in Single Process  

Murnandari Arti1,2, 윤민혜2, 정순관2,†, 강지민2
 

1UST;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eongsk@kier.re.kr†) 

Absorption and desorption of CO2 from flue gas have been done 

in large points of pollution such as power plant or industrial 

process by Amine scrubbing process. This process gained its 

popularity because of the maturity. However, such method has 

the disadvantage in energy requirement hence substitute method 

becomes an interest globally. Mineralization of carbon dioxide to 

calcium carbonate is beneficial to the industry because of its 

moderate parameter condition. Moreover, calcium carbonate is 

stable and required in the industrial process. In this work, 

alkanolamine effects in mineralization are evaluated in term of 

calcium carbonate production. The combination of absorption of 

CO2 and mineralization as desorption method is investigated as 

a novel process of utilizing CO2. Working capacity of each amine 

is evalu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ingle 

process absorption and mineralization over thermal treatment.  

P분리목-51
젖은 벽탑을 이용한 상분리 흡수제의 흡수속도 측정 

이준, 유정균1, 홍연기†
 

한국교통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ongyk@ut.ac.kr†) 

현재까지 배가스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흡수공정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흡수제는 MEA로 대표되는 수계

아민이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는 흡수제에 포함된 과량의 물로 

인하여 재생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수계 아민으로 구

성된 이성분 상분리 흡수제를 제안하였다. 실제 상분리 흡수제

를 이용한 흡수공정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 데이터 획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젖은 벽탑(wetted wall)을 이용한 흡수속도를 측

정하였다. 사용된 수계 아민 흡수제는 이성분 상분리 흡수제를 

구성하는 DETA(diethylenetriamine)와 DEEA(2-diethylamino 

ethanolamine)으로 각각의 아민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수속도에 

대하여 주입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농도, 흡수제의 온도 및 유

량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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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52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수계 이성분 아민의  

상분리 거동  

이화영, 이 준, 유정균1, 홍연기†
 

한국교통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ongyk@ut.ac.kr†)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계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

화탄소 포집 공정의 경우 흡수제의 반응속도가 빠르고, 흡수용

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흡수제 내에 포함된 과량의 물로 인

하여 재생공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종의 수계 아민을 조

합한 이성분 상분리 흡수제를 개발하였다. 이성분 상분리 흡수

제에서는 흡수과정 중에 흡수제가 CO2-rich 상과 CO2-lean 상

으로 상분리가 발생하며 CO2-rich 상만 재생 공정으로 투입함

으로써 흡수제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수계 

흡수제의 조합은 아민의 구조적 특징 및 이산화탄소와의 반응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상분리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도출해낸 대표적인 상분리 흡수제 조합은 DETA

(diethylenetriamine) 와DEEA(2-(diethylamino)ethanolamine)였으

며 이외에도 다수의 조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상분리는 각 

흡수제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속도 차이 및 카바메이트/바

이카보네이트 형성 여부로 해석될 수 있다.  

P분리목-53
NaOH 수용액 상에서 공정변수가  
탄산칼슘 결정생성에 미치는 영향  

강지민1,2, Murnandari Arti1, 윤민혜1, 정순관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jeongsk@kier.re.kr†)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

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연구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뿐 아니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고부

가화 함으로써 재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칼슘 양이온과 결합시켜 고부가화 된 탄산칼슘은 산업용 콘크리

트, 화장품, 페인트나 고무 등의 충진제, 제지 및 플라스틱 산업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탄산칼슘은 크게 3종류의 calcite, 

aragonite, vaterite 결정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NaOH 수

용액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 및 포집한 후, 칼슘 양이온

을 첨가하여 탄산칼슘으로의 결정화 반응에 적용하였으며, 

Reaction temperature, Mixing rate, Ca source, Ca/CO2 ratio 등의 

공정변수가 탄산칼슘 결정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SEM, XRD 등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P분리목-54
Effective CO2 absorption-stripping process in 
membrane contactors for CH4/CO2 separation  

김성중1,2, 이평수1, 박아름이1, 남승은1, 박호식1, 박유인1,†
 

1한국화학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yipark@krict.re.kr†) 

Porous polypropylene (PP)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s 

have been investigated for production of biomethane from 

simulated biogas and operated by combined 

absorption/desorption processes using water. To confirm the 

effect of operating parameters, the connection of modules, flow 
rates, and operating pressures were observed. For CO2/CH4 

separation, results in single absorption processes showed a 
good yield (85%) of high purity CH4 (97%). The series 

connection in two absorption modules facilitated CO2 absorpt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contact area at the liquid-gas 

interface. In two 1" absorption modules and four 2" desorption 
modules connected in series, CH4 was recovered in 75% yield 

and 98% purity. Even though the result in single absorption 

processes was somewhat higher than combined processes due 

to limits in desorption performance, the combined process 

proved the potential of membrane contactor to produce 

renewable methane as a fuel for vehicles (methane purity: ＞

95%). The membrane contractor in the combined 

absorption/desorption processes required periodic maintenance 

to maintain an acceptable performance, while the single 

absorption processes was operated continuously.  

P분리목-55
상분리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서 CO2 

흡수 및 흡수제 재생 성능  

이우윤, 홍연기1, 유정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한국교통대학교 

(jkyou@kier.re.kr†)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CO2 포집 기술로 아민 수용액 등 

액상 흡수제를 사용하는 기체 흡수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포집 공정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흡수제 및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폴리 아민은 2개 이상의 아미

노기를 포함하는 아민으로서, CO2 흡수량이 크고 흡수속도가 

빨라 최근 새로운 흡수제 성분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상분리 

흡수제를 이용하는 CO2 포집 공정은 CO2를 흡수한 성분과 흡

수하지 않은 성분을 상분리시켜 CO2-rich phase 만 탈거탑으로 

이송시켜 재생하므로 재생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

장되었다. 최근 폴리아민을 이용한 상분리 거동, 흡수능 등이 회

분식 반응기 측정된 바 있으나, 이들 상분리 흡수제의 흡수/재생 

특성이 흡수탑/재생탑의 컬럼에서 측정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민과 상분리 유도제로 구성된 흡수제 수용

액의 흡수 및 재생 특성을 구조충전물이 충진된 흡수탑 및 탈거

탑으로 구성된 연속조업장치 조업을 통해 흡수제 공정 성능을 

고찰하였다. 흡수탑 조업을 통해 상분리 유도체는 흡수제의 

CO2 흡수량을 증대시키며, 흡수제의 점도, 온도에 따라 다양한 

흡수탑 내 유체 거동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배합 비 선정이 필

요함이 확인 되었다. 흡수제 재생측면에서 상분리 유도제를 먼

저 분리한 후 탈거탑에 주입하는 공정 구성이 더 우수한 재생능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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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56
막접촉기용 고표면장력 고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선

별  

정홍기1,2, 송호준1,†, 한정난1,3, 이수빈4, 박진원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3부산대학교; 4울산대학

교 

(hjsong@kitech.re.kr†)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습식흡수법이 아닌, 비표면적이 

넓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막접촉기(membrane contactor) 

반응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 적절한 성능과 물성

을 가진 흡수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막접촉기는 범용으로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polypropylene

(PP) 중공사막 접촉기를 사용하였다. 막접촉기에 적합한 흡수제
는 빠른 CO2 제거속도 및 높은 cyclic capacity를 가져야 하며 막

젖음 현상(pore wetting)이 적도록 높은 표면장력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흡수제로서 2-amino-2-hydroxymethyl-1,3-propanediol

(AHPD), glycine, arginine을 기본으로 하고 piperazine, 

ethylenediamine, 2-isopropylaminoethanol 등을 첨가하여 간단

한 흡수제 선별 실험을 하였고, 이중 우수한 성능을 가진 흡수제
에 대해 실제 막접촉기에서 CO2 제거율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

상의 결과물을 토대로 혼합흡수제의 조성 tuning을 통하여 본 실

험에서 최적의 흡수제 조성물을 제안하였다.  

P분리목-57
아민과 이온성액체 혼합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 특성 

송호준1,†, 이수빈2, 정홍기1,3, 박진원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울산대학교; 3연세대학교 

(hjsong@kitech.re.kr†) 

이온성액체 [emim][Tf2N]과 [emim][BF4]는 비교적 저렴한 가

격과 높은 수용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분리에 응용

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높은 점도와 

물리흡수제와 같이 기상의 압력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포집 용도로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 이온성액체를 isopropylaminoethanol(IPAE) 등의 입체장애아
민과의 혼합을 통하여 석탄화력발전 배가스(PCO2=15kPa)에 적

용가능한 수준까지 CO2 흡수속도와 포집량을 증대시키고자 하

였다. CO2 포집 및 탈거를 위한 간단한 흡수제 선별실험을 실시

하여 흡수제별 흡수속도 및 cyclic capacity를 측정하였으며, 점
도 측정을 병행하여 실제 CO2 포집공정에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P분리목-58
Investigation of heat and mass transfer in amine 
absorber with Mellapak 250.Y by CFD simulation  

김정은, Pham Anh Dung, 임영일†
 

한경대학교 

(limyi@hknu.ac.kr†) 

흡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은 산업 공정에서 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흡수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

치비용 및 운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아민 흡수탑 내 유체의 온도 변화는 흡수 효율에 영향을 주

며, 또한 공정을 최적의 온도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틸리티 

비용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llapak 250.Y structured 

packing으로 이루어진 pilot-scale의 아민 흡수탑 내 열전달 현상

을 CFD simulation에 적용한다. CFD simulation에는 structured 

packing의 실제 구조 대신 porous media CFD model을 적용하였

으며, 열전달뿐만 아니라 매체저항, 기액 운동량 전달, 액체 분

산작용 및 물질전달 현상, 화학반응을 고려하였다.  

P분리목-59
150 Nm3/hr급 이산화탄소 연속순환 포집공정에서의 

Monoethanolamine(MEA) 30wt% 아민 흡수제 흡수 특성 

이용운, 박상도†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sdpark@kcrc.re.kr†)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아민계 흡수제 기반 습식 포집 기술은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에 대한 대형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CCS 포집 기술 중 아민계 흡수제의 흡수와 재생을 반복하는 2
탑 공정은 가장 대표적인 CO2 포집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Lab-Scale에서 검증된 새로운 아민계 흡수제의 실제 배가

스에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150 Nm3/hr급의 파일럿 규모 

이산화탄소 연속순환 포집공정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Mw 

급 발전소에 구축하였다.  
본 공정은 흡수탑 2개, 재생탑, 열교환기 구조로 대표적인 CO2 

포집 공정인 2탑 공정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스팀을 사용하여 

흡수제를 재생시킨다.  

본 공정 운전 연구 결과는 향후 새로운 아민계 흡수제의 성능 검
증을 위해 MEA 30wt%의 상용 흡수제를 이용하여 CO2 회수율 

88-92% 조건에서 120 Nm3/hr 용량의 모사가스를 처리하는 파

일럿 공정의 운전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각 흡수제 유량별 정상상태에서 CO2 Rich/Lean loading 샘플을 

채취하여 TOC를 통해 CO2 Loading 운전상태의 Mass balance

를 확인 하였으며, 파일럿 규모 운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

를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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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60
CO2 포집을 위한 MEA 흡수제 및 신규 흡수제의  

변성 특성 분석  

이창호, 박상도†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sdpark@kcrc.re.kr†) 

CO2 연소 후 포집 기술 중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화학흡수법은 

발전 배가스와 같이 CO2의 농도가 10~20% 수준의 저농도 가스 

처리에 적합하며 상업적으로 이미 오랜 기간 활용되고 있다. 상

용 흡수제인 MEA보다 흡수성능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저

감하기 위한 고효율 흡수제를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또한, CO2 흡수 공정에서 중요한 요인인 흡수제의 

변성은 습식 흡수 공정의 연속운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며, 이러한 변성특성을 분석하고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A 30 wt% 흡수제와 신규 개

발된 흡수제를 실험실 규모 연속순환장치에서 300시간 연속운

전을 수행한 후 흡수제의 흡수특성과 변성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흡수제 종류에 따른 변성물질을 확인하였다.  

P분리목-61
Effect of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various CaO-

based sorbents on CO2 sorption  

임은지, 김진곤, 김정현, 이수출, 김재창†
 

경북대학교 

(kjchang@knu.ac.kr†) 

The CO2 sorption properties of the CaO-based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CO2 concentrations and temperatures. 

The CaO-based sorbents were prepared by calcining various 

precursors such as calcium carbonate (cCaO), calcium acetate 
(aCaO) and calcium oxide (nCaO, Alrich) at 850◦C. The CO2 

capture capacity increases with increasing CO2 concentration in 

the range 0.5 - 20 vol.%. Also, the CO2 capture capacity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500 to 700 °C.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CaO-based 

sorbents, CaO-based sorbents were characterized by BET 

(Brunauer–Emmett–Teller). The pore volume and pore diameter 

of the CaO-based sorbents were followed by: cCaO＞aCaO＞

nCaO.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pore volume 

and pore diameter of the sorbent plays on important role in the 
CO2 capture capacity due to the effect of CO2 diffusion. The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CaO-based sorbents were 

discussed and characterized by XRD, TG and SEM.  

P분리목-62
Diethylenetriamine(DETA) 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능  

유정균†, 최수현, 김정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kyou@kier.re.kr†) 

2개 이상의 아민기를 갖고 있는 폴리아민(poly amine)은 새로운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제안되고 있으며, Diethylenetriamine 

(DETA)은 이산화탄소 흡수용량이 크고, 흡수속도가 빠르며 반

응열이 낮기 때문에 유망한 흡수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3M 이하 

농도의 DETA 수용액에 대한 CO2의 상평형 자료가 이산화탄소 

분압 100 kPa 이하, 80oC 이하 온도에서 평형셀 장치를 이용하

여 측정되었다. DETA는 세 개의 아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CO2와의 반응이 복잡하며, 다양한 반응물이 생성된다. 따라서 

DETA 수용액과 CO2의 반응생성물을 정성분석하고, 이 물질들

의 반응평형식을 통하여 DETA/H2O/CO2 계의 상평형을 모델링

하였다.  

P분리목-63
Blended amine의 CO2 흡수 특성 모델링  

문종호, 이종섭, 박영철, 민병무†, 신헌용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bmmin@kier.re.kr†) 

The removal of carbon dioxide from synthesis gas, natural gas 

and refinery gas using aqueous amine solvents continues to be 

of big interest. MEA, AMP, DIPA and MDEA are the representative 

primary and tertiary amines and is thermodynamically and 

kinetically selective for CO2 in the presence of N2 or O2. The 

solubility of CO2 has been measured at the low temperature 

range from 313.15 to 333.15 K (absorption range) and the high 

temperature range from 363.15 to 403.15 K (stripping range) by 

the static method. In order to overcome non-ideality for solubility 

calculation, activity coefficients and fugacity coefficients were 

implemented. The activity coefficients took into account 

interaction between solute species in the liquid phase. Debye-

Huckel and Electrolyte NRTL expressions were used to obtain 

activity coefficient matrices. The fugacity coefficients were also 

calculated to consider non-ideality of pressure. All the solubility 

calculations and optimizations (parameter regressions) were 

executed using MATLAB® 2015b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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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64
NaNO3-(Na, Li)2CO3 promoted MgO for post-

combustion CO2 absorbent  

곽진수, 김강영, 오경렬, 안영인, 권영욱†
 

성균관대학교 

(ywkwon@skku.edu†) 

Currently, materials based on MgO are widely investigated for 
promising intermediate CO2 absorbents for the following 

reasons.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magnesium carbonate 

is lower than that of all of the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carbonates. In addition, the theoretical CO2 absorption capacity 

of MgO is the highest among all of the absorbents investigated 

so far. However, large lattice energy of MgO makes both CO2 

absorption and desorption kinetics slowly.   In order to enhance 
CO2 absorption and desorption properties of MgO, NaNO3-

M2CO3 (M=Na, Li) promoted MgO was investigated. Our study 

proposes that CO2 absorption occurs through formation of 

double carbonate and desorption through reverse reaction. In 
operating condition, phase change occurs in NaNO3 turning it 

from solid to liquid. Na2CO3 and Li2CO3 dissolved in liquefied 

NaNO3 provide CO3
2- seed to MgO making it into carbonate 

easily. As a result, the reaction kinetics of this absorbent is faster 
than that of MgO + CO2.  

P분리목-65
4Nm3/hr급 습식 CO2 연속순환공정 운전 시 MEA의 농

도에 따른 Energy 측정  

김성연, 박상도†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sdopark@kcrc.re.kr†) 

연소 후 CO2 포집 기술은 아민계열 혹은 암모니아 계열 흡수제

를 활용한 화학흡수법이 대표적이다. 발전소 배가스의 CO2 농

도가 20% 이내의 저농도 가스처리에 적합하며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성능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 후 습식아민 
CO2 포집 플랜트의 모사장치인 4Nm3/hr급 습식 연속순환장치

에서 대표적인 아민계열 흡수제인 MEA를 사용하여 실험운전을 

실시하였다. MEA 30wt%의 L/G별로 Energy를 측정하여 최적운

전 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MEA의 농도별 운전 데이터를 확보

하여 각 농도에 따른 Energy변화 및 최적운전 조건의 변화를 비

교관찰하였다. 향후 신규 개발 흡수제를 적용하여 MEA와의 결

과를 비교 예정이다.  

P분리목-66
금속 산화물이 첨가된 Li4SiO4 기반  

고온용 CO2 흡수제의 특성평가  

이승용, 이수출, 권용목, 채호진, 박용기1, 서휘민1, 김재창†
 

경북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kjchang@knu.ac.kr†) 

본 연구는 Li4SiO4 기반의 고온용 CO2 흡수제의 장기안정성 향

상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기안정성 향상을 위해 Li4SiO4 

기반 흡수제 제조 시 금속 산화물(ZrO2,CeO2,MgO,CaO)을 첨가

해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흡수제들은 물리적 혼합법을 이용

해 제조하였다(LS2Zr, LS2Ce, LS2Mg, LS2Ca). 그리고 흡수, 재

생 실험은 대기압 상태에서 GC-TCD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
다(흡수: N2 80vol%, CO2 10vol%, H2O 10vol%, 550°C, 재생: N2 

100vol%, 700°C).  금속 산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LS2흡수제는 
연속실험 동안 CO2흡수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22.7wt%

~5.1wt%).  반면에 금속산화물이 포함된 Li4SiO4 기반의 흡수제

는 흡수능은 낮아지나 공통적으로 장기 안정성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LS2Zr 흡수제는 연속실험 동안 약 20wt%의 CO2흡

수능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수능 및 장기안

정성이 우수한 LS2Zr 흡수제를 개발하였다.   

P분리목-67
Synthesis of Mesoporous MgO via Chemical 

Combus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2 Sorption at 

Elevated Temperature  

Hiremath Vishwanath,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Mesoporous MgO nanoparticles have been synthesized via 

chemical combustion route by using different fuels and different 

fuel to oxidizer (F/O) ratios. As synthesized MgO nanoparticles 
are evaluated as potential candidates for high temperature CO2 

sorption. The effects of types of fuel, F/O ratio, crystalline 
structure, morphology, and nature of dispersion on the CO2 

sorption performance were extensively investigated. It was 

deduced that complexation of MgO precursor with the fuel is 
critical in determining the surface characteristics and CO2 

sorption properties of mesoporous MgO nanoparticles. The 
highest CO2 sorption was obtained for MgO-2.0(G) using 

glycine as the fuel, corresponding to 1.2 mmol-CO2/g at 200 
oC.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rant number: NRF-2013R1A1A20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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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68
Characterization of alkali metal-based dry sorbents 

using SnO2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조민선, 이수출1, 채호진, 이중범2, 김재창†
 

경북대학교; 1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2한전전력연구원 

(kjchang@knu.ac.kr†) 

Titanium dioxide (TiO2) and gamma alumina (γ-Al2O3) are 

commonly used as a support or an additive material to develop 

the ideal alkali metal-based sorbent. However, these sorbents 
have disadvantages in terms of thermal stability and cyclic CO2 

capture of the sorb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new alkali 
metal-based sorbents were developed by impregnation of SnO2 

as a support with K2CO3 or Na2CO3. In addition, the CO2 

sorption and regeneration properties of these alkali metal-based 

sorbents were investigated at a low temperature range between 

60oC and 200oC. And the structure changes of the potassium-

based sorbents were investigated by power X-ray diffraction. 
These sorbents show high CO2 capture capacities (89-113.7mg 

CO2/g sorbent). Furthermore, these high CO2 capture capacities 

are maintained during multiple cycles even at a low regeneration 

temperature of 200oC.  

P분리목-69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염화구리계 흡착제의 CO/CO2 흡

착특성 분석  

김정수1,2, 정태성2, 조강희2, 범희태2, 이영우1, 한상섭2,†
 

1충남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shan@kier.re.kr†) 

국내 산업은 그 특성상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배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가스에는 통상 다량

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철공정에서 

발생되는 가스에는 약 80%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이런 배가스를 활용하지 않고 대기로 방출하게 된다

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고, 활용가능 자원을 낭비한

다는 관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배가스 중 일산화탄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를 분리해야 하는데 최근 이 분

리 기술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탄소의 

분리에는 심냉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분리효율이 우수하지 않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흡착제를 기반

으로한 흡착법은 상대적으로 적합한 흡착제를 사용 하면 농도가 

극히 낮은 흡착질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산

업분야 및 환경방지설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제올라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염화구리계 흡착제를 제조하였

고, 이를 평가하여 일산화탄소 흡착 특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P분리목-70
높은 수열안정성과 방사성안정성을 갖는 MOF 를 

이용한 제논/크립톤 분리  

이승준, 윤태웅1, 윤정운1, 김기준1, 박완제1, 배윤상1,†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mowbae@yonsei.ac.kr†) 

제논과 크립톤의 방사성 동위원소 혼합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프가스로 배출이 되며, 그 중 반감기가 10.8년에 달하는 85Kr 

은 배출되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논/크립

톤 혼합물 분리를 위해서는 액화증류법을 사용해 왔지만, 이는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며,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는 

폭발의 위험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안으

로 흡착을 이용한 제거 및 분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F(metal-organic framework)를 이용한 제논/

크립톤 혼합물 분리를 위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3가지 

MOF 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MOF 들을 대상으로 제논/크립톤 

혼합물 분리 성능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열 및 방사성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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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71
양이온 교환 및 염 함침을 통한 메조다공성 실리카의 수

분 흡착 특성 조절  

이은경1,2, 조강희2, 김상겸2, 임종성1, 김종남2,†
 

1서강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nkim@kier.re.kr†) 

  저온열원 구동 수분 흡착식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흡착제는 
효과적인 냉열 생산을 위해서 상대습도(P/P0) 0.1~0.3에서 높은 

수분 흡착량을 보이는 것이 좋다. 메조다공성 실리카의 경우 전

체 수분 흡착량은 많지만 대부분 흡착식 냉방 시스템 구동 조건
보다 높은 상대습도(P/P0) 0.4~0.6 구간에서 흡착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습도(P/P0) 0.1~0.3에서 기존의 수분 흡착제

들보다 높은 수분 흡착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하고

자 기존 메조다공성 실리카의 표면 성질을 조절하였다. 메조다

공성 실리카의 기공 표면에 알루미늄을 관능화시키고 염기도가 

다른 여러 양이온들로 교환하거나 무기염을 함침하여 각각의 시

료들에 대해 35ºC에서 수분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 양이온 교환 후 주 수분 흡착 구간이 약간 저압으로 이동하였
으나 상대습도(P/P0) 0.1~0.3 범위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 결

과 메조다공성 실리카 표면 성질 조절 전 상대습도(P/P0) 

0.1~0.3 사이에서의 흡착량이 26 mg/g였던 것에서 조절 후 최

대 56 mg/g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무기염을 함침한 메조다공
성 실리카 샘플의 결과에서는 상대습도(P/P0) 0.1~0.3에서 152 

mg/g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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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72
Comparison of CO2 sorption performance on PEI silica 

and KOH treated activated carbon: Sorption equilibria 
and kinetics  

LEI LIU, 박용하, 진성민, 박영철1, 이창하†
 

연세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eech@yonsei.ac.kr†) 

The adsorption equilibria and kinetics of CO2 on PEI silica and 

KOH treated activated carbon (KOH-AC) were measured 

through a volumetric method at 303K, 323 K and 343 K. Since 

the flue gas from post combustion contains N2, the adsorption 

equilibria of N2 on both adsorbents were also evaluated at 303K. 

The isotherms were correlated with Langmuir, dual site Langmuir 

(DSL), and Sips models. For CO2, DSL best fitted the isotherm of 

PEI silica, while Sips best fitted that of KOH-AC. The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for CO2 on PEI silica decreased with the 

increasing of CO2 loading, but that for KOH-AC was almost 

constant. In ideal adsorbed solution theory (IAST) calculation, PEI 

silica showed higher CO2/N2 selectivity over KOH-AC, indicating 

better working capacity in the flue gas condition. The uptake 

curves of CO2 were well correlated with a non-isothermal kinetic 

model, but an isothermal kinetic model showed a large deviation 

from the experimental data because the adsorption kinetics was 

controlled by heat generation and transfer. Although the uptake 

curves are different, the values of effective diffusional time 

constant (D/R2) for KOH-AC and PEI silica show in the same 

order.  

P분리목-73
CO2/CH4 선택성이 높은 흡착제 개발  

윤형철, Phani Brahma Rallapalli, 한상섭, 범희태, 정태성,  

조동우,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nkim@kier.re.kr†) 

천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천연가스 압축 또는 액화 시 

부식 및 응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액화 전 천연가스에 포함된 

CO2를 5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기존 CO2 제거 공정은 아민

류의 흡수액을 이용하여 천연가스에 포함된 CO2를 흡수 제거한

다. 기존 아민 공정은 CO2를 흡수한 아민 재생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환경 문제, 아민 손실, 공정의 복잡성 등의 단점을 가

지고 있다. 흡착적 산성가스 제거 공정은 이러한 기존 공정의 단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CO2의 

흡착량을 높이고 CH4의 흡착량을 낮춰, CO2/CH4의 선택성이 

높은 흡착제 개발 및 CH4의 회수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흡

착분리공정 개발이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흡착제의 개

조를 통한 산성가스제거용 흡착제를 개발하고 흡착능 평가를 수

행하였다. 온도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P분리목-74
CO2/CH4 흡착적 분리를 위한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의 흡착 특성  

박주현1,2, 윤형철1, 조강희1, 이창하2, 김종남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jnkim@kier.re.kr†) 

천연가스는 환경친화적 화석연료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사

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를 이송하는 방법에

는 파이프라인 운송과 액화 천연가스의 해상운송이 있다. 천연
가스 중에서 생산되는 주성분은 CH4이지만, 그 외 CO2, H2S, 

mercaptan 등의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산성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수증기와 반응하여 탄산 가스를 형성하여 파이프

라인의 부식을 일으킬 수 있고 액화 시 응결하여 관의 막힘 현상

을 초래할 수 있어 액화급 천연가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CO2 허용농도인 5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산성가스인 

CO2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 아민 공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

나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아민 손실에 의한 보충, 환경적 문제 

등의 단점으로 흡착적 산성가스 제거 공정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흡착적 산성가스 제거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
서는 CO2/CH4의 선택도가 높아 CH4의 회수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흡착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2/CH4의 흡착적 분리를 위하여 제올라이트에 

양이온을 이온 교환 시킨 흡착제를 제조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및 CO2 및 CH4에 흡착 평가를 수행하였다.  

P분리목-75
A novel Mg-based MOF with open metal sites and its 

gas adsorption properties 

김서율, 김민범, 김승익, 윤태웅, 김아름, 배윤상†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mowbae@yonsei.ac.kr†)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are a new class of 

nanoporous materials that have gained much attention due to 

their extremely large surface areas and tailorable pore structures 

and functionalities.  Compared to MOFs containing transition 

metals, those containing alkaline earth metals, specially Mg-

based MOFs, are relatively small.  The use of lightweight Mg is of 

particular interest due to its less toxicity than the transition metals. 

In this study, we have synthesized a new 3-D  Mg(II)-based 

MOF (1) containing coordinated DEF molecules. Heating 1 up to 

400°C provides DEF-free MOF (3) with open metal sites, 
resulting in large H2 and CO2 uptakes and CO2/N2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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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76
Preparation of magnetic MnFe2O4 nanoparticles for 

efficient recovery of platinum with easy separation  

송명희, 윤영상†
 

전북대학교 

(ysyun@jbnu.ac.kr†) 

In this study, the magnetic MnFe2O4 nanoparticl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and entrapped in the gel mixture of 

amine-rich chitosan and polyethyleneimine. The resulting 

magnetic adsorbent was used for adsorptive recovery of 

platinum from acidic solution. The maximum platinum ion uptake 

by the developed adsorbents was estimated to be 371.4 ± 16.8 

mg/g. Moreover, the platinum-loaded magnetic adsorbents were 

easily separated from aqueous solution under external magnetic 

field after sorption process.  

P분리목-77
연료전지 연료용 디젤을 위한 흡착탈황 공정  

오주형1,2, 이창환1, 장성철1, 윤성필1, 한종희1, 최대기1, 
 

이기봉2, 함형철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고려대학교 

(hchahm@kist.re.kr†) 

연료전지는 친환경적이고 높은 변환 효율을 가지는 에너지생산

기술이다. 이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는 여러 물질 중에 디젤

은 저장이 용이하고 개질을 하면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연

료 중의 하나이다. 디젤에 있는 황 화합물들이 개질촉매를 피독

시켜 연료전지에 수소공급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디젤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젤 내의 함유되어 있는 약 10 ppm의 황 성

분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4,6-

DMDBT(Dimethyldibenzothiophene)의 제거인데, 이 물질은 기하

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거가 매우 어렵기로 알

려져 있다. 디젤 내의 이런 황 화합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게 

수소첨가탈황, 흡착탈황, 산화탈황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 이 

중 흡착탈황방법은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첨가탈황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압력, 온도 조건에서 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흡착 탈황에 사용할 수 있는 흡착제는 여러 형태와 종류가 

있지만 이 흡착제들을 연속적인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의 공정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Ni기반의 흡착제와 MOFs계열의 흡착제를 모사 디젤로 흡착 

성능을 확인하고 실제 상용 디젤을 사용하여 최적의 탈황 공정

을 검증하였다.  각 실험에서 황 농도 분석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자외선형광분석법과 GC-SCD를 통해 분석하였다.  

P분리목-78
Adsorption equilibrium of adipic acid production off 

gases on zeolite 13X 

박두용, 이수복1, 김정훈1, 이창하†
 

연세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leech@yonsei.ac.kr†) 

Recently, non-CO2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is 

considered important as well as CO2 reduction unde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 lot of N2O one of the representative GHGs is emitted from 

adipic acid production.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of 
nitrous oxide (N2O) is almost 300 times rather than GWP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re are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of N2O such as 

medicine (anesthetic, analgesic), oxidizer (rocket, combustion 
engine) and aerosol propellant. Especially, high-purity N2O 

(99.999%) is used for deposition of an insulating oxide film in the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process in semiconductor 
industry. Therefore, the recovery of N2O is both important in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aspects. 

In this study, the adsorption equilibrium of adipic acid production 
off gases (N2O, O2 and N2) was measured on zeolite 13X.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on volumetric apparatus at 293.15, 

308.15 and 323.15K and up to 1.0 MPa. Th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designing adsorption processes using zeolite 13X 
for non-CO2 GHG reduction and N2O utilization from adipic acid 

production off gases.  

P분리목-79
Theoretical study on enantioselective separation of 2-

Methyl-1-butanol by MOF-74  

임형용, 이정현, 김진철,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Even though MOFs are known for good separators for gas 

mixtures, a few members of MOFs have been studied for 

enantioselective separations. Therefore, we aim to study the 

enantioselective separation of 2-methyl-1-buanol by Fe-MOF-

74 by using molecular modeling and simulation methods, which 

are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 and grand 

canonical Monte Carlo (GCMC) simulation. A force field for Fe-

MOF-74 was derived by optimizing the parameters (e.g. bond 

stretch, angle bend, torsion...) and it was utilized in the 

calculation of adsorption isotherms of 2-methyl-1-butanol in 

Fe-MOF-74. To verify the derived force field working of Fe-

MOF-74, w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results of the DFT calculation. 

With that MOF, GCMC simulation was performed by using the 

derived force field in order to capture the difference in adsorption 

of the 2-methyl-1-butanol. The loading of (R) and (S)-
enantiomers in Fe-MOF-74 showed remarkable difference of 
separation factor (SB/A) compared to the one from [{Cu(sala)}

n], which is a single-handed helical framework material, 

indicating that Fe-MOF-74 is a highly promising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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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80
아민 개질을 통해 흡탈착 성능이 개선된 

아민계 고형 흡수제 특성 분석  

조동현, 정현철, 전선빈, 김성현†
 

고려대학교 

(kimsh@korea.ac.kr†) 

Polyethyleneimine(PEI)은 Tetraethylenepentamine과 함께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을 가진 아민으로 고형 아민계 흡수제에 

사용된다. 고형 흡수제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흡착성능과 더불어 빠른 흡탈착 속도, 높은 내구성 등의 물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EI의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PEI 구조를 개질하여 PEI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 아민 구조 변경과 동시에 하이드록실계(-OH) 

작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상용 PEI의 흡탈착 성능 및 내구성을 증

진시키기고, 에폭시계 반응물 도입량에 따라 달라지는 흡탈착 

특성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13C NMR, DRIFT, TGA, BET 통하여 

합성된 아민과 고형 흡수제의 물성 및 흡탈착 성능을 평가하였

다.  

P분리목-81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아민계 흡수제의  

흡착특성분석에 대한 연구  

전선빈, 조동현, 정현철, 민진서, 김성현†
 

고려대학교 

(kimsh@korea.ac.kr†)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고형흡수제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공구조를 지니는 실리카겔 또는 고분

자계 지지체에 아민을 담지하거나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이산화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아민계 흡수제들은 아민을 담지하는 지지체에 따라서, 

담지하는 아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리카계열 지지체에 담

지하는 아민의 분자량 및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흡수제가 지

니는 흡착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Homogeneous하지 

않은 아민이 담지된 흡착제의 경우에는 흡착과 탈착의 온도구간
이 broad하며, CO2 diffusion resistance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보

였으며, Homogeneous한 아민이 담지된 흡착제는 흡착과 탈착

의 온도구간이 비교적 sharp해지며, diffusion resistance에 대한 

영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민의 담지량을 증

가시킬수록 이산화탄소 흡착 site의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하지

만, 실제 흡착과정에서는 bulk하게 담지되어있는 아민들이 지니
는 각각의 amine group끼리의 수소결합 등의 영향 때문에 CO2 

efficiency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

로 실제 흡수공정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에 대

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자, 연구 방향이

다.  

P분리목-82
A study of nitrogen adsorption property from ammonia 

reforming gas using zeolite 5A  

김태영, 이수출, 채호진, 이우석, 김영래1, 정석용1, 최호윤1, 
 

윤창원2, 김재창† 

경북대학교; 1원익머트리얼즈; 2KIST 

(kjchang@knu.ac.kr†) 

Production of hydroge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nowadays. Hydrogen can be produced from different feed 

stocks, such as fossil resources (natural gas, oil refinery fractions 

and coal). In this study, we used the reforming of ammonia that 

was decomposed into nitrogen and hydrogen. Adsorp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 fixed bed reactor with flow rate of 

100mL/min using zeolite 5A. The outlet gases from the reactor 

were analyzed automatically using a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The nitrogen adsorption property was carried out at 

various temperature and pressure. Zeolite 5A showed the 

nitrogen adsorption capacity of 0.593 mmol N2/g sorbent at 0oC 

and 10atm. The concentration of hydrogen in the outlet gas 

could reach as high as 99.5%. The breakthrough time increased 

with increase pressure while it decreased with increase 

temperature. The adsorption of nitrogen in zeolite 5A was strongly 

dependent on pressure and temperature.  

P분리목-83
Optimization of Hydrothermal Synthesis Condition to 

achieve High Phase Purity, N2/CH4 selective SAPO-34 

membrane  

Syed Fakhar Alam, 이혜련, Pankaj Sharma, 한문희, 조철희†
 

충남대학교 

(choch@cnu.ac.kr†) 

Silicoaluminophosphate (SAPO-34) zeolite membranes having 

pore diameter of 0.38nm, have shown excellent gas separation 

performance for light gases like CO2, N2 and CH4. In this study 

SAPO-34 membranes were synthesized using various synthesis 

conditions. Three types of gel compositions with similar number 

of different seeds were used for the synthesis of membrane on 

alumina support (100nm pore size) by dip coating method in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The membranes were analyzed 

using SEM and XRD for the morphology characterization and gas 

properties were tested using a homemade single gas testing 

apparatus. The crystallinity was abruptly improved by the addition 

of Dipropyl amine as an additional structure directing agent (SDA) 

and also the membrane show nitrogen selectivity in response. 

Nitrogen selective membranes show a high gas permeance 

(above 2000 GPU); however the selectivity of these membranes 

was low (max 2.25). The membranes synthesized using the rub 

coating for comparison was found to have lower ga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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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84
투과증발용 제올라이트 복합막의 기공구조 분석을  

위한 단일가스 투과 거동 연구  

김민지, 한문희, 조철희†
 

충남대학교 

(choch@cnu.ac.kr†)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에탄올 탈수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소재로 

물/알코올 분리성능이 우수한 투과증발용 NaA, CHA 제올라이

트 복합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NaA, CHA 제올라이트 복합 분리

막은 20cm 길이의 다공성 알루미나 지지체 표면에 나노 종결정

을 진공여과법으로 코팅한 후 수열용액을 이용한 이차성장법으

로 제조하였다. 이때 균일하고 치밀한 NaA, CHA 제올라이트 복

합 분리막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50-100nm 크기의 종결정을 이

용하였으며, 수열용액의 겔 입자를 지지체 표면에 가압코팅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제조된 NaA, CHA 제올

라이트 복합 분리막은 우수한 물/알코올 분리성능(~10,000)을 

보였으며, 수 마이크로 두께의 중간층이 형성됨으로써 열적 안

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된 NaA, CHA 

제올라이트 복합 분리막에서 제올라이트 분리층에 존재하는 비 

제올라이트 기공구조(non-zeolitic pore structure)를 상세하게 분

석하기 위하여 H2, N2, SF6 등의 단일 가스 투과 거동을 분석하

여 미세구조 상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제올라이트 분리층에 존

재하는 비제올라이트 기공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P분리목-85
여러 종류의 용매를 이용한 ZIF-8 분리막 제조 및  

기체 투과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진, 한문희, 조철희†
 

충남대학교 

(choch@cnu.ac.kr†) 

제올라이트형 이미다졸레이트 골격체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 중 ZIF-8 은 Zn 금속이온과 imidazole 유기 리간

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기공이 잘 발달된 구조체이

다. ZIF-8의 기공 크기는 3.4 Å 으로 기체 흡착 및 분리 등에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다른 종류의 용매

를 사용하여 ZIF-8 분리막을 합성하였으며, 사용된 각 용매에서 

ZIF-8 분리막 성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합성된 분리막의 

기체 투과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ZIF-8 나노 입자가 잘 분

산된 0.1 wt% 용액에 0.1 ㎛ 크기의 기공을 갖는 알파-알루미나 

지지체를 일정한 속도로 dip-coating 하였다. 표면이 코팅된 알

루미나 지지체를 용매열합성법으로 ZIF-8 분리막을 제조하였으

며, 분리막을 사용하여 30 ℃ 에서 단일 기체 (He, H2, CO2, O2, 

N2, CH4) 투과 실험을 통한 분리막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P분리목-86
H2S adsorption properties of PEI-based sorbents 

using various silicas 

임은지, 김정현, 김동현, 이수출, 김재창†
 

경북대학교 

(kjchang@knu.ac.kr†) 

The removal of H2S is very important in various industrial gases 

such as coal/biomass gasification, natural gas, biogas, synthesis 
gases, reformate gas and other because H2S is not only major 

toxic gas and malodorous gas, but also a corrosive gas towards 

pipelines and equi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ulfurization processes. In this study, The PEI-based 

sorbents were prepared by an impregnation loading of 

polyethyleneimine (PEI) on various silicas such as fumed silica 
(PF40), SBA-15 (PS40), and KIT-6 (PK40). The H2S capture 

capacity calculated from the H2S breakthrough curves were 1.98, 

1.25, and 0.81 mmol S/g sorbent, respectively. The PF40 
sorbent had an excellent the H2S capture capacity, compared to 

PS40 and PK40. The PF40 sorbent had a large pore volume 

during spherical shape formation, which was found to have good 
reactivity with H2S. And PEI loading of 40 wt% is optimal content 

for H2S removal. The PF40 sorbent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a H2S capture capacity of about 1.98 mmol S/g sorbent 

and no deactivation during the sorption-desorption cycles. 

P분리목-87
공기 중 VOCs 제거를 위한 전기 방사 흡착제 개발  

한상일†, 임한권1, 정선주1
 

창원대학교; 1대구가톨릭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shan@changwon.ac.kr†)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증기

압이 높아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이다. 따

라서 VOCs는 공기 중에 증기로 존재하는데 이는 피부에 흡수되

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인체에 유해하다. 본 연구에서는 

VOCs 흡착에 효과적인 Activated Carbon (AC)을 비표면적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 전기방사를 통해 fiber형태로 만들어 

adsorption capacity를 측정했다. AC를 전기방사하기 위해서 

Cellulose acetate (CA)와 AC 5%를 혼합하여 fiber를 만들었으며, 

CA fiber와 AC 5% fiber의 adsorption capacity를 비교하였다.  

VOCs의 adsorption capacity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calorie-

metric measurement, gravimetric method가 존재하지만 이는 많

은 양의 sample이 필요하고 측정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새로운 실험 system을 구상하여 quartz crystal balance 

(QCM)을 이용해 adsorption capacity를 측정했다. QCM은 작은 

양의 sample만 요구되고 측정시간이 짧으며, 미세한 무게변화

를 감지할 수 있어 기존의 실험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QCM을 이용해 VOCs 흡착에 의한 샘플 질량 변화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 AC의 adsorption capacity와 농도에 대한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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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88
MOF를 이용한 F-gases/N2 흡착분리 특성 연구  

문은희1,2, 유영우1, 홍지숙1, 신채호2, 서정권1,†
 

1한국화학연구원; 2충북대학교 

(jksuh@krict.re.kr†) 

반도체산업에서 etching, cleaning 공정에서 사용하는 불화가스

는 그 배출량은 적으나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대기 중 평균 체

류 기간(life time)이 길고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높아 지구온

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따라서 생산 공정 후 배출되는 불화

가스는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는 다량의 불화가스 처리

가 가능하고 운전이 용이한 열분해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열분

해법은 불화 가스의 안전성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한 2차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 에너지 소비형이며 친환경적인 흡착분리 공정

을 통해 불화 가스를 분리/농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F의 하나인 MIL-100(Fe)를 사용하여 불화 가스

와 질소의 흡착분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온도에서의 흡

착등온선 측정과 파과실험의 수행을 통해 흡착온도가 불화가스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활성화 온도 변화에 따

른 MOF의 불화가스 흡착분리 거동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기존 

흡착제인 제올라이트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불화 가스 흡착제로

서의 MOF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P분리목-89
VOCs 흡착 제거를 위한 활성탄의  

소수성 개선 연구  

오지영1,2, 유영우1, 홍지숙1, 이창하2, 서정권1,†
 

1한국화학연구원; 2연세대학교 

(jksuh@krict.re.kr†)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는 다양

한 산업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거나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대기로 배출 전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한다. VOC 처리방법으로는 운전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저농도 

VOC 처리에 적합한 흡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흡착소재

로는 경제적이면서 성능이 우수한 활성탄이 가장 널리 사용된

다. 하지만 활성탄은 수분을 다량 포함하는 Feed 조건하에서는 

수분과의 경쟁흡착 및 수분 응축으로 인한 기공 막힘 현상으로 

VOC 제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활성탄의 수분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성탄의 소수

성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활성탄의 수분흡착량을 측정하여 

소수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였고, 수분 존재 하에서 VOC 파과실

험을 진행하여 VOC 제거성능을 평가하였다.  

P분리목-90
Eutectic mixture promoted magnesia-based 

composites for enhanced CO2 capture 

황순하, Vishwanath Hiremath,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MgO-Al2O3 composites (Mg/Al molar ratio = 3-5) with (K, Li)

NO3 eutectic mixture were synthesized for high temperature CO2 

capture. The adsorbents are characterized by XRD, BET, SEM-

EDX, TEM,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with the excess of MgO activated at the eutectic point and the 

carbonation was initiated. The effect of adsorption temperature, 

conversion of effective carbonation, and the optimum Mg/Al 

molar ratio were investigated to stabilize sorbents for the effective 
regenerability during the high temperature CO2 capture. Also, it 

was accomplished that with increasing molar ratio and the 

sorption performance were increased due to the excess of MgO 
present. Moreover, due to the presence of the basic MgAl2O4 

phase, the enrichment of MgO towards CO2 attraction was 

observ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rant number: NRF-2013R1A1A2060638). 

P분리목-91
Epoxide-Functionalization of Polyethyleneimine for 

Scalable Synthesis of Extra-Stable CO2 Adsorbent in 

Temperature Swing Adsorption  

최우성, 최민기†
 

KAIST 

(mkchoi@kaist.ac.kr†) 

Amine-containing adsorbent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due to their ability to 

chemisorb low-concentration CO2 from a wet flue gas. 

However, earlier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CO2 

uptake of adsorbents, and have not demonstrated effective 

adsorbent regeneration and long-term material stability under 

such conditions.  

Here we report the highly versatile and scalable synthesis of a 

functionalized-polyethyleneimine/silica adsorbent which 
simultaneously exhibits a large CO2 working capacity (2.2 

mmol/g) and long-term stability in a practical temperature swing 

adsorption (TSA) process, enabling the separation of 
concentrated CO2. We demonstrate that the functionalization of 

polyethyleneimine (PEI) with 1,2-epoxybutane reduces the heat 
of CO2 adsorption and facilitates CO2 desorption (＞99%) during 

regeneration compared to unmodified PEI (76%). Most notably, 

the functionalization dramatically improves long-term adsorbent 

stability over repeated TSA cycles due to the great suppression of 

urea formation and oxidative amine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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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92
CO2 흡착을 위한 아민 기능화 실리카 흡착제 개발  

민진서, 이기봉†
 

고려대학교 

(kibonglee@korea.ac.kr†) 

 CO2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그 배출량이 많아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고
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CO2를 포집하여 대기로 배출하

지 않고 격리 또는 저장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포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포집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CO2 포집 기술은 크게 흡

수, 막분리, 흡착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흡착은 상대적으
로 운전 비용이 적고, 부산물 없이 CO2를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2 흡착제로는 활성탄, 제올라이트 

(zeolite), 금속유기구조체 (metal-organic framework, MOF), 실리
카 (SiO2)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실리카는 표면 특성과 재생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크기의 기공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

에 지지체로써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다양한 아민 기능화
를 통해서 CO2의 흡착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지지체에 CO2 흡착에 용이한 아민을 기능화하여 CO2 

흡착 성능을 증진시켰다. CO2 흡착 성능은 열중량분석법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으로 평가하였고, 표면 특성은 
질소흡착법 (N2 adsorption analysis) 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P분리목-93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가교 도입  

아민계 실리카 흡착제의 특성  

정현철, 민진서, 전선빈, 조동현, 김성현†
 

고려대학교 

(kimsh@korea.ac.kr†) 

분자 바구니 흡수제 (Molecular Basket Sorbent, MBS) 가 소개된 

이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아민계 흡착제를 제조하는 데 있

어 아민을 물리적으로 함침하는 방법은 널리 시도되어 왔다. 함

침 방법은 제조 과정이 간단하며 함침 방법을 통해 제조된 아민

계 흡착제는 아민 함량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늘리

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지체를 활용해 흡착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기 재사용할 경우 재

생조건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열화가 일어나 흡착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단점 때문에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리적 열화로는 함침 아민의 침출과 증발, 화학적 열화로는 고

농도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1차 아민의 비활성화를 유발하는 

유리아의 형성이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침 아민의 가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였다. 가교제를 이용해 함침 아민 물질 내의 아민기 간 

연결을 형성하면 아민 물질의 유동이 감소하여 아민의 침출과 

증발을 방지하고 특히 가교제가 1차 아민을 2차 아민으로 전환

할 경우 유레아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흡착제의 장기 흡탈착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가교로 인해 흡착량 감소 및 흡착 속도 저하 등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P분리목-94
Column 반응기 상에서 이온교환법에 의한 바나듐,  

텅스텐 이온의 분리 특성  

전종혁, 한 춘†, 안영준, 이성은
 

광운대학교 

(chan@kw.ac.kr†) 

본 연구는 SCR 탈질폐촉매 침출액으로부터 바나듐과 텅스텐의 

분리 및 회수를 위한 흡․탈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회분식 반응기

상에서 바나듐과 텅스텐 이온의 흡착 및 탈착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연속식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에 적용하여 분리하였다. 모

의용액을 제조하여 농도, 시간, 반응온도 등의 변수에 의한 실험

을 진행하고, 최적 분리 조건을 침출액을 이용한 실험에 적용하

여 실험 결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회분식 반응기

를 통하여 얻어진 실험 조건을 column 반응기 실험에 적용하여 

연속식 반응에 의한 바나듐과 텅스텐의 분리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회분식 반응기 실험은 200mL pyrex 반응기를 사용하였

으며, 모의용액은 ammonium metavanadate 및 ammonium 

tungstate pentahydrate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일정한 온도 

및 교반속도의 유지를 위하여 shaking incubator를 사용하였다. 

연속식 반응기 실험에서는 항온수조를 사용하여 온도를 유지하

였고, 일정한 반응속도의 유지를 위해 tubing pump(masterflex 

L/S) 및 fraction collector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직경 10mm, 

길이 30cm의 column을 사용하였다. 흡착 및 탈착실험에 사용된 

이온교환 수지는 강염기성 음이온교환 수지로 전처리 후 사용하

였다. 흡․탈착실험 후 용액 내 바나듐 및 텅스텐의 잔류농도는 

ICP-O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분리목-95
Simulated Moving Bed의 동역학적 상태 분석  

오태훈, 이종민†
 

서울대학교 

(jongmin@snu.ac.kr†) 

Simulated Moving Bed Chromatography (SMBC)는 연속 공정 크

로마토그래피로 높은 가치의 물질을 분리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왔다. SMB의 경우 고체의 이동효과를 시스템 전체의 이동

을 통해 모사하였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상상태를 가진다. 따라

서 SMB를 모델링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운전 조건을 찾는 것

은 복잡하다. 또한 이러한 정상상태의 주기성과는 별개로 SMB

의 공업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까지 도달하는 초기

운전조건이나 혹은 운전상태를 바꾸는 경우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SMB의 동역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는 한 주기 안에서 진동하는 값과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

는 동역학적 값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SMB의 운전조건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분리기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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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생물C금-1
DNA 유래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DNA-directed gold nanoparticle based biosensor)  

심상준†
 

고려대학교 

(simsj@korea.ac.kr†) 

금 나노 입자는 고유한 광학적 특성과 생체 적합성 등의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바이오센서, 약물전달, 광열치료 등 여러 분야에

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 나노 입자의 고유한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센서는 체내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생체분자를 검지하기 용이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

다. 금 나노 입자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광학적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검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나노 입

자를 보다 균일하고 정밀하게 합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DNA와 같은 생체분자를 골격으로 하여 원하

는 크기와 구조를 가진 균일한 신규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이를 

바이오센서에 적용하여 별도의 표지자가 필요 없으며 민감도가 

높고, 생체분자의 정량적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나노-바

이오센서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된 나노-바이오센서 플랫폼

은 다양한 형상의 금 나노 입자 혹은 미세유체장치와 결합되어 

다양한 질병을 동시에 검출 할 수 있는 다중 검지 시스템을 제작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생체물질들의 정량화 및 생물학적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키워드 : DNA, 생체분자 (Biomolecule), 금 나노 입자 (Gold 

Nanoparticle), 바이오센서 (Biosensor)  

O생물C금-2
Rapid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with an integrated fluorescence anisotropy 
system 

박기수†, Chen-Han Huang, Ralph Weissleder, 이학호
 

Harvard Medical School/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kpark12@mgh.harvard.edu†)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AIs) and drug-resistant 

pathogens have become a major healthcare issue with millions of 

reported cases every year. Advanced diagnostics would allow 

clinicians to more quickly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reduce the empirical use of broad-spectrum antimicrobials, and 

facilitate enrollment in new antibiotic treatments. Here we present 

a new integrated system, PAD (polarization anisotropy 

diagnostics), for rapid bacterial detection with a focus on HAI 

pathogens. The PAD utilizes changes of fluorescence anisotropy 

when detection probes recognize target bacterial nucleic acids. 

The technology is inherently robust against environmental noise, 

and economically scalable for parallel measurements. The assay 

is fast (2 hours) and performed on-site in a single tube format. 

When applied to clinical samples from interventional procedures, 

PAD determined the overall bacterial burden, differentiated HAI 

bacterial species, and identified drug resistance and virulence 

status. The PAD system holds promise as a powerful tool for 

near-patient, rapid HAI testing. 

O생물C금-3
Development of multiplex and quantitative microRNA 
analysis technology based on isothermal exponential 

amplification with CE-SSCP 

나정경, 정규열†
 

POSTECH 

(gyjung@postech.ac.kr†) 

Expression profiling of microRNAs (miRNAs) provides not only 

valuabl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processes 

but also potential diagnostic markers by detecting alterations in 

miRNAs’ expression level in complex diseases. Because multiple 

miRNAs are generally related to the specific biological proces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thod quantifying the multiplexed 

miRNAs. Isothermal exponential amplification reaction (EXPAR) 

has attracted as a miRNA assay with high amplification efficiency. 

This method, however, has limitation in broad applic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probe design and lack of proper detection 

method for multiplex analysis. Here, we developed a multiplex 

miRNA profiling method by a modified isothermal EXPAR and a 

high-resolution capillary electrophoresis-based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CE-SSCP). 6 miRNAs related to 

development of C. elegans and two references were analyzed 

and their expression pattern was foun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method also allows multiplex 

quantification tool for miRNA expression levels.  

O생물C금-4
A Robust Scaffold for Multimodality Using a Plasmonic 

Gold Core and a Mesoporous Fe3O4 Shell  

Aastha Kukreja, 강병훈, 김현욱, 장은지, 손혜영1, 박광열1, 
 

허용민1, 함승주†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haam@yonsei.ac.kr†) 

Multifunctional nano-systems are an enticing approach towards 

designing nanoparticles with desired characteristics, which 

emerge from interaction between various components of the 

system. Nano-particle based multi-modal contrast agents can 

offer various complementary properties. and hence, can be 

detected by several in vivo imaging techniques. CT and MR 

imag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are foremost step in radiation 

therapy planning. These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in target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radiation dosage. In this study, we 

have demonstrated a one-pot approach for the synthesis of Au 

core/ porous-Fe3O4 shell nanoparticles (AuFe NPs) for MR/CT 

dual imaging, loaded with doxorubicin (Dox). The particle surface 

was coated with polyethylene glycol and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peptide for targeting. The gold core provides a strong X-

ray absorption and the Fe3O4 shell enables the MR imaging. The 

drug loading capacity of the porous iron oxide nanoshell was 

also demonstrated and a surface quenching effect of the gold 

nanoparticles is proposed and correlated with the release of Dox 

from the porous core/she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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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생물C금-5
Homogeneous Biosensor Based on Lumilumin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Using the Upconversion 

Nanoparticles  

조은정, 김민곤†
 

광주과학기술원 

(mkim@gist.ac.kr†) 

We report biosensors for homogeneous detection based on 

lumilumin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LRET) using the 

upconversion nanoparticles. The LRET platform for 

immunosensor has been designed by using UCNPs as the donor 

and target as the acceptor. When target was added, the LRET 

occurred between a donor and acceptor under the laser 

irradiation with a wavelength of NIR. Because of the specific 

recognition between the antibody functionalized UCNPs and 

target. In the presence of target, the distance between UCNPs 

(donor) and target molucules (acceptor) get closer to transfer 

energy.  The LRET platform for an aptasensor has been 

designed for the target detection by using UCNPs as the donor 

and target-specific aptamer. In the presence of target molucules, 

aptamer sequence was folded due to the formation of the G-

quadruplex, which induced the quencher dye close to the 

UCNPs.  Consequently, the luminescence quenching of UCNPs 

is induced by LRET of biosensing platforms. In our optimized 

system, results showed the LRET-based biosensors enabled 

specific target detection, and target molecules can be detected 

sensitively in a homogeneous manner.  

O생물C금-6
One step immobilization of antimicrobial peptide on 

non-conventional surfaces  

정구민, 성혜정, 임성갑, 성봉현1, 정기준†
 

KAIST; 1KRIBB 

(kjjeong@kaist.ac.kr†) 

Antimicrobial coating on various medical devices or treatments, 

such as mes, catheter, implant and contact lens, is important 

issue because it causes cross contamination and spreading of 

infectious bacteria. To prevent bacterial accumulation on the 

surface,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about antimicrobial 

coating using chemicals, nanoparticles, however, their low 

compatibility and cytotoxicity have been regarded as obstacles 

for application to medical device coating. On the other hand, 

natural antimicrobial peptides (AMPs) from amphibians are free 

from cytotoxicity issue, therefore, immobilization of AMP is 

suitable for prevention of bacterial accumulation on surfaces. 

Here, we proposed very simple and efficient AMP immobilization 

method on non-conventional surfaces. Surface material was 

coated with p(V4D4) via initiated vapor deposition (iCVD) and 

AMP with N or C-terminal cysteine residue was immobilized via 

simple UV radiation. Finally, efficacy of AMP coated surface 

against E. coli, C. glutamicum and S. cerevisiae was measured 

by using flow cytometry and the efficacy was higher than 99%.  

O생물C금-7
Ag@silica-Entrapped Hydrogel Microarray:  

A New System For A Metal Enhanced  
Fluorescence-Based Protein Assay  

김민수, 한상원, 조강희, 방혜정, 민지홍,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Recently, the fluorescence detection method utilizing metal-

enhanced fluorescence (MEF) has been widely studie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detection sensitivity of protein-based 

bioassays. MEF is now a well-established technology, wherein 

the interactions of fluorophores with metallic nanoparticles results 

in fluorescence enhancement. In this study, as one solution fo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late- and particle-based 

platforms, we developed a novel silver-based MEF biosensing 

platform that consisted of poly (ethylene glycol)(PEG) hydrogel 

microstructures entrapping silica-coated AgNPs (Ag@silica). 

Hydrogels are three-dimensional polymeric structures that 

absorb water or other biological fluids, and as it have a soft and 

hydrated nature, biomolecules is retained their activation. So, We 

took advantage of the MEF from Ag@SiO2 within the hydrogel 

microstruct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luorescence 

detection device.  

O생물C금-8
Hydrogel-framed Nanofiber Sheet Integrated with a 

Microfluidic Chip for Fluorescence Detec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s-9  

한상원, 차성호, 방혜정, 홍혜진, 유병용, 고원건†
 

연세대학교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 play a pivotal role in regulating 

composition of extracellular matrix and vascular disease, and 

cancer progression. Here, we designed peptide immobilized 

nanofiber based MMP-9 biosensor through fabrication of 

insertable PEG micropatterned nanofiber sheet. To fabricate 

freestanding and insertable nanofiber sheet into microchip, PEG 

hydrogel micropatterned PS/PSMA fibers were fabricated from 

PEG-DA(575) using photolithography. Because of PSMA 

copolymer nanofiber containing maleic anhydride(MA), nanofiber 

surface could form easily covalent bonds with MMP-9 specific 

peptide(Arg-Ser-Trp-Met-Gly-Leu-Pro-Gly-FITC). The peptide 

immobilized nanofiber sheets were inserted through reaction 

chamber of reusable microchip. In a MMP-9 assay, the 

saturation time was 30min and the detection limit was 

approximately 10pM, which is better than previous method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untless capture sites of 

nanofiber substrates enhanced performance in sensitivity and the 

blinding kinetics of microchip enhanced performance speed. 

Moreover, our biosensor can be applied in detecting various 

proteases and simultaneous multiplex protease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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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생물C금-9
Development of biocatalysts based on carbonic 

anhydrase for CO2 sequestration  

조병훈†
 

국립 경상대학교 

(animanga@postech.ac.kr†) 

Carbonic anhydrase (CA) is an enzyme that catalyzes reversible 
hydration of CO2. It has been recently suggested that this 

remarkably fast enzyme can be used for sequestration of CO2, 

making this a promising alternative for chemical CO2 capture.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we developed efficient and economic 

biocatalysts with high stability, mainly based on a recombinant 

CA originated from Neisseria gonorrhoeae (ngCA).  

First, we engineered ngCA in the periplasm of E. coli to promote 

the economical use of enzymes, thereby creating a bacterial 

whole-cell catalyst. Second, we developed and characterized 

bioinspired silica nanoparticle with recombinant ngCA 

autoencapsulated by the silica-condensing R5 peptide fused to 

the ngCA. Next, we designed and engineered de novo disulfide 

bond in ngCA in order to improve the thermostability of the 

enzyme. Finally, we found and characterized thermophilic α-CAs 

originated from Persephonella marina and Thermovibrio 
ammonificans, demonstrating their remarkable thermostabilities.  

O생물C금-10
Biological Synthesis of Graphene Using Medicinal Plant 

Extracts  

BIPINCHANDRA K SALUNKE, 김범수†
 

충북대학교 

(bskim@chungbuk.ac.kr†) 

The remarkable electrical and thermal properties along with its 

mechanical stiffness, strength and elasticity, make graphene as 

one of the fascinating materials. The unique properties of 

graphene produced by biological modes have potential to 

provide innovative ecofriendly and safe applications. In the 

present study, we demonstrate a novel, low cost, environmentally 

safe process to produce a few layer graphene with a low defect 

ratio, maintaining the pristine graphite structure via sonication 

assisted liquid phase exfoliation of graphite using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The synthesized materials by a selected plant 

were characterized by UV-visible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 and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e graphene produced by extracts of plant 

Xanthium strumarium displayed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at of 

sodium cholate exfoliated graphene demonstrating absorption 

peak at 268 nm in UV-Vis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icrographs exhibited the 

presence of few layer graphene in the samples.  

O생물C금-11
Single amino acid replacement transforms mCherry to 

a far-red fluorescent protein  

김예지, 송경주, 이화진, 김도현1, 김진태2, 정민섭†
 

홍익대학교; 1명지대학교; 2건국대학교 

(minsubc@hongik.ac.kr†) 

Far-red fluorescent proteins are beneficial for imaging in 

mammals. Here, starting from   

mCherry, the most commonly used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red fluorescent proteins (RFP), not having a H-bond network in 

its original form, we sought to recover the hydrogen bond 

network in mCherry. By comparing the structure of avGFP and 

mCherry, we focused on a few key residues involved in a proton 

wire, and discovered an I197T mutant that showed a more red-

shifted fluorescence. The detailed optical and photo-switching 

properties of related engineered RFPs are described. This study 

will guide further development of monomeric far-red FPs.  

O생물C금-12
Protein nanostructures for the encapsulation of 

phytochemicals 

Md. Abdur Razzak1, 최신식1,2,†
 

1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Myongji 

University;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yongji 

University 

(sschoi@mju.ac.kr†) 

Phytochemicals, abundant in plant kingdom,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n food, nutritional, and pharmaceutical 

sciences due to its beneficial roles against multiple diseases 

including, cancers, coronary heart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inflammation, and ulcer. However, phytochemicals 

poor aqueous solubility and stability lead to its extremely low 

absorption in human body. In this study, we designed protein 

nanostructures as carrier for phytochemicals to overcome its 

inherent limitations. Spectroscopic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at phytochemicals can successfully bind with proteins mainly 

through hydrophobic interactions, and results in nanocomplexes 

with minimum size and polydispersity. Due to its binding with 

proteins, phytochemicals gained stronger aqueous stability for 

wide range of time, which would be sufficient for providing its 

beneficial biological properties. Improved antibacteri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encapsulated phytochemicals were also 

confirmed i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otein 

nanostructures have great potential for the integration of   

bioactive ingredients into food and pharmaceutical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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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생물C금-13
Development of riboswitch-based sensor devices for 

quantification of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a 
flavonoid scaffold, naringenin 

장성호1, 장성연1, 정규열1,2,†
 

1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2School 

of Interdisciplinary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POSTECH 

(gyjung@postech.ac.kr†) 

Detection and measurement of intracellular metabolites can 

improve chemical production from microbial cells by facilitating 

screening or selection process in evolutionary engineering. 

Artificial riboswitches have been proved to modulate expression 

of genes in response to their cognate ligands. Development 

cycle of novel riboswitch, however, is time-consuming since it 

involves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aptamer and requires tuning 

of dose-response curve. Here, we developed riboswitch-based 

sensor devices for naringenin, a scaffold molecule of diverse 

flavonoids, through an abridged process. Various evolutionary 

pathways were designed to enrich riboswitches with different 

quantitative behaviors from the pool of candidate constructs 

which incorporate artificial RNA aptamers. Evolved riboswitches 

exhibited naringenin-dependent increase of sGFP expression 

enabling quantification of intracellular level. We expect that these 

new riboswitches could be applied to diverse applications in 

metabolic engineering and investigation of flavonoid metabolism. 

O생물C금-14
Microfluidic single-cell analysis for signaling crosstalk 

between cell wall integrity and mating pathway in 
S. cerevisiae 

이병진, 정성근, 진시형, Ranjan Mishra1, Sung Sik Lee1, 

Matthias Peter1, 이창수† 

충남대학교; 1ETH Zurich 

(rhadum@cnu.ac.kr†) 

Micro-organisms live in continuously changing surroundings and 

they need to counterbalance with many stresses.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cells have been developing adaptation 

mechanisms for maintaining homeostasis. Although the 

molecular mechanism of cell signaling of single stress becomes 

revealed, it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how the cells 

distinguish between multiple stresses. Here, we investigate the 

signaling crosstalk between cell wall integrity (CWI) and mating 

pathway of budding yeast via microfluidic device and quantitative 

single cell analysis. The microfluidic device enables to 1) monitor 

single yeast cells’ response in media flow by fixing the cells 

underneath of PDMS micropad, and 2) modulate magnitude of a 

cell wall stress by dilution of hydrogen. Firstly, we monitor the 

expression of a mating-specific reporter, based on the Factor 

Induced Gene 1 promoter driving the expression of Quadruple-

Venus fluorescent protein. As a result, we found the activation of 

CWI signaling inhibits mating signaling, which is shown as 

decrease of Fig1 expression upon increase of cell wall stress 

magnitude. 

O생물C금-15
Highly Porous Regenerated Bacterial Cellulose 

Scaffolds for in vitro Tissue Regeneration  

Shaukat Khan1, Mazhar Ul-Islam1,2, Muhammad Israr1, 김예

지1, 장재현1, 노태용1, 박중곤1,† 
1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2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hofar University 

(parkjk@knu.ac.kr†) 

This study reports the fabrication of highly porous regenerated 

bacterial cellulose (rBC) scaffolds through solution casting and 

porogen leaching method. The scaffolds fabri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dissolution of BC in N-methylmorpholine N-oxide 

(NMMO) followed by subsequent addition of NaCl microcrystals 

as porogens. The mixture was quickly casted into molds followed 

by hardening and solvent and porogen leaching in a water bath 

at ambient temperat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confirmed the microporous nature of the 

scaffolds. Animal fibroblast cells adhered and proliferated well on 

the rBC scaffolds while cell toxicity assay confirmed their nontoxic 

nature.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and Alizarin red 

staining (ARS) reveale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animal 

osteoblasts on the scaffolds. These results demonstrate our rBC 

scaffolds as potential candidate for future tissue regeneration 

applications.  

O생물C금-16
Enhanced in vivo diagnosis of cancer with multiple 

tumor targeting peptides presented proteinticle  

조은지, 권구철1, 이지원†
 

고려대학교; 1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leejw@korea.ac.kr†) 

In this study, for enhanced cancer targeting, human ferritin heavy 

chain nanoparticle(hFTH) is engineered to present tumor-binding 

peptides(RGD-derived cyclic peptide(4CRGD) and/or affibody) 

on its surface. Affibody strongly binds to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1(EGFR) and 4CRGD binds to human integrin αvβ3 that 

are overexpressed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First through in vitro study with EGFR-overexpressing breast 

cancer cell(MDA-MB-468) and integrin-overexpressing 

glioblastoma cell(U87MG), it is shown that for active cancer 

targeting, specific interaction between receptor on tumor and 

tumor receptor binding peptides is important. After labeling these 

particles with the near-infrared fluorescence dye(Cy5.5) and 

intravenouse injection into MDA-MB-468 or U87MG tumor-

bearing mice, the recombinant hFTHs that present each tumor-

targeting peptide or both peptides are successfully delivered to 

cancer and showed prolonged retention in cancer. And for 

heterogeneous receptor expressing tumor(U87MG), the 

recombinant hFTH presenting both affibody and 4CRGD notably 

enhances in vivo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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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1
Electro catalytic  modified graphite tattoo probe for 

glucose detection  

이수영, Sung Choi†, Grace Kim, Angelina Ahn, 신연수, 함진

호, 정지훈, 최윤혁 

바이오센서연구소 

  

In this studies reports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s amplification with copper ionic particles 

dispersed in carbon structure for the quantification of glucose 

trace activity. The best diagnostic detection was obtained by 

catalyst immobilization during 20 cyclic redox in 1000 mg/L Cu(II) 

standard 10 ml electrolyte, for 2.0 V initial, -2.0 V switching 

potential, 0.5 v/sec scan rate, 30 sec accumulation time, the 

analytical glucose potential was obtained from the increase of the 

glucose oxidation with 0.2 V anodic, linear working ranges are 10 

~ 200 mg/L, 15 points reduction, more sensitive stripping anodic 

is 50 ~ 200 mg/L 10 points,  and  cathodic  is 10 ~ 200 mg/L, 

19 points obtained, which of optimum para strength of SW 

amplitude, SW increments, SW  frequency, SW accumulation 

times and other results were obtained, final linear working results 

demonstrates a successful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atalystic 

sensing in a human vascular diagnosis at real in vitro direct, 

which can be promising for clinical applications such as  muscle, 

skin and organic diagnostics.  

P생물목-2
Highly conducting bacterial cellulose-gold 

nanoparticles-PEDOT:PSS films for advanced 
biomedical applications  

Shaukat Khan1, Mazhar Ul-Islam1,2, Muhammad Israr1, 김예

지1, 장재현1, 노태용1, 박중곤1,† 
1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2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hofar University 

(parkjk@knu.ac.kr†) 

This study reports the fabrication of highly conducting and 

biocompatible bacterial cellulose-gold nanoparticles-

PEDOT:PSS (BC-GNP-PEDOT:PSS) nanocomposites for 

biology-device interface application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confirmed the uniform nature of the synthesized BC-GNP and 

BC-GNP-PEDOT:PSS composites. Four-point prob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BC-GNP-PEDOT:PSS films showe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The composites were also tested for 

biocompatibility with animal osteoblasts (MC3T3-E1). The 

composites supported adhesion, growth, and proliferation of 

animal cells, indicating that they are biocompatible and non-

cytotoxic. Therefore, BC-GNP-PEDOT:PSS composites are 

candidate materials for biology-device interface applications.  

P생물목-3
다양한 온도에서 제조된 재생 미생물  
셀룰로오스 film의 구조 및 특성 변화  

장재현1, Shaukat Khan1, Mazhar Ul-Islam1,2, 
 

Muhammad Israr1, 김예지1, 노태용1, 박중곤1,† 
1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2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hofar University 

(parkjk@knu.ac.kr†) 

Gluconacetobacter hansenii, acetobacter xylinum 등과 같은 초산

균에 의해서 생산되는 미생물 셀룰로오스는 초 미세 망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기계적 강도, 함수율을 갖는다. 그러나 미생

물 셀룰로오스는 일반적으로 배양 방법에 따라 정치배양에서는 

sheet 형태, 교반배양 및 진탕배양에서는 pellet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분야로 응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용매에 

녹여 제조하는 재생 미생물 셀룰로오스는 액체상태의 미생물 셀

룰로오스 용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film, cylinder 등 원하는 형태

로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uconacetobacter 

hansenii PJK로부터 생산된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casting method를 통해 film 형태의 재생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제조하고, 제조한 온도에 따른 재생 미생물 셀룰로오스 film의 구

조 및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P생물목-4
Synthesis of Novel compounds having Ceramide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  

김유미, 김한영†
 

애경산업 

(hans73@aekyung.kr†) 

피부 각질층은 피부 고유의 보습기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하

며, 특히 각질세포간 지질은 세포사이에서 라멜라 구조를 형성

하여 단단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서 피부장벽기능의 근

원이 된다. 세포간 지질의 40%이상을 차지하는것이 세라마이드

이며 이는 모발에도 존재하는데 피부에서의 각질층과 비슷한 역

할을 하는 것이 큐티클이다. 모발에서의 큐티클은 모발의 최외

각에 존재하는 물질로 모발의 손상을 막아주며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막아주는 장벽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세라마이드는 

어려운 제조방법으로 인한 단가 문제로 범용적인 사용이 어렵

다. 이에 제조가 용이하여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신규 유사 세

라마이드 소재를 합성하였다. 서로 다른 두 화합물의 개환 반응

으로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합성하였으며, 합성한 소재의 

구조 및 반응의 종결은 NMR과 HPLC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소재의 효능을 평가를 위해서 보습력 실험과 모발 내부 강화 실

험, 인장강도 실험을 실시하였고 소재의 안전성 데이터 확보 및 

신규 소재의 세포독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포독성 실험을 

하였다. 또한 무좀균과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MIC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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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5
Synthesis and anti-wrinkle activity of natural origin 

compound-peptide derivatives  

이혜숙, 김한영†
 

애경산업 

(hans73@aekyung.kr†)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세포외 기질

의 합성과 분해는 생체 내에서 적절하게 조절되나, 노화가 진행

됨에 따라 그 합성이 감소하여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기질 

금속단백질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ase, MMP),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인 엘라스틴 분해효소(elastase)의 발현이 촉진되

어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

산화 효능을 가지는 천연유래물질과 콜라겐, 엘라스틴의 활성부

위에 작용하는 펩타이드 서열을 조합한 신규 복합물질을 고안하

였으며, 이를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SPSS)으로 합성하였다. 또한, 인체섬유아세포(human 

normal fibroblast)를 이용하여 세포 내 콜라겐 생성 시험, 세포 내 

콜라게나제(collagenase, MMP-1) 활성 억제 시험, 세포 내 엘라

스타제(elastase, MMP-12) 활성 억제 시험을 통해 복합물질의 

항주름 효과를 측정하였다. 

P생물목-6
Novel Cisplatin-loaded Peptide Nanostructure as 

Anticancer Agent  

서재아, 이남훈, 이상명†
 

강원대학교 

(sangmyung@kangwon.ac.kr†) 

The cisplatin is one of the anticancer agent using for cancer 

treatment as platinum-based anticancer material. Also it is 

showing anticancer effect in variety of cancers (i.e., ovarian 

cancer, testis cancer, etc.) and solid tumors (i.e., head tumor, 

neck tumor, etc.). The cisplatin can prevent proliferation of 

cancer cells by inhibiting cell division and followed by decreasing 

the size of existing cancer cells. However, the cisplatin has 

numerous side effects such as ototoxicity, nephrotoxicity, 

neurotoxicity as well as highly effective anticancer activ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used tyrosine-rich peptide (YC7) 

as drug delivery scaffold because of its good bio-stability, and 
then expected that cytotoxicity was reduced by YC7 peptide. 

Herein, we developed a cisplatin-loaded peptide nanostructure 

for nano-drug delivery system driven by gold ion. The resulting 

cisplatin-loaded self-assembly nanostructure was identified by 

UV-Vis, TEM, SEM and ICP-OES analys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and activity as a novel anticancer drug, YC7@Cis 

nanostructures were stepwise applied to cancer cellular model 

and mouse model.  

Keyword : cisplatin, peptide self-assembly, anticancer agent  

P생물목-7
Employing the synthetic scaffold strategies to redirect 
metabolic flux into novel gamma-aminobutyric acid 

pathway in Escherichia coli  

홍순호†, Sivachandiran Somasundaram, 석정욱, 정재훈
 

울산대학교 

(shhong@mail.ulsan.ac.kr†)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GABA,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ffective alternative pathway for the GABA production. In this 

study, Escherichia coli were engineered to produce GABA from 

glucose via GABA shunt, which consists of succinate 

dehydrogenase, succinate-semialdehyde dehydrogenase and 

GABA aminotransferase. The three enzymes were physically 

attached each other through synthetic scaffold, and the Krebs 

cycle flux was redirected to GABA pathway. By introduction of 

synthetic scaffold, 0.75 g/l of GABA was produced from 10 g/l of 

glucose at 30oC and pH 6.5. The inactivation of competing 

metabolic pathways provided 15.4% increase of the final GABA 

concentr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ext-Generation BioGreen 21 Program (SSAC, grant number: 

PJ011116) by RDA,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4R1A1A2054726), and b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P생물목-8
The introduction of chimeric two-component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cidic amino acids sensing 

Escherichia coli 

홍순호†, Murali kannan Maruthamuthu, 석정욱, 정재훈
 

울산대학교 

(shhong@mail.ulsan.ac.kr†) 

In an attempt to create an acidic amino acid-sensing Escherichia 

coli, a chimeric sensor kinase (SK)-based biosensor was 

constructed using Pseudomonas putida AauS. AauS is a sensor 

kinase that ultimately controls expression of the aau gene through 

its cognate response regulator AauR, and is found only in P. 

putida KT2440. The AauZ chimera SK was constructed by 

integration of the sensing domain of AauS with the catalytic 

domain of EnvZ to control the expression of the ompC gene in 

response to acidic amino acids. Real-time quantitative PCR and 

GFP fluorescence studies showed increased ompC gene 

expression and GFP fluorescence as the concentration of acidic 

amino acids increased. These data suggest that AauS-based 

recombinant E. coli can be used as a bacterial biosensor of 

acidic amino acids. By employing the chimeric SK strategy, 

various bacteria biosensors for use in the development of 

biochemical-producing recombinant  microorganisms can be 

construct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ext-

Generation BioGreen 21 Program (SSAC, grant number: 

PJ011116) by RDA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4R1A1A20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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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9
Microbial Production of 1,3-Diaminopropane in 
Escherichia coli through in silico Metabolic Flux 

Analysis  

김지하, 채동언, 김원준, 최 솔, 박시재1, 이상엽†
 

KAIST; 1명지대학교 

(leesy@kaist.ac.kr†) 

1,3-Diaminopropane (1,3-DAP) is a compound which can be 

used as an intermediate in the preparation of many applications, 

including plastics, sequestering agents, and herbicides. Herein, 

Escherichia coli is engineered for the production of 1,3-DAP 

through genome-scale in silico flux analysis to find the most 
efficient metabolic pathways. By comparing heterologous C4 and 

C5 pathways, the C4 pathway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and Acinetobacter baumannii dat and ddc genes were 

introduced which encode 2-ketoglutarate 4-aminotransferase 

and L-2,4-diaminobutanolate decarboxylase respectively. The 

native ppc and aspC genes were overexpressed and the pfkA 

gene was delet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Fed-batch 

fermentation of the final strain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13 g 

l-1 of 1,3-DAP in 69 h with the productivity of 0.19 g l-1 h-1 in a 

glucose minimal mediu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o Solve Climate Changes on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Biorefinerie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NRF-2012M1A2A2026556 

and NRF-2012M1A2A2026557).]  

P생물목-10
Enhancement of Gene Expression in Clostridium 

acetobutylicum Using Synthetic Untranslated Regions  

김지하, 이종민1, 장유신2, Eleftherios T. Papoutsakis3, 이상

엽† 

KAIST; 1CJ 제일제당; 2경상대학교; 3University of Delaware 

(leesy@kaist.ac.kr†) 

Gene manipulation and overexpression is a simple yet powerful 

and effective strategy in controlling metabolic flux of 

microorganisms. In general, there has been less focus on 

controlling gene expression systems in Clostridium species due 

to their difficult nature of gene knockout and chromosomal 

manipulat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short single-stranded 

5’ untranslated region (UTR) sequence which led to decrease 

gene expression in Clostridium acetobutylicum. Conversely, 

when a synthetic stem-loop was added at the 5’ end of mRNA, 

the gene expression level was increased and thereby protein 

expression level shows 4.6-fold increase. It indicates that 

controlled gene expression cassettes can be rationally designed 

by taking the 5’ UTR in to consideration. This understanding will 

be useful for developing more reliable and stable gene 

expression system for metabolic engineering of Clostridium 

speci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

ment Program to Solve Climate Changes on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Biorefineries (NRF-2012M1A2A2026556 and 

NRF-2012M1A2A2026557)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Planning (MSIP) of Korea.]  

P생물목-11
Metabolic Engineering using Synthetic Small Regulatory 

RNA based Rapid Gene-Knockdown Technique for 
Enhanced Production of Cadaverine and Tyrosine  

Robert Binkley, 노민호, 나도균1, 유승민, 이상엽†
 

KAIST; 1중앙대학교 

(leesy@kaist.ac.kr†) 

Small regulatory RNAs (sRNAs) are gene regulators that act on 

post-transcriptional phase. Here, we developed synthetic a 

sRNA gene knockdown technique. Synthetic sRNA properly 

repressed DsRed2 and was used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tyrosine and cadaverine. Through screening of 14 different strains 

with sRNAs, we isolated a strain producing 2 g per liter of tyrosine 

and using a library of 130 synthetic sRNAs, murE was isolated 

and showed a 55% increase in cadaverine produc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o 

Solve Climate Changes on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Biorefinerie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NRF-2012M1A2A2026556 and NRF-

2012M1A2A2026557); the Intelligent Synthetic Biology Center 

through the Global Frontier Project (2011-0031963)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Commercializations Promotion Agency for R&D Outcomes

(COMPA-2015K000365)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MISP).]  

P생물목-12
Use of metabolic engineering for production of 

recombinant spider silk proteins 

Robert Binkley, 정해나, Xiao-Xia Xia, 이상엽†
 

KAIST 

(leesy@kaist.ac.kr†) 

Native size spider silk protein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its outstanding physical properties. However, their size and 

repetitive sequences in mRNA often limit expression in 

heterologous hosts due to decreased ribosome processivity and 

mRNA degradation. This study presents various metabolic 

engineering techniques as well as decreasing RNase to assist in 

the production of these proteins. This method produced higher 

concentrations of native-size spider dragline silk protein than 

those reported previously and provides insight into approaches to 

control expression of useful recombinant proteins containing high 

molecular weight and repetitive sequenc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o Solve 

Climate Changes on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Biorefinerie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NRF-2012M1A2A2026556 and NRF-

2012M1A2A2026557); the Intelligent Synthetic Biology Center 

through the Global Frontier Project (2011-0031963)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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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13
무세포 효소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생체적합성 평가  

장재현1, Shaukat Khan1, Mazhar Ul-Islam1,2, 
 

Muhammad Israr1, 김예지1, 노태용1, 박중곤1,† 
1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2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hofar University 

(parkjk@knu.ac.kr†) 

미생물 셀룰로오스는 Gluconacetobacter hansenii, 

Gluconacetobacter xylinus와 같은 초산균에 의해 생산되는 물질

로,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에 비해 인장강도, 함수율 등에서 우수

한 특성을 가지며, 매우 순수한 형태로 얻어진다. 따라서 식품, 

의료용, 제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전통적으로 미생

물 셀룰로오스는 미생물의 정치배양 또는 교반배양을 통해 

sheet 또는 pellet 형태로 생산된다. 그러나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inhibition, mutant 형성에 의한 미생물 셀룰로오스 생산성 

저하 및 배지의 미생물 생장 및 증식에 이용됨에 따라 생성 수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무세포 효소 시스템(Cell-free 

enzyme system)은 미생물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파쇄, 용

해시켜 미생물 내부의 효소만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앞서 설

명한 미생물 기반의 연구가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ad-beating 방법을 이용하여 무세포 효소 시스

템을 제조하여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생산하였으며, 미생물 셀룰

로오스 표면 상에 동물세포 배양을 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

다.  

P생물목-14
Fabrication of Nerve Conduit with Biodegradable 

Hydrogels and Nanofibers Releasing Growth Factors 
for Guidance of Axonal Growth  

방혜정, 한상원, 김민수, 윤병주,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Although more than 200,000 patients are suffering for peripheral 

nerve injury, there is still not an effective treatment to replace 

surgical repair. Development of nerve graft with biodegradable 

hydrogels and nanofibers can be alternative to the methods.  

In this study, we fabricated scaffolds consist of poly(ethylene 

glycol) [PEG] hydrogel, polycaprolactone [PCL] aligned 

electrospun nanofibers, and poly(lactide-co-glycolic acid) 

[PLGA] random electrospun nanofibers which it is rolled to make 

a conduit-form. The scaffold consists of three layers, one PCL 

aligned fibrous sheet and two PLGA random sheets. 1st PLGA 

sheet is made up of 65% PLA and 35% PGA [PLGA 65:35], and 

2nd PLGA sheet is composed of 85% PLA and 15% PGA [PLGA 

85:15]. They are known for having different degradation speed; 

PLGA 65:35 degrades faster than PLGA 85:15, generally. PEG 

hydrogel enveloping both ends of scaffold play a role as a 

support fixture to hold fibrous sheet on. The PCL sheet functions 

as a cell-attached area, whereas the PLGA sheets acts as 

reservoirs to release some growth factors like NT-3 

[Neurotrophin-3],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or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생물목-15
Enhancing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for Myogenesis through the 3D Co-culture 
with Rodent C2C12 Myoblasts on Dual-patterned 

Hydrogel Scaffold 

홍혜진, 김민수, 방혜정, 유병용, 고원건†
 

연세대학교 

  

In the field of tissue engineering,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induce differentiation of specific cell types from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 and the advent of co-culture 

has definitely enhanced the overall differentiation process. In this 

study, we have combined the idea of co-culture materialized in 

3D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analogous to the in vivo 

system for cells. A fibrous scaffold is produced by patterning the 

polycaprolactone (PCL) electrospun nanofiber with poly

(ethyleneglycol) (PEG) hydrogel in two ways vertically. Here, the 

nanofibrous scaffold accommodates 3D culture environment, 

and PEG functions as a support. In each side, hMSC and rodent 

C2C12 myoblasts are seeded separately to generate cellular 

interactions in between and enhanced differentiation of hMSC 

towards myoblasts with an aid of paracrine factors from C2C12. 

This dual-patterned hydrogel scaffold is predicted to be a 

practical platform in tissue engineering. 

P생물목-16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Cellulomonas flavigena Endo-1,4-β-xylanase in Pichia 
pastoris  

양지현, 김찬겸,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김승욱†
 

고려대 

(kimsw@korea.ac.kr†) 

Xylan is a major component in plat cell wall and the second 

abundant polysaccharides in nature. Endo-1,4-β-xylanase 

(XYN) is the most important xylan degrading enzyme, which 

cleaves the β-1,4-glycosidic bonds in xylan backbone and has 

various applications in industries. In this study, a gene encoding 

xyn from Cellulomonas flavigena has been cloned into pPICZα B 

as expression plasmid and was expressed in the heterologous 

host Pichia pastoris, under the control of the AOX1 methanol 

inducible promoter. The correct integration in the Pichia genome 

was confirmed by PCR with the XYN forward and the 5’ AOX1 
reverse primers. The production of recombinant xylanase (rXYN) 

was carried out with specific media for 96 h. The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rXYN was investigated under pH 4-9 and 

temperature of 30-65℃. As a result, the optimal pH and 

temperature were determined as pH 6.0 and 55℃, respectively. 

Finally, the specific activity of rXYN was about 4,400 U/mg–

protein under the determin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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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17
The effect of ultrasound for increasing neural 
differentiation in hBM-MSCs and inducing 
neurogenesis in ischemic stroke model 

박정극, 서영권†
 

동국대학교 

(bioseo@dongguk.ed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ultrasound 

in air at a frequency of 0.04 MHz and an intensity of 50 mW/cm2 

on neural differentiation of hBM-MSCs in vitro and on 

neurogenesis in an ischemic stroke model. Cells exposed to 

ultrasound exhibited neural morphology, in particular a thin and 

spindle-like shape. The LDH assay results revealed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s and cells treated with ultrasound. In cells 

that were treated with ultrasound, mRNA levels of neural genes 

and of calcium channel markers were increased relative to 

controls. Further, neural proteins, p-ERK, and p-CREB were 

increased in cells that were treated with ultrasound. In hist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an ischemic stroke model, 

inflammatory cells were observed around the infarct area in the 

Cell, Cell/Ultrasound group and the brain infarct volume in the 

Cell/Ultrasound group was smaller than in the sham group.  

Key word: ultrasound, neurogenesis, hBM-MSCs, stroke model   

P생물목-18
Ruthenium(Ⅱ) Complex-loaded Peptide Self-
Assembly as Luminescence Probes for Cellular 

Imaging  

김소희, 김종민, 이상명†
 

강원대학교 

(sangmyung@kangwon.ac.kr†) 

Ruthenium(Ⅱ) coordination compounds have rich photophysical 

properties as Luminescent transition metal complex, which 

enable newly development of responsive luminescence probes 

to specifically target and quantify analytes. Here, we developed 
peptide self-assembled nanostructure(YC7@Au/Ru) using a 

Tyrosine rich peptide complexed with Ru(Ⅱ) ion and Au(Ⅲ) ion 

in a shape of sphere type and confirmed by TEM(EDX), UV-vis, 
PL, UV-vis, XPS and XRD. The resulting YC7@Au/Ru 

nanostructure was modified with PEG-conjugated folic acid via 

carboxyl-activation. Confocal microscopy analyses showed that 
these YC7@Au/Ru nanoparticles could selectively detect cancer 

cells expressing high-level Folate receptor. The cell viability was 
confirmed by MTT assay in the presence of YC7@Au/Ru 

nanostructure. These achievements reveal that YC7@Au/Ru can 

be applied to cellular uptake, intracellular targeting and cell 

tracking. Keyword : Ruthenium(II), peptide self-assembly, 

luminescence probe, cellular imaging   

P생물목-19
Levulinic acid ester production by in situ 

transesterification of wet microalgal biomass 

김태형, 오유관1, 이재우†, 장용근
 

KAIST;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aewlee@kaist.ac.kr†) 

In situ transesterification of microalgal biomass is one of the 

promising biodiesel producing process as it integrates lipid 

extraction and conversion step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meet reasonable economic requirement because of its excessive 

solvent us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duce extra value-

added product from the algal biomass. By in situ 

transesterification, levulinate (levulinic acid ester), which can be 

used as a fuel additive or fragrance, can be produced. In this 

study, we found some factors changing the productivity of 

levulinate such as temperature, acid concentration, and type of 

alcohol. 

P생물목-20
거대억새를 사용한 펠릿공정의 lignin 첨가에 따른  

영향 및 특성파악  

민창하, 김은경, 김가희, 차진성, 김민정, 엄병환†
 

한경대학교 

(bhum11@hknu.ac.kr†) 

거대억새는 약 22% 정도의 리그닌을 함유하며, 다른 초본 바이

오매스가 10-15% 정도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

당히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 높은 리그닌 함량은 펠렛의 밀도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표면의 

cuticula가 펠렛 성형 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펠렛의 

품질이 목질계 펠렛과 비교하여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펠렛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리그닌의 첨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5wt%의 kraft pulping 유래 리그

닌을 첨가하였다. 또한 cuticula 및 리그닌이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과 입자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력(200 

MPa) 및 습도(8wt%) 유지 하에 온도조건(30-135℃)를 바꾸어 

가며 유압식 펠렛성형기(single hydraulic pelletizer)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cuticula를 추출한 억새의 리그닌 첨가결과 리그닌 

함량이 높을수록 사출압력, 밀도와 압축강도 또한 낮아졌다. 연

신율도 30℃ 성형조건을 제외하고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추출 조건에서는 추출조건과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사출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30℃의 경우에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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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21
SERS-based biosensor for bacterial detection using 

aptamer-functionalized Raman probe  

곽철환†, A.T. Ezhil Vilian1, 유태경2, 한영규1, 허윤석
 

인하대학교; 1동국대학교; 2경희대학교 

(skymcity@gmail.com†) 

A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has been used 

as a biosensor due to the sensitive and rapid detection of a trace 

amount of pathogens. The selectivity is also important factor of 

biosensor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because they 

form heterogeneous population in natural environ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fabricate a target-specific substrate in SERS-based 

biosensor. Herein, the SERS-based biosensor using aptamer-

modified Ag@Au core-shell nanoparticles has been developed 

for the rapid detection of Salmonella typhimurium with high 

selectivity. The high selectivity and sensitivity was achieved by the 

modification of target-specific sequenced aptamer and the 

enhancement of weak Raman scattering due to Ag@Au core-

shell nanoparticle. It was possible to quantify S. typhimurium by 

the correlation between SERS intensity and concentration of S. 

typhimurium.  

P생물목-22
Application of algal hydrolysate in an enzymatic fuel 

cell  

이자현,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김찬겸,  

양지현, 박철환1, 김승욱† 

고려대학교; 1광운대학교 

(kimsw@korea.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power by using 

microalgal hydrolysate (AH), substrates of enzymatic fuel cell 

(EFC). The effect of extraction via three different acids 

(hydrochloric acid,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on microalgal 

extraction was investigated and the hydrochloric acid was found 

to be the most efficient. To obtain high concentration of extracted 

sugars from microalgae, the reaction conditions of acid 

hydrolysis were optimized as 100 g/L of solid-liquid ratio, 2% of 

hydrochloric acid and heated at 121 °C for 15 min. The maximum 

hydrolysis efficiency of 92% was achieved. Glucose extracted 

from microalgae was applied to the EFC system as a substrate. 

At the same glucose concentration of 5 g/L, AH and control were 

compared. Voltage, current, and power generation were 

evaluated by estimating CV and power density. In CV, it was 

found that the peak of AH oxidation reaction increased more than 

that of control. In addition, power density of AH and that of 

control were 2694 and 552 W/cm2,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power density of AH was 4.88 fold higher.  

P생물목-23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through multi-

component  

이승재†
 

전북대학교 

(slee026@jbnu.ac.kr†) 

Methanotrophs consume methane as their sole carbon source 

and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global carbon cycle by limiting its 

atmospheric content. These bacteria oxidize methane to 

methanol using soluble methane monooxygenases having 

hydroxylase, regulatory, and reductase protein components. Until 

now, the catalytic mechanism has remained ambiguous due to a 

lack of atomic-level information about component interactions. 

We have recently reported the 2.9 Å resolution crystal structure of 

soluble methane monooxygenase hydroxylase (MMOH) in 

complex with its regulatory component (MMOB) from 

Methylococcus capsulatus (Bath). MMOB docks in a canyon 
formed at the α2β2 interface of the α2β2γ2 MMOH dimer, and its 

unstructured N-terminus forms a ring-like structure on the 
MMOH α-subunit. These interactions control O2, methane, and 

proton access to the catalytic diiron center at the active site by 

altering the internal architecture of the α-subunits and effect 

conformational changes at key active site residues involved in 

methane oxidation.  

P생물목-24
Colorimetric quantification of glucose and cholesterol 

using a composite entrapping cerium oxide 
nanoparticles and oxidases  

김도현, 김문일†
 

가천대학교 

(moonil@gachon.ac.kr†) 

A microscale well-plate colorimetric assay for the multiplexed 

detection of glucose and cholesterol in clinical human serum 

samples has been developed. This system utilized an agarose-

based composite entrapping cerium oxide nanoparticles and 

glucose oxidase (GOx)/cholesterol oxidase (ChOx) to detect 

glucose and cholesterol in blood samples. The sensing 
mechanism involves the generation of H2O2 by the catalytic 

action of an immobilized oxidase on the target molecules in the 

sample. This subsequently activates the cerium oxide 

nanoparticles entrapped in an agarose gel, thereby leading to the 

color changes of the nanoparticles from white into yellow/orange. 

This strategy is used to detect the target glucose or cholesterol 

molecules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0.05–2 mM with a lower 

detection limit of 20 µM. The aforementioned colorimetric assay 

is extremely convenient, and it exhibits a high degree of linearity, 

precision, and reproducibility when employing real human serum 

samples. Therefore, this assay can be used in clinical practice for 

the multiplexed and reliable quantification of glucose and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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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25
Electro-triggered, quantitative single-cell transfection 

using ultrathin nanoinjector  

유승민, 강미정1, 김봉수1,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KAIST 화학과 

  

We developed single-cell system for electro-triggered, 

quantitative transfection. This system is based on the use of an 

ultrathin Au nanowire (NW) injector that has the thinnest diameter 

among the DNA delivering devices as well as optimum 

mechanical properties. Well-defined single-crystalline Au surface 

and high electric conductivity of ultrathin injector allow precisely 

timed and efficient electrochemical release of DNA molecules 

attached on a Au NW surface while minimizing cell damage. 

Using this system, we successfully delivered and both linear DNA 

and plasmid DNA in a single cell nucleus. This system would find 

important biomedical applications in the fields such as gene 

therapy, DNA vaccination, targeted drug delivery, and 

probe/control of cell signaling ev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o Solve Climate 

Changes on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Biorefineries 

(NRF-2012-C1AAA001-2012M1A2A2026556)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ference  

1. Yoo, S.M. etal., Nano Lett. (2013), 13 (6), 2431–2435. 

P생물목-26
Ultrathin electrodes-based single-cell technology for 

monitoring dopamine exocytosis 

유승민, 강미정1, 김봉수1,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KAIST 화학과 

  

Ultrathin Au nanowire (NW) electrodes-based single-cell system 

was developed for monitoring dopamine exocytosis. This system 

enables both an electrical cell stimulation and detection of the 

resulting neurotransmitter release with extremely high spatial 

resolution [1]. With highly precise and well-controlled electrode-

to-cell interface, we observed that dopamine release from a 

PC12 cell is more stimulated by a more negative voltage pulse, 

which opens Ca2+ channels of the cell membrane for dopamine 

exocytosis. Detailed single-cell level studies of the biological 

responses to electrical stimulation could help us to understand 

such mechanisms and improve therapeutic efficac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elligent Synthetic Biology Center through 

the Global Frontier Project (2011-0031963)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ference   

1. M. Kang, S.M. Yoo, et al., Nanoscale. 8, 214 (2016).   

P생물목-27
Ultrasensitive uranyl ion detection using DNAzyme 

catalytic reaction-combined NW SERS sensor  

황지현, 유승민†, 곽래근1, 김홍기1, 이상엽, 이경자2, 이민구
2, 이창규2, 강태준3, 김봉수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BK21 plus program); 1Department of Chemistry, KAIST; 
2Nuclear Materials Development Division, KAERI; 3KRIBB 

(smyoo@kaist.ac.kr†) 

We developed a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sensor combined with a DNAzyme-cleaved reaction for the 

ultrasensitive and specific detection of uranyl ion (UO22+). The 

presence of UO22+ in sample induces the cleavage of DNAzyme 

into enzyme strands and released strands, which include 

Raman-active molecules. The released strands bind with capture 

DNAs on the nanowire (NW) sensor and this complex provides 

SERS signal. The sensing performance of this sensor exhibits a 

detection limit of 1 pM and high selectivity. Furthermore, we 

successfully detect uranyl ion in diverse UO22+-contaminated 

natural water. Based on these results, we anticipate that the 

practical usefulness of this sensor can be expanded to detect 

diverse toxic metal ions by applying various ion-specific DNA-

based ligands to NW sensors.  

P생물목-28
Electrical biosensor using density-controlled SWNT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황지현, 유승민†, 백윤경1, 신선해라, 김주현2, 정희태, 최양

규2, 이상엽 

Dep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BK21 plus 

program), KAIST;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KAIST 

(smyoo@kaist.ac.kr†) 

We developed electrical biosensor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ic DNA detection. The sensor consisted of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 (SWNT) based two-terminal resistor and 

recognized pathogenic DNA present on the sensor by measuring 

a change in conductance of resistor. Using this sensor, we 

successfully detected target DNAs from reference strains and 

clinical isolates of Staphylococcus aureus. This SWNT based 

electrical sensor developed here can be used a platform for 

potential use in a hand-held pathogen detector with high sensing 

performa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io-Synergy 

Research Project (2012M3A9C4048759)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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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29
A magneto-DNA nanoparticle system for the rapid and 

sensitive diagnosis of enteric fever  

박기수1,2,†, 이학호1,2, Ralph Weissleder1,2, 
 

Richelle C. Charles1,2 
1Harvard Medical School; 2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kpark12@mgh.harvard.edu†) 

We present a novel assay designed to detect amplified 

Salmonella nucleic acid (mRNA) using magneto-DNA probes 

and a miniaturized nuclear magnetic resonance device. We 

designed primers for genes specific to S. Typhi, S. Paratyphi A, 

and genes conserved among Salmonella enterica spp. and 

utilized strongly magnetized nanoparticles to enhance the 

detection signal. Blood samples spiked with in vitro grown S. 

Typhi, S. Paratyphi A, S. Typhimurium, and E. coli were used to 

confirm the specificity of each probe set, and serial 10-fold 

dilutions were used to determine the limit of the detection of the 

assay, 0.01–1.0 CFU/ml. For proof of principle, we applied our 

assay to 0.5 mL blood samples from 5 patients with culture-

confirmed enteric fever from Bangladesh in comparison to 3 

healthy controls. We were able to detect amplified target cDNA in 

all 5 cases of enteric fever; no detectable signal was seen in the 

healthy controls. Our results suggest that a magneto-DNA 

nanoparticle system, with an assay time from blood collection of 

3.5 hours, may be a promising platform for the rapid and culture-

free diagnosis of enteric fever and non-typhoidal Salmonella 

bacteremia.  

P생물목-30
Hybrid material composed of graphene oxide-MoS2 

nanoparticle for bioelectrochemical sensor  

윤진호, 이 택, Bharate Bapurao, 최정우†
 

서강대학교 

(jwchoi@sogang.ac.kr†) 

In this study, hybrid material constituted of graphene oxide (GO) 
and molybdenum disulfide nanoparticles (MoS2 NPs) is 

fabricated as an electrode for redox signal improvement of 
biosensor. To fabricate hybrid material (GO-MoS2), MoS2 NPs 

were encapsulated with GO by electrostatic bond. To investigate 

redox signal improvement and stability of biosensor, myoglobin 

(Mb), a metalloprotein with an iron metal ion in its core, is used as 
a sensing molecule. The synthesis of GO-MoS2 is confirmed by 

electron microscopy and X-ray diffraction. Immobilization of Mb 
on GO-MoS2 electrode is verifi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fabricated samples are investigated 

by cyclic voltammetry. From the results, the proposed hybrid 
material composed of GO-MoS2 can be applied as an electrode 

for biosensor development with redox signal improvement and 

maintenance.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6R1A6A1A03012845).  

Reference  

[1] Choi et al., Biosens. Bioelectron., 47, 358 (2013).  

P생물목-31
Biosensor composed of metalloprotein-DNA on NPGF 

electrode  to enhance electrochemical signal  

조진희, 윤진호, 이 택, 최정우†
 

서강대학교 

(jwchoi@sogang.ac.kr†) 

In this study, the biosensor composed of hemoglobin (Hb)-DNA 

on the nanoporous gold thin film (NPGF) electode is fabricated to 

enhance redox signal. For fabrication of well-orientated protein 

chip, Hb and DNA is conjugated and introduced on the electrode 

by specific DNA binding. Furthermore, the NPGF electrode is 

introduced to prepare the biosensor for increment of the surface 

area. To verify the conjugation of Hb-DNA,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is used. Formation of 

NPGF is verifi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tomic force 

microscopy is utilized to confirm Hb-DNA immobilization on the 

electrode. Electrochemical property of is investigated by cyclic 

voltammetry. Proposed biosensing system composed of Hb-

DNA on the NPGF electrode can be applied to develop biosensor 

with electrochemical signal enhancement and well-orientated 

biomaterial layer formation.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6R1A6A1A03012845).  

Reference  

[1] Choi et al., Adv. Func. Mater., 24, 1781 (2014).  

P생물목-32
Porous gold nanoparticles for facile inactivation of 

Influenza A virus  

김진영, 이택수, 염민주1, 강아람1, 송대섭1, 함승주†
 

연세대학교; 1고려대학교 약학대학 

(haam@yonsei.ac.k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activation of Influenza A viruses 

(IAVs) using porous gold nanoparticles (PoGNPs). IAVs have 

become resistant to the antiviral drugs such as Oseltamivir or 

Amantadine, because of their frequent genetic mutation. To 

prevent the antiviral treatment from building up the resistance, we 

first set the stable antiviral target which remains steady regardless 

of their subtype, disulfide bonds. As the disulfide bonds in 

hemagglutinin (HA) show regular pattern in entire HA protein 

sequence, we assumed that cleaving the disulfide bonds on HA 

could be an ideal target for IAV attenuation. The PoGNPs 

expected to show high affinity to the disulfide bonds due to the 

gold-thiol interaction. We had demonstrated the decrease of the 

viral infectivity that was exposed to PoGNPs by the MDCK cell 

viability test with various subtypes of viruses (H1N1, H3N2, 

H9N2) whereas non-porous 130 nm gold nanoparticles and 130 

nm silver nanoparticles showed much less effect on inactivation 

of viruses. This PoGNP-utilized inactivation process proposes 

more convenient way for getting inactivated virus under 

laboratory-size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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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33
Efficient self-assembled microRNA delivery system 
consisting of cholesterol-conjugated micreRNA and 

pegylated polycationic polymer  

문병걸, 한승민, 장은지1, 강병훈, 기지선, 손혜영1, 
 

최유나1, 함승주†, 허용민1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1Severance Biomedical Science Institute (SBSI) 

(haam@yonsei.ac.kr†) 

MicroRNA (miR), a key molecule of endogenous RNA 

interference (RNAi), is promising as a therapeutic agent to 

diseases. In vivo delivery of miR, however, is a major obstacle as 

its polyanionic nature and vulnerability to serum render it difficult 

to reach targeted lesion. To overcome these hurdles, we present 

a self-assembled miR delivery system consisting of cholesterol-

conjugated miR (chol-miR) and pegylated polycationic polymer, 

poly ethylene glycol grafted poly ethylene imine (PEG-g-PEI). In 

our study, nanosized complexation of miR with PEI, suitable to 

effective protection and delivery of miR in vivo, was stably 

achieved by PEG grafting. Hydrophobicity of cholesterol 

conjugated to miR assisted structural solidity in PEG-g-

PEI/chol-miR, avoiding undesirable loss of miR. Here we report 

preparation and analysis of PEG-g-PEI and self-assembled 

PEG-g-PEI/chol-miR complex with a model cell line, Hs746T 

(human metastatic gastric cell line). In conclusion, our miR 

delivery system with PEG-g-PEI/chol-miR showed considerable 

potential for the effective in vivo delivery of miR.  

P생물목-34
A Novel SNP Genotyping Method Using Multi-Color 

Fluorescence Labeled Ligase Detection Reaction and 
High Resolution CE-SSCP  

최 웅, 정규열†
 

포항공과대학교 

(gyjung@postech.ac.kr†)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ly useful genotyping methods for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accuracy, simplicity, 

sensitivity, and cost-effectiveness ar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Among the methods developed SNP genotyping technology, the 

ligation-dependent method is considered the simplest for clinical 

diagnosis. However, sensitivity is not guaranteed by itself, and 

analysis of multiple targets is limited by the detection method. 

Although capillary electrophoresis (CE) is an attractive method to 

detect multiple targets, the multiplex assay process is 

complicated because of the size-based DNA separation 

principle. In this study, we employed the ligase detection reaction 

(LDR) coupled with high-resolution CE-based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CE-SSCP) to develop robust SNP 

genotyping method. Simple and sensitive SNP analysis can be 

performed using this method involving the use of similar-sized 

probes, without complex probe design steps. We found that it 

could not only accurately discriminate base mismatches but 

quantitatively detect 37 SNPs of the tp53 gene, which are used 

as targets in multiplex analysis, using three-color fluorescence-

labeled probes.  

P생물목-35
3D printed microfluidic devices in PDMS in one session 

신동혁, 신성철, 박민성, 정은수, 현진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jhyun@snu.ac.kr†) 

In this study, we fabricated microfluidics devices by direct printing 

of polymeric materials in polydimethylsiloxane(PDMS) 

prepolymer. For successful 3D printing, the adequate 

combination of a printing bath and an ink material is critical. We 

choose Sylgard® 184 as a printing bath, and Pluronic® F-127 

aqueous solutions (PF127aq) as a liquid ink for the 3D printing. 

Prior to the printing of microfluidic structures in PDMS at room 

temperature, we investigated the optimal concentration and the 

viscosity of PF127aq at the various weight ratios. Optimal air 

pressure for the printing of line segments was determined by the 

verification of the thickness of line segments at different air 

pressure.  

P생물목-36
Functional silica nanoparticles conjugated with beta-
glucan to deliver anti-tuberculosis drug molecules   

최종훈†
 

중앙대학교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nanomed@cau.ac.kr†) 

Tuberculosis is one of the most serious diseases caused by 

Mycobacterium tuberculosis and results in a great number of 

death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Despite the 

development of antibiotics against the disease, the rates of 

infected individuals and bacterial resistance against antibiotics 

have not decreas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d analyzed 

ultra-small silica nanoparticles (SiNPs) of less than 5 nm in size 

that are capable of encapsulating small organic molecules and 

drugs, such as fluorescein isothiocyanate, doxorubicin, and/or 

isoniazid (INH). In addition, we developed a new drug delivery 

system in which the anti-tuberculosis drug INH is encapsulated in 

beta (β)-glucan-conjugated SiNPs. We focused on synthesizing 

SiNPs that have amine functional groups as well as the ability to 

conjugate with β-glucan molecules, making the nanocomplex 

both a drug carrier and a stimulus for host immun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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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37
Kinetic and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of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for Recovery of 

Paclitaxel from Biomass  

하건수1,2,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This study developed an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UAE) 

process that can efficiently extract the anticancer agent paclitaxel 

from biomass. Most of the paclitaxel (~99%) was recovered from 

biomass by extracting once under the optimum ultrasound power 

(380 W) and operation time (10 min) for UAE. The kinetic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hyperbolic model was the most suitable 

with the highest accuracy among the four kinetic models 

considere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paclitaxel yield and the scalable ultrasonic process parameters of 

power density (P/V) and energy density (E/V). The 

thermodynamic analysis showed that the enthalpy change 

(ΔH^0) and entropy change (ΔS 0̂) were both positive, while the 

Gibbs free energy change (∆G^0) was negative and decreased 

when increasing the temperature and ultrasound power. Thus, 

the extraction was more feasible when using a higher 

temperature and higher ultrasound p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UAE process for recovering paclitaxel from biomass was 

endothermic, irreversible, and spontaneous. 

P생물목-38
Ultrasound-Assisted Liquid-Liquid Extraction for 
Recovery of Paclitaxel from Cell Cultures of Taxus 

Chinensis 

하건수1,2,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In this study, an efficient ultrasound-assisted liquid-liquid 

extraction process was developed for recovering of paclitaxel 

from plant cell cultures. The optimal ultrasonic power and 

operating time were 250 W and 15 min at fixed ratio of bottom 

phase, methylene chloride to top phase, MeOH (25%, v/v).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developed in the present method, 

most of the paclitaxel (~92%) was recovered from crude extract 

by a single extraction step. Due to the synergistic effect of 

ultrasound by the addition of inorganic salt, an appropriate 

inorganic salt concentration and the ultrasonic power were found 

to be required for the effective recovery of paclitaxel using 

ultrasound-assisted liquid-liquid extraction.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P생물목-39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of the Microwave-
Assisted Drying of Paclitaxel for Removal of Residual 

Methylene Chloride  

김희수1,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kinetics and thermodynamics of 

microwave-assisted drying of paclitaxel for the removal of 

residual solvent, methylene chloride. The efficiency of 

microwave-assisted drying increased with increasing drying 

temperature. When the experimental data were applied to various 

kinetic models, the Newton model, Henderson and Pabis model, 

Page model, Modified Page model, and the Geometric model 

were acceptable. Among the kinetic models, the Page model 

and the Modified Page model were the most appropriate. The 

activation energy Ea of microwave-assisted drying was found to 

be 46.21 kJ/mol. The standard Gibbs free energy change was 

determined to be negative, while enthalpy change and entropy 

change were positiv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is drying 

process was spontaneous, endothermic, and irreversible in 

nature.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P생물목-40
Drying Methods for the Removal of Residual Solvents 

from Solvent Induced Amorphous Paclitaxel  

최명근1,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lvents on the formation of 

amorphous paclitaxel and proposed the efficient strategy for 

removing the residual solvents from solvent induced amorphous 

paclitaxel. Amorphous paclitaxel was produced by evaporation 

with solvents (methylene chloride, toluene, pentane, methyl t-

butyl ether, chloroform, acetonitrile/hexane (1:2, v/v)). The 

residual pentane and hexane levels easily met the ICH-specified 

values (5000 ppm and 290 ppm) by simple rotary evaporation. In 

addition, when the vacuum-dried sample was subjected to 

microwave-assisted drying, the ICH requirements for methylene 

chloride (600 ppm) and acetonitrile (410 ppm) could be met by 

drying for 23 h at 200 W and 3 h at 200 W. However, the residual 

toluene, methyl t-butyl ether and chloroform did not meet the 

ICH-specified values (890 ppm, 5000ppm, 60ppm). The shape 

and size of particles varied according to the solvent used in the 

solvent evaporation process.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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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41
Adsorption of 13-Dehydroxybaccatin III onto Sylopute: 

Isotherms, Kinetics, and Thermodynamics  

임연수1,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Batch experiment studies were carried out on the adsorption of 

13-Dehydroxybaccatin III using sylopute while varying 

parameters such as initial 13-dehydroxybaccatin III 

concentration, contact time and adsorption temperature. The 

experimental data were fitted to the Langmuir, Freundlich, Temkin 

and Dubinin-Radushkevich isotherm models. Comparison of 

results revealed that the Langmuir isotherm model could account 

for the adsorption isotherm data with the highest accuracy 

among the four isotherm models considered. The obtained 

kinetics data for 13-dehydroxybaccatin III adsorption onto 

sylopute agreed well with the pseudo-second-order model. 

Thermodynamic parameters, such as standard enthalpy (△H°), 

standard entropy (△S°) and standard Gibbs free energy (△G°) 

change,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cess 

of 13-dehydroxybaccatin III adsorption onto sylopute was 

exothermic, irreversible, and nonspontaneous.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P생물목-42
Adsorption of 10-Deacetylpaclitaxel onto Sylopute: 

Isotherm, Kinetic and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방수연1,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Batch experiment studies were carried out on the adsorption of 

10-deacetylpaclitaxel using sylopute while varying parameters 

such as initial 10-deacetylpaclitaxel concentration, contact time 

and adsorption temperature. The experimental data were fitted to 

the Langmuir, Freundlich, Temkin and Dubinin-Radushkevich 

isotherm models. Comparison of results revealed that the 

Freundlich isotherm model could account for the adsorption 

isotherm data with the highest accuracy among the four isotherm 

models considered. The obtained kinetics data for 10-

deacetylpaclitaxel adsorption onto sylopute agreed well with the 

pseudo-second-order model. Thermodynamic parameters, 

such as standard enthalpy (△H°), standard entropy (△S°) and 

standard Gibbs free energy (△G°) change,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cess of 10-deacetylpaclitaxel 

adsorption onto sylopute was endothermic, irreversible, and 

nonspontaneous.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P생물목-43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of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of (+)-Dihydromyricetin  

박지나1, 김진현1,2,†
 

1공주대학교; 2생물화학공학실험실 

(jinhyun@kongju.ac.kr†)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ime and 

temperature on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of (+)-

dihydromyricetin. In addition,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of precipitation were performed. The yield of 4, 7, 10℃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ime and reached equilibrium at 28 h. 

However, the yield of -10, 18℃ increased until 32 h.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time-temperature-transformation (TTT) 

diagram that the precipitation was carried out faster at 4℃ than 

other temperatures in the same yield range. When applied to the 

experimental data on JMAK equation, 4, 7, 10℃ were made up 

one straight line and -10, 18℃ were made up two straight lines. 

Thermodynamic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4, 7, 10℃. 

The standard gibbs free energy, standard enthalpy and standard 

entropy change were determined to be negativ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process is spontaneous, 

exothermic and irreversible in nature.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015016271)  

  

P생물목-44
Direct conversion of hemicellulose into D-xylonic acid 

by engineered Corynebacterium glutamicum  

전은정, 임성순, 최재웅, 이세화, 정기준†
 

KAIST 

(kjjeong@kaist.ac.kr†) 

D-xylonic acid, one of the top 30 high-value chemicals b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has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substrate for biosynthesis of 1,2,4-butanetriol, concrete 

additive, and pH regulator for food, chemical, pharmaceutical 

industries. To date, D-xylonic acid has been produced by 

microbial conversion of D-xylose, the hemicellulosic pentose 

sugar. To acquire D-xylose from hemicellulose, however, 

additional process of enzymatic hydrolysis is required, and it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st and time for whole process. Here, 

we engineered Corynebacterium glutamicum for the production 

of D-xylonic acid directly from hemicellulose. First, xylose 

dehydrogenase from Caulobacter crescentus was introduced for 

the D-xylonic acid production. Next, xylose transporter was 

introduced for the enhanced D-xylose uptake. Finally, a xylan 

degradation system was also added to degrade hemicellulose 

into D-xylose for the direct production of D-xylonic acid from 

hemicellulos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developing consolidated bio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D-

xyl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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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45
Production of bioethanol from Enterobacter aerogenes 

by glycerol in anaerobic culture 

이주훈, 이상준, 김동섭, 이수권, 김찬겸, 양지현, 김승욱†
 

고려대학교 

(kimsw@korea.ac.kr†) 

In recent years, crude glycerol which is by-product of the 

biodiesel process was rapidly increased in quantity.  

In this study, ethanol production from pure and crude glycerol by 
Enterobacter aerogenes ATCC29007 was carried out in 

anaerobic culture. Also, the effect of media optimization was 

investigated for improved ethanol production. Optimization of 

main media for ethanol production was performed by response 

surface method (RSM). The major factors for RSM with the 

optimized values were as follows: 6.5 g/L peptone, 3.8 g/L 

ammonium sulfate, 2.1 g/L citrate dehydrate and 12 g/L glycerol. 

Ethanol yield and ethanol production were respective 0.96 mol 

ethanol/ mol glycerol and 5.38 g/L in the pure glycerol, while 

ethanol yield and ethanol production were approximately 0.91 

mol ethanol/ mol glycerol and 5.29 g/L in the crude glycerol 

during 192 h fermentation.  

P생물목-46
Dendrimer porphyrin and Gold Nanoshells-decorated 
Nanoparticle Systems for Dual Phototherapy of Cancer 

정의석, 한상원, 윤병주, 정윤아, 김은경, 장우동,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Photodynamic therapy (PDT) is excellent method for the 

treatment of cancer. It involves the systemic administration of 

photosensitizers (PS) such as porphyrin and phthalocyanine, so 

PS transfers photon energy to generate cytotoxic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o kill cancer. In the case of photothermal therapy 

(PTT), it involves the conversion of absorbed photon energy into 

the heat by using gold nanomaterials. In this work, 3rd generation 

dendrimer porphyrin was deposited onto gold nanoshell coated 

silica nanoparticles via Layer-by-Layer method. The successful 

fabrication of this system was monitored by UV–Vis 

spectroscopy, high resolution TEM, and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 Also, photodynamic and 

photothemal effect of nanoparticles under light exposure was 

confirmed by conducting ROS generation and temperature 

increase test. Furthermore, synergistic combined phototherapy 

including PDT and PTT was achieved through cell viability using 

the MTT assay.  

P생물목-47
Supperparamagnetic iron oxide nanoparticels for 

biomedical application  

Nguyen Minh Phuong, 김덕준1,†
 

성균관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djkim@skku.edu†) 

In this study, we prepared iron oxide nanoparticles (IONs) 

capping oleic acid by thermal decomposition method. The 

synthesized IONs were coated with the grafted polymers which 

are biocompatible and hydrophilic. The backbone of polymer is 

polysuccinimide (PSI), a polymer biocompatible. Multifunctional 

polymers were grafted on PSI, including hydrophilic O-(2-

aminoethyl) polyethylene glycol (PEG) and hydrophobic 

octadecylamine (C18) for amphiphilic structure, pH-sensitive - 

hydrazine hydrate to release drugs, and biotin to interacts with 

receptors on cancer cell surfaces. The coated IONs were applied 

for MRI contrast agents and target drug delivery. The structure of 

the polymers was confirmed by 1H NMR. The size and 

distribution size of nanoparticles were defined by TEM and DLS. 

Magnetism property of IONs was measured by SQUID and 

Relaxometry measurement appreciated the ability of 

nanoparticles for MRI contrast agent.  Effective toxicity cells were 

analyzed by MTT assay in MCF7 cells.  

Keywords: iron oxide nanoparticles (IONs), biomedical 

applications, super-paramagnetic, amphiphilic polymer  

P생물목-48
Effect of oxygen condition on mycelial growth and 
anti-oxidant production from Cordyceps militaris  

이수권, 김동섭, 이주훈, 김찬겸, 양지현, 김승욱†
 

고려대학교 

(kimsw@korea.ac.kr†) 

Cordyceps militaris was cultivated in submerged condition to 

produce various bioactive compounds. In this study, oxygen 

supply conditions such as saturated and micro-aerobic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mycelial growth and anti-oxidant 

production from C. militaris. Mycelial grow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3 days under oxygen saturated condition. The 

strain of C. miltaris (KYL02) was used with the designed 

conditions and the mycelial morphologies were observed by 

photomicrograph. As a result, a large numbers of mycelial 

morphology was observed in the third day of the oxygen 

saturated condition.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by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polyphenol concentrations. 

C. miltaris KYL02 was shown about 20% enhanced anti-oxidant 

activity under oxygen satura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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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49
Biosilica encapsulation of carbonic anhydrase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백승필†
 

Department of Biotechnology and Bioinformatics, Korea 

University 

(spack@korea.ac.kr†) 

Carbonic anhydrase (CA) is a biocatalyst for CO2 sequestration 

because of its distinctive ability to accelerate CO2 hydration. High 

production and immobilization of alkaline-active functional CA 

are required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enzymatic CO2 capture 

system. In previous report, α type-CA (HC-aCA) of Hahella 

chejuensis KCTC was mostly produced as insoluble form in E. 

coli expression system. Here, by removal of the signal peptide 

(SP), we successfully set up soluble expression systems. HCA

(SP-) also displayed high pH stability in alkaline conditions, with 

maximal activity at pH 10; at this pH,  90% activity was 

maintained for 2 h. Then, we prepared HCA(SP-)-encapsulated 

silica particles [HCA(SP-)@silica] via a spermine-mediated bio-

inspired silicification method. HCA(SP-)@silica exhibited high-

loading and highly stable CA activity. In addition, HCA(SP-)

@silica retained more than 90% of the CA activity even after 10 

cycles of use in mild conditions, and 80% in pH 10 conditions.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ractical CA-based CO2 sequestration processes.  

P생물목-50
Enzyme Coating of Trypsin on Electrospun Polymer 

Nanofibers for Efficient Protein Digestion in Proteomics 

김한솔, 이병수, 김병찬1, 김중배†
 

고려대학교;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jbkim3@korea.ac.kr†) 

For the rapid and efficient protein digestion for proteomic 

analysis, trypsin (TR) was immobilized and stabilized on 

electrospun polymer nanofibers (NF) via enzyme coating (EC) 

approach. After covalently attaching TR molecules on the NF 

(CA-TR/NF), the simple addition of crosslinking step (EC-

TR/NF) resulted in a dramatic increase of both activity and 

stability of TR. EC-TR/NF showed increased stability than CA-

TR/NF in rigorous conditions. By introducing superparamagnetic 

nanoparticles (NP) during electrospinning, NP entrapped 

nanofibers (NP-NF) were prepared that can be recycled via facile 

magnetic separation. Enzyme coatings of TR on magnetic 

nanofiber (EC-TR/NP-NF) still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such as 4700 and 70 fold higher activity and stability, 

respectively, than those of CA-TR/NP-NF. EC-TR/NP-NF was 

employed for the digestion of a model protein, enolase. There 

was no decrease on the activity after 7 times of recycled uses. 

Highly active and stable enzyme coating approach with the 

combination of magnetically-separable NP-NF can be employed 

for many other enzymes, the applications of which are hampered 

by their poor stabilities. 

P생물목-51
A Novel Enzymatic Pathway for the Conversion of 

Levulinic Acid to γ-Valerolactone  

박용수, 유영제1, 연영주†
 

강릉원주대학교; 1서울대학교 

(yjyeon@gwnu.ac.kr†) 

The utilization of cellulosic biomass for the production of fuels 

and chemicals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issues in industrial 

biotechnology. Levulinic acid can be obtained from cellulosic 

biomass and converted to useful forms of chemical products. γ-

Valerolactone is a versatile compound which can be used as 

bio-fuels, solvents and precursors of carbon-based chemicals. 

Lots of reports have been published describing the conversion of 

levulinic acid to 4-valerolactone. However, most of the methods 

are based on chemical catalysis which requires harsh conditions 

with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nd no enzymatic reaction 

schemes have been reported so far. In this study, two-step 

biocatalytic conversion of levulinic acid to γ-valerolactone is 

designed by use of the engineered 3-hydroxybutyrated 

dehydrogenase and paraoxonase 1. The designed reaction was 

performed in one-pot system, and approximately 34% 

conversion of levulinic acid to γ-valerolactone could be achieved 

in 24h.  

Key words: Levulinic acid, γ-Valerolactone, Cellulosic biomass, 

3-Hydroxybutyrated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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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목-1
5kW급 건물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연료개질기  

시동시간 단축 기술 개발  

정운호†, 권순철, 윤왕래, 구기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uhjung@kier.re.kr†) 

연료전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과 같이 미래의 청정에너지원

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전 용량에 따라 가정용, 건물용, 발전용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50kW급 용량이 건물용 연료전지에 해

당된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건물의 전기 수요에 따라 운전

과 정지를 반복해야 하며 재 기동 시 빠른 시동시간이 요구된

다.  

연료개질기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도시가스

와 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스템의 

시동시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개질

기의 컴팩트화 및 보조 전기 히터의 사용을 통해 시동시간 단축

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연료개질기는 SMR반응부와 연소실이 결합된 고온반응

기와 WGS반응부와 PrOx반응부가 결합된 저온반응기로 분리하

여 구성하였으며 단열을 포함한 연료개질기의 부피는 50L이다. 

연료개질기의 컴팩트화 설계를 통해 승온시간을 단축하였으며 

WGS와 PrOx 벽면에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촉매층 예열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WGS 촉매층 내부에 전열핀을 설치하여 외부

에서 공급되는 열이 촉매층 내부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였

다. 상온에서 시동 시 각 촉매층의 온도가 안정화되고 개질가스

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0ppm이하로 유지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정격 운전 시 개질효율은 81%(LHV)를 

달성하였다.  

O에환D목-2
Highly efficient CuCo oxide nanoparticles for oxygen 

evolution electrocatalysts 

최승목†
 

재료연구소 

(akyzaky@kims.re.kr†) 

Hydrogen (H2) has been recognized as a high energy densit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clean in a variet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However,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H2 it involves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cost, safety, low hydrogen gravimetric density, and difficulty in 

hydrogen extraction. The H2 produced by water electrolysis in the 

on-site place can be an alternative compared to other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non-precious 

catalysts with high activity via simple and efficient synthesis 

method that is a wet-chemical based method. The 0 

dimensional transition metal oxide catalysts were synthesized 

through the co-precipitation. The electro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cochemical analyses such as XRD, 

SEM, TEM, EDS, and XPS. To investigate electrocatalytic 

properties of prepared catalysts, we carried out electrooxidation 

activity measurements such as CV, LSV, long-term stability test, 

and E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electrocatalytic activities will be explored and 

discussed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dimension.  

 

O에환D목-3
High Performance Li-S Battery Cathodes Based on 
Novel Sulfur-Loading Method and Carbon-Modified 

Separator  

이정규†, 오창일, 안성현
 

동아대학교 

(jklee88@dau.ac.kr†) 

Recently, much interest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high-energy storage devices for portable electronics, electric 

vehicles, and large energy storage systems. Thus, lithium-sulfur 

(Li-S) batteries have attracted a great attention because sulfur is 

abundant and has high theoretical and energy density when 

coupled with metallic lithium anode. However, it has been a big 

challenge to device Li-S batteries offering a long cycle life at high 

sulfur loading amount in the form of S/C composites in electrode 

level as well as in active material level. The dissolution of lithium 

polysulfides (LPS) into the electrolyte and their shuttle effects 

have to be effectively suppressed since they cause poor capacity 

retention and low coulombic efficiency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mesoporous carbons (MCs) and N-doped 

mesoporous carbon (N-MC) as the sulfur host materials. By 

employing a novel sulfur-loading method which gives high sulfur 

dispersion, and carbon coated separators (CCS),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Li-S battery system were much 

improved in terms of capacity, rate capability and cycle life owing 

to effective suppression of LPS shuttle.  

O에환D목-4
Surface modification of stainless steel and its 

application to water splitting in a HCO3
-/CO2 system at 

neutral pH  

이민오, 황윤정, 민병권†
 

KIST 

(bkmin@kist.re.kr†)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CO2 gas 는 기후변화에 크

게 기여하고, 이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응하여,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려는 전 세계의 위기의식과 함
께, CO2 gas를 포집하여 폐기하는 연구와 CO2 gas를 다른 고부

가 가치의 물질로 변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서 CO2 gas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자원화하는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은 에너지와 상온에서 반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CO2 gas를 고부가 가치의 물질로 변환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CO2 gas의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cathode) 의 반대 전극 (anode) 에서 일어나는 물산화 반응이 

특히 높은 과전압을 요구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stainless steel 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개
질하여, CO2 gas 자원화 시스템에서 물산화 촉매로 적용하였으

며, 이 촉매는 낮은 과전압과 함께 (504 mV at 10 mA cm-2), 장 

시간 동안 (~ 18 h)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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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목-5
Design of Highly Active Perovskite Oxides for Oxygen 
Evolution Reaction by Combining Experimental and ab 

Initio Studies  

서민호†, 박혜웅1, 이동언2, 박문규2, Zhongwei Chen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LG화학; 2University of Waterloo 

(foifrit@gmail.com†) 

Perovskite oxides (ABO3)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since 

tailoring their chemical compositions has resulted in remarkable 

activity toward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which governs 

rechargeability of recently spotlighted metal−air batteries and 

regenerative fuel cells. For further development of highly OER 

active perovskite oxides, however, the exact mechanism the 

OER should be well understood. Herein, we introduce 

investigation of the OER mechanism of perovskite oxides by ab 

initio analysis based on well-defined model systems of LaMnO3 

(LMO), LaCoO3 (LCO), and La0.5Sr0.5CoO3 (LSCO). In 

addition, we have systematically conducted electrochemical 

experiments from which we have observ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OER activity in the order of LSCO ＞ LCO ＞ LMO. To validate 

the experimental results, free-energy diagrams have been 

constructed for oxygen intermediates on the surface of the 

defined models to find the limiting step by changing the B site 

atom (e.g., Mn and Co) and the partial displacement of Sr atoms 

in La site. (B6-2425) 

O에환D목-6
Efficient Bulk Heterojunction Hybrid Solar Cells with 

Microwave-Processed Ag-Graphene Nanocomposites 
in Active Layer 

Tahmineh Mahmoudi, 서승희, 한윤봉†
 

전북대학교 

(ybhahn@jbnu.ac.kr†) 

Herein, we present a simple, eco-friendly one-step method that 

can produce silver nanoparticles (Ag NPs) and reduced 

graphene oxide (rGO) in the form of Ag-rGO composites 

through one-step microwave-assisted reduction (MWAR). As-

synthesized Ag-rGO composite was introduced into the active 

layer of bulk hetero-junction solar cell based on P3HT:PCBM. 

Compared to the P3HT:PCBM only device (i.e., control device), 

the Ag-rGO implemented best device showed a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4.23 %, which is about 42 % 

increase over the control device (i.e. PCE=2.98 %). This dramatic 

increase in PCE was found to be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short-circuit current (Jsc) from 9.54 to 12.7 mA/cm2 (about 33 

% increase), suggesting that the incorporation of Ag-rGO 

enhances the charge carrier generation and fast extraction to the 

electrode. More interestingly, the Ag-rGO composite based solar 

cells without encapsulation showed remarkable air stability with 

retaining ~90 % of its original PCE and ~92% of Jsc and ~98% 

of fill factor for 30 days under ambient environment. 

O에환D목-7
TiO2-금속산화물 복합체를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  

김은미, 정상문†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smjeong@chungbuk.ac.kr†)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TiO2, SnO2, ZnO 및 WO3 등의 산화물 

반도체 표면에 염료가 흡착되어 있는 광전극과 산화/환원 (I-

/I3-)계를 포함한 전해질 및 상대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광전변환

효율과 장기안정성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

은 개방전압, 전류밀도 그리고 fill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은 주로 전해질의 산화/환원 전위

와 TiO2와 같은 반도체의 전도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전류

밀도와 fill factor도 산화물반도체의 비표면적 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따라서 고효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서는 가장 먼저 넓은 에너지 밴드갭과 비표면적을 갖는 산화물

반도체 제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공식적으

로 가장 높은 광전변환효율을 나타내는 산화물반도체는 

deagusa의 평균 입자크기가 약 25nm이고 3.1 eV 정도의 에너지 

밴드갭과 50 m2g-1의 비표면적을 갖는 TiO2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전극의 비표면적을 증가하고 개방전압, 전자이동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iO2-SiO2, TiO2-SnO2 등 복합산화

물을 biotemplate 방법으로 제조 및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응용

하여 그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O에환D목-8
Thermal and Catalytic pyrolysis of Citrus Peel  

김영민, 이형원1, Atsushi Watanabe2, 한태욱, 이보람, 김승

도, 박영권1,† 

한림대학교; 1서울시립대학교; 2Frontier Laboratories Ltd 

(catalica@uos.ac.kr†) 

In this study, thermal and ex-situ catalytic pyrolysis of citrus peel 

was investigated using a tandem micro reactor-GC/MS. Thermal 

pyrolysis at 500oC produced large amounts of oxygen containing 

pyrolyzates such as alcohols, ketones, and furans. The oxygen 

containing pyrolyzates were efficiently upgraded into value added 

aromatic compounds such as benzene, toluene, ethylbezene, 

xylenes, naphthalene, and methyl naphthalene by applying 

catalytic upgrading at 600oC. Compared to wood powder, citrus 

peel produced the larger amounts of aromatics over HZSM-5 

(SiO2/Al2O3: 23). Among various kinds of catalyst tested in this 

study, HZSM-5 (23) and HBETA (25) showed the highest 

performance for the formation of aromatic hydrocarbons. 

Meanwhile, HBETA (25) produced the larger amounts of 

polyaromatic hydrocarbons and deactivated faster than HZSM-5 

(23) due to the larger amount coke formation during sequential 

catalytic pyrolysis reaction of citrus peel.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16 (HRF-2016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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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목-9
Pt-based alloy/graphene nanohybrid materials as a 

robust and efficient counter electrodes for dye-
sensitized solar cells  

다오반, 라리나,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The replacement of expensive Pt counter electrode (CE) or 

decrease of Pt catalyst loadings, has been become a key issues 

in development of highly-efficient dye-sensitized solar cells 

(DSCs). We report here the experimental realization of stable CEs 

by immobilizing the Pt alloys with transition metals on graphene 

surface for enhanced CE properties. This work focuses on the 

systematic studies of dissolution engineering for 

Pt0.9M0.1/graphene (M=Au, Co, Cu, Fe, Mo, Ni, Pd, Ru, and Sn) 

CEs. The developed materials showed the higher catalytic activity 

as well as electrical conductivity in comparison with Pt/graphene 

CE. Furthermor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e improved stability 

of the developed CEs in iodide electrolyte. Thus, the 

Pt0.9M0.1/graphene nanohybrids can be considered as a low-

cost alternative CE materials to the expensive Pt. The 

implementation of the Pt0.9M0.1/graphene nanohybrids offers a 

great potential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SCs.  

O에환D목-10
Modelling of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for predicting toxic effects of ionic liquids  

조철웅, 윤영상1,†
 

전북대학교; 1전북대학교 화학공학과 

(ysyun@jbnu.ackr†) 

Ionic liquids (ILs), as molten salts, have been highlight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due to their excellent properties, e.g., 

thermal & chemical stability, ignorable volatility, and material 

dissolution ability. Since ILs are structurally tunable, their physical, 

chemical, and environmental properties can be appropriately 

controlled. On the other hand, some of ILs can be potentially 

hazardous and persistent substance in aquatic environments. In 

this sense, environmental benign ILs should be designed to fulfill 

basic green princip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we developed a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 for predicting biological responses in several 

toxicity testing methods and understanding the toxicological 

mechanisms according to solely IL structure. In results, a single 

linear free energy relationship (LFER) model with sensitivity-

related terms was developed, and their combination could be 

used to predict each of 50 toxicological effects of ILs with R2 of 

0.593~0.978, and SE of 0.098~0.699 log unit, and overall 

dataset was fitted with predicted values in R2 of 0.901 and SE of 

0.426 log unit.  

O에환D금-1
염화알칼리에 대한 sulfate계 첨가제의 반응특성  

김범종1,2, 김용준3, 이정우4, 송재헌4, 류창국1, 이은도2,†
 

1성균관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3한국기술교육대학교; 
4(주)한솔신텍 

(uendol@kitech.re.kr†)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되면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

다. 그중 폐기물 및 바이오매슬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설비 및 발

전설비에서 연료에 포함된 염소(Cl)와 알칼리(Na, K)는 연소과정

에서 염화알칼리(NaCl, KCl)를 형성하여 열교환부 수관의 표면

에 부착되어 심각한 고온부식을 발생시켜 운전비용 및 유지관리

비를 증가시키고,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러한 염화알칼

리에 의한 고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인 sulfate계 첨가제를 

이용한 고온부식 방지기술은 Sulfate계 첨가제를 이용하여 염화

알칼리를 sulfation을 통하여 다른 화합물로 전환시켜 열교환기

에 부착물을 감소시키고 염소는 염화수소형태로 배출시키는 것

이 특징이며 기존설비에 큰 개조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부식을 

방지하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설비에

서 발생하는 고온부식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염화알칼리에 대한 

sulfate계 첨가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실험 결과이다. 

염화알칼리로 KCl, NaCl을 사용하여 첨가제의 종류, S/Cl ratio, 

온도에 다른 sulfate계 첨가제의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O에환D금-2
Ferroelectric Polarization in Poly(vinylidene difluoride) 

by DFT calculation  

주세훈, 김도형, 정관영, 강석주,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polymer has been well used for 

binder materials in lithium-ion batteries (LIB). However, effects of 

crystalline phase of the PVDF on LIB were rarely demonstrated. 

Here, the electronic properties and lithium ion affinity of 

paraelectric α phase PVDF and ferroelectric β phase PVDF were 

investigated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A strong 

polarization of the ferroelectric β phase PVDF leaded to surface 

metallization by shifting local bands in electronic density of states. 

More specifically, the polarization increased an amount of charge 

transfer significantly between each polymer layer and varied the 

work functions to a large extent (i.e. 8.3 eV for F-terminated 

surface and 1.6 eV for H-terminated surface), which wa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reducing charge transfer 

resistance. Furthermore, the ferroelectric polarization enhanced 

the binding affinity of lithium ion, which resulted in the promotion 

of lithium ions accessing toward the electrode surface. To this 

end, we found that ferroelectric polarization of PVDF is good to 

facilitate charge transfer and lithium ion diffusion in the vicinity of 

activ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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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3
첨가제의 alkyl chain 길이 변화에 따른 역청 내  

아스팔텐 추출 특성 변화  

권은희, 노남선†, 고강석, 김민용, 김광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sroh@kier.re.kr†) 

채굴된 오일샌드에는 역청 외에 물 그리고 고체입자들이 혼합되

어 존재하며, 다량의 불순물이 농축된 아스팔텐 성분으로 인해 

이를 수송 및 개질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물로부터 역청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paraffinic 한 용

매를 사용하는 froth treatment 공정이 오일샌드 산지에서 적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oth treatment 과정에 alkyl chain 길이가 

다른 이온성 첨가제를 첨가하여 아스팔텐의 효과적인 분리가 가

능한지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첨가제를 역청 대비 1wt.% 사용하

는 조건에서, 첨가제의 alkyl chain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길

이에서 아스팔텐의 제거율이 극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비 약 18% 가 증가되는 효

과임을 알 수 있었다.  

O에환D금-4
Scalable Fracture-free SiOC Glass Coating for Robust 

Silicon Nanoparticle Anodes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최성훈, 정대수1, 최장욱†
 

KAIST; 1한국세라믹기술원 

(jangwookchoi@kaist.ac.kr†) 

A variety of silicon (Si) nanostructures and their complex 

composites have been lately introduced in the lithium ion battery 

community to address the large volume changes of Si anodes 

during their repeated charge–discharge cycles. Nevertheless, for 

large-scale manufacturing it is more desirable to use commercial 

Si nanoparticles with simple surface coating. Most conductive 

coating materials, however, do not accommodate the volume 

expansion of the inner Si active phases and resultantly fracture 

during cycling. To overcome this chronic limitation, herein, we 

report silicon oxycarbide (SiOC) glass as a new coating material 

for Si nanoparticle anodes. The SiOC glass phase can expand to 

some extent due to its active nature in reacting with Li ions and 

can therefore accommodate the volume changes of the inner Si 

nanoparticles without disintegration or fracture. On the basis of 

these combined effects, the SiOC-coated Si nanoparticles reach 

a high reversible capacity of 2093 mAh/g with 92% capacity 

retention after 200 cycles. Furthermore, the coating and 

subsequent secondary particle formation were produced by 

high-speed spray pyrolysis based on a single precursor solution.  

O에환D금-5
Glucose Oxidase based Biocatalyst Consisting of 

Enzyme Cluster Composite and Its Effective Utilization 
to Bioelectrical Device  

타니아 다니엘 크리스, Christwardana Marcelinus1, 정용진1, 

권용재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kwony@seoultech.ac.kr†) 

Terephthalaldehyde (TPA) crosslinkers are used to fabricate the 

chemical bonding with glucose oxidase enzyme (GOx) and 

create (TPA/GOx) enzyme cluster composite. Carbon nanotubes 

(CNTs) used as the catalyst support due to its superior chemical, 

mechan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The inter-GOx 

crosslinking links that is formed by (TPA/GOx) composite create 

the large and porous enzyme cluster structure and also 

crosslinking with PEI/CNT supporter. [TPA/GOx]/PEI/CNT 

catalysts formed by this two-step crosslinking have superior 

properties: (i) increase electron transfer due to electron 

delocalization of π conjugation bonding that facilitate electron 

transfer (ii) alleviate GOx denaturation due to formation of strong 

chemical bonds. Based on several electrochemical evaluations, 

such as cyclic voltammogram (CV), polarization curve 

measurement, enzyme activity measurement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se catalysts show 

excellent catalytic activity and enzymatic biofuel cell (EBC) 

performance. The result representing the superiority of 

(TPA/GOx) enzyme cluster composite fabricated by two-step 

crosslinking bondings.  

O에환D금-6
Enhanced electrocatalytic effect of Bi incorporated 
nano-carbon synthesized by polyol process toward 

Cr2+/Cr3+ and Fe2+/Fe3+ redox reaction for Fe-Cr RFB  

수하르토유스티안, 김기재1, 권용재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kwony@seoultech.ac.kr†) 

The newly synthesized Bismuth (Bi) incorporated nano-porous 

carbon is proposed as a promising electrocatalyst for Fe-Cr 

redox flow batteries (ICRFB). By the modified polyol method, Bi 

can be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nano-porous carbon 

framework. The proposed Bi-based catalyst demonstrates 

excellent electrochemical reactions toward Fe2+/Fe3+ and 

Cr2+/Cr3+ redox reactions owing to the outstanding catalytic 

effect of polyol Bi. Furthermore, polyol Bi also capable to mitigate 

hydrogen evolution, as Bi has a high overpotential towards 

hydrogen evolution. In addition, ICRFB cell employing carbon felt 

electrode with Bi-based catalyst exhibits high energy efficiency of 

78%, which is approximately 9% higher than that of ICRFB cell 

employing carbon felt electrode without Bi-based catalyst. Such 

improvement is mainly attributed to the superior electrocatalytic 

effect of polyol Bi acting as active sites for Fe(II)/Fe(III) and Cr

(II)/Cr(III) redox reactions. Therefore, the polyol Bi presents 

considerable potential as a good electrode catalysts for ICRF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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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7
징크브롬전지 효율 향상을 위한 BCA(Bromine 

Complexing Agent)와 pH의 상관관계    

김용범, 김미애1, 전준현†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1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memory@dgu.edu†) 

징크브롬 흐름전지(zinc-bromine flow battery)는 전해질에 포함

된 Bromide ion을 이용하여 충/방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Bromine

의 특성인 강한 독성 및 산화력을 가진다. 특히, 독성이 있는 

Bromine의 높은 기화율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BCA

(Bromine Complex Agent)를 첨가하여야 한다. BCA는 pH에 따

라 결합하는 Bromine의 개수가 달라져 Bromine Gassification에 

대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시 이에대한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BCA와 pH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pH 및 BCA의 농도에 따른 

Bromine의 기화율 및 전기 화학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2.0M 의 ZnBr2 전해질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pH 

및 농도에 따라 Bromine의 기화율을 측정하였으며,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Cyclic Voltammetery(CV)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실험 결과 BCA의 농도 0.75M, pH 2에서 가장 낮은 Bromine

의 기화율과 가장 높은 산화 환원 전류 피크를 보였다. 이는 안

정성 및 징크브롬 흐름전지의 운용 효율을 위하여 전해질의 농

도가 2.0M의 ZnBr2일 경우 0.75M의 BCA, pH 2의 농도를 유지하

여 전지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내구성이 높으며 전류효율이 높

을것으로 예측된다.  

O에환D금-8
징크브롬 흐름전지에서 strip cycle의 조건이  

전류 효율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전준현1,†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memory@dgu.edu†) 

징크브롬 흐름전지는 방전 시 음극에 아연이 완벽히 용해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매 주기마다 strip cycle을 진행하여 아연을 

완전히 용해시킨다. 이 때 strip cycle의 조건에 따라 성능의 변화

가 발생하게 되는데 strip cycle의 voltage cut에 따른 성능의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0 cycle당 1회 주

기로 strip cycle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단위전지는 6 cm2 

flow cell이며, 운전 조건으로는 20 mA/cm2으로 총 33 cycles 동

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strip cycle 후에 11, 21 싸이클

의 전류 효율은 평균 전류 효율 대비 약 1.1% ~ 3.7%가 감소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감소율은 각각 4.7% (0 volt cut), 4.3% 

(1.0 volt cut), 1.9% (1.5 volt cut)로 평균 감소율의 차이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극에 석출되어있는 

아연의 양이 성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일정량의 아연이 

전극에 석출되어 있을 때 더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여 진다. 결론적으로 strip cycle에 의한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조건으로 작동시킴으로써 효율 저하를 방지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에환D금-9
BCA를 사용한 징크 브롬 흐름 전지에서 분리막 소재 특

성에 따른 성능 분석  

김미애, 김동현, 전준현†
 

동국대학교 

(memory@dgu.edu†) 

징크 브롬 흐름 전지(zinc-bromine flow battery : ZBB)에서 음극 

전해질로 사용되어지는 브롬은 충전시 빠르게 기화하면서 부식

성이 강한 브롬 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ZBB에서는 브롬의 기

화를 막을 수 있는 BCA(Bromine Complex Agent)의 사용이 불가

피하다. BCA를 사용할 경우 Bromine Complex(:BC)가 생성됨에 

따라 셀 내부의 분리막에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ZBB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분리막 종류에 따른 단전지의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ZBB에서 분리막 종류에 

따른 단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평가에 대하여 다루었다. 실험에 

사용한 ZBB와 전해질은 자체 개발한 "25cm2 flow cell"과 2.0M 
ZnBr2 솔루션을 사용하였으며,  불소계 분리막과 탄화수소계 분

리막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조건으로는 전

류 밀도를 20mA/cm2 로 하여 1시간 충전으로 50cycle 동안 충

방전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BC의 영향으로 불소계 분리막은 

효율이 불안정하고 내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화수소

계 분리막은 매우 안정적이며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BCA의 사용이 불가피한 ZBB는 탄화수소계 분리막의 사용이 

다른 분리막의 사용보다 단전지의 효율과 내구성 면에서 적절하

며 BC의 흡착을 방지할 수 있는 첨가제의 개발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분리막의 사용이 가능해 질것이라 판단된다.  

O에환D금-10
작동 온도에 따른 Lithium Ion Capacitor(LIC)의 성능 및 

전해액 조성이 미치는 영향  

임라나, 김준호, 김점수†
 

동아대학교 

(JSenergy@dau.ac.kr†) 

리튬이온커패시터(LIC)는 고출력 특성을 가지는 전기이중층커

패시터(EDLC)의 양극(activated carbon)과 에너지밀도가 높은 

리튬이온전지(LIB)의 음극(graphite)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장점

을 결합한 비대칭 커패시터이다. 전해액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구성된 리튬이온배터리와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다. 액체상의 전

해질은 온도에 따라 물성 및 특성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작동 온

도가 변하면 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전해질 1M 
LiPF6 EC:DMC(3:7)에서 리튬이온커패시터는 약 ~102F/g(PE기

준)의 용량이 발현되지만 작동 온도가 저온으로 갈수록 저항이 

증가하며 용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셀의 성능이 저하된다. 온

도에 따른 LIC의 작동 특성은 전해액 조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전해액 조성 설계를 통해 셀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본 전해질을 적용한 LIC의 작동 온도별 성능을 비교 

하였으며, 저온에서의 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PC, EMC 
등 용매와 LiBF4 염을 적용하여 전해액의 조성이 셀의 저온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설계 된 전해질의 온도 별 물리

적/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리튬이온커패시터 셀에 적용

하여 온도 별 전기화학 특성(초기 충방전 거동, 수명특성)에 대

해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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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11
다양한 공정 변수에 따른 Ni-rich NCM의  

잔존 리튬화합물 제거 연구  

박재윤, 박동준, 이창우, 김점수†
 

동아대학교 

(JSenergy@dau.ac.kr†) 

리튬이온전지(Li-ion battery, LIB)는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이 가

능한 장점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소형 전자기기 뿐 아니

라 중대형 xEV(HEV, PHEV, BEV)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V에 적합한 소재로 거론되는 Ni-rich NCM은 삼원계(NCM) 전

이금속 Ni-Co-Mn 중 Ni 함량(Ni≥0.6)에 비례하여 동일 작동전

압 영역에서 가역용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장

점이 있다. Ni-rich NCM은 합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양이온 혼합

을 억제하기 위해 Li 원료를 과량으로 첨가하게 된다. 소성 후 반

응에 참여하지 못한 잔존 리튬이 산화물 형태로 활물질 표면에 

남게 되고 대기 중에서는 리튬산화물이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LiOH, Li2CO3 형태의 리튬화합물로 바뀌어 존재하는 현상이 발

생한다. 바뀐 형태의 잔존 리튬화합물은 표면의 강 염기성으로 

인한 전극제조 공정시 슬러리 젤화, 전지 내부에서의 분해 기체

의 생성은 셀 성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물질 표면의 잔

존 리튬화합물 제거를 목적으로 기존에 보고하였던 교반시간, 

고형분 비율, 용매종류 외에 추가적으로 교반속도, 공정 온도 등

의 공정 변수에 따른 잔존 리튬화합물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공정변수에 따른 잔존 리튬화합물의 제거 정도와 제거공

정 후 양극 활물질의 구조적 및 전기화학적 변화 유무에 대한 연

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O에환D금-12
초중질유분 고부가화를 위한 회분식/연속식 

업그레이딩 반응 및 공정변수 연구  

김두욱, 문승현, 이창하†
 

연세대학교 

(leech@yonsei.ac.kr†) 

경질원유의 매장량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원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압증

류탑 바닥에 남은 감압잔사유(VR)에 대한 경질화가 요구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감압잔사유는 수소 비율이 낮은 불포화 탄화수

소이며, 많은 양의 아스팔텐, 황, 질소 및 중금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순물들로 인해 기존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

정이며, 초중질유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기용매와 탄소기반의 촉매를 사용하여 

중질유 업그레이딩 반응 및 공정변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

다. 초중질유분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코크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수소공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용매를 반응매개체로 

사용하였다. 분해반응은 기존 열분해 공정보다 온화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불순물에 취약한 금속촉매를 사용하지 않아 운전

시간에 따른 공정효율성 감소를 방지하였다. 액체생성물은 전환

율 및 생성물 비점분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코크 생성

량을 파악하여 공정 안정도를 확인하였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연속식 공정을 운전하였으며, 공정변수

에 따른 결과는 본 공정의 적용가능성 및 제품생산에 대한 유연

성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O에환D금-13
바이오매스 분쇄실험을 통한 비교 분석 연구  

강 별1,2, 양 원1,†, 류창국2, 채태영1, 이용운1, 이재욱1, 박우

용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성균관대학교 

(yangwon@kitech.re.kr†) 

석탄화력발전은 2015년 기준 국내 전력 발전량의 48%를 차지

하고 있다.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신재생에너

지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의 시

행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바이오매스 혼소 방법을 사용하게 된

다. 그리고 최근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의 CO2 감축 목표로 인해 바

이오매스의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매스 혼소

시 기존 석탄 미분기에 바이오매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바이

오매스의 분쇄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섬유질 구조의 낮

은 분쇄성을 갖는 바이오매스는 미분기 내 막힘 현상과 화재 문
제를 야기한다. RPS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과 CO2 감

축을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혼소율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바

이오매스의 낮은 분쇄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을 위해 미분기

에 적합한 바이오매스의 분쇄도 측정과 이해가 요구된다. 석탄

의 경우 ASTM 규격을 바탕으로 제작된 HGI(Hardgrove 

Grindability Index) 측정 장치로 분쇄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

나 바이오매스의 경우 현재 분쇄도 측정 표준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과 비교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분

쇄실험과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분쇄도 비교 분석을 통해 데이터

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매스 분쇄도 측정 방법 확립을 위한 기

초연구를 목표로 한다. 

O에환D금-14
Dye-sensitized solar battery as a new type of photo-

rechargeable battery 

이명희, 김병만, 권태혁, 송현곤†
 

울산과학기술원 

(philiphobi@hotmail.com†) 

Photo-rechargeable batteries (PRBs) have been developed as 

all-in-one energy devices having a merit that both energy 

harvesting and storage are realized. A major portion of the PRBs 

are based on nonfaradaic (capacitor-like) storage. Only very 

limited number of works have focused on the use of faradaic 

(battery-like) storage even if it is much superior to the capacitor-

like one in terms of energy densities. Herein, we introduce dye-

sensitized solar batteries (DSSBs) as a novel PRB using battery-

like storage. The DSSB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dye-

sensitized solar cells (DSSCs) for energy harvesting and redox 

reactions for energy storage. However, it is not the simple 

physical combination of DSSC and rechargeable battery. We 

successfully embodied the DSSB cell with a cobalt complex as 
catholyte and LiMn2O4 as immobilized anolyte. The cell had the 

working voltage at 0.35 V with coulombic efficiency (CE) at 94 to 

100 % over 30 cycles. Its rate capability was quite good up to the 

discharge current at 200 uA cm-2, recording the CE at 75 % and 

the capacity at 81 %. Above all, the DSSB was contrasted with 

the capacitor-based PRBs by enhancing self-discharg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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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15
Air-Stable, Hole-Contuctor-Free High Photocurrent 

Perovskite Solar Cells with CH3NH3PbI3-NiO 

Nanoparticles Composite  

왕유생, 노원엽, 양화영, Tahmineh Mahmoudi, 서승희, 이동

헌, 한윤봉† 

전북대학교 

(ybhahn@jbnu.ac.kr†) 

  Here, we report an air-stable, hole-conductor-free (HCF), high 
photocurrent PSC based on CH3NH3PbI3-NiO nanoparticles 

(MAPbI3-NiO NPs) composite. The composite solution contains 

highly dispersed NiO NPs in solution of CH3NH3I (MAI) and PbI2 

in dimethylformamide. By introducing the CH3NH3PbI3-NiO 

composite into the active layer, the HCF-PSCs with FTO/c-
TiO2/mp-TiO2/MAPbI3-NiO/Au architecture have been 

fabricated under ambient conditions. Compared to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MAPbI3-based HCF-PSC (i.e., 

5.43%), the MAPbI3-NiO NPs composite-based HCF-PSC 

showed a high PCE of 12.14 %. More interestingly, the 

composite-based HCF-PSCs without encapsulation showed 

remarkable air stability with retaining ~90 % of its original PCE 

and ~94% of both Jsc and FF for 60 days under ambient 

environment. XPS and IR spectra analysis revealed that Ni-O, 

Pb-O, C-O, Ni-N and N-NiO bonds attributed to strong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NiO and MAPbI3 molecules 

enhance the air stability of MAPbI3-NiO composite based HCF-

PSCs.  

O에환D금-16
포름산 합성용 팔라듐계 촉매 개발을 위한  

질화탄소(g-C3N4) 지지체의 응용  

박훈민, 이재성1,†
 

포항공과대학교; 1울산과학기술원 

(jlee1234@unist.ac.kr†) 

We have investigated graphitic carbon nitride (g-C3N4) as a CO2 

activating support material for heterogeneous Pd catalyst on 

direct synthesis of HCOOH under neutral condition. This novel 
support has an ability to adsorb CO2 and provide an activated 

form of carbonate or formate species to Pd. As a result, the 

activity of Pd catalysts is remarkably enhanced compared to inert 
support such as CNT. Moreover, Pd/g-C3N4 catalyst exhibits 

remarkable stability during the catalytic reaction under neutral 

condition, which is essential property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by using g-C3N4 as a support, the 

enhanced activity and stability could be achieved without 

secondary noble metal such as gold, silver, or ruthenium.  

O에환D금-17
The catalytic upgrading pyrolysis of lignocellulose in 

the presence of Mg/ZSM-5  

이수민1, 박진원1,2,†
 

1연세대학교; 2국립환경과학원 

(jwpark@yonsei.ac.kr†) 

The catalytic upgrading pyrolysis of waste wood was performed 

with the Mg/ZSM-5. The catalysts were prepared by a wet 

incipient meth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bio-oil by enhancing hydrocarbons and decreasing 

oxygenated compounds compared with the bio-oil derived from 

a non-catalytic condition. The used catalysts were parent ZSM-

5, 1.5 ,3 wt % Mg/ZSM-5. From the result of GC/MS, the bio-oil 

has low Acids, Aldehydes, and Ketones with higher 

Hydrocarbons than before catalyst. The parent ZSM-5 with 3 wt 

% magnesium produced various hydrocarbons that were not 

showed b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 ZSM-5 and 

magnesium has a synergy effect on an aromatization. The 

prepared catalysts were measured by XRD, BET surface area, 

ICP-OES, and NH3-TPD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dicating non-changed crystal structure and the 

amount of the Bronsted aicd site higher than before. As the 

conclusion, the prepared catalyst can increase desirable 

compounds from 0 % to 14 % as well as decrease oxygenated 

compounds from 40 % to 24 % since it has increased bronsted 

acid site inside that can reject oxygen in bio-oil more than 

before.  

O에환D금-18
NaCl 생산공정으로부터 나온 산업 폐수로부터 분리한 

Mg2+의 탄산화를 통한 Magnesium Carbonate  

생성에 대한 연구  

유윤성1, 조호용1, 이민구1, 강동우1, 최경재1, 이상엽1, 
 

박진원1,2,† 
1연세대학교; 2국립환경과학원 

(jwpark@yonsei.ac.kr†)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 이 중 이산화탄소의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생성물을 

재이용하는 CCU 기술 중 하나인 무기탄산화 기술에 대하여 다

루었다. NaCl 생산공정에서 배출된 산업 폐수가 각각 20,000 

ppm 이상의 Ca2+, Mg2+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이를 금속 이

온 공급원으로 선정하였다. NaOH를 첨가하여 Mg2+를 분리한 

이후 생성된 Mg(OH)2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자 하

였다. 용액을 pH에 따라 샘플링 해 ICP-OES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pH 9, 10, 11일 때 Mg2+가 효율적으로 분리됐기에 각각의 

용액에 대해 탄산화를 진행하였다. 폐수의 부피당 CO2 저감량

을 알아보기 위하여 CO2 loading curve를 도시하고 CO2 

absorption capacity를 계산한 결과 pH 11일 때 산업 폐수 1 L 당 

1.2601 mol CO2를 포집하여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또한 생

성물에 대한 XRD 분석을 통해 구성 성분을 알아본 결과 주 성분

은 nesquehonite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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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19
Biochar from phosphorus-enriched bacterial biomass 
waste: Characterization and its potential as a fertilizer 

김정애, 윤영상†
 

전북대학교 

(ysyun@jbnu.ac.kr†) 

A huge amount of bacterial biomass wastes are generated from 

large scale fermentation processes for production of amino 

acids, nucleic acids, etc. These wastes contain considerable 

concentration of nutrient elements including phosphorus and 

nitrogen. This study attempted to convert the biomass waste to 

biochar and to utilize the biochar as fertilizer. Dried feedstock 

mainly consisting of Escherichia coli biomass was pyrolyzed at 

600 oC for 2 h, 3 h, and 4 h, resulting in the pyrolysis yield of 14.6 

± 2.1 %, 8.43 ±1.3 %, and 5.18 ± 0.7 %, respectively. Study on 

phosphorus release to water for 24 h revealed that the 

phosphorus release depended on their pyrolysis yield, ranging 

from 15.8 ± 4.8 mg/g to 38.7 ± 7.2 mg/g. In the case that citric 

acid was used instead of water, the phosphorus release was 

enhanced. Contents of inorganics were measured by ICP-OES 

and ICP-MS. In addition, TGA were conducted to check the 

pattern of thermo-degradation of the biomass at different heating 

rates. Furthermore, lettuce culture with the biochar showed that 

the biochar significantly enhanced early growth of lettuce during 

12 days and could have a beneficial influence on the growth of 

plant. 

O에환D금-20
천연가스 연소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제거 연구 및 처

리공정의 모델링  

손정은, 양희천, 김건중, 황성원†
 

인하대학교 

(sungwon.hwang@inha.ac.kr†) 

 전세계적으로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오염물

질로서 주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에서도 환경기준 및 배

출기준이 정해져 매년 규제 강화와 대상 설비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기술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과산화수소수를 희석한 버블 반응기를 적용하였다.온도, 추가 

산소 농도, 잔류시간(유량 및 반응기 부피), 과산화수소 농도, pH 

등과 같은 다양한 운전조건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

은 시스템을 물질전달 및 수력학적 해석을 반영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기

반으로 물질전달 및 kinetic parameter 를 산출하여 정확성을 높

인 모델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및 모델링 결과를 기반

으로 구현한 시스템의 NOx 전환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운전조

건을 최적화함으로써,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화 연구에 앞서 타

당성 및 현장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공정 설계 검증을 위

해 설계 데이터 상호 응답이 가능한 해저-해상 통합 기본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과제번호: 10060099). 

O에환D금-21
레미콘회수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및 재이용  

공정에서 첨가제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 분석  

최경재, 이민구, 조호용, 강동우, 유윤성, 이상엽, 박진원†
 

연세대학교 

(jwpark@yonsei.ac.kr†) 

본 연구에서는 습식흡수제인 monoethanolamine(MEA)을 기본 

흡수제로 했을 때,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재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미노산 및 암모니아 계열 물질들을 첨가하였

다. 이산화탄소는 수용액상에서 칼슘이온과의 반응을 통해 탄산

칼슘으로 전환되므로, 실험에서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흡수능을 

높이기 위해 칼슘을 다량 포함한 레미콘회수수를 증류수 대신 

활용하였다.  

레미콘회수수를 활용한 흡수-재이용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실험으로, 첨가제로 쓰일 물질을 선택하기 위해 piperazine, 

glycine, DL-alanine, DL-serine, taurine, glutamine, gamma-

aminobutyric acid, beta-alanine, NH4SCN, NH4Cl들을 증류수로 

만든 MEA 수용액상에 첨가하여 각각 이산화탄소 흡수실험을 진

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이산화탄소 흡수능이 높은 다섯 종류

의 흡수제들을 선택하여 레미콘회수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흡

수-재이용 실험을 하였고, 이산화탄소 흡수곡선, XRD, TGA, 

SEM 분석 장비를 통해 그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O에환D금-22
Carbon Dioxide Utilization Based on Wet Absorption 

Technology using Industrial Wastewater  

강동우, 이민구, 조호용, 유윤성, 최경재, 이상엽, 박진원†
 

연세대학교 

(jwpark@yonsei.ac.kr†) 

Since Industrial Revolu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centration 
of the CO2 in the atmospher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is can 

cause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Due to the 

fact, many technologies regarding 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have been developed. One of the way to reuse carbon 
dioxide is to convert CO2 into metal carbonate salts which can 

be used for various industrial fields including cement making, 

steel making, paper making or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so 

on. These are so-called inorganic carbonation technology. One 

of the main problem is that it is hard to secure metal ion 

supplying source.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a novel way to 
reuse CO2 by based on wet absorption technology using 

aqueous absorbent and industrial wastewater containing high 

concentrations of metal ions such as calcium, magnesium and 

sodium. This wastewater was obtained from refined salt 
production facility. Using this, CO2 capture, utilization and 

wastewater treatmen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The 

characteristics of carbon dioxide absorption was shown. Purity, 

crystal structure, shape of the crystals were suggested by using 

TGA, XRD and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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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D금-23
석탄 브리켓 제조를 위한 Biomass 적용법  

김현정†, 조민영, 이상호
 

포스코 

(kimh01@posco.com†) 

Coal Briquette 제조를 위한 이종의 바인더 적용법과 해당 바인더

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강도가 발현되는지 소개된다. 해당 

Coal Briquette은 Biomass 타입의 바인더와, 무기물의 첨가에  제

조되었다. 제조된 Coal Briquette은 매우 효율적인 압축강도, 낙

하강도, 열간강도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두가지 타입의 

Biomass는 당밀을 발효후에 부산물로 생기는 CMS (Condensed 

Molasses Soluble)이라는 물질인다. 한 종은 알콜 제조 후의 잉

여물이이고, 다른 한종은 라이신 제조 후 생겨나는 폐기물이

다. 이종의 바이오 매스가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성분이 강도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메커니즘을 조사하였다. 

  

O에환D금-24
Membrane-based dewatering processes using FO and 

MD for nitrogen recovery from wastewater  

배효관1,†, 정다운2,3, Lat Lat Tun4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

단; 3연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4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Myanmar 

(lotus@kist.re.kr†) 

Forward osmosis (FO) and biological nitrification processes were 

integrated. High strength ammonia wastewater was partially 

nitrified at an ammonia conversion rate of 1.34 ± 0.25 kg-

N/m3-day. The simultaneous FO process concentrated the 

wastewater at concentration factors (CFs) of up to 2.34 during 

the partial nitritation (PN) reaction. It was found that salinity higher 

than 17 g-TDS/L inhibited the activity of the nitrite-oxidizing 

bacteria, but not the ammonia-oxidizing bacteria. To concentrate 

the nitrogen content further, direct contact membrane distillation 

(DCMD) was applied. The ratio of transferred ammonia to water 

(i.e., specific ammonia transfer: SAT) was controlled by 

operational conditions of membrane materials, pH and 

temperature. It was identified that free ammonia (FA) 

concentration has a critical role on SAT values under different 

total ammoniacal nitrogen concentration and pH. 

P에너목-1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이리듐 산화물이 코팅된 

TiO2 nanotubes/Ti substrate 기반의  

Bipolar plate에 관한 연구  

한재진, 이기백, 최진섭†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jinsub@inha.ac.kr†)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VRFB, Vanadium Redox Flow Battery)

는 바나듐계 이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로, 액

체 전해질의 양이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어 주로 대

용량의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지이다. 

VRFB는 주로 강산성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 재질의 

current collector를 직접적으로 전해질에 접촉해서 사용할 수 없

기때문에, 부식 방지용으로 두꺼운 Graphite판을 Bipolar plate 

(BP)로 사용한다. 대용량 전지를 필요로 하는 플랜트에서는 필

요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 VRFB를 single cell 보다는 multi 

stack으로 사용한다. 이때, 두꺼운 BP를 사용하였을 시 전지의 

부피가 매우 커지게 되므로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Graphite BP (ca. 3mm) 를 iridium 
oxide가 표면에 코팅된 TiO2/Ti substrate (ca. 0.127mm) 로 바꿨

을 때의 효율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께가 기존 Graphite 대비 

95.77%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IrOx-coated 
TiO2/Ti substrate의 과전압(overpotential)과 부식전위

(polarization curves) 및 내부저항(EIS)을 Half-cell test로 측정 및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VRFB의 Full cell에 IrOx-coated TiO2/Ti 

substrate를 적용하여 기존의 Graphite BP를 사용할 때와 용량과 

싸이클 특성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P에너목-2
Advanced Thermal Prediction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 for Energy Saving in Building HVAC System  

박건혁†, 서성목, 이대은, 김경재, 송관우, 조혜정
 

삼성전자 

(gnhk.park@gmail.com†) 

The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However, most of BEMS does not 

have optimized startup and stop time of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which can brings 

additional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controls start and stop time of multiple 

VRF systems adaptively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o that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And the algorithm enhances the 

efficiency of VRF by combining the VRF with ERV systems to 

lower the indoor thermal load. The performance is verified by 

building simulation with a building model which is equipped with 

multiple VRF and ERV systems based on U.S. Department of 

Energy Reference building. As the result of the algorithm with a 

combination of controlling the VRF and ERV systems, an average 

of about 11% and 0.5% energy savings against baseline was 

obtain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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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3
Free base Porphyrin Polymers and their Metal 

Complexes for Supercapacitor and Methanol Electro-
Oxidation  

Alan Christian Lim, 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Thorat,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Investigation towards the development of supercapacitor 

materials have mainly focused on the metal oxides, graphenes, 

and their composites. Thus, there is a need to explore other 

potential materials to expand the technology. A recent emerging 

material, CMPs (Conjugated Microporous Polymers), was 

investigated to study its applicability for supercapacitor and 

methanol oxidation. The polymeric porphyrin based material, 

synthesized via suzuki-cross coupling, offers high surface area 

to provide more active sites, extended π-conjugation for 

conductivity and formation of transition metal complexes. The 

formation of the porphyrin macrocycle was determined by XPS 

analysis showing two distinct peaks at 399.8 eV and 397.8 eV.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RF-2016R1C1B2008694).  

P에너목-4
Ordered Mesoporous Carbon/Sulfur compoiste simply 

modified with amine- and hydroxyl- group rich 
Biopolymer as Cathode for Lithium-Sulfur batteries 

임원광, 조창신,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Lithium-sulfur (Li-S) batteries have been considered as 

promising next generation batteries. However, problems - 

insulating nature of sulfur, dissolution of high order polysulfides 
(Li2S8 ~ Li2S4) and poor reversibility of low order polysulfides 

(Li2S2 / Li2S) - hamper commercialization of Li-S batteries. 

Even though porous carbons have been attracted as support 

material for sulfur to overcome these issues, weak binding nature 

of carbon with polysulfides causes po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Herein, we report that amine- and hydroxyl- rich 

biopolymer coated on ordered mesoporous carbon (OMC) can 

caputre polysulfides in lithium-sulfur (Li-S) batteries. Strong 

binding of functional groups in biopolymer with the polysulfides 
prevents dissolution of soluble intermediates (Li2S8 ~ Li2S4) 

and improves dispersion of insulating discharge products 
(Li2S2 / Li2S). Coulombic efficiency of biopolymer modified 

OMC/S composite was 99.9% at the 140th cycle, and specific 

capacities of modified OMC/S composite were 32.4% and 

51.6% higher than those of bare OMC/S composite at 100th and 

140th cycle, respectively. 

P에너목-5
올레핀 상호교환반응에 의한 octene 제조 연구  

정헌도†, 윤민혜, 구기영, 천동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djung@kier.re.kr†) 

선형 알파 올레핀은 LLDPE 또는 윤활유제 제조의 중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1-헥센이나 1-옥텐과 같은 선형 알파 올

레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형 알파 올레핀은 주로 파

라핀 왁스의 열분해에 의하여 제조되는데 이때 생성물은 주로 

1-알켄이며 다른 알켄들도 같이 생산된다. 그러나 파라핀 왁스

의 열분해는 열역학적인 한계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공정이며 생성물의 선택도도 낮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올레핀 상호교환반응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단절과 재형성에 

의해 올레핀이 새로운 물질로 전환되는 촉매 반응의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올레핀을 원료로 사용하여 공업적으

로 유용하고 고가의 올레핀으로 제조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이 부각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파 올레핀의 상

호교환반응은 주로 에틸렌과 이에 대칭되는 올레핀 이성질체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에를 들어 1-부텐의 상호교환반응으로 헥센

과 에틸렌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Re계 촉매를 이용하여 1-펜텐의 상호교환반응을 

통하여 옥텐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촉매를 도

입하여 조촉매가 올레핀 상호교환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P에너목-6
Effect of ion/non-ion surfactants on asphaltene 
aggregation in Solvent De-Asphalting system  

Liu Lingyu, 고강석†, 노남선, 권은희, 김광호, 이영우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충남대학교 

(ksgo78@kier.re.kr†) 

Asphaltene is the heaviest and the highest polar fraction with 

complex structure in the petroleum. It is easily to aggregate by 

themselves with a change of temperature, pressure and oil 

composition so that it causes several problems in the 

transportation and refining of petroleum. In this respect, Solvent 

De-Asphalting (SDA) process is used for the selective separation 

of asphaltene from the oil with normal paraffin solvent. SDA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sphaltene self-aggregation but 

the mechanism of these phenomena is still unclea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ion/non-ion surfactants on asphaltene aggregation 

was compared with DBSA, oleic acid and Triton X - 102 as 

surfactants. And the behavior of asphaltene precipitation was 

observed with a function of solvent to oil ratio and temperature by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EM) 

and ζ-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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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7
Catalytic activity of Mg promoted Ni catalysts for dry 

reforming 

정헌도†, 양정일, 박종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djung@kier.re.kr†) 

In recent years, catalytic reforming of methane with carbon 

dioxide to synthesis gas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this reaction is the carbon 

deposition, which leads to severe catalyst deactivation. It has 

been well established that noble metals such as Rh, Ru, and Pt 

do not experience severe carbon deposition, while Co and Ni are 

very sensitive to deactivation by carbon deposition. However, 

high market prices of noble metals render their industrial 

application quite questionable. Therefore, it is more practical from 

the industrial standpoint to develop an improved nickel-based 

catalyst. This leads to the investigation of supported catalysts 

consisting of non-noble metal and promoters, in order to obtain 

a considerable catalytic activity without suffering the catalyst 

deactivation by carbon deposition. In this study, we prepared the 

co-impregnated Ni-Mn/HY, Ni-K/HY, Ni-Ca/HY, and Ni-Mg/HY 

catalysts and investigated their 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in the 

methane reforming with carbon dioxide with an aim of minimizing 

carbon deposition on catalyst surface and improving the stability 

and performance of Ni/HY catalyst. 

P에너목-8
냉매를 활용한 증발가스 재액화 공정 개발 

강호숙†, 이원두, 윤호병
 

삼성중공업 

(hosuk.kang@samsung.com†) 

액체 및 액화가스 등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는 조건에 따라 증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 

중 하나가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탱크로 다시 저장시

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증발가스를 재액화시키기 위해, 증

발가스 자체 냉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냉매를 활

용하여 재액화시키는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가 냉

매를 활용하여 증발가스를 재액화 시키기 위한 최적 공정 연구, 

공정 모사, 효율 비교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에너목-9
Development of LNG Bunkering Operation Philosophy  

황예림†, 윤호병
 

SHI 

(yerim.hwang@samsung.com†)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에서의 

배기가스 기준 등의 환경규제 또한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

다. 이로 인해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연료로서의 

LNG의 가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선박유 소비량이 연

간 2~3억톤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향후 해상에서의 LNG 벙커

링(Bunkering; LNG연료선에 LNG를 공급하는 것) 인프라가 충분

해진다면 선박연료의 상당부분이 LNG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최근 들어 벙커링선이나 벙커링터미널 등 해상에서의 

LNG 벙커링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NG는 상압에서 -163℃의 낮은 온도로 저장되어 있어 벙커링 

선박과 연료 추진선이 LNG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증발가

스(BOG; Boil-Off Gas)가 발생하며, 이러한 증발가스를 처리하

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액화를 통해 다시 탱

크로 공급되거나, 압력상승을 통해 탱크내부에 저장시키거나, 

연료로 소모하거나, 태워서 소모시키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

다. 이런 처리시스템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벙커링시

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발가스 처리시

스템의 운용방안을 최적화하여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효율적인 

벙커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P에너목-10
SDA 공정의 운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원유 및  

용매 계의 열역학적 거동 분석  

박준우, 임수익, 신상철, 이기봉†, 노남선1, 고강석1
 

고려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bonglee@korea.ac.kr†) 

전세계적으로 원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원유의 성분이 점

점 무거워지고 불순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를 업그

레이딩하여 무거운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정유하는 것이 요구되

고 있다. 원유의 반응시 코크 생성을 유발하는 아스팔텐 성분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제거하는 공정으로는 용매 탈아스팔트화 

(solvent deasphalting, SDA) 공정이 대표적이다. SDA 공정은 

C3-C6의 알케인 용매를 이용하여 용매에 녹는 원유 성분을 탑

상으로 추출하고 용매에 녹지 않는 아스팔텐 성분은 탑저로 제

거하는 공정이다. 원유 성분을 추출한 용매는 회수하여 재사용

하는데 이 과정은 SDA 공정의 에너지 소비에서 상댱량을 차지

한다. 따라서 용매 회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유 및 용매 계의 열역학적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자 

원유를 하나의 유사 성분으로 설정할 경우, 끓는 점에 따라 여러 

유사 성분으로 분류할 경우, PNA 유사 성분으로 분류할 경우에 

따라 원유 및 용매의 열역학적 거동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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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1
인도네시아 저등급석탄 Kideco탄을 이용한 혼합촉매 가

스화 반응특성 연구  

안승호, 박지윤, 이시훈1, 이영우†
 

충남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ywrhee@cnu.ac.kr†)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다. 최

근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로 인

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에너지자원의 수급의 어

려움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등급 석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등급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매장량이 풍부하며 가격도 저렴하여 에너지로서

의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저등급 석탄은 수분함량, 회분, 휘

발분 함량이 높아 발열량이 기존 석탄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 가스화 공정은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

문에 에너지효율이 좋지 않다. 저등급 석탄 촉매가스화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저등급 석탄인 Kideco탄을 이용하여 

질소분위기하에 등온상태에서 촤를 생성한 후 스팀과 이산화탄

소를 주입하여 합성가스를 생성하는 가스화를 진행하였다.  운

전온도(700℃,750℃,800℃,850℃)에서 알카리계 촉매인 K2CO3

와 금속촉매 Ni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TGA를 통해 반응

특성은 알아보았으며, GC를 통해 저등급 석탄의 촉매가스화에

서 생성되는 합성가스를 분석하였다.  

P에너목-12
염화나트륨-SDS 수용액과 클래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의 점착 현상 및 결정 성장 분석 

민주원, 이원희1, 백승준, 이재우†
 

한국과학기술원; 1에너지기술연구원 

(jaewlee@kaist.ac.kr†) 

해양플랜트 운영을 통한 석유 자원 채취에 있어서, 하이드레이

트 형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저온, 고압의 환

경에서 생성 및 성장하는 클레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상, 

심해의 파이프라인을 막아 가스-오일 생산 시스템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손상시켜 기름 유출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해양플랜트의 유체흐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써, 

동역학적 저해제, 응집 억제제와 같은 하이드레이트 억제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실제 환경을 모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에 염화나트륨 

및 Sodium dodecyl sulfate (SDS)를 첨가함으로써 실제 파이프라

인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하였다. 염화나트륨-SDS 수

용액과 클래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입자간 접촉-탈착을 반복하

며 힘을 측정하고, 접촉 전과 탈착 후의 하이드레이트 결정의 성

장 정도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SDS가 포함되지 않은 염화나트

륨 수용액의 접촉 힘은 비슷했지만, SDS가 첨가될 경우 급격하

게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용액과의 연속적인 접촉-탈착

에 따른 하이드레이트 결정의 성장이 염화나트륨에 의해 상당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P에너목-13
단일 습식 in situ 트랜스에스터화룰 통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 첨가제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  

김보라, 임한진, 이재우†
 

한국과학기술원 

(jaewlee@kaist.ac.kr†) 

본 실험은 고온에서 Nannochloropsis gaditana를 이용한 습식 in 
situ 트랜스에스터화 반응을 통하여 바이오디젤과 그 첨가제 및 

알킬 포메이트류 등의 효율적인 생산에 관한 것이다. 에탄올, 황

산과 공용매로서 클로로폼을 이용한 단일 습식 in situ 에스터화 

반응에서 ethyl levulinate(EL), ethyl formate(EF), 그리고 diethyl 

ether(DEE)가 생산되었고, 125도에서 전환 가능한 지질량 대비 

90%의 바이오디젤 생산과 동시에 바이오디젤 최대 수율 대비 

23.1, 10.3, 52.1 %의 EL, EF, DEE가 각각 생산되었다. EL과 EF

의 반응 경로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단일 공정을 two-step 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EL 및 EF는 cell hydrolysis로부터, DEE

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dehydration을 거쳐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조건에 따른 생산물들의 생산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 공용매, 알코올 부피, 수분함량, 산 촉매량 및 산의 

농도를 바꾸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현재 미세조류를 이

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의 경우, 실험실 규모에서의 실험을 

scale-up 단계에 적용하는데 있어 높은 공정단가가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본 공정의 경우 바이오디젤과 함께 첨가제 등을 함께 

생산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생산 

단가와 연결되어 미세조류 기반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의 경제

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P에너목-14
Air gasification of dried sewage sludge using a multi-

stage gasifier: Effects of the feedstock/additive ratio on 
produer gas  

and tar removal  

최영곤, 최경구, 김주식†
 

서울시립대학교 

(joosik@uos.ac.kr†)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

슬러지 처리가 육상처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

서 하수슬러지를 원료로 한 에너지화 공정 상용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화기술은 폐자원을 에너지 

할 수 있는 소각의 대체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가스화 기술은 바
이오매스에 포함된 유기물질을 주로 H2, CO, CH4로 구성된 

producer gas로 전환할 수 있는 공정이다. 하지만 가스화 공정은 

공정의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문제와 발생가스를 직접 이

용가능 형태로 뽑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스화기보다 발전된 형태인 multi-stage 

gasifi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첨가제로 활성탄을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시간당 시료 투입량 대비 0.5배부터 3배까지 

활성탄의 양을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고, 활성탄 양의 

증가에 따른 타르생성과 가스의 조성변화를 관찰하였다.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273



P에너목-15
Coke cake 압출거동 모사 모델 개발  

나지훈†, 최재훈
 

포스코 

(naji86@posco.com†) 

코크스 제조공정에서는 원가절감과 고급 강점탄 고갈에 따른 미

점탄비 상향 조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점탄비

의 상향은 코크스의 강도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

기위한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배합탄의 수분조절, 성형 등에 의한 장입밀도 증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장입밀도의 증대는 건류, 압출 시 노벽에 가해지

는 압력과 압출시 Ram에 가해지는 저항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압출막힘으로 이어져 심각한 조업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충분한 압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Coke cake의 압출성 평가의 일환으로 압출 시 Coke 

oven 내부의 Coke 입자 거동을 분석하고 Coke 성상에 따른 압

출시 압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코드인 EDEM을 활용하여 3차

원 Coke oven 모사 모델을 구성하였다. Coke cake는 건류 중 균

열이 전파되어 무수히 많은 Coke lump가 안정적으로 적층된 형

상을 가지게 된다. Coke lump는 발생된 균열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기 위해 무작위의 seed를 중심으로 

하는 입자와 일정한 강도 분포를 가지는 균열을 구성하였다. 각

기 다른 Coke lump 평균입도를 가지는 Coke cake 모델을 설계 

후 압출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이로부터 Coke lump 평균입도가 

압출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P에너목-16
간접식 재기화 시스템의 열매체 특성에 따른 공정 최적

화 

이종철†
 

삼성중공업(주) 

(jc4803.lee@samsung.com†)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상 천연가스 재기화 분야의 수요가 늘고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천연가스 재기화의 핵심기술은 액화가스를 사용처의 요구에 맞

게 가압하고 가열하는 재기화시스템이다. 특히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오픈루프 타입은 운전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운용사에서 선호하고있다.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열

교환 방식에 따라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뉜다.  

직접식은 가장 일반적인 상용공정으로 해수와 LNG가 직접 열교

환하는 방식으로 공정과 제어가 매우 심플하다. 당사는 자체 설

계 및 생산을 통해 공급하고있으며, 다수의 터미널에서 운전중

이다. 간접식은 해수의 열이 열매체를 통해 LNG로 전달되며, 열

교환기 내 결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상용공정으로는 프로판

을 열매체로 하는 공정이 운전중에 있다.  

SHI는 성능을 높이고 좀 더 안전한 공정을 만들기 위해 간접식 

재기화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에 대한 결과로 두가

지 공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프로판을 열매체로 사용하는 

공정으로 독립된 순환펌프를 사용하는 이중루프 시스템을 적용

하여 상용공정 대비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글리

콜-워터 혼합물을 열매체로 하여 프로판 공정에 비해 안전성을 

높인 공정으로, 이 역시 이중루프 시스템을 적용하여 상용프로

판공정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에너목-17
Microscopic observation of paraffin wax crystal growth 

inhibition by polymeric additives  

정태성†, 조동우, 윤형철, 김종남, 강성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jung@kier.re.kr†) 

Wax deposition and precipitation in pipelines and sea-lines is 

one of flow assurance problems. It is commonly known that 

waxes are composed of n-paraffin which has 15-50 carbon 

atoms in the chain. Wax crystals are deposited onto the pipeline 

walls after crystallization which occurs in the oil media. Typically, 

crystallization process consists of nucleation and crystal growth. 

When large wax crystals are produced, they can make large 

agglomerates which would be finally depos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ress wax crystal growth.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some polymeric additives can act as crystal 

modifiers or kinetic inhibitors of wax crystals with even a small 

dosage.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crystallization event of 
model wax (n-C32H66) in decane solution by real-time optical 

microscopy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growth 

inhibition mechanism by ethylene copolymer additives. 

P에너목-18
CuInSe2 photovoltaic device with a ZnOS buffer layer 

prepared by ZnO sputtering and rapid thermal 
annealing  

박영일1,2, 김동환2, 김홍곤1,†
 

1KIST; 2고려대학교 

(hkim@kist.re.kr†) 

CIGS 태양전지에서 버퍼층(buffer layer)으로 CdS 층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Cd의 독성 때문에 친환경적인 버퍼층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ZnOS는 CdS 대체용으로의 가능성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학용액증착법(chemical bath 

deposition) 또는 진공증착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자는 폐

액이 많이 발생하고 후자는 원료소모가 많은 단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투명전극(TCO) 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ZnO를 RF 

sputtering으로 소정의 두께로 형성한 후, rapid thermal annealing 

법으로 H2S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ZnO 박막의 산소 일부가 황

으로 치환된 ZnOS 형태의 버퍼층을 만들어 CIS (CuInSe2) 태양

전지 소자를 완성하였다. 열처리 과정의 O-S 치환 비율에 따라 

CIS 태양전지의 발전특성이 변하는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든 대체 버퍼층이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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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9
Na-ion 전지용 양극 첨가제의 합성과 특성 연구  

이현주, 김점수†
 

동아대학교 

(JSenergy@dau.ac.kr†) 

나트륨이온전지(Na-ion Battery, NIB)는 리튬이온전지(LIB) 대비 

에너지 면에서 다소 열세에 있으나, 전하전달 매개체로 나트륨

을 이용하므로 리튬 대비 가격적인 면이나 원료 수급적인 면에

서 탁월한 장점을 가져 차세대 이차전지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그룹에서 NIB관련 연구를 수행중이며,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 중 음극 소재의 큰 비가역으로 인

해 양극 내의 Na 이온이 초기 충전 시 소모되는 이슈가 있다. 가

역적으로 Na 이온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음극소재인 하

드카본의 경우는 약 200 mAh·g-1 의 가역용량을 발현하지만 소

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 반응 시 충전용량 대비 방전용

량이 8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큰 비가역을 가진다. 비가역이 큰 

소재이므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극 용량의 상당 부분

이 이를 보상하는데 사용되어 셀 용량 및 에너지밀도가 감소하

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가역이 큰 

양극 첨가제를 적용하여 초기 비가역을 보상하고자 한다. 
Na2NiO2를 신규 방법을 적용하여 합성하였고 양극 첨가제로써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물리적/전기화학적 특성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합성법 적용을 통해 기

존 방법대비 안정적으로 첨가제 물질을 합성할 수 있었고 전기

화학적 특성에서도 동등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P에너목-20
Multi-doped mesoporous carbon nanostructures as a 
noble metal-free 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cid medium 

곽다희, 한상범, 최인애, 박진영, 박현석, 김도형, 원지은, 마

경배, 김지영, 김은수, 신연경, 최소정,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의 촉매로 백금촉매가 가장 잘 알려져 있

다. 백금촉매는 높은 활성을 가지지만, 산소극에서 백금은 연료

극 백금 사용량의 2~3배 많은 양의 백금을 사용하고, 산소극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셀 전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

다. 그래서 백금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로 비백금 촉매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백금계 촉매 중 카본

에 전이금속 및 질소 도핑뿐만 아니라 황, 붕소, 인 등을 함께 도

핑한 비백금계 촉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 다공

성 구조는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구조로 전기적 전도도뿐만 

아니라 산소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산소환원반

응 활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메조포러스 구조의 silica 

template와 iron, nitrogen, sulfur 소스로  FeTMPP와 TAA를 열처

리하여 multi-doped mesoporous carbon을 합성하고, acid 조건

에서 산소환원반응 활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합성된 촉매는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energy dispersive X-ray (EDX),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을 통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전

기화학적 특성은 potentiosta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에너목-21
헤테로 원자를 도입한 소프트 카본 음극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  

이호용, 이종대†
 

충북대학교 

(jdlee@chungbuk.ac.kr†) 

리튬이차전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3-4V의 작동 

전압 및 넓은 사용 온도 범위를 갖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 전기자동차 등의 대형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이차전지의 대용량화, 고속 충방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음극소재인 흑연은 안정성이 뛰어나

고 반응전압구간이 낮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낼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하지만 372mAh/g 라는 이론용량의 한계 때문에 흑

연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비정질탄소(Amorphous Carbon)가 연

구되고 있다. 특히 인, 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헤테로 고리 화

합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계 잔사유(pyrolysis fuel oil;PFO)를 420℃ 에

서 3시간 개질하여 얻은 피치를 탄화하여 소프트 카본을 제조하

였다. 제조된 소프트 카본의 속도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산, 
붕산을 첨가하여 표면개질 하였다. 전해액은 LiPF6 염

을  EC:DMC(1:1 vol%) 용매에 각각 녹여 사용하였고, VC

(Vinylene Carbonate) 3wt%를 첨가하였다. 인산, 붕산 처리된 표

면개질 소프트 카본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RD, 

SEM, XPS 등을 측정하였으며,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충・방전, 율속, CV, 임피던스 테스트 등을 수행하였다.  

P에너목-22
ISG 울트라 배터리용 Nano Pb/AC 복합소재의  

합성 및 특성  

황진웅, 이종대†
 

충북대학교 

(jdlee@chungbuk.ac.kr†) 

최근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자동차 기

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인 저가, 고수명, 고출

력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ISG 

기능을 갖는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AGM(Absorptive Glass Mat) 

배터리는 납축전지의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에너지밀도가 낮고, 

부반응으로 인한 수소발생 및 물 발생 등으로 수명 및 성능이 저

하되는 단점이 있다. AGM 배터리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 전지에 비대칭 슈퍼커패시터 전극과 납축전지를 결

합한 시스템인 배터리 시스템인 울트라 배터리(Ultra Battery)가 

새로운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울트라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극 소재의 Nano Pb/AC를 제조하여 음극소

재로서의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트라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소재로서 

고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Nano Pb/AC를 

제조하였다. 활성탄과 Pb(NO3)2를 교반 후 H2SO4를 첨가한 후 

충분히 분산시켜 ISG 울트라배터리 용 음극소재인 Nano Pb/AC

를 합성하였다. 또한 Nano Pb/AC를 사용하여 음극 소재의 특성

은 SEM, BET등으로 물리적 특성 분석을 하였으며, 충방전, 사이

클, 분체저항 테스트 등으로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을 진행하여 

울트라 배터리 음극소재로서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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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23
Synthesis of conductive thin film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by using atmospheric-pressure 

plasma  

오효준, 다오반,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Metals and their composites are the most popular materials for 

EMI shielding. Currently, they are usually deposited by sputtering 

and electrodeposition. However, there are some inconvenience 

for their wide application such as expensive vacuum 

equipment, high voltage, small cell. Recently, we developed a 

new process for efficiently synthesizing supported metal, core-

shell, bimetallic nanoparticles by using atmospheric-pressure 

plasma. The aim of this technique was to overcome the process 

restrictions mentioned. We present here,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atmospheric-pressure plasma reduction to fabricate silver thin 

film on PET substrate, without using any toxic chemicals, near 

room temperature for EMI shielding. The formation of conductive 

thin film is examined using related measurements. The results 

show that conductive thin films a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atmospheric-pressure plasma reduction. As the results, the 

conductive thin films have significant shielding effectiveness of 

more than 55 dB at 0.1 GHz with near 600 nm thicknes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for Fusion Technology of Functional 

Chemical/Bio Materials.  

P에너목-24
Deep eutectic solvent assisted one step synthesis of 

metal /metal oxide-carbon composite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Thorat Gaurav, Harsharaj Sayaji Jadhav,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Carbon materials (e.g., CNTs, porous carbon, & graphene) are 

preferred candidates in duo with metal oxide nanostructures by 

virtue of their excellent electrical conductivity and 

mechanical/electrochemical stability. Therefore innovative design 

and synthesis of such composite attract the wide research 

interest in energy storage applications such as LIBs and 

supercapacitors. Herein we proposed the simple and scalable, 

deep eutectic solvent (DESs) assisted synthesis path for the 

preparation of metal/metal oxide–carbon nanocomposite 

(M/MO-C). In this work, the use of DESs which collectively act as 

solvent-precursor-reactant system, offers an interesting 

alternative for the conventional synthesis route. As synthesized 

M/MO-C shows the mesoporous crystalline structure with high 

surface area and metallic content. Also the selection of less toxic 

component is possibly by virtue of compositional versatility of 

DESs. Hence we believe that this synthetic route opens the 

avenue to design the biocompatibility synthesis methods for 

M/MO-C nanocomposit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2009-0093816).  

P에너목-25
Mn2O3/graphene composite as high lithium storage 

anode material for secondary Li-ion batteries  

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M Thorat,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Transition metal oxides(TMOs) are the most promising 

candidates for secondary lithium ion batteries(LIBs). Among 
different TMOs, Mn2O3 is an attractive anode material for LIBs 

due to the high theoretical capacity (1018 mAh g−1), high 

abundance of Mn, low cost, less-toxic, and environmental 
beginity. However, similar to TMOs, Mn2O3 also suffers from 

poor cycling stability and inferior rate capability. To overcome this 
issues, several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such as Mn2O3 

doping with Cu, Mn2O3/carbon composite. Herein, porous bare 

Mn2O3 and Mn2O3/ graphene composite material have been 

synthesized by the simple, cost effective, energy saving and 

scalable chemical co-precipitation technique and subsequent 

calcination for potential application as an anode material. The 
synthesized Mn2O3/ graphene composite exhibited high specific 

capacity, high rate capability and superior cycling stability. This 

approach of making composite with graphene would be very 

useful in boost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MOs 

based electrode material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09-0093816).  

P에너목-26
Free standing hierarchical mesoporous spinel oxides 

for high performance electrochemical storage  

Harsharaj Sayaji Jadhav, Gaurav M. Thorat,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Consideration of new electrode materials with high capac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direction in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systems (ESSs). Transition metal oxides with 

stoichiometric or even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s, with a 
structure defined as the spinel structure (denoted as AxB3-xO4 

(A, B = Co, Zn, Ni, Fe, Cu, Mn, etc.)), have recently attracted 

great interest due to their low cost, easy synthesis, high 

electrochemical activity and stability, and easy control of 

morphologies. In the present study hierarchical mesoporous 

spinel oxides deposited directly on conducting substrate by 

hydrothermal method. Porous nanoarchitectures can offer a large 

number of electrochemically active sites and, at the same time, 

facilitate transport of charge carriers (electrons and ions) during 

energy storage reactions.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spinel oxides materilas, evinces its ability to become promising 

candidates as an electrode material for ES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RF-2016R1C1B2008694)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09-0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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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27
Lithium-metal Free Li-ion Sulfur Full Batteries with a 

Hybrid Sulfur Cathode and   a Lithiated Si/SiOx 

Nanosphere Based Anodes  

이상규,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yksun@hanyang.ac.kr†) 

The lithium-sulfur battery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high-

energy-density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system. 

However, many drawbacks (the insulating nature of sulfur, 

formation of soluble lithium polysulfide, lithium metal problem 

etc.) restrict a possibility of lithium-sulfur battery 

commercialization. Herein, we demonstrated a lithium-ion sulfur 

cell configuration using a newly designed hybrid sulfur cathode 
and a lithiate Si/SiOx nanosphere anode with optimized liquid 

electrolyte. The full lithium-ion sulfur battery presented herein 

delivered a capacity on the order of about 750mAh g-1. We 

believe that these results might advance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the lithium-ion sulfur battery, particularly for use 

in emerging market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and large-scale 

power storage systems for use with renewable energy systems.  

P에너목-28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microporous carbon as 
an electrode for supercapacitor prepared by triazine 

based conjugated microporous polymer   

김민재, 천영걸, 이은수, 심상은†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a facile strategy for the design and 

synthesis of regular microporous carbon nanoparticle as an 

electrode for  high performance supercapacitor. Microporous 

carbon particle were fabricated using novel organic polymer 

synthesized simple Friedel-Craft method which was for the first 

time synthesized by cyanuric chloride and 1,3,5-

triphenylbenzene in dichloromethane (DCM) under solvothermal 

condition at 70 oC using anhydrous aluminium chloride as a 

catalyst. After synthesis, the attained sample was carbonized in 

tubular furnace at 700, 800, and 900 oC with nitrogen and 

carbon dioxide atmosphere, respectively. Microporous carbon 

nanoparticle carbonized at 800 oC as a supercapcitor electrode 

showed unique capacity behavior (389 F/g at 1 A/g) and 

excellent cycling stability (98 % retention after 1000 cycles at 1 

A/g) in 6 M KOH aqueous electrolyte.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o.: NRF-

2015R1A4A1042434).  

P에너목-29
Hollow anatase TiO2 microcones for superior rate 

performance lithium-ion storages  

이운희, 이기백, 최진섭†
 

인하대학교 

(jinsub@inha.ac.kr†) 

Lithium-ion storage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for 

electric vehicles, electronic devices and so on. Recently, the 

negative electrode materials for lithium-ion storages have been 

widely studied regarding the increase in power density. Among 

them, TiO2 offers lots of advantages as anodes such as 

chemical stability, non-toxicity and negligible volume expansion. 

To increase the energy capacity, desired nanostructure of TiO2 

has been used as negative electrodes because nanosizing 

titanium oxide can improve the lithium intercalation/ de-

intercalation during cycling. 

Herein, hollow anatase TiO2 microcones were prepared via 

anodization process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as-preased 

TiO2 microcones were characterized by TEM, XRD and SEM with 

EDS mapping, showing that the TiO2 microcones exhibited a 

high active surface area with a hollow core and composed of 

pure anatase phase.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confirmed that the areal capacity of TiO2 microcones was higher 

than that of TiO2 nanotubes with the excellent cycling stability. 

The morphology of TiO2 microcones was maintained over long-

term electrochemical cycle due to a hollow structure and low 

volume expansion.  

P에너목-30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활물질 Poly Si+CNF의 제조와 

전기화학적 특성  

김민성, 서호성, 장우현, 김세진, 나병기†
 

충북대학교 

(nabk@chungbuk.ac.kr†) 

리튬이온 배터리는 신소재와 전기화학이 적용된 가장 성공한 에

너지 저장장치 중 하나이다. 최근 HEVs, EVs와 같은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용 기기 등 여러 장치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응용하

기 위한 많은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물질로 충, 방전 시 부피변화가 적

은 흑연을 주로 사용하는데 흑연의 최소 전격 용량은 372mAh/g

이다. 낮은 전격용량을 극복하기 위해 음극물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 실리콘(Si)은 4200mAh/g이라는 높은 이

론용량을 가지고 있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물질로 각광 받

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은 리튬 이온의 출입과 방출이 진행될수

록 부피변화가 생겨 용량이 빨리 손실되고 배터리의 효율이 낮

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Poly Silicon에 CNF(Carbon Nano Fiber) 첨가를 통해 

부피변화 경감 매트릭스를 형성하였다. Poly Silicon과 CNF의 질

량비에 따른 부피변화 완화정도 및 전기전도도를 각각 측정하고 

XRD와 SEM을 이용하여 Poly Silicon+CNF 복합체의 형태와 구조

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TGA 열분석을 통해 각 복합체의 열

적 안정성, 열적 특성을 파악하고 Coin cell을 제조하여 Bettery 

test system을 통해 전기화학적 특성과 용량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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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31
New carbazole based derivatives for inverted perovskite 

solar cells: Optical, morph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압둘라, Sadia Ameen, M. Nazim, 장광수, 김은비,  

서형기, 신형식† 

전북대학교 

(hsshin@jbnu.ac.kr†) 

Carbazole-based derivatives have recently presented a lot of 

interesting applications in photorefractive, photoconductive, solar 

cells, and light-emitting properties etc due to their low production 

cost and high reactivity. In this paper, a new carbazole based 

small organic molecule is designed, characterized and utilized as 

an effective hole transporting material (HTM) for solar cells 

applications. The synthesized molecule showed good 

absorbance in the visible region, indicating good light absorption 

and optical properties. The photoluminescence (PL) spectrum 

exhibited a prominent emission in the green region, which again 

supported good optical properties. It is believed that the 

synthesized carbazole based molecule would be an excellent 

HTM for fabricating high performance perovskite solar cells.  

P에너목-32
New organic semiconducting material for solution-

processed small molecule organic solar cells  

모흐드 나짐, Sadia Ameen, 압둘라, 김은비, 장광수,  

서경희, 신형식† 

전북대학교 

(hsshin@jbnu.ac.kr†) 

The organic materials have electron-donor and -acceptor 

moieties to the effective electron delocalization through the π-

conjugation length. Spirobifluorene-based molecules have rigid 

fused ring structure which efficiently suppresses intermolecular 

interactions to diminish aggregation of molecules owing to high 

steric hindrance. The spiro-linkages are particularly effective to 

suppress the excimer formation that is frequently happened in the 

solid thin film state of organic materials. In this work, a novel 

spirobifluorene-based molecule, RTh-Sp-CF3 was synthesized 

and utilised for organic solar cells. The RTh-Sp-CF3 displays 

good solubility in common organic solvents owing to presence of 

terminal side chain. The RTh-Sp-CF3 displayed a reasonable 

HOMO and LUMO energy levels of −5.35 eV and −3.92 eV, 

respectively. SMOSCs fabricated with RTh-Sp-CF3 

accomplished an overall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2.12 % with short circuit current (JSC) of ~8.42 mA/cm2and 

the open-circuit voltage (VOC) of ~0.66 V. The smoother film 

morphology of devices might be due to better solubility facilitated 

the intramolecular charge transfer and enhances the 

performance.  

P에너목-33
혼합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메조 다공성 구조의 망간 산

화물 필름 합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분석 

박태순, 서동조, 김상득,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최근 유한한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따른 우려를 계기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슈퍼커패

시터의 경우 높은 출력밀도와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저

장장치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이 금속의 일

종인 망간은 저렴하고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특성이 좋아 큰 커

패시턴스를 가질 수 있어 슈퍼커패시터의 전극 재료로써 각광받

고 있다. 또한 다공성 구조의 합성은 슈퍼커패시터의 전해질과 

전극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커패시턴스 증가에 필수적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아세테이트(MnAc2)를 

전구체로 사용함으로써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 망간 산화물 필

름을 합성하였으며 합성 시에 혼합 계면활성제를구조 지지체로

써 활용하여 메조 다공성 구조를 갖는 망간산화물 필름을 합성

하였다. 계면활성제로는 각각 중성, 양성, 음성 계면활성제는 

F127, CTAB, SDS를 사용 하였으며, CTAB + F127, SDS + F127

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전기증착을 위해, 3 전극 시스템을 구

성하여 working Electrode로 ITO glass, counter Electrode로 Pt 

mesh, Reference Electrode로 Ag/AgCl/KCl(sat’d)을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물성의 변화를 SEM, TEM, 

XPS, XRD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CV를 통하여 전극의 전기화학

적 특성을 분석하여 capacitance를 측정하였다.  

P에너목-34
Polymer-Templated Synthesis of Hollow Carbon 

Spheres for Li-S Battery Cathodes  

최예슬, 윤나은, 오창일, 이정규†
 

동아대학교 

(jklee88@dau.ac.kr†) 

Energy storage devices (ESD) with higher energy density, longer 

cycle life and lower cost are highly demanding. Li-S battery can 

be developed as promising ESD whose energy density is more 

than twice those of current Li-ion batteries. However, Li-S 

battery has several intrinsic problems such as poor electrical 

conductivity of sulfur and discharge product, Li2S, and shuttle 

effects of lithium polysulfides dissolved in electrolytes. Sulfur 

encapsulation in carbon hosts has been widely studied to resolve 

those problems. In this study, we prepared hollow carbon 

spheres(HCS) by using polymer microspheres as templates. For 

this purpose, we prepared polymer microspheres by batch 

emulsifier-free emulsion copolymerization of styrene with acrylic 

acid. The polymer templates were coated with carbon gel of 

sucrose. The carbon gel-coated core-shell polymer were then 

simply heated to generate HCS by carbonization of the shell and 

pyrolysis of the core polymer simultaneously. The structure of 

HCS and S/C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with various 

analyses.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S/C composites as 

high performance Li-S battery cathodes are to be present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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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35
CNT 첨가에 따른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활물질 Si/C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  

김세진, 양아름1, 전도만1, 나병기†
 

충북대학교; 1EG(주) 

(nabk@chungbuk.ac.kr†)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용량, 우수한 사이클 

수명 때문에 휴대하기 편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에너지 저장 장

치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점

점 실현화 되어가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음극활물질인 흑연은 높은 

안정성을 가지지만 이론용량이 372mAh/g으로 고용량, 고출력

의 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극활물질 개발이 필

요하다. 차세대 음극활물질로써 Si는 흑연에 비해 매우 높은 이

론용량인 4200mAh/g을 가지고 있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방전이 일어나는 동안 Si은 리튬과 합금·비합금

화 반응으로 인해 부피팽창이 일어나며 균열이 발생하여 사이클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i의 부피팽창을 완화하기 위하여 탄소 전구체로 

Sucrose를 이용하여 탄소를 코팅하고 CNT을 첨가하였다. D.I 

Water 용매 하에 Poly Silicon과 Sucrose를 교반 후 건조시키고 

Sucrose의 열분해를 위해 700 ℃ Ar 분위기에서 3시간동안 열처

리를 하였다. 그리고 단순 믹싱을 통해 CNT을 첨가하였다. XRD, 

SEM, TGA을 통해 시료의 형태와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coin cell을 제조하여 용량, 사이클 수명 등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P에너목-36
석탄 건류 중 승온속도에 따른 기공구조 변화 거동 

이원희†, 정성모1
 

POSCO; 1GIFT, POSTECH 

(lwh860@naver.com†) 

본 연구에서는 석탄 건류 중 승온속도에 따른 기공구조 변화 거

동을 고온 레오미터를 통해 연구하였다. 석탄의 가열 중 레오미

터를 통해 연화용융 상태 석탄의 점탄성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측정이 힘들었던 연화용융 상태의 점도를 통용되는 점도 

단위로 측정할 수 있었다. 연화용융 상태의 점도는 승온속도 증

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열 중 레오미터에서 샘플 높낮이 변

화 측정 및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여 기공구조 변화를 실시간

으로 분석한 결과 저급탄의 경우 승온속도 증가에 따라 점도가 

낮아져 기공구조가 발달하였지만 일반적인 야금용탄의 경우 점

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 기공의 합쳐짐이 증가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공의 합쳐짐 현상은 석탄의 점도가 낮을

수록 더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정수준 이상 기공

의 합쳐짐 현상은 건류 후 강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

고 이로 인해 야금용 환원제로 활용하기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기공의 합쳐짐과 강도와의 관계를 통해 탄종에 따라 적

절한 승온속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viscoelastic map을 구성하

였으며 이 map에서 탄종과 승온속도에 따라 건류 후 촤의 강도

를 유추할 수 있었다.  

P에너목-37
Preparation of copper(I)-loaded adsorbents with 

antioxidants for CO separation  

정태성†, 김정수, 조강희, 범희태, 한상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jung@kier.re.kr†) 

CO is largely produced in steel making processes as off-gases 

(coke oven gas, blast furnace gas, Linz-Donawitz gas). It is 

typical that CO is burned to recover energy but a greenhouse 
gas, CO2 is inevitably produced. If CO is efficiently recovered 

from the off-gases, it could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more 

valuable chemicals such as acetic acid, polycarbonate, 

phosgene, isocyanates, and various specialty chemicals. So far, 

cryogenic distillation and absorption have been used for the 

separation of CO. However, distillation is energetically 

disadvantageous and absorption has an environmental issue. 

Gas adsorptive separation such as pressure swing adsorption 

process is more suitable for the medium-scale production and 

has a relative simplicity in opera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copper(I)-loaded adsorbents are used for CO-selective 

adsorption. But copper(I) can be easily oxidized to copper(II) by 

oxygen or in humid atmosphere. In this study, the preparation 

method of the CO-selective copper(I)-loaded adsorbents with 

antioxidants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maintain the oxidation 

state of copper(I).  

P에너목-38
The characterization of different n-type 

semiconductors and their device application  

서승희, Tahmineh Mahmoudi, 왕유생, 양화영, 노원엽,  

한윤봉† 

전북대학교 

(ybhahn@jbnu.ac.kr†) 

ZnO and TiO2 are the most commonly used n-type 

semiconductors in various state-of-the-art photovoltaics. Both 

of materials have similar wide band gap energy approximately 
3.2eV. While the TiO2 has a higher chemical stability and fewer 

defect states, less recombination, the ZnO have higher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lectron mobility than TiO2 and can be easily 

controlled shapes and sizes. The structure, opt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ZnO and TiO2 nanoparticles have been 

investigated by HR-TEM, FE-SEM, X-ray diffraction, and UV–Vis 

absorption spectroscopy. In this work, we utilized ZnO and TiO2 

as electron transport materials in solar cells and compared their 

devic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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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39
Ionic liquid based polymer electrolyte via surfactant-

assisted polymerization for enhancement in stability of 
dye sensitized solar cell  

이우열, Quoc Chinh Tran1, Van-Duong Dao2, 최호석3,†
 

충남대학교 차세대기판학과; 1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2충남대학교 바이오응용화학 연구소;  

3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hchoi@cnu.ac.kr†) 

Ionic liquid based polymer electrolyte is present for addressing 

the instability of liquid electrolyte in dye-sensitized solar cell. 

Polymer electrolyte films are obtained by the surfactant-assisted 

polymerization at the plasma-liquid interface with polymerization 

process of ionic liquids and ethylene oxide-based surfactants to 

the polyelectrolyte matrix. The chemical 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polymer electrolyte are characteri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Fourier transformation infrared spectroscopy 

(FT-IR),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pectroscopy, X-

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s of 

polymer thin films are also characterized by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and Tafel analysis.  

P에너목-40
Photo-Bio Cell을 위한 Z-907-GOx Anode  

촉매 매커니즘 연구  

강수현, 현규환1, 정용진1, 김재엽2, 고민재2, 권용재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2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광전하이브리드 연구센터 

(kwony@seoultech.ac.kr†)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이 존

재하여 그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는 에너지 변환효율은 우수하지만 요오드 전해액이 누출될 

경우 소자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전해질로 친환경적인 PBS와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

적인 바이오연료전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갖춘 전지를 만

들고자 하였다.   

투과도가 높은 전도성 유리인 ITO를 사용하였으며 Anode극은 

파장역을 넓게 하는 염료 Z907과 염료의 흡착량을 증가시키고 

전자이동의 통로역할을 하는 이산화티타늄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자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촉매인 GOx를 적용하였다. 

Cathode극에는 반응성이 좋은 백금으로 구성했다.   

빛을 받은 염료에서 생성된 정공이 GOx를 산화 시키고 GOx에 

의하여 Glucose가 산화된다.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에너지 

차이에 의해 투명전극을 지나 반대편 백금으로 도달하고 전해질 

내의 산소가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방식으로 전지가 구동된다. 

CV를 통해서 빛이 있고 없을 때의 변화와 GOx 환원 픽, 염료 산

화 픽을 확인 했으며 I-V Curve를 통해서 효율과 전류밀도, 개방

전압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태양전지에 비하여 효율은 낮지만 

바이오 연료전지와 태양전지를 결합하는 전지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에너목-41
화학적 결합과 소수성 인력에 의해 구현된  

고감도 글루코스 바이오센서  

지정연, 크리스티와나 마르셀리너스1, 정용진1, 권용재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최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당뇨병 예방

을 위해 주기적인 혈액 내의 글루코스 농도 측정 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글루코스 감지를 위해 글루코스 산화효소(Glucose 

Oxidase, GOx)를 이용하는데 GOx는 전기절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뛰어

난 담지체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이용하여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된 글루코스 바이오센서의 촉매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GOx의 FAD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여 글루코스를 감지하는데 

기존 촉매는 CNT와 GOx의 물리적 결합만 존재하기에 한계가 

있다.그래서 촉매의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도성 

고분자인 PEI(polyethyleneimine)를 첨가하고 PEI와 PCA 작용기

의 화학적 결합과 GOx와 PCA(Pyrenecarboxaldehyde)의 소수성 

인력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CV 분석결과 PEI 와 PCA를 첨가한 촉매의 전기화학적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Amperometric Response의 결과

로 PEI 와 PCA를 첨가한 촉매가 글루코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4주간의 안정성 평가 결과 기존 방식의 촉매는 

80%의 활성을 유지하였지만 PEI와 PCA를 첨가한 촉매는 95%

이상의 활성을 유지하여 안정성이 뛰어남을 보였다.이렇게 분석

한 평가를 토대로 화학적 결합을 이용한 촉매의 반응성 및 안정

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P에너목-42
Co-carbonization of selected coal blend with industrial 

by-products as additives 

장동민†, 이운재, 조민영
 

포스코 

(jamesjang@posco.com†) 

Because of the short supply of high-quality coking coals in 

certain areas of the world, many methods of improving the 

coking characteristics of poorly coking coal have been examined 

as an alternative to importing more expensive, better quality 

coals. Co-carbonization, or the addition of coal-derived or 

petroleum-derived materials to the coal charge prior to 

carbonization, has been on a commercial basis in many 

countries. These additives have been used in the both solid and 

liquid form as binders in coal briquetting or as direct addition to 

the coal blend. In this study special recipe of coal blend were 

chosen in order to assess the influence of various additives on 

coke strength. Five different additives were mixed with coal 

blend. The selected additive are four coke oven operation by-

products; tar, tar sludge, pitch oil, pitch cake and one from 

petroleum residue oil. Coal blend with 3% of additive were 

prepared for coking test in 30kg of lab-scale coke oven. A 

tumbler test method was ado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additive on coke strength and CO2 reactivity test were conducted 

to elucid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y changes in 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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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43
저온 공정 가능한 투명한 상방 전극을 갖는 박막형  

웨어러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진상우, 이용희1, 홍수영1, 오승윤1, 박 흔1, 윤준영1, 하정숙
1,† 

KU-KIST 융합대학원; 1고려대학교 

  

최근 신체에 부착한 상태에서 구동하는 웨어러블 전자 소자, 시

스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

블 시스템의 고성능화, 고집적화에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저장

장치만으로는 장시간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박막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상방 전극이 투명한 웨어러블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 전지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웨어러블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자/홀 수송층 및 투명전극 공정을 모두 저온 공정화 

하였다. 또한, 기존 플렉서블 태양전지의 약한 기계적 안정성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속 산화물 전극 및 PEI를, Ag 기반의 초박막 

금속 투명전극으로 대체하고, 이 전극을 상방 전극으로 이용함

으로써, 웨어러블 응용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투명 기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홀 수송층을 모두 NiOx, 

ZnO 기반의 무기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적 안정성도 향상하였

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기술은,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웨어러블 시스템의 전원 공

급 기술로 활발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에너목-44
분무건조법을 이용한 3차원 Si/graphene 나노복합체 제

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심소리, 최원묵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wmchoi98@ulsan.ac.kr†) 

리튬이차전지는(Lithium secondary batteries)는 충방전시 리튬이

온의 가역적인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전자의 흐름을 이용하는 전

지이고, 높은 에너지 효율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각

광 받고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음극소재 중 

4200mAh/g의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고 작동전압이 낮아 용량과 

출력에서 모두 적합한 Si를 이용한 성능향상이 주목 받고 있지

만 Si를 음극소재로 사용할 경우 충전시 급격한 부피팽창이 발

생하고, 부피팽창으로 인해 전극이 갈라지거나 활물질이 집전체

에서 탈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리튬이차전지의 급격한 

용량손실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Si/C 복합체를 개발하거나 Si 표면에 카본을 코팅하

는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의 급격한 부피변화로 인한 전기전도도의 감소

와 용량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무건조를 통해서 Si과 

graphene, PAA(poly acrylic acid) 복합체를 제조하였고, SEM과 

TEM을 통해서 제조된 3차원 Si/G/PAA 나노복합체의 형태를 확

인하였다. 또한 복합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coin cell을 조

립하고 사이클 및 충방전 테스트, 순환전압주사 측정을 통해 전

기화학적 특성 및 용량 특성을 알아보았다.  

P에너목-45
Effect of polybenzimidazole(PBI) based membrane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performance  

노찬호1, 정미나2,3, Dirk Henkensmeier3, 권용재2,†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

과;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kwony@seoultech.ac.kr†) 

레독스 흐름 전지(Redox Flow Batter)는 활물질의 산화·환원 반

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다시 화

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2차 충방전지 이

다. 그 중 바나듐(Vanadium)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VRFB는 안전

성과 효율이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VRFB의 경우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낮은 에너

지 효율(~70%)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분리막으로 나누어져 

있는 활물질의 crossover을 개선하여 전지의 성능을 올리고, 에

너지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값비싼 Nafion 

계열의 분리막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양한 탄화수소계열의 분리

막이 제작 및 적용되고 있다. Nafion 분리막은 양이온 교환막으

로 충·방전의 진행시 양이온과 함께 바나듐이온이 crossover되

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전지 내에서 자가방전이 일으키게 되

고 에너지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실

험에서는 polybenzimidazole(PBI)으로 구성된 분리막의 표면에 

positively charged functional groups을 달아주어 바나듐이온의 

crossover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P에너목-46
폴리올 방법으로 합성된 팔라듐-비스무트 촉매를  

이용한 직접개미산연료전지  

양승원, 양종원1, 권용재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 

(kwony@seoultech.ac.kr†) 

전자기기의 발달로 고출력 휴대용 전원의 수요에 따라 2차 전지

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고효율 연료전지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많은 연료 후보 물질 중 개미산은 formate anion과 

전해질 막 표면에 존재하는 ion cluster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개

미산의 crossover도 매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

접개미산연료전지를 휴대용 전원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개미산의 산화반응에서 촉매가 필수적이다. 개미산의 산화 반응

에 활성을 나타내는 촉매로는 Pt, Rh, Pd, Au 등이 알려져 있으며 

반응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이금속을 첨가하기도 한다. 그 

중 Pd는 개미산 산화반응에서 CO 중간체가 생성되는 간접경로

를 거치지 않고 CO2와 H+, e-만을 생성하는 직접경로를 선택적

으로 반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Pd는 개미산 산화반응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CO가 전체적인 성

능저하를 일으킨다. 따라서 Pd와 상대적으로 안정한 Bi를 폴리

올 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PdBi/C 촉매는 Pd와 Bi 간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뭉침 현상을 막기 위해 분산제인 PVP를 

사용하였다. XPS를 통해 얻은 Binding Energy차이로 d-band 

center를 비교하였고 전기화학적 분석법인 HC, FC측정법을 통

하여 개미산과의 반응성 및 내구성을 직접 측정하고 최적성능을 

갖는 PVP의 양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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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47
메탄을 이용한 CoTiO3 입자의 산화환원반응 특성 

황종하, 손정민1,†, 이루세1, 김수현1, 손은남1
 

전북대학교; 1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jmsohn@chonbuk.ac.kr†) 

 현재까지도 화석연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체순환식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기술은 CCS기술을 내제한 3세대 기술로서 평가받
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CoTiO3입자를 제조한 뒤 특성을 분석하

여 매체순환식연소의 산소전달입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CoTiO3입자는 졸겔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CoTiO3는 

TPR, TPO를 진행하여 온도에 따른 흡착능력을 평가하였다. 

TGA장비를 통해 10사이클 동안 산화환원 반응을 반복하여 특성
을 분석하였다. 환원성가스로는 15% CH4/N2를 사용하였으며 

산화성가스로는 공기를 사용하였다. purging 가스로는 질소를 

사용하였다. FE-SEM을 통해 반응전과 반응후의 입자 표면을 비

교 분석하였으며, XRD를 통해 산화와 환원 사이의 반응 메카니

즘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반응에서의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P에너목-48
3D Si based composite@CNF paper electrodes 

fabricated using an electrospinning method for lithium-
ion batteries  

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박경원†
 

숭실대학교 

  

Here 3D Si based composite(Si/Si3N4/SiC)@CNF paper 

electrodes(denoted as SiCP) are fabricated by electrospinning 

technique for lithium-ion batteries.[1-2] Which combine the 

advantage of Si(high capacity) Si3N4(high stability) and carbon 

nanofiber(good electrical conductivity). SiCP can be cut into 

appropriate sizes to be used directly as binder-free, conducting 

agent-free and metal current collector-free. The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he SiCP is evident from the high 

reversible discharge capacity of 665 mAh g-1 at 10 A g-1 with 

capacity loss less than 0.021% per cycle for 2000 cycles.   

Reference  

[1] S. Jing, H. Jiang, Y. Hu, J. Shen, C. Li, Adv. Funct. Mater. 

2015, 25, 5395–5401.  

[2] D. Lin, Z. Lu, P. –C. Hsu, H. R. Lee, N. Liu, J. Zhao, H. 

Wang, C. Liu, Y. Chi, Energy Environ. Sci., 2015, 8, 2371--2376. 

P에너목-49
Synthesis of MoS2/C nanocomposites for enhanc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이규호,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최근 이슈화 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친

환경 전기자동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고출력,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며 이를 개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낮은 용량으로 인해 한계점을 가지는 

탄소기반의 음극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높은 전기화학적 성능을 
가지는 MoS2/C 음극 소재를 제안한다. MoS2의 경우 높은 이론

적 용량을 가져 차세대 음극소재로 연구되고 있지만 싸이클 특

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간편한 합성 방법으로 
MoS2(몰리브덴설파이드)와 탄소를 동시에 성장시켰으며 온도

와 시간을 변수로 다양한 샘플을 합성하여 최적화된 MoS2/C 복

합체를 합성하였다. XRD, Raman, XPS, TEM 등의 분석으로 결
정질의 MoS2와 비정질의 탄소가 형성됨을 확인하였고 또한, 

BET 분석을 통해 더욱 조밀한 구조를 가진 MoS2/C 복합체를 확

인하였다. 둥글고 휘어진 MoS2의 층상구조와 균일하게 분포된 

탄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리튬이온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특히 최적화된 탄소의 양으로 높은 수준의 방전 용량과 좋

은 수명특성을 확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Full-
Cell 음극에 적용하여 MoS2/C 복합체가 새로운 음극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에너목-50
Germanium-Carbon Composite Nanostructures for 

Impro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최희선, 박경원†, 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문상현
 

숭실대학교 

  

리튬이차전지의 고용량화, 고출력화가 요구됨에 따라 합금계 음

극활물질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중 게르마늄은 이론적 

용량이 약 1620 mAh g-1으로 고용량이며 상대적으로 실리콘보

다 우수한 리튬 이온 확산도와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차세

대 음극물질로서 유망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게르마늄 기반의 음극은 충/방전 시 입자의 큰 부피

팽창과 그로 인한 입자의 파괴가 동반되어 충/방전 사이클 동안 

급격한 용량 감소를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게르마늄-카본 복합체를 합성하여 

카본이 게르마늄 입자의 부피팽창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게르마늄 기반의 전극의 전기화학 성능을 향상시

키려 하였다. 제조한 게르마늄/카본 복합체는 X선 회절(XRD)분

석과 라만 분광법, 투과 전자현미경(TEM)을 통해 비정질의 탄소

상과 결정상의 게르마늄 입자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확인하였으

며 순수한 게르마늄과 제조한 게르마늄-카본 복합체의 전기화

학 특성 평가를 진행하여 순수한 게르마늄과 비교하여 게르마

늄/카본 복합체가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게르마늄-카본 복합체는 100번의 사이클 동안 높은 가

역적 방전용량(~627.1 mAh g-1)과 용량 유지율을 보였으며 

3200 mA g-1의 높은 전류밀도에도 우수한 율속 특성을 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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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51
MoS2-TiN thin film electrodes fab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method for lithium ion batteries  

문상현, 김시진, 김민철, 이규호, 최희선, 박경원†
 

숭실대학교 

  

리튬이온전지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전해질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충

방전을 반복하며 사용하는 이차전지이다. 그중 음극 소재에서 

MoS2 물질은 층상구로를 가지고 있어 Li이온의 삽입과 탈리를 

하기 좋으며, carbon계 물질에 대비하여 높은 용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온전도도와 전기전도도가 낮고, 충방전시 부피팽창의 

단점으로 인하여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탄소 복합체, 구조제어, 합금화와 같

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되고 있고, 그중 TiN은 리튬이온의 삽

입과 탈리 과정에서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물질이며, 높은 전기

전도도, 높은 구조적 안정성를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가 다른 MoS2와 TiN의 복합체를 스퍼터

링 장치를 통해 TiN의 R.F power를 조절하여 동시 증착의 방법

을 이용하여 증착하였고, 동일한 두께를 가진 박막 형태의 전극

을 제조하였다. 합성한 전극을 cross-section SEM, 등을 이용하

여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charge/discharge test, CV 

anlaysis, impedance를 전기화학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P에너목-52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aluminum-ion 

rechargeable battery with expanded graphite cathode  

고형호, 최상원1, 이기백1, 탁용석1,†
 

인하대학교; 1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재료및전기화학연구실 

(ystak@inha.ac.kr†)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와 함께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량, 고효율 등 친환경적인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가 널리 상용화 되어있

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리튬 자원 물질 매장량의 한계 및 

단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음극전

극으로 사용된 알루미늄은 인화성이 없으며, 풍부한 매장량과 

저렴한 원자재값, 산화 시 3가의 전자가 반응하게 됨으로써 높

은 에너지 밀도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자를 내

놓는 음극전극에 비하여 양극 전극 용량이 전체 전지의 용량을 

제한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계열의 그래파이트를 양극재로 활용한 알루

미늄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였다. 음극으로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 알루미늄산화막이 제거된 알루미늄을 사용하였으며, 전해
질은 이온성 액체와 AlCl3를 적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하였으

며, 양극재는 기존의 그래파이트에 전기화학적 스트레스를 주어 

층상간격을 넓힌 것을 사용하였다. 천연 그래파이트(Pristine 

graphite)와 확장된 그래파이트(Expanded graphite)를 양극재로

서 사용하였으며, 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 전압 전류법

으로 관찰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 TEM image를 통해 층간 간격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방전 테스트에서의 이들의 전

기화학적 거동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P에너목-53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arbon material  as an 

electrolyte additive for Lead-acid batteries  

오영호, 이기백, 고형호, 감용기1, 탁용석†
 

인하대학교; 1(주)한국제우스 

  

납축전지는 우수한 안정성과 가격경쟁성에 힘입어 오늘날 다양

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2차전지 중에 하나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전력 저장장치로써 큰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납축전지는 충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기화학반응에 참여
하지 않는 황산납 (PbSO4) 결정의 성장과 전해질의 전기분해 등

에 의해 불가피하게 성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된다. 최근 이

러한 특성을 개선하고자 탄소계 첨가제, 고분자 물질, 전극제조

방법의 개선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이를 통해, 황산납 성장

의 억제 효과를 가져와 납축전지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축전지 관련 최신 연구는 충분

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계 첨가제를 전극 제조과정 중 첨가하는 연

구와 달리, 기존의 납축전지의 전해질에 탄소계 첨가제를 첨가

하여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계 첨가제가 

납축전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화학적으로 확인하고, 테

스트 전 후 납전극의 표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SEM)과 X-선 회

절 분석(XRD)을 통해 관찰하였다.  

P에너목-54
Membrane에 따른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성능과 전해질SOC변화 분석  

임혜빈, 이정석1, 이두환†
 

서울시립대학교; 1(주)이퀄리티 

(dolee@uos.ac.kr†)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대체에너지 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를 저

장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용량의 전

기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Redox Flow Battery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고 가격이 싼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VRFB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 보다 성능향상이 필요하다. VRFB내부에 양극 음극 전해질

의 Mixing을 막고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membrane이 

사용되는데, 이 membrane에 따라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

친다. 본 연구에서는 negative charge를 띄는 Cation membrane

(Nafion)과 Positive charge를 띄는 Anion exchange membrane을 

적용하여 실험실 단위의 single cell(전극 크기 5X3)과 전해질 

OCV를 측정하는 cell을 통해 battery성능을 평가하였다. 

membrane에 따라 나타나는 충방전시 전지성능변화와 전해질 

양, 농도변화를 분석하였고,  충방전 실험은 전류밀도 

80mA/cm2으로 1.6V까지 충전하고, 1.0V까지 방전하는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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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55
Electrode of supercapacitor using aligned carbon 

nanofibers coated with NiCo2O4  

이은수, 김민재, 황소산, 심상은†
 

인하대학교 

  

Polyacrylonitrile (PAN) nanofibers were fabricated by 

electrospinning and aligned by controlling the rotary collector’s 

speed. The aligned nanofibers were carbonized under nitrogen 

atmosphere to make carbon nanofibers. Aligned carbon 

nanofibers (ACNFs) have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an randomly oriented carbon nanofibers
(RCNFs). Nickel-Cobalt oxide (NiCo2O4) nanostructure were 

prepared using electrodeposition on ACNFs to use as a 

supercapacitor electrode. Electrodeposition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the deposited material composition, and it is useful to 

regulate particle size. For these ACNFs coated with NiCo2O4 

have better capacitive properties than ANCFs which is coated 
with Co3O4 and RCNFs which is deposited by NiCo2O4 

because the conductivity of ANCFs and NiCo2O4 is higher than 

other electrod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carbon nanofibers 

could be improved their electrochemically properties by using 

effects of aligned nanofibers and redox reaction of 

NiCo2O4.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o.: NRF-2015R1A4A1042434).  

P에너목-56
Enhan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ckel-rich 
Layered Oxide Battery Cathode via Surface Stabilization 

김재희, PHAM QUANG HIEU, 황의형1, 권영길1, 이정규1, 송

승완†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 Applied Chemist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Leechem Co., Ltd 

  

Nickel-rich three-components oxides of Li(Ni1-x-yCoxMny)O2 

(NCM, 1-x-y ≥ 0.5) are one of the promising cathode active 

materials of high-energy density Li-ion batteries because of 

higher capacity, operation to higher charge cut-off voltage, lower 
cost and  less toxicity than LiCoO2. However, their high-voltage 

performance is difficult to achieve due to limited anodic stability 

of conventional electrolyte above 4.2 V vs. Li/Li+. At such an 

aggressive charge condition, cathode-electrolyte interfacial 

reactions often cause a degradation of cathode material and 

electrolyte consumption by oxidative decomposition, resulting in 

a rapid performance fade. Here we report the surface stabilization 
of Nickel-rich LiNi0.6Co0.2Mn0.2O2 cathode to the charge cut-

off voltage of 4.6 V by electrolyte control. Surface chemistry and 

its relation to cycling performance would be discussed.  

P에너목-57
다양한 전구체로부터의 망간산화물 합성과  
슈퍼커패시터로써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김상득, 박혜리, 서동조,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슈퍼커패시터의 전극활물질로써 사용되는 망간산화물은 다양

한 상과 표면형상 및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산화물의 합성을 

여러 종류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각각의 다른 전구

체로부터 합성된 망간산화물의 물성 분석과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지니는 망간산화

물 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망간산화물의 전구체로는 MnCl2, MnSO4, Mn(Ac)2를 사용하였

고 액상에서의 침전을 유도하여 망간산화물을 합성하였다. 2-
propanol에 전구체를 각각 용해시킨 후, 산화제인 KMnO4 수용

액과 반응시켜 다양한 상과 표면형상 및 결정구조를 가지는 망

간산화물을 합성하였다. 슈퍼커패시터의 전극 제조를 위해 합성

한 망간산화물과 PTFE(MnOx:PTFE=16:1) 혼합물을 Isopropanol

에 용해시킨 후, 불용성전극 위에 spray coating하여 슈퍼커패시

터 전극을 제조하였다. SEM, TEM으로 전극의 표면형상을 관찰

하였고 XRD, BET로 물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CV를 통하여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P에너목-58
Enabling High-Energy Density Li-ion Batteries using 

Sulfur-based Cathode Material  

Nguyen Dan THien, 김재람, Alexander Hoefling1, Sergej 

Diez1, Werner Pauer1, Hans-Ulrich Moritz1, Patrick Theato1, 

이영주2, 송승완† 

Dept. Chemical Engineering and Applied Chemist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Institute for Technical and 

Macromolecular Chemistry;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2Institute for Inorganic and Applied Chemistry;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Li-ion battery market is currently expanding from small, portable 

batteries to electric vehicles and energy storage systems. More 

than doubled energy density than that of currently used batteries 

is required. A general approach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of 

a battery is the replacement of current cathode and anode active 

materials to higher capacity materials, and electrolyte that is 

interfacially compatible to them. Sulfur-based cathode and 

silicon-based anode material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active materials for high-energy batteries. 

However, there are just a few reports on the full-cell with those 

materials and the interfacial reaction behavior in full-cells is still 

unknown. Herein, we demonstrate good cycling performance of 

a full-cell composed of a new micron-sized sulfur-based 

cathode material and submicron-sized lithiated silicon-based 

anode material. Correlation between the cycling performance and 

interfacial phenomena would be discussed in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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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59
양극활물질 LiNi0.8Co0.15Al0.05O2 전극의  

코팅 두께 및 압착 온도 최적화  

이가을, 김은미, 정상문, 나병기†
 

충북대학교 

  

리튬이차전지의 양극활물질로 가장 일반적인 물질은 LiCoO2이

다. LiCoO2는 제조가 쉽고, 뛰어난 전기화학적 특성과 높은 전

도성을 지녔으나, Co의 높은 가격, 독성, 작은 용량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o를 Ni로 대체한 LiNiO2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LiNiO2 역시 열적 불안정성과 전기화학적 불안정성, 충•방전 시 

일어나는 상전이와 용량감소 등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iNiO2의 Ni를 부분적으로 다른 물질로 

치환하였는데, 특히 Al로 치환된 LiNi1-yAlyO2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상전이가 적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물질의 장점을 모

두 지닌 3성분계 화합물인 LiNi0.8Co0.15Al0.05O2(NCA) 양극활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CA 전극의 두께와 압착온도를 달리하여 전극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이클 특성 변화 및 CV를 

측정하였다. 또한, FE-SEM을 이용하여 NCA의 구조적인 특징과 

코팅된 전극 표면을 확인하고 충•방전에 따른 전극의 단면을 조

사하였다. NCA로 코팅된 전극은 약 190mAh/g의 안정적인 비용

량이 나타냈다. 그리고 AC Impedance를 통해 사이클이 진행됨

에 따라 셀 내부의 저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였다.,  

P에너목-60
Solventless, one-step fabrication of Fe3O4@C core-
shell and its superior performance of supercapacitor  

주재철, 김민재, 김영선, 이은수, 최용흠, 심상은†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In a kind of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device, 

supercapacitors have recently been spotlighted as a power 

source in applications requiring high power outputs such as 

regenerative breaking in electric vehicles because of good 

stability, fast charging/discharging rate, prominently high power 

density, and low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In this report, a hybrid supercapacitor that consists of carbon 
coated Fe3O4 particles are fabricated in facile and one-step 

process, which means there are no additional steps for 

purification, drying or calcination. On top of that, it 

has superior supercapacitive behaviors. Even at 300 mV/s in 

cyclicvoltammetry test, its capacitance is higher than 100 F/g and 

its retention is prominent that capacitances before and after 2000 

cycles in cyclic voltammetry test are almost the same. 

Considering its simple fabrication method and its significant 

performance, it can have a potential as a promising 

supercapacito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o.: NRF-2015R1A4A1042434).  

P에너목-61
그래핀 첨가에 따른 양극활물질 LiNi0.8Co0.15Al0.05O2

의 전기화학적 특성 

이승민, 엄덕현, 허서원, 이가을, 나병기†
 

충북대학교 

  

가장 상용화된 양극 활물질은 층상구조의 LiCoO2로, 대량 생산

이 가능하고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지만 Co의 유독성과 높

은 비용이 문제로 지목된다.  

LiNiO2는 LiCoO2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밀도가 높아 

대체 물질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충� 방전 사이클 동안 용량 

감소와 열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진다.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해 Ni의 일정 부분을 Co로 치환한 

LiNi0.85Co0.15O2가 LiCoO2와 LiNiO2의 장점을 결합한 물질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온에서 충•방전 시 전지의 내부 

저항이 급상승하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LiNi0.85Co0.15O2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Ni과 Co를 Al, Ga, 

Zr, Ce등으로 치환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Al이

온을 첨가한 LiNi0.8Co0.15Al0.05O2의 경우 층상구조가 훨씬 안

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장과 사이클링 동안 용량 손실과 저

항의 증가가 있으며 리튬이 탈리된 상태에서의 열적 불안정성 

등으로 상업용으로의 제한을 받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을 첨가하여 LiNi0.8Co0.15Al0.05O2 전극

에서 사이클링 시 나타나는 전극의 수축과 팽창을 경감시키고 

전기전도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코인 셀을 조립

하여 사이클 특성 변화와 CV를 측정하였으며, XRD와 FE-SEM

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특징과 시료의 표면을 확인하였다.  

P에너목-62
완전 생분해 가능한 마이크로수퍼커패시터의 제작 

이금비1, 강승균2, 원상민2, Philipp Gutruf2, 정유라3, 구자현
2, John. A. Rogers2, 하정숙4,3,† 

1고려대학교 (KU-KIST); 2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4고려대학교-

KIST 융합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물에 녹는 금속 (텅스텐, 철, 몰리브데늄) 및 하이

드로 겔 (NaCl/Agarose)을 각각 전극 물질과 전해질로 이용하여, 

생분해성poly(lactic-co-glycolic acid) (PLGA) 필름 위에 제작 함

으로서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 분해 가능한 마이크로수퍼커패시

터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금속 전극 표면과 수분을 포함한 전

해질 사이에 반복 된 전류를 인가 함으로서 전기화학적 부식을 

유도하여 특별한 활물질의 코팅 없이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제작된 마이크로수퍼캐패시터는 5.0 A/cm3의 전류밀도에서 

54 F/cm3의 부피당 용량 및, 4.8 mWh/cm3와 34 W/cm3의 최대 

에너지 및 출력 밀도를 나타내었다. 수퍼커패시터 어레이는 무

선 충전으로 저장 된 에너지를 이용하여LED를 수 십 초 동안 동

작시킬 수 있었으며, 물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

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수퍼커패시터가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

치의 실현은 물론, 완성도 높은 트렌지언트 집적 회로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285



P에너목-63
내골격 구조를 통한 에너지 저장 장치 설계의  

새로운 접근  

박종석, 남인호1, 배성준, 박수민2, 이종협†
 

서울대학교; 1Stanford university;  
2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yi@snu.ac.kr†) 

Dollo의 법칙에 의하면, 한 생물종이 진화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될 때,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추가로 얻게 된다. 진화에 대

한 이러한 관점은 과학 기술의 진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

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다.   

단단한 외부 구조체는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최소화하여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존의 장치 포장법의 

이러한 장점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커다란 제한 요소를 가

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1) 낮은 유연성, (2) 단위 장

치의 크기 제한, (3) 열 및 압력 조절의 난해함이었다.  

생태계에서 곤충 또는 갑각류와 같은 외골격 생물로부터 척추동

물이 내골격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생물학적 진화의 새 지

평을 열었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진화 방향에 착안하여 단단한 

구조체를 내부에, 부드러운 구조체를 외부에, 위치시키는 역방

향 적층을 통해 내골격 구조를 제작하였다. 외골격 생물에 비해 

척추동물이 (1) 높은 유연성, (2) 커다란 몸집, (3) 온도 및 기체 

순환의 용이성을 가지는 것처럼, 내골격 구조를 통한 에너지 저

장 장치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내골격 

구조는 휘어지는 전자기기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

다.  

P에너목-64
Copolymer-Graphene Oxide Composite/Carbon Cloth 

for Flexible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s  

황진호1, Deivasigamani Ranjith Kumar1, Van Hoa Nguyen1,2, 

Marjorie Baynosa1, 심재진1,† 
1영남대학교; 2Nha Trang University 

(jjshim@yu.ac.kr†) 

Recently, flexible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 watches, 

wearable computers, and smart clothes have been getting 

significant attention. These devices require rechargeable batteries 

and supercapacitors. In this study, a supercapacitor material was 

prepared using carbon cloth as substrate (0.356 mm in 

thickness) for the active electrode materials. Graphene oxide 

(GO), which can easily form composites with other functional 

nanomaterials, was employed. Poly(diphenylamine)-polyaniline 

(PDPA-PANI) copolymer was selected owing to its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er conductivity, flexibility, and higher 

mechanical strength. GO was coated on carbon cloth by using 

layer-by-layer (LBL) method, and the PDPA-PANI copolymer 

was deposited on the graphene oxide surface by 

electrodeposition, forming a composite wide potential window 

and high conductivity as well as good stability.  

P에너목-65
The advanced structure of high sulfur-loading 

electrode for Lithium-Sulfur Batteries  

남지웅, 김희민, 선양국†
 

한양대학교 

(yksun@hanyang.ac.kr†) 

In the search for next-generation energy-storage materials, the 

lithium-sulfur battery has drawn much attention due to its 

immensely high theoretical specific capacity of 1675 mAh g-1 

and energy density of 2600 Wh kg-1. Its added benefit of being 

a low-cost, copiously available, and environmentally benign 

material has also prioritized the Li-S battery as an auspicious 

candidate.   

We present here an advanced cathode that is able to 

accommodate high-sulfur-loading for maintaining high energy 

density by addressing the problems of Li-S batteries. The 

modified high sulfur-loading electrode (MHSE) does exactly this 

with its advanced yet simple construction and achieves an 

enormously high-sulfur-loading of 10 mg cm-2 through the 

usage of elemental sulfur.   

P에너목-66
Problems of lithiated anode in lithium air batteries  

이선화, 선양국1,†
 

한양대학교; 1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yksun@hanyang.ac.kr†) 

Lithium oxygen battery is attractive battery system which can 

make high energy density for next generation. However, even if 

the many researches have been progressed for years, the works 

about substitution of Li metal which has inherent limitation of 

stability and long term cycling property was terribly deficient.   

Here in, our group clearly demonstrate the ambiguously unsolved 

problem of lithium oxygen full cell system using alternative anode 

(lithiated Si-CNT composite) for lithium metal by XRD and SEM 

analysis. The amount of lithium source in alternative anode is 

limited compared to quasi infinite amount of Li source in Li metal. 

The returning lithium ion at the charge forms the lithium hydroxide 

which passivates the anode by side reaction with moisture in 

electrolyte and from outside. Side reaction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LIOH at the anode site caused loss of the Li source, 

resulting in decreased potential and poor cycle of the Li-O2 full-

cell system.   

Although the Li-O2 full-cell without lithium metal could be a good 

area for practica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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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67
Synthesis of Core-Shell Structure of Lead carbon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system  

KARMEGAM DHANABALAN1, 노현준1,2, 정호영1,2,†
 

1전남대학교; 2환경에너지공학과 

(jungho@chonnam.ac.kr†) 

The core Shell structure of lead carbon synthesized through 

chemical methods. The lead metal have been act as a core of 

function. Activated carbon can be used as shell around the lead 

metal. The lead-carbon core shell structure is effective 

application for negative electrode in lead-acid and ultra-battery 

applications. The activated carbon have role of preventing lead 

particle growth and oxidation of lead metal. In order to get high 

capacitance on the negative electrode, activated carbon could 

be used. This type of structure have large charge acceptance 

and slow polarization of negative electrode in lead acid battery. 

Core –shell type might be highly applicable to ultra-battery for 

increase capacitance of fuel cell. 

P에너목-68
High Rate Performance of Shape Controlled Copper 

Oxide for Lithium Ion Batteries 

김민철, 김시진, 이규호, 최희선, 문상현,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리튬이차전지는 2차 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지

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유기 전해질을 넣어 충전과 방전을 반복

하는 원리를 가진 전지이다. 이중 음극 소재의 경우, 대표적인 

물질은 carbon, LTO, transition metal oxide계의 물질들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이중 Cu2O의 경우, 다른 transition metal oxide의 

비해서 높은 용량, 풍부한 자원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튬이온과의 산화환원반응 간에 

conversion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충방전 

중의 극심한 부피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지수명의 

급격한 저하를 동반하게 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omposite, alloy, shape control과 같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모양의 Cu2O를 수열합성방

법으로 제조하여 전지의 전기화학적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반응

온도, 계면활성제의 양을 조절하여,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고, 

그에 따른 전기화학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합성된 나노 전극체에 대해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구조적 전기

화학적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P에너목-69
The Ag Micro-Particle Electrode for Li-O2 Batteries  

박진범, 선양국†
 

한양대학교 

(yksun@hanyang.ac.kr†) 

Present Li-air batteries, however, have still many problems to be 

satisfactorily applied to electrical vehicles. One of them is the low 

round-trip efficiency. The cause of low round-trip efficiency is 

largely due to the formation of Li2CO3 during cycling of Li-air 

batteries because Li2CO3 decomposes at a potential higher than 

4V. Li2CO3 is typically formed by decomposition of the carbon 

materials in the electrodes and the organic solvent. Li2CO3 

formed by decomposition of carbon materials occupies half of 

whole Li2CO3 formed by decomposition of carbon in electrode 

and solvent in electrolyte. Therefore, to reduce the polarization in 

the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it is required to develop a 

carbon-free electrode.  

In this study, we employ Ag-coated air electrode prepared by 

electrodeposition. The electrodeposition is one of the simplest 

metal deposition methods and easily adaptable to a large scale 

production.  

P에너목-70
One-pot synthesis of Iron Oxide Nanobox Deposited 
on Hierarchically Porous Graphene Architecture for 

Lithium Ion Storage  

윤 솔,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phs0727@skku.edu†) 

The hierarchical architecturing and hybridization of iron oxide is 

important for achieving multifunctional capability that makes it 

possible for practical applications. In particular, hierarchical 

architecturing of graphene/iron oxide hybrids in a three-

dimensionally (3D) manner is expected to become an innovative 

chemical approach for full potential of respective functionality. In 
this study, hierarchically structured rGO/α-Fe2O3 nanobox 

hybrids (hrGO/α-Fe NBhs) are synthesized via a one-pot, 

hydrothermal self-assembly process. All in one synthetic 

approach is simple yet useful for simultaneously constructing 3D 
macroscopic rGO structures and growing α-Fe2O3 NBs. The 

discrete α- Fe2O3 NBs are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he hrGO/α-Fe and confined in the 3D architecture, thereby 

inhibiting the restacking of rGO layers and maximizing their 

functionalitie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hrGO/α-Fe NBhs, we applied them into lithium ion battery 

a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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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71
Ultrafast synthesis of graphene-SnO2 by microwave for 

lithium ion batteries  

서동훈,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phs0727@skku.edu†) 

Graphite is famous for an anode material in lithium-ion battery. 

However, the low theoretical capacity (372 mAh g-1) c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demand of high energy density for electrical 

vehicles and devices. For this reason, graphene-metal oxide 

composite can be a solution to increase the capacity. Especially, 
SnO2 nanoparticles are a promising anode material for the lithium 

ion battery. Graphene-SnO2 (G-SnO2) can be synthesized by 

vacuum filtration and microwave. For example, reduced 

graphene oxide (rGO) and graphene oxide (GO) were uniformly 
dispersed in 2-propanol. The mixture was stirred with SnCl2 

solution, and then a hydrogel was formed by vacuum filtration. 
Finally, the hydrogel transformed to the G-SnO2 through it was 

exposed to the microwave irradiation for 10min. The capacity of 
G-SnO2 showed around 1,000 mAh g-1 in 100 mA g-1 during 

100 cycles, and maintained high specific capacity (746.8 mAh 

g-1) in high current density (300 mA g-1). In addition, properties 
of G-SnO2 were analyzed by SEM, TEM, XRD, XPS, TGA and 

cycle voltammetry.  

P에너목-72
리튬 공기 이차전지의 공기전극용 탄탈럼 화합물/탄소

나노섬유 촉매의 합성 및 성능 평가  

박혜리, 김윤경, 남대현, 임동욱,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튬 공기 이차전지

는 높은 이론적 에너지 밀도로 인해 전기자동차 등을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리튬 공기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지의 충·방전 성능에 크게 기여하는 

공기전극의 촉매물질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기공성과 전기전도성이 뛰

어난 탄소나노섬유를 제조한 후, 스퍼터링으로 탄탈럼 금속을 

증착하여 공기전극용 촉매를 합성하고 이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SEM, TEM, EDS등의 분석법을 통해 합성한 혼합물

의 물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임피던스 분광법과 충·방전 실험

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합성된 탄

탈럼 화합물/탄소나노섬유 복합체가 리튬 공기 이차전지의 공

기전극용 촉매로써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P에너목-73
탄소 표면의 Hollow Co3O4 나노 입자 생성을 통한  

전기화학적 특성 향상 연구  

박재현, 김기민, 이재우†
 

KAIST 

(jaewlee@kaist.ac.kr†) 

Co3O4 나노 입자는 높은 반응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차기 슈퍼 

커패시터의 재료로써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노 입자로써 

가공하기가 힘들기에 상대적으로 표면적으로 향상시키기 힘들

다는 단점과, 금속 산화물의 특성상 낮은 전기 전도성으로 인해 

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독자적으로 쓰이기

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o3O4 나노 입

자의 단점을 보완 시키고자 높은 표면적과 전기 전도도를 가지

는 NDPC (Nitrogen–doped Porous Carbons) 표면에서 코발트 나
노 입자를 Co3O4로 산화 시키는 연구를 진행했다. 탄소 구조 속

의 산소가 금속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Kirkendall effect에 의해 

코발트 입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형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
조적 특성 때문에 생성된 NDPC - Co3O4 복합체는 메조 영역에

서 높은 다공성을 보였다. 메조 영역에서의 다공성은 결과적으
로 전해질 속의 이온 입자가 Co3O4 나노 입자로 흡착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pseudocapacitance를 향상 시켰고, 결과적으로 

1 A/g에서 300 F/g 가 넘는 capacitance를 기록했다. 같은 조건

에서 전류 밀도를 10 A/g까지 올린 조건에서도 210 F/g 를 기록

했으며, Nyquist Plot 에서 보여준 저항 값도 1Ω를 넘지 않는 걸

로 보아 출력 특성 또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P에너목-74
Syntehsis of Fe/N-doped Mesoporous Tungsten 

Carbide Catalysts for Enhanced Oxygen Reduction 
Reaction  

김도형, 곽다희, 한상범, 최앤애, 박현석, 박진영, 원지은, 마

경배,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연료전지란 산소와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여 물과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장치이다. 수소산화반응과 산소환원반응이 주된 

반응이며, 수소산화반응에 비해 산소환원반응이 높은 과전압 손

실로 전체 반응속도를 제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백

금촉매를 연료전지 환원극 촉매로 사용하지만, 높은 가격과 제

한적 신뢰성으로 인하여 연료전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 경제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상용

화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 환원극 촉매로 백금

을 대체 가능한 질소가 도핑 된 텅스텐 카바이드 (N-doped-

WC)촉매를 합성하였다. 백금과 유사하게 촉매 작용을  할 수 있

는 텅스텐카바이드(WC)를 합성 한 후, 이에 전기화학적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에 질소를 도핑하였다. 합성한 촉매는 엑

스선 회절 분석기( XRD:X-RayDiffraction),주사 전자 현미경

(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투과 전가 현미경

(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비표면적 분석

(BET:Brunauer-Emmett-Teller) 등을 통하여, 촉매의 구조적 특성

을 확인하였고, 에너지 분광 X선(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등을 통하여, 촉매표면의 원소분석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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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75
Synthesis of PtIr/TinO2n-1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원지은, 박경원†, 김도형, 마경배, 박진영,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숭실대학교 

  

URFC(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는 연료전지와 전기분해를 

합친 것이다. URFC는 RFC(Regenerative Fuel Cell)보다 간단하고 

compact한 장치이므로 드론(drone), 군사용 등에 유망 받는 발

전장치이다. 하지만 산소환원반응(ORR)과 산소발생반응(OER)

은 과전위가 높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를 사용한다. 이때, bifunctional electrocatalyst로는 ORR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Pt(platinum)과 OER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Ir

(Iridium)을 alloy하여 합성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Pt와 Ir의 비율

을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URFC는 기존의 연료전지

보다 극한 환경으로 촉매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탄소 지지체는 산성에서 낮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도성이 있는 

Titanium sub-oxide를 지지체로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t와 

Ir을 기반으로, PtIr/TinO2n-1을 제조하여 촉매의 활성을 살펴보

았다. 합성한 촉매를 X-ray diffraction (XRD)분석을 통해 구조적 

분석을 진행 하였고, 전기화학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otentiotat을 통하여 cyclic voltammogram, linear sweep 

voltammogram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ORR 활성과 

OER활성,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P에너목-76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tRu Alloy 

Nanoparticles  

마경배,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박진영, 김도형, 원

지은, 박경원† 

숭실대학교 

  

연료전지에서 연료로써 주로 수소연료가 사용되지만 수소기체

의 가연성 및 저장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가 아닌 

메탄올,에탄올 등의 여러 연료들이 연료전지의 연료로써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에서 수소 및 알콜족

의 산화반응촉매로서 백금촉매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백금촉매

는 높은 활성 및 안정성을 가지며 전자의 빠른 전달을 위한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백금원소는 고가이기 때문에 

촉매로써 백금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 사용하게 되어 연료전지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백금 사용량을 최소화하

고 촉매의 백금 촉매의 활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백금과 

루테늄을 합금하는 백금-루테늄 촉매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번 연구에서는 연료를 포름알데히드로 하고 백금-루테늄 촉매

를 이용하여 산화반응촉매로서 백금-루테늄 촉매가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백금-루테늄촉매의 합성 방법 연구도 계

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polyol process 방

법을 이용하여 촉매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촉매들은 X-ray 

diffraction 분석을 통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Cyclic 

voltammetry를 통해 포름알데히드의 높은 산화반응 활성을 확인

하였다.  

P에너목-77
High-Performance chemically regenerative fuel cell 

using liquid catalyst  

한상범, 박경원1,†, 곽다희, 김시진, 김민철, 박현석, 최인애, 
 

박진영 

숭실대학교; 1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kwpark@ssu.ac.kr†) 

연료전지의 산소환원전극은 강한산성, 높은 전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귀금속 산소환원촉매는 카본계 물질에 Iron, 

Nitrogen, Sulfur, Boron 등을 도핑한 물질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학적 재생연료

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 화학적 재생연료전지란 

산소와 화학반응을 통해 산화환원쌍을 산화시켜 산화제를 만들

고, 산화제를 연료전지 환원전극에 공급함으로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스템이다. 산화환원쌍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전극에

서의 환원반응을 반복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

로 귀금속 백금촉매를 carbon felt와 액체촉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액체촉매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초 전기화

학적 분석을 하였다. 액체촉매의 환원반응 활성화에너지를 측정

한 결과 10 kcal/mol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단위전

지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재생효율을 평가하였다.  

사사의 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nergy Technology R&D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ed financial resource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Republic of Korea. (No. 20138520030800) 

P에너목-78
MoS2/heteroatom doped carbon composite for highly 

enhanced hydrogen evolution reaction 

박현석,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진영, 마경배, 김도형, 원

지은,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수소는 청정에너지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이

용하려면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수소 스테이션에서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수소를 제조하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수소 발생용 전극의 재료로는 백금이 

가장 우수하지만 백금촉매가 전체 수소 생산 비용의 30%를 차

지할 정도로 비싸 이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MoS2는 산업적으로 수소화탈황 촉매로 쓰여왔지만 HER 활성

을 나타내어 HER촉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MoS2의 

HER 성능은 촉매에 비효율적인 접촉, 저조한 전기적 운반, 

active site의 반응성과 active site density에 의해 한정된 성능을 

보인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MoS2의 전기적 운반성을 높이고 

다원자 도핑하는 방법으로 active site의 증가를 위해 MoS2-다원

자 도핑 탄소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X-ray photoelecton spectroscopy(XPS), BET 

분석을 통해 구조적 분석을 진행 하였고, cyclic voltammogram, 

linear sweep voltammogram을 통해 높은 HER 활성과 뛰어난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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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79
Steam coal 혼합에 따른 coking coal 물성 및  

coke 품질 영향  

이운재†, 장동민1, 최재훈1
 

포스코; 1포스코기술연구원 제선연구그룹 

(wjlee2@posco.co.kr†) 

Global 경지침체와 철강공급 과잉으로 원료탄(야금용, 발전용)

에 대한 급격한 가격 하락 후 유지되고 있으나, premium coal에 

대한 매장량의 한계 및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가격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

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steam coal을 야금용 coke 제조에 활용하

기 위한 연구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매장량(＞50%)이 풍부한 저등급탄(갈탄, 아역청탄)을 발전용 연

료로 사용하기 위한 upgrading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발전소 사용 steam coal 은 야금용 석탄 대비 점결성이 없기 때

문에 건류시 agglomerate 형태를 만들지 못해 야금용 coke 제조

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steam coal 은 야금용 석탄 대비 

ash 가 높고 발열량이 낮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야금용 석탄과 

혼합시 coke 품질 및 열량 저하의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am coal을 야금용 석탄의 일부로 사용

하기 위해, coke 제조용 원료탄에 혼합시, 탄종 및 첨가량에 따

른 야금용 석탄의 물성변화 및 제조된 coke 품질 영향을 고찰하

였다  

P에너목-80
Controllable morphology and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of Cdot/PtPd nanocomposites for both 
methanol oxidation reaction and formic acid oxidation 

reaction 

Nguyen Van Toan, Quoc Chinh Tran, Van-Tien Bui,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The improvement of catalytic performances for methanol and 

formic acid oxidation reaction still remains a key issue for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 of both direct methanol and 

formic acid fuel cell. In this study, we report a simple reduction 

approach combining with a selectively chemical etching 

technique for the synthesis of nitrogen-doped carbon 

dots/PtPd nanocomposites at room temperature. The 

advantages of our method rely on the use of N-Cdots as 

additionally active sites to induce stable and uniform 

interconnection between PtPd alloys, forming a nanocomposite 

material with unique structures and properties. Furthermore, N-

Cdots/PtPd nanocomposite shows hydrophilic property and 

excellent stability at room temperature. We expect that this 

nanocomposite can be further utilized for a wide range of 

electrocatalytic applications. In this regard, research efforts are 

currently underway in our group. *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for Fusion Technology of Functional 

Chemical/Bio Materials  

P에너목-81
Corrosion Prevention of a PEMFC cathode during fuel 

starvation with nanostructural Ti4O7 support  

최현지, 백준환1, 탁용석1,†
 

인하대학교; 1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재료및전기화학연구실 

(ystak@inha.ac.kr†)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PEMFC)는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

로써 전류밀도가 크고 구동온도가 작아 자동차등의 동력원으로 

적합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PEMFC에 사용되는 

Pt/C 촉매는 표면적이 넓고 화학적 안정성이 좋아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PEMFC의 전원을 끄게 되면 cell 내부에 수소 연

료가 부족하게 되는 fuel starvation 현상이 일어난다. Fuel 

starvation 현상이 지속되면 외부 공기가 스며들어 수소/공기의 

boundary가 형성되면서 cathode 전극의 전압이 상승한다. 그 결

과 탄소 지지체가 산화되어 cell 내구성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itanium oxide 계열을 지지체로 사용하여 탄소 산
화에 의한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자 한다. Ti4O2는 부식 저항이 

작고 전기 전도도가 좋아 지지체로 적합하나, 표면적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ano크기의 Ti4O7을 제

조하였다. 먼저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여 TiO2 nanotube을 합성

한 후, 수소분위기에서 열환원 반응으로 nano-Ti4O7을 제조하

였다. 제조된 Pt/nano-Ti4O7촉매의 물성은 투과전자현미경과 X

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순환 전압-전류법과 유

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전기

화학적 활성면적을 조사하였으며, 막-전극 접합체에 직접 적용

하여 cell의 성능을 확인하고, fuel starvation 가속화 실험을 통하

여 촉매의 내구성을 조사하였다. 

P에너목-82
CuWxMo1-xO4 photoanode for advanced solar water 

splitting  

이병준, 이재성1,†
 

UNIST; 1UNIST 에너지공학부 

(jlee1234@unist.ac.kr†) 

Photoelectrochemical cell (PEC cell) has been issued when it 

comes to increasing energy demands as well as environment 

aspects. PEC cell is ideal system which converts unlimited solar 

to chemical energy in a form of hydrogen by dividing water. 

Present trends to split water efficiently is to choose low bandgap 
materials. In this regard, CuWO4 has been studied owing to its 

higher conduction band(CB) than WO3 thereby it contains lower 

bandgap around 2.3eV.   
Even though CuWO4 shows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visible active absorption, notorious drawbacks so called poor 

bulk and surface charge transportation still hinder desired solar 

decomposition. Several groups have carried out suitable actions 

like co-catalyst or heterojunction formations in order to solve 

carrier transport matters. But their effect is still too poor to 

improve.   

One group explained that Mo can be readily substituted to W site 

owing to its analogous radius so that CB position can be moved 
to the downward.  In this presentation, CuWxMo1-xO4 

containing lower bandgap than CuWO4 will b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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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83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기술 개발  

윤형철†, 유충열, 정은영, 김종남, 한상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yoon@kier.re.kr†) 

수소의 저장체(17.6 wt% H2)이며, 무탄소 에너지 담체인 (액화 

암모니아: 11.5 MJ/liter, 액화 수소: 8.49 MJ/liter) 암모니아는 수

소와 비교하여 저장 (8.5기압 상온:액체) 및 이송이 용이하다. 세

계적으로 연간 2 억 톤의 암모니아가 생산·소비하고 있어 암모

니아 이송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현재 암모니아는 천연가

스 또는 석탄과 질소를 원료로 하버-보슈(Haber-Bosch) 공정을 

통하여 합성한다. 하버-보슈 공정은 고온 고압 반응 (150-250 

bar, 300-550oC)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30GJ/ton NH3 이

상), 천연가스 또는 석탄의 개질을 통한 수소 제조로 다량의 온

실가스인 CO2 배출하며 (2.16 kg CO2/kg NH3), 많은 기술 개발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낮은 암모니아 전환율 (10-15%)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하버-보슈 공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물과 질소로부터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이 연구하고 있다. 물과 질소를 원료로 전기화학적으로 암

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은 탄소 배출이 없고 상압 저온에서 저

에너지 저비용으로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상압에서 물과 질소를 원료로 한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생산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전기화학

적 암모니아 합성법,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고체/액상 전해

셀 합성법에 따른 암모니아 합성률 및 페러데이 효율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P에너목-84
감압 잔사유 열분해 공정에서 첨가제가  

액체 수율과 성상에 미치는 영향  

이성훈1,2, 조동우1,†, 추고연1, 박종호1, 김종남1, 
 

김권일1, 이영우2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충남대학교 

(dwcho@kier.co.kr†) 

일반적으로 정유 공장에 사용되는 경질 원유 (Light Crude oil, 

API 30이상)는 감압 잔사유 비율이 약 10~30%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생산 또는 발견되는 유전의 원유는 

중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압 잔사유의 함량도 함께 높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감압 잔사유는 원유정제공정에서 감압 증

류 공정의 하단부에서 얻어지는 유분을 지칭하며, 593℃ 이상의 

매우 높은 비점분포를 지닌다. 또한 높은 탄소수로 인한 고점도

와 불순물인 황, 질소, 중금속 (V, Ni 등)의 함량이 높아서 연료유

로서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주로 건설자재 또는 도로 포장

용 자재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연

료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비점 물질을 저비점 물질로 변환시

키는 오일 업그레이딩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감압 

잔사유를 업그레이딩하는 공정은 크게 탄소 함량을 낮추는 공정 

(Carbon rejection process)과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 (Hydrogen 

addition process)으로 구분된다. 이중 Carbon rejection Process

의 경우 낮은 장치비와 고가의 수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

점과 반응 후 Coke가 생성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Carbon rejection Process인 열분해 공정에 

대하여 첨가제의 사용이 액체 수율과 얻어진 유분의 성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P에너목-85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담지체 팔라듐  

촉매 합성 및 연료 전지로의 적용  

황정수, 김영광, 이현준1, 권오중†
 

인천대학교; 1서울대학교 

(ojkwon@inu.ac.kr†) 

PEMFC에 가장 많이 쓰이는 Pt/C 촉매는 백금이 고비용이라는 

점과 장기간 구동 시 탄소 담지체의 산화로 인해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백금을 대체할 다른 귀금

속 및 alloy 금속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고비용 문

제에 대한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팔라듐이다. 지금까지 팔

라듐을 이용한 촉매 연구는 성과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촉매를 합성하여 기존의 팔라듐 

촉매 및 백금 기반 촉매와 성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백금과 Polyaniline을 함께 합성 후 PEMFC 촉매로의 

성능을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동방법을 팔라듐에 적용하는 연

구를 진행했다. 다만 APS등의 산화제를 이용하여 aniline을 합성 

후 다시 금속 전구체를 넣어 담지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초음

파를 이용하여 팔라듐 전구체와 aniline monomer를 동시에 합성

하는 one-pot process를 따라 진행한다. 합성한 촉매는 PEMFC

뿐 아니라 DMFC, DFAFC에 역시 적용시켜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P에너목-86
Solution based CuInS2 solar cell production with 

ZnO/CdS core-shell nanostructure 

김상국, 이동욱, 용기중†
 

포항공과대학교 

(kyong@postech.ac.kr†) 

Solar energy is one of promising future energy sources. Among 
many solar cells, CuInS2 (CIS) thin film solar cell has gotten 

attention because of its high absorption coefficient, adjustable 

band gap, high incident photon conversion efficiency, good 

stability and so on. The cell efficiency has recorded 20.3% 

recently, but those processes required high vacuum conditions 

which would lead to high cost and limitation on mass production. 

This research is a try to produce CIS solar cell at low temperature 

with non-vacuum condition using solution coating. The solution 

containing Cu, In and S was spin-coated on ZnO/CdS nanowire 

core-shell structure, and made absorption layer. Therefore overall 

structure could be a superstrate structure solar cell. The 

nanostructure let contact area at each layer larger than that on flat 

structure, so that efficient light absorption and carrier transfer 

were possible. SEM, XRD, UV-transmittance were also 

measured. In conclusion, superstrate CIS solar was produced 

using solution process at low temperature with room pressure. 

The cell with ZnO nanostructure could show better efficiency than 

earlier superstrate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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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87
EFB 저가촉매 열분해를 통한 고품질 바이오  

오일 생산  

노동훈, 이형원, 김범식, 오대준,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catalica@uos.ac.kr†) 

EFB(Empty fruit bunches) 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열대 지방에

서 나오는 Fresh Fruit bunches의 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은 적당

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많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EFB를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

원이 한정적인 우리나라에서 열적 전환 공정을 통해 에너지원으

로 쓸 필요가 있다. 열적 전환 공정을 통하여 에너지화 하는 열

분해는 탄소 중립적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액체 회수율이 

높아 대체에너지 생산 공정으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 오일은 낮은 품질 때문에 바로 실생

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열분해 과정

에서 저가 촉매를 사용하여 높은 품질과 경제성 까지 갖춘 바이

오 오일의 생산이 이 연구의 주된 목표이다. 촉매를 이용해 점성

을 낮추고, 수분과 산소 함류량을 낮추는 등의 개질과 동시에 정

확한 측정을 위해 GC/MS를 통해 오일분석을 하며 TCD, FID를 

이용하여 오일과 같이 나오는 가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4010091790) 

P에너목-88
촉매를 통한 폐비닐 바이오 오일의 개질  

노동훈, 박영권†, 김범식, 오대준, 이형원
 

서울시립대학교 

(catalica@uos.ac.kr†) 

플라스틱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 중 하나이

다. 편리함과 경제성, 내구성 등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에 따

른 부작용 또한 명백하다. 소각이나 매립 등 플라스틱의 제한된 

처리 방안과 그에 따른 환경호르몬의 유출, 페기물의 불완전 연

소 등이 현재 환경에서 커다란 이슈이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플

라스틱의 처리방안 중 하나로 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한 에너지

화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의 열적 

전환 공정은 폐기물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에너지원이 한정적인 한국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을 이용한 열분해를 이용해 바이오 오

일을 생산하는 공정을 연구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공정으로 생

성한 오일을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개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촉매를 이용한 열분해를 통해 오일의 개질을 시도하였

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NRF)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R1A2A2A11001193).  

P에너목-89
PEMFC catalyst durability enhancement by using 

silica-coated CNF as catalyst support  

김상경†, Jahowa Islam, 황선미, 박구곤
 

KIER 

(ksk@kier.re.kr†) 

Carbon supported platinum is widely used as a cathode catalyst 

in a fuel cell. However, under the cathodic harsh condition, 

carbon support becomes corroded which directly affect platinum 

agglomeration and detachment. In the present study, PCNF was 

coated with different thickness of silica by successive hydrolysis 

of APTES and TEOS. The hydrolysis of the only APTES results in 

very thin layers whereas the APTES and TEOS results in thick 

layers. In terms of durability and electrochemical conductivity, 

both thin and thick layer are not favorable as an electrocatalyst in 

a fuel cell. Platinum nanoparticles were then deposited on the 

silica coated PCNF. Phys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CNF/SiO2/Pt catalyst were studied by TEM, TGA, nitrogen 

isotherm, X-ray diffraction and CV. Finally, Pt/PCNF/SiO2 

electro-catalyst (where silica layer deposited on Pt/PCNF) was 

also compared with PCNF/SiO2/Pt.  

P에너목-90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Operating Parameters in 

Power Generation by Lab-Scale Reverse Electro-
Dialysis (RED) 

최인수†
 

강원대학교 

(ischoi@kangwon.ac.kr†) 

Reverse electro-dialysis (RED) is a technology that produces 

electricity by mixing water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However, 

the power output of RED is subject to change with operating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authors fabricated a lab-scale RED, 

and attempted to evaluate the RED performance upon different 

operating parameters. First, the effect of salinity ratio on RED 

performance was examin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low-

salinity water. Their relationship was rationalized based on the 

change in open circuit voltage and individual resistance that was 

obtained from impedance analysis. Second,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ate of feed solution, which turned out 

to affect the concentration polarization of solution in RED. Finally, 

the effect of flow rate of rinse solution was studied. In conclusion, 

estimation on the trends in power output by changing operating 

parameters were made to determine the effective and practical 

operation of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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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91
1-D ZnO/ZnCr MMO Photoanode to 

enhance Photoelectrochemical Water Oxidation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박윤빈, 이재성1,†
 

POSTECH; 1UNIST 

(jlee1234@unist.ac.kr†) 

We reported new synthesis method for preparation of layered 

double hydroxide (LDH) and developed ZnCr MMO photoanode 

before. It showed PEC water oxidation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However it had low activity. To improve 

Photoelectrochemical activity, 1-D structured ZnO/ZnCr 

MMO photoanode were developed. 1-D ZnO/ZnCr MMO core-

shell structure were prepared by electrodeposition of LDH and 

calcination process. As a result, ZnO/ZnCr MMO could utilize the 

visible light irradiation. Furthermore 1-D ZnO/ZnCr MMO 

composite photoanode largely enhanced photoelectrochemical 

water oxidation activity with one dimensional morphology and 

appropriate band position to separate electrons and holes.    

P에너목-92
염료감응태양전지(DSSC) 일체형 스마트윈도우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듈 특성 평가 연구  

배기용, 정성훈,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최근 기상이변 및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해 건물에너지의 효율적

인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전력소모를 줄여주는 ‘스마트 윈도우’에 대한 요

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 윈도우 구현을 위한 전기 변색(electrochromic; EC) 기술

은 전력소비가 적고, 열차단 효과가 뛰어나며, 장기 안정성이 좋

으나, 전원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시공이 복잡하

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EC형 스마트 윈도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 및 신축 건

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체 전원을 보유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Dye Sensitized Solar Cells, DSSC) 일체형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의 개발이 필요하다.  

DSSC는 반투명하고 다양한 색구현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건물 

창호에 적용하여 전력생산을 하기 매우 용이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소자로, EC형 스마트 윈도우와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유

리기판에 동시제조가 가능하고 EC형 스마트 윈도우의 전력소모

가 많지 않아 적은 면적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i 박막태양전지의 안전성 평가방법인 ‘IEC 

61646’의 10.11(온도 사이 클실험)과10.13(고온 고습 실험)을 적

용한 DSSC 모듈 특성 평가(10×10)와 EC(10×10)모듈 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창호를 위한 최적의 센서를 제안하고자 한

다.  

P에너목-93
Interlayer Treatments to Improve Charge Selectivity in 

High-efficient and Stable Organic Photovoltaic Devices 

Tahmineh Mahmoudi, 서승희, 한윤봉†
 

전북대학교 

(ybhahn@jbnu.ac.kr†) 

Low-band gap Poly(3-hexylthiophene-2,5-diyl):Phenyl-C61-

butyric acid methyl ester (P3HT:PCBM) modified with iso-

propanol (IPA) was used as a hydrophilic sensitizer for polymer 

solar cells (PSCs). It was also found upon treatment, this 

PEDOT:PSS/IPA oxidizes P3HT, creating a thin p-type interlayer 

of P3HT+/IPA− on top of the BHJ, which blocks electron 

diffusion through PEDOT:PSS. Using contact angle 

measurements, elemental analysis, and UV-vis absorption 

spectroscopy, this P3HT+/IPA− layer is shown to be hydrophilic 

(Contact angel improved from 102� to 56�), with higher oxygen 

moiety on top of layer (in compare to the bulk) (confirmed by 

XPS measurements), and improved band gap (reducing from 2.3 

eV to 2.0 eV), exhibited higher interfacial contact with 

PEDOT:PSS followed by higher device efficiency. Current 

density–voltage measurements show this doped interlayer 

reduces injected dark current while increasing both open-circuit 

voltage and fill factor through the creation of a more hole 

selective BHJ-PEDOT:PSS interface, indicating its bulk media 

remains intact during the IPA treatment.  

P에너목-94
알칼라인 수전해용 Ni-Zn-Mo ternary alloy 도금  

조건 변화에 따른 전극 특성 연구  

성현철, 강경수†,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정성욱, 
 

조원철, 조현석, 박병흥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한국교통대학교 

(kskang@kier.re.kr†) 

알칼라인 수전해 효율은 전극 성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전

해 전극으로는 촉매활성과 내식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Ni이 주로 

사용된다. Mo는 HER에서 Ni보다 촉매활성이 떨어지나, Ni-Mo 

합금 시 Ni-Co, Ni-Fe 보다 촉매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Zn-Mo ternary alloy 전극을 전기도금법

으로 제조하였다. HER에서 가장 좋은 촉매활성을 가지는 전극

을 제조하기 위해 도금욕 제조를 실시하였다. 도금욕 제조시 

Citrate와 금속염의 함량비에 따라 도금욕의 안정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금 시 pH와 전류밀도 변화에 따라 Zn의 함

량과 도금층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금 층의 

다공성 구조 형성을 위해 Zn를 De-alloying 하였다. 다공성 Ni-

Zn-Mo 전극은 3전극, 1M KOH, 25℃에서 활성을 평가 분석 하

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Energy Dispersive X-

ray Spectroscopy(EDS), X-ray Diffraction(XRD) 분석을 통해 전

극 표면 형상과 성분 및 구조 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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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95
Ag Galvanic Displacement on electrodeposited Cu 
foam for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O2 to CO  

이현주, 김호영1, 박현주1, 김준형2, 김현기2, 김정환2, 황은

경, 김수길, 안상현2,† 

중앙대학교; 1중앙대학교 융합공학과;  
2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shahn@cau.ac.kr†) 

근래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인 CO2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켜 

환경 문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생성물을 얻고자 하
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CO2의 환원 반응 중에

서 CO를 생성시키는 반응에는 Au, Ag와 Cu가 높은 촉매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Ag와 Au는 CO 생성

에 대한 선택도가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정전류 전해도금법을 이용하여 Cu foam을 제작하고 이

후 Ag의 치환을 통해 귀금속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활
성표면적을 증가시켜 CO2 환원반응에 촉매로 적용해보았다. 

Cu의 전해도금 단계에서는 Cu precursor의 농도와 전류 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Cu foam의 pore size를 22 ~ 56 μm로, wall 

thickness를 14 ~ 42 μm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도금 용액에 특
정 첨가제를 넣었을 경우 Cu2O의 형성을 억제하여 Cu foam의 

표면에서 Ag의 치환 반응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g의 

치환 단계에서는 Ag precursor의 농도와 시간, 첨가제의 유무 등

이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치환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전기화학
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Potentiostat을 통해 촉매의 CO2 환

원반응을 진행하였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CO의 

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P에너목-96
생다시마로부터 혐기성 발효공정을 통한 탈염 및  

휘발성 유기산 생성 연구  

이성찬, 우희철†
 

부경대학교 

(woohc@pknu.ac.kr†) 

해조류는 다른 육상 바이오매스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어 

친환경 바이오 매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갈조류인 다시

마는 국내 생산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

용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를 이용하여 바이

오 연료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조류내의 염분 함유량이 높아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다

시마로 부터 혐기성 발효공정을 통하여 휘발성 유기산 생산성을 

확인하고, 생성 후 남은 고형물의 탈염효과를 보고자 한다. 혐기

성 발효공정은 보통 6일 이내에 최대 유기생산성을 보이므로 6

일 동안 탈염 효과를 확인하여 휘발성 유기산의 생산성과 탈염

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혐기성 소화공정은 운전 부피100 

L에 생다시마 50 kg을 넣고 메탄생성 억제제로 CH3I 30 ppm을 

사용하고 접종원으로 수영하수 처리장의 소화 슬러지를 사용하

였다. 분석항목으로는 휘발성유기산, 총 유기탄소, ICP 분석을 

통하여 휘발성 생다시마로부터 유기산으로의 탄소 전환율과 생

다시마 내부의 염분 제거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생다시마, 혐기성 발효, 탈염 , 휘발성 유기산  

P에너목-97
1kW급 암모니아기반 수소 발생장치(1kW-class 

ammonia based hydrogen genarator)  

차준영1,2, 김효영1,2, 김영천2, 황준규3, 박현서2, 한종희1,2, 
 

남석우1,2, 윤창원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체드윅 송도 국제학교 

(cwyoon@kist.re.kr†)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highly efficient and low 

emission energy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fossil fuel based 

resources, hydrogen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To 

address this issue, we demonstrated a 1kW power generation 

system utilizing NH3 as a initial fuel, applicable to fuel cells. We 

developed ruthenium based catalysts and tested their activities 
towards NH3 dehydrogen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550°

C  to 650°C at the atmospheric pressure  and the gas-hourly-
space-velocity(GHSV) of 5,012 to 10,000 mL/gcat · h. It was 

found that ammonia decomposed to give hydrogen with the 
conversion of 99.7% at the GHSV 5,012 mL/gcat ·h and 823K. 

P에너목-98
Intermetallic nanostructures for stable cathode 

catalysts in PEMFCs 

예영진, 이재혁1, 이진우1,†
 

POSTECH; 1POSTECH 화학공학과 

(jinwoo03@postech.ac.kr†)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efficient renewable energy 

sources. Among them,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PEMFCs) are drawing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their potential 

application to electrical devices and automotive engines. 

However, commercialization of PEMFC is confroted with 

insufficient durability of  Pt-based cathode catalyst. Presently the 

most widely used catalyst is 2-5 nm sized Pt 

nanoparticles supported on carbon black .  

Ordered intermetallic phases provide precise control of structural, 

geometric, and electronic effects, which are not allowed by 

normal alloys with random postion of Pt and transition metals. In 

addition, recent studied on various intermetallic phases including 

FePt, CuPt, and CoPt have showed that Pt-based intermetallic 

structure have the enhanced ORR activity and durability. 

In this research, we study the intermetallic FePt nanostructures as 

cathode catalysts in PEMFCs. They showed enhanced specific 

activity and durability compared to Pt/C, because of their 

intermetall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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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99
관형 Solid Oxide Coelectrolysis (SOC)셀의  

고온 가압 운전 성능 평가  

임탁형†, 이종원, 이승복, 박석주, 송락현
 

KIER 

(ddak@kier.re.kr†) 

고체산화물 공전해 셀(Solid Oxide Coelectrolysis, SOC)을 이용

한 H2O/CO2 고온 공전해 공정은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전기화

학적 전환 반응으로 CO2를 재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압 공정을 통해 합성가스를 신연

료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변동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방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압 운전 시 전기화학적 전환 효율 향상과 동시

에 신연료 생성이 가능 하므로 가압 시스템을 구축하여 압력에 

따른 고온 공전해 반응을 연구 하였으며, 상압 조건에서 공전해 

반응 시 다양한 변수를 통한 최적화된 조건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 그룹에서 보유한 고유의 방법으로 제작된 원통형 고체 산화

물 공전해 셀에 적합한 가압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을 실시하여 가

압 시스템을 최적화 하였으며, 가압 공전해 시 상압 대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학적 전환 효율향상이 증가하는 것을 I-V

곡선그래프 거동분석으로 부터 확인하였다.  

P에너목-100
Bio-templated Synthesis of Hematite Nanowires for 

Visible Light Driven Water Splitting 

전다솜, 류정기†
 

울산과학기술원 

(jryu@unist.ac.kr†) 

We report the synthesis of hematite nanowires for visible light 

driven water splitting by using nanofibrous M13 bacteriophages 

(viruses) as a template. It was found that ferric ion-containing 

sol-gel precursors readily interact with M13 viruses through 

electrostatic interactions, enabling the growth of FeOOH 

nanowires by controlled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eactions. 

Annealing of the FeOOH nanowires at high temperatures in air 

leads to the formation of hematite (a-Fe2O3) nanowires, of 

which diameter can be varied from few tens of nanometers to 

hundreds nanometers by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precursor solution and reaction temperature. We can also 

fabricate the film composed of interconnected hematite 

nanowires simply by vacuum filt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tested photocatalytic activity of bio-templated hematite 

nanowires for visible light driven water splitting. It is thought that 

the present study can provide a green alternative ways to 

fabricate various functional nanomaterials, especially oxide 

nanowires for energy applications. 

P에너목-101
Layer-by-Layer Assembly for Thin-Film Deposition of 

Molecular OER Catalysts for Photocatalytic Water-
Splitting  

전다솜, 김현우, 류정기†
 

울산과학기술원 

(jryu@unist.ac.kr†) 

We report a novel and simple method to deposit thin-film of 

molecular OER (oxygen evolution reaction) catalysts for 

photocatalytic water-splitting by layer-by-layer (LbL) assembly. 

Recently, tetracobalt polyoxoanions, [Co4(H2O)2(PW9O34)2]

10- were used as a molecular OER catalyst to deposit in the 

form of thin film by LbL. We found that molecular OER catalysts 

can be readily deposited onto various electrode surfaces such as 

gold, titania, and hematite (a-Fe2O3) without loss of their 

catalytic activity. In general, there was a decrease of on-set 

potential and an increase of current density for electrocatalytic 

water-splitting at the same time after modification with molecular 

OER catalysts regardless of types of polyelectrolytes and 

underlying substrates.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udy can 

provide insight to design, build, and test various kinds of electro- 

and/or photocatalytic systems. 

P에너목-102
Catalytic Pyrolysis of HFC-134a (1,1,1,2-

Tetrafluoroethane, CH2FCF3)  

김영민†, 황병아, 이보람, 한태욱, 박영권1, 정재성2, 김승도
 

한림대학교; 1서울시립대학교; 2CAiT Engineering 

(damper96@naver.com†) 

Refrigerant HFC-134a is a potential greenhouse gas causing 

global warming and need to be treated by the proper treatment 

technology. Although the thermal treatment such as pyrolysis can 

be considered as the potential treatment method of HFC-134a, it 

is very difficult to be applied due to its thermal stability. In this 

study, catalytic decomposition of HFC-134a over five kinds of 

catalyst was studied at the temperature ranging from 300 to 

600oC under nitrogen atmosphere using a vertical plug flow 

reactor. Among five kinds of catalyst tested in this study, γ-Al2O3 

showed the best HFC-134a decomposition efficiency, followed 

by Al2O3, CaO, CaCO3, and Na2CO3. Even at 400oC, γ-Al2O3 

decomposed 99% of HFC-134a and trifluoroethylene, hydrogen 

fluoride, CO2 were produced as the byproducts.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angwon 

Green Environment Center (KWGEC) as 17 th research proje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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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03
알칼라인 수전해용 LDH 구조 Ni-Fe 전극 촉매 연구  

한원비, 강경수†,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정성욱, 
 

조원철, 조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skang@kier.re.kr†) 

수전해 반응에서 산소발생반응(OER, Oxygen evolution reaction)

의 과전압이 수소발생반응(HER, Hydrogen evolution reaction)의 

과전압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따라서 수전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OER의 과전압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Ni

은 높은 내부식성과 가격경쟁력으로 알칼라인 수전해 OER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Ni-Fe 이중층수산화물(LDH, Layered 

double hydroxide)은 OER 과전압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Ni-Fe LDH 전극을 용액성장법(CBD, Chemical 

bath deposition)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전극은 XRD와 SEM 분

석에서 LDH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200mA/cm2에서 Fe의 함량 

변화에 따라 570~640mV (vs. Hg/HgO)의 OER 활성을 보였다.  

P에너목-104
분사층 반응기를 이용한 반탄화 EFB(Empty fruit bunch)

의 급속열분해 특성 고찰    

유호성, 이병규, 최명규, 최항석†
 

연세대학교 

(hs.choi@yonsei.ac.kr†)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친환경적이며 잠재량

이 풍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발

열량이 낮고 함수율이 높아서 반탄화, 열분해와 같은 품질향상

이 필요하다. 그중 열분해는 액체 생산물을 얻는 공정으로 

400~600℃의 무산소 조건에서 물질을 열적으로 분해하는 공정

이다. 바이오매스 열분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생산 및 오일 업그레이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시료를 전

처리하여 열분해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반탄화는 200~300℃

에서 10~60분간 열적으로 분해하는 공정으로 수분과 일부 휘발

분을 제거하여 연료로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전처리에 효과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조건이 열분해 생산물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반탄화 EFB(Empty fruit bunch)

의 급속열분해를 수행하였다. 열분해 실험에는 5가지(220℃, 

240℃, 260℃, 280℃, 300℃)의 반응온도에서 반탄화 최적 시간

인 30분 동안 반탄화한 시료와 원시료를 사용하였다. 급속열분

해 반응기로는 분사층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온도는 

450±5℃로 유지하였다. 급속열분해 수행 후 각 시료별 액체생

산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반탄화 온도에 따른 급속열분해 생성물

의 성분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NRF-

2014R1A2A2A03003812) 

P에너목-105
접을 수 있는 비대칭 마이크로 수퍼커패시터 어레이의 

제작  

윤준영, 임예인, 이한찬1, 이금비, 박 흔, 진상우, 
 

이용희, 하정숙1,† 

고려대학교; 1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jeogsha@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디자인 된 MnO2 nano-ball@MWCNT 양

극과 V2O5 wrapped MWCNT 음극을 사용하고, 비수성 유기 전

해질인 PMMA-PC-LiClO4를 사용하여 접을 수 있는 비대칭 마

이크로 수퍼커패시터를 제작하였다. 금 집전체 위에 기능기가 

달린 MWCNT를 스프레이 코팅하여 활물질로 사용하였고, 그 위
에 양금과 음극으로써 MnO2 nano-ball과 V2O5를 각각 전기증

착하였다. 비대칭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전압 범위는 1.6V까지 

확장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5mA/cm3의 전류밀도에서 

92F/cm3의 부피 용량, 3.86W/cm3의 출력 밀도에서 

30.68mWh/cm3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9.58mWh/cm3의 에너

지 밀도에서 57.45W/cm3의 출력 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뿐

만 아니라, 10,000번의 반복되는 충·방전 싸이클 후에도 초기 용

량의 86%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비대칭 마이크로 수퍼커

패시터 어레이를 방수 가능 기판 위에 집적하였고, 액체 금속 

Galinstan으로 연결하였다. 이 집적 시스템은 2,000 번의 접힘 싸

이클 후에도 안정적인 전기화학적 성능을 나타냈다. 게다가 이

는 LCD (0.8V)나 green LED (3.3V)와 함께 집적하여 물속에서도 

3시간동안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었다. 이 전 고체상 접을 수 

있는 방수 가능 비대칭 마이크로 수퍼커패시터 어레이는 미래에 

입을 수 있고 휴대 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장

치로서 큰 가능성을 제안한다.  

P에너목-106
Optimized hole transfer layer morphology as 

molybdenum oxide to improve performance organic 
photovoltaics  

안정환, 한은미†, 장명준
 

전남대학교 

(emhan@jnu.ac.kr†) 

The Organic Photovoltaic (OPV) applying Molybdenum oxide 
(MoOx) nanorods as Hole Transfer Layer (HTL) enhanced 

Pho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PCE) than flat MoOx layer as 

HTL. The device structure is FTO/MoOx 

nanorods/P3HT:PCBM/ZnO/Ag. The morphology of MoOx layer 

was controlled by hydrothermal reaction time and concentration 

of the precursor. Reducing hydrothermal reaction time and 

concentration of the precursor, the morphology of nanorod layer 
was different as flat layer. The device with 0.24 wt% MoOx 

precursor concentration had the highest efficiency of 2.748%. 

This PCE increased 43% higher than flat MoOx O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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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07
Effect of the redox properties of support oxide over 

cobalt-based catalysts in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이열림, Ajay Jha,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나현석, 김학민,  

이다위, 유성연, 노현석† 

연세대학교 

(hsroh@yonsei.ac.kr†) 

A series of cobalt-based catalysts supported on CeO2, ZrO2, 

TiO2, and Al2O3 were prepared by the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and applied for the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Among the prepared catalysts, 
Co/CeO2 catalyst showed the highest CO conversion as well as 

the most stable catalytic performance in a very high GHSV of 
143,000 h-1. The excellent activity and stability of the Co/CeO2 

catalyst were attributed to its high metal dispersion, which is 

found to be strongly dependent on the reducible nature of the 
CeO2 support.  

P에너목-108
Optimization of cobalt loading on Co-CeO2 catalyst for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박종현, 조수진, 주성식, 심정후, 이열림, 노현석†
 

연세대학교 

(hsroh@yonsei.ac.kr†) 

In our previous study, CeO2 supported Co catalyst showed high 

catalytic performance in the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HTS) reaction. In this study, HTS reaction has been carried out 
over Co-CeO2 catalyst prepared by a co-precipitation method. 

Co loading was optimized to obtain highly active Co-CeO2 

catalyst for HTS. Of the prepared catalysts, 15 wt.% Co loading 
of the CeO2 catalyst showed the highest CO conversion (90% at 

400 oC) as well as stability. The remarkable performance of the 
15 wt.% Co-CeO2 catalyst is mainly due to the highest Co 

dispersion.  

P에너목-109
CeO2에 의해 증진된 Cu/Al2O3 촉매의 제조방법이  

산소빈자리 농도와 고온 수성가스전이반응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성연, 심재오, 나현석, 장원준, 전경원, 김학민, 이열림,  

이다위, 정대운1, 노현석† 

연세대학교; 1창원대학교 

(hsroh@yonsei.ac.kr†) 

수성가스전이반응에서 산소빈자리 농도는 산화환원 메커니즘
에 영향을 미쳐 반응 활성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CeO2

에 의해 증진된 Cu/Al2O3 촉매 제조 시 CeO2와 CuO의 담지순

서를 변화시킨 Ce/Cu/Al2O3, Ce-Cu/Al2O3, 그리고 

Cu/Ce/Al2O3 촉매를 제조하여 고온수성가스전이반응에 적용하

였다. 그 결과, Ce/Cu/Al2O3 촉매가 가장 높은 산소빈자리 농도

에 기인한 가장 높은 CO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P에너목-110
Multiple Gaussian-distributed activation energy model
과 pseudo-components를 활용한 오일샌드 역청의 비

등온 열분해 반응 속도론 분석 

신상철, 임수익, 박준우, 권은희, 노남선1, 이기봉†
 

고려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hol_cloudnine@korea.ac.kr†) 

  중국, 인도 등의 비OECD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따라 세계 에

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 에너지원인 전통 원유의 사용량 또

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 원유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전통석유 자원을 활용을 통해 늘

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

전통석유의 고부가가치 경질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열분해 기

술과 같은 경질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열중량 분석법이 열분해 

반응의 특성 파악에 널리 이용되어 왔고, 비등온 열중량 분석으

로부터 반응속도 상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 방법들은 많은 물질의 혼합물인 원료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반응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

구에서는 반응의 복잡성을 고려할 수 있는 distributed activation 

energy model (DAEM)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비전통 원유인 오일

샌드 역청의 열분해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일샌드 

역청의 말텐 성분과 아스팔텐 성분을 분리하여 각 성분들에 대

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열중량 분석과 model-free 반응속

도 분석법을 활용하여 오일샌드 역청의 열분해 거동을 확인하

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오일샌드 역청 및 말텐과 아스팔텐에 대해 multiple Gaussian-

DAEM 분석을 수행하여 오일샌드 역청의 비등온 열분해 반응 메

커니즘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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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11
Solvent Extraction of Crude Bio-Oil Produced by Fixed 

Bed Pyrolysis Derived from S. japonica 

Zhang Wei, 최재형, 우희철†
 

부경대학교 

(woohc@pknu.ac.kr†) 

Macroalage are considered to be a potential feedstock for 

alternative fuel. As we all known, because the high content of 

minerals in macroalge, they can cause the problems of corrosion 

and slagging. A pretreatment process of S. japonica has been 

required for demineralization and dewater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yield of products and the characters of bio-oil 

fractions obtained by solvent extraction. A pyrolysis on two 

pretreatments of S. japonica were carried out in a fixed bed 

reactor under different temperatures. The yield of bio-char 

produced by untreated S.japonica was higher than that of water 

pretrated S.japonica. Conversely, the yield of bio-oil and gas 

obtained from water pretreated S.japonica were higher than those 

of untreated S.japonica. Solvent extraction was proceeded with 

distilled bio-oil. Compared with the untreated and water 

pretreated S.japonica, the yield of extracted oil (16.6%) from the 

former was two times higher than that(7.7%) from the latter. 

P에너목-112
Design of CoNi alloy/graphene as an efficient Pt-free 

counter electrod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박은희, 이유진, 다오반,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Platinum is known as the most preferred catalyst material for 

counter electrode (CE) of the dye-sensitized solar cells (DSCs). 

However, Pt suffers the most expensive material, results in 

limiting of large-scale application. We present here the synthesis 

of CoNi/graphene nanohybrid materials without toxic chemicals, 

under low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s. The 

developed materials are effectively utilized as CE of the DSCs. 

For this purpose, we first designed an experimental approach for 

the co-reduction of metal precursor ions and graphene oxide via 

dry plasma reduction. The formation of CoNi alloy on graphene 

surface was confirmed by TEM and XRD. Morphology and the 

chemical state of developed CEs were determined by SEM 

and XPS, respectively.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of the 

CEs was carefully investigated through EIS, CV and Tafel 

measurements. Finally, the effect of CEs on the efficiency of 

DSCs was further confirmed through analyzing J-V and IPCE 

performances. * This work was supported from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for Fusion Technology of 

Functional Chemical/Bio Materials.  

P에너목-113
Optimum alloying of PtMo used as an efficient counter 

electrode material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신상호, 정성규, 이민지, 박은희, 다오반,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Owing to its low fabrication cost, and high power conversion 

efficiency, the dye-sensitized solar cell (DSC)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solar cell. One of the 

issue with DSCs is need to improve the transfer electrons into the 

redox system to activate electrolyte reduction at the counter 

electrode (CE). Pt is known as the most popular material for CE 

of DSCs. Recently, Pt-based alloy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as CEs because of their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superior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and low cost. However, 

the major problem is the processing cost due to requirement of 

vacuum condition. We present here the synthesis of PtMo alloy 

on TCO-glass and their applications as efficient CEs of DSCs.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an experimental approach for co-

reduction of metal precursors. The formation and chemical state 

of PtMo alloys were confirmed through TEM, XRD, HRSEM and 

XPS measurement. And the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was 

carefully investigated through CV, EIS and Tafel measurement. 

The effect of CEs on the efficiency of DSCs was finally further 

confirmed by photovoltaic measurement.  

P에너목-114
Synthesis of bimetallic PtNi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as an efficient counter electrode of dye-
sensitized solar cells 

배경호, 다오반,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We present the synthesis of bimetallic PtNi nanoparticles (NPs) 

on the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substrate by using 

dry plasma reduction under atmospheric pressure at low 

temperature process and without using any toxic reagents. 

Furthermore, these alloy are employed as counter electrodes 

(CEs) for highly efficient dye-sensitized solar cells (DSCs).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an experimental approach for co-

reduction of metal precursors with different volume ratio. As the 

results, the bimetallic PtNi NPs, with small particle size, are 

successfully immobilized and well-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CO without any agglomeration. The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and photovoltaic performances indicated that the 

improvement of both conductivity and catalytic activity to reduce 

triiodide to iodide ions were obtained with developed CEs in 

comparison with Pt NP and Ni NP CEs.  

298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에너목-115
Synthesis of porous nitrogen doped carbon 

nanostructures using bio-derived amino acids 

최인애, 한상범, 곽다희, 박진영, 박현석, 김도형, 마경배, 원

지은, 박경원†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연료전지에서 산소환원반응의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매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백금 촉매가 고성능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으나 내구성이 낮고 값이 비싸다. 따라서 백금 사용을 대체

하기 위한 비백금 촉매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전이

금속과 헤테로 원소를 도핑한 다공성 구조의 탄소 촉매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와 질소의 전구체로서 생물체에서 유래 된 아미노산을 사용

하였고, 철(Fe)과 함께 합성하여 철과 질소가 도핑 된 탄소 촉매

를 합성하였다. 또한 매크로(Macro)크기와 메조(Meso)크기의 

실리카 나노 구슬을 주형틀로 사용하여 매크로-메조포러스한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여 비표면적과 물질 전달 특성을 향상시켰

다. 합성한 촉매는 X-ray diffraction (XRD) 분석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을 통해 결

정구조를 확인해보았고, 전기화학 분석을 통해 산소환원반응의 

활성을 평가하였다. 

P에너목-116
Optimum engineering of a PtZn alloy for a highly 

efficient counter electrode in dye-sensitized solar cells 

배경호, 최호석†, 다오반, 권영훈, 심규현, 박선호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This study presents the synthesis of PtZn alloys, with different 

volume ratio of Pt and Zn precursors, on the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under atmospheric pressure, low 

temperature and without using any chemical toxic reagents. The 

developed materials were then applied as a low-cost and an 

efficient counter electrode (C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DSCs). The morphology of CEs was characterized by HRSEM. 

The formation of PtZn alloys was confirmed through TEM, and 

XRD measurements. The chemical formulae of alloys were 

determined by XPS measurements. And, the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was examined through CV, EIS, and Tafel 

measurements. The effect of CEs on the efficiency of DSCs was 

further confirmed by photovoltaic measurements. As the results, 

the PtZn alloy are successfully deposited on the TCO surface. 

Bot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catalytic activity of developed CE 

were higher than those of Pt and Zn CEs. 

P에너목-117
Accuracy improvement of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performance for reliability of PtFe alloy 
nanohybrid data 

Oleksii Omelianovych, 최호석1,†, 라리나1, 다오반1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충남대학교 

(hchoi@cnu.ac.kr†) 

Recently, bimetallic PtFe nanoparticles were applied as the 

counter electrode for dye sensitized solar cell [Omelianovych et 

al., Electrochimica Acta 211 (2016) 842]. As the result, 

Pt0.75Fe0.25 alloy CE exhibited the highest electrochemical 

catalytic activity among CEs, resulting 8.94% efficiency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DSC employing Pt electrode. The optimization 

was conducted through XPS experimental data.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great impact of the Ar+ sputtering 

prior to XPS- measurements on the chemical state of PtFe alloy. 

This research provides ways to obtain reliable data using XPS 

analysis for alloys system consist of nanosize particles. The pre-

treatment (Ar+ cleaning) of the Pt0.75Fe0.25 resulted in partial 

reduction of Fe-oxides to a bulk metal state and lower oxidation 

stat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processing parameters of Ar+ 

plasma treatment in range of 1 to 3 keV as an ion beam energy 

and 1.5-0.5 µA as ion beam current, we found that pre-

treatment under 1 keV – ion beam energy and with ion beam 

current of 0.5 µA was the best condition for the least changes in 

the alloy structure.  

P에너목-118
Porous Platinum-Iridium Nanoparticles as Oxygen 

Reduction Reaction Catalysts  

박진영, 박경원†, 한상범, 곽다희, 최인애, 박현석, 김도형, 
 

마경배, 원지은 

숭실대학교 

(kwpark@ssu.ac.kr†) 

연료전지 시스템 중 하나인 양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PEMFC)는 

화학반응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전력 

생산 시스템이다. PEMFC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낮은 작동 온

도로 인해 빠른 시동이 가능하고, 전해질로 고분자막을 사용하

기 때문에 전해질 손실이 없다. 또한 높은 효율과 친환경적이라

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기극(cathode)에서의 높은 활성 손

실로 인하여 PEMFC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하게 되는

데, PEMFC에서는 cathode극의 촉매로 주로 백금(Pt)촉매를 사

용한다. 하지만 Pt는  낮은 안정성, 활성 손실, 한정된 매장량으

로 인하여 매우 고가의 촉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Pt촉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t촉매를 기반으로 alloy, core 

shell, shape-control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촉매 내의 Pt의 함량

을 낮추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porous 구조의 Platinum-Iridium(PtIr) 합금 촉매를 합성하여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분석을 통해 구조적 분석을 진행 하였고, cyclic voltammogram, 

linear sweep voltammogram을 통해 높은 ORR 활성과 뛰어난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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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19
ZnTe based photocathode for solar fuel production 

장윤정, 이재성1,†
 

포항공과대학교; 1울산과학기술원 

(jlee1234@unist.ac.kr†)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온도나 강한 압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태양광을 이

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소재 개발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의 연료화 기술은 자

연계의 광합성을 모사하는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술로 여겨

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

소를 이용한 광화학적 전환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n-type 광촉매의 물산화 연구에 반해 p-type 광촉매의 

물 환원과 이산화탄소 전환 연구에 대한 연구 및 특허 등록률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킬 광촉매의 개발이 시급한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용액상에서 산화아연을 나노 와이어를 합

성하고 산소를 텔레늄으로 치환하는 반응을 통해 P-N 복합 형

태를 만들고자 한다. 1D 형태의 나노와이어 타입 광촉매를 합성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 광활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ZnTe와의 

복합은 보다 많은 부분의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이용한다는 점에

서 기대가 크다. 또한 이 물질을 CO2 전환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CO2 전환을 톻해 C1 물질 중 하나인 CO 생산이 기대되며 이

는 다른 탄소기반 연료 생산의 시작 물질로 이용되므로 그 활용

도 또한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P에너목-120
Characteristics of the inverted solar cells according to 

the perovskite location change in the active layer 

안준섭, 안정환, 한은미†
 

전남대학교 

(emhan@jnu.ac.kr†) 

To confirm the pho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of perovskite 

layer location as active layer(AL) for inverted organic solar cells, 

the AL materials were deposited to three types as (a) 

perovskite/P3HT:PCBM, (b) P3HT:PCBM/perovskite, (c) 

peroveskite/P3HT. Structure of the device was 

ITO/ZnO/AL/PEDOT:PSS/Anode. Branches structure as the 

perovskite was confirmed by SEM. As result of 2 theta value of 

XRD, crystal planes of the tetragonal perovskite structure was 

confirmed at 13.98, 28.32 degrees. The JV curve was measured 

to determine the pho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the (c)

structure was optimized to improve photo electric performance. 

P에너목-121
Sustainable carb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 

박슬기,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phs0727@skku.edu†) 

The metal-based electrode for energy storage system often 

shows poor intrinsic electrical conductivity and large capacity 

decay during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es. Here, we 

report a high-performance ion energy storage device using novel 

sustainable carbon derived from renewable and accessible 

biomass by a thermal process. The carbon nanomaterials have 

highly active sites and well-developed pores with the highest 

surface area. The biomass derived electrode for energy storage 

system exhibits a high capacity, long cycle life and stable rate 

capability. 

P에너목-122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니켈산화물의 전기증착 및  

전기변색 특성 분석  

김윤경, 최영일, 문민호, 박태순,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전기변색(Electrochromic:EC) 물질이란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 

물질의 색이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가역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을 나타나는데, 전해질 내의 H+ 이온, Li+ 이온, OH- 이온 등의 

인터칼레이션과 디인터칼레이션을 통해 물질의 색이 착색되었

다가 투명해지는 물질이다. 주로 텅스텐 산화물, 바나듐 산화물, 

니켈 산화물과 같은 여러 전기변색물질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그 중 니켈 산화물의 경우 전자 정보 디스플레이, 가스 센서, 

스마트 윈도우, 촉매, 커패시터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널리 쓰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증착 합성법을 이용하여 니켈 산화물을 합성

하였다. 전해질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이의 친수성기의 크

기에 따라 증착된 니켈 산화물의 표면 특성과 전기변색현상을 

비교해보았다. 전구체로는 nickel nitrate를, 계면활성제로는 SDS

와 SDBS를 사용하여 cathodic electrodeposition으로 ITO 유리에 

니켈 산화물을 증착하였고, SEM, XRD, XPS를 이용하여 표면 분

석을, 전기변색 효율 및 커패시턴스를 KOH 전해질에서 cyclic 

voltammetry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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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23
알칼라인 수전해용 Nickel-Iron Anode의 산소 발생 반응 

특성 

안다솔, 정성욱†, 김종원, 배기광, 박주식, 김창희, 강경수, 조

원철, 조현석, 김영호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충남대학교 

(sujung@kier.re.kr†) 

Nickel은 높은 활성과 내식성을 가져 수전해용 전극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Stainless steel을 기반으로 전극을 제조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높

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Stainless steel은 알칼라인 분위기에

서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표면에 부식 방지층을 형성하는 방법

을 통해 내식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ainless steel에 

전기 도금을 통해 Nickel 부식 방지층을 형성한 지지체를 바탕으

로 Nickel-Iron 합금 도금으로 Anode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Nickel-Iron 전기 도금은 Nickel plate를 Counter electrode로 사용

하는 2전극 시스템에서 진행하였으며 전류 밀도, 도금 시간, 도

금액 조성, 도금액 농도에 변화를 주어 도금하였다. 완성된 전극

의 표면 및 단면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poe),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으로 형상 및 성분을 파악

하였으며 CV(Cyclic Voltammetry), LSV(Linear Sweep 

voltammetry) 분석을 통해 전극의 산소발생반응 특성을 분석하

였다. 

P에너목-124
Highly microporous activated carbon derived from 

biomass for energy storage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최민성,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phs0727@skku.edu†) 

Nowadays, biomass conversion technologies are investigated 

intensively on various fields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abundance, ease of processing and environmental-friendly. 

In this study, we concentrated on a kind of biomass of 

agricultural waste which is oil palm empty fruit bunch (EFB). Our 

strategy is to convert carbon structures in EFB to porous carbon 

material with ultrahigh surface area and micro-size pore 

structures as an alternative material to existing activated carbon.   

The activated carbon derived from EFB witch was chemically 

activated shows very high porosity. The KOH acts as an 

activating agent which can react with oxygen-contained 

functional group to results in highly microporous architecture.   

EFB-derived activated carbon shows ultrahigh specific surface 

area and micro-size of average pore diameter. The activated 

carbon can show enhanced ion accessibility and also provides 

excellent electron percolation properties leading to high power 

delivery. In reference to their high surface area and porosity, the 

activated carbon exhibit superior carbon dioxide capture 

performance. 

P에너목-125
LiBr for lithium oxygen batteries  

곽원진,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yksun@hanyang.ac.kr†) 

For many years with various results, degree of Li-O2 research 

seems to have reached an equilibrium state. It is now clear that 

the instability of the cell components toward the extreme 

conditions existing during cell operation, leads to cell failure in 

short period. One serious challenge is the high oxidation potential 

applied during the charge process. Redox-mediators may 

reduce the over-potential and improve the efficiency and 

cyclability of Li-O2 cells. We have previously shown that LiI can 

indeed behave in such a manner; however, it also promotes the 

formation of side products during cell operation. We have 

concluded that low concentration of LiBr in diglyme solution can 

improve the cell performance with fewer side effects than those 

of LiI.  

P에너목-126
Biphenyl based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s : 

Hydrogen Storage Properties  

한다정1,2, 김영천2, 황준규3, 박현서2, 남석우2, 윤창원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체드윅 송도 국제학교 

(cywoon@kist.re.kr†) 

To realize a hydrogen-based energy system, innovative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hydrogen production,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developed. Among these,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hydrogen storage materials is one of the biggest 

technical challenges for achieving “hydrogen economy”. It is 

thus necessary to explore a safe and large-scale hydrogen 

storage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s. In this context,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s (LOHCs) have been studied because 

LOHCs can potentially provide economically viable transportability 

using existing infrastructure. We present here on biphenyl-based 

hydrogen storage materials for reversible hydrogen energy 

systems applicable to fuel cell technologies.   

Keywords: biphenyl, catalyst, LOHCs, Hydrog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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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너목-127
High rate performance of cathode material as sodium-

ion battery  

최민재, 선양국1,†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한양대학교 

(yksun@hanyang.ac.kr†) 

The development of high-energy and high-power density 

sodium-ion batteries is a great challenge for modern 

electrochemistry. The main hurdle to wide acceptance of 

sodium-ion batteries lies in identifying and developing suitable 

new electrode materials. We present a composition-graded 

cathode with average composition Na[Ni0.61Co0.12Mn0.27]O2, 

which exhibits excellent performance and stability. In addition to 

the concentration gradients of the transition metal ions, the 

cathode is composed of spoke-like nanorods assembled into a 

spherical superstructure. Individual nanorod particles also 

possess strong crystallographic texture with respect to the center 

of the spherical particle. Micro-compression tests have explicitly 

verified the mechanical robustness of the composition-graded 

cathode and single particl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have 

demonstrated the electrochemical stability during Na+-ion 

insertion and extraction at high rates.  

P에너목-128
Effect of nickel and iron on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athode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황장연, 선양국1,†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한양대학교 

(yksun@hanyang.ac.kr†) 

We investigate that the effect of Ni and Fe contents on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O3-type layered Na

[Ni0.75xFexMn0.25]O2 (x ¼ 0.4, 0.45, 0.5, and 0.55) in which 

Mn is fixed at 25%. Asincreasing the Ni contents, the capacities 

are gradually higher while the capacity retention and 

thermalproperties are inferior. When Fe contents are increased, 

by contrast, the electrode exhibits stable capacityretention and 

satisfactory thermal stability although the resulting capacity slightly 

decreases. Structuralinvestigation of post cycled electrodes 

indicate that lattice variation is greatly suppressed from x ¼ 0.5 

inNa[Ni0.75xFexMn0.25]O2. This indicates that an appropriate 

amount of Fe into the Na[Ni0.75xFexMn0.25]O2 stabilizes the 

crystal structure and this leads to the good cycling performances. 

P에너목-129
Synergetic Effect of Hollow TiO2 -Webbed Carbon 

Nanotubes and a Dual functional Carbon-Paper 
Interlayer  

황장연, 선양국1,†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한양대학교 

(yksun@hanyang.ac.kr†) 

A novel nanocomposite cathode consisting of sulfur and hollow-

mesoporoustitania (HMT) embedded within carbon nanotubes 

(CNT), which is designated as S-HMT@CNT, has been obtained 

by encapsulating elementalsulfur into the pores of hollow-

mesoporous, spherical TiO2 particles that areconnected via CNT. 

A carbon-paper interlayer, referred to as dual functionalporous 

carbon wall (DF-PCW), has been obtained by filling the voids in 

TiO2spheres with carbon and then etching the TiO2 template with 

a chemical process. The DF-PCW interlayer provides a medium 

for scavenging the lithiumpolysulfides and suppressing them 

from diffusing to the anode side when itis inserted between the 

sulfur cathode and the separator. Lithium–sulfur cellsfabricated 

with the thus prepared S-HMT@CNT cathode and the DF-

PCWinterlayer exhibit superior performance due to the 

containment of sulfur inTiO2 and improved lithium–ion and 

electron transports. The Li–S cells displayhigh capacity with 

excellent capacity retention at rates as high as 1C, 2C,and 5C 

rates.  

P환경금-1
Amelioration of Soil Acidified and Silicate Fertilizer with 

Fe-Ni Slag  

최상원, 김은영†, 곽정환1, 김형준1, 김경욱1, 박수홍1
 

전남대학교; 1여천고등학교 

(key812@chonnam.ac.kr†) 

여천 공업단지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하여 산성화된 토양 

개량제 및 규산질 비료로 Fe-Ni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개량 효

과는 토양의 특성 및 식물의 생장을 측정하여 파악하였다. 슬래

그의 사용량은 토양 무게의 2, 4, 8, 16%를 처리하였고, 식물은 

열무와 파를 선택하였다. 토양특성은 pH와 용출 실리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니켈 등의 함량을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Fe-Ni 슬래그 처리한 토양 시료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

을 4.41에서 6.04로 증가시켜 산성화된 토양의 개량 효과를 나

타내었다. 용출된 실리카의 양은 슬래그 처리량 16% 일 때 처리 

전에 비하여 2 배 이상 증가하여 규산질 비료로의 이용가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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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2
Characterization and adsorptivity of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adsorbent for removal of reactive dyes from aqueous 

solution  

박하늘, 최한아, 원성욱†
 

경상대학교 

(sungukw@gmail.com†) 

This study presents a simple method for the fabrication of 

polyethylenimine (PEI)/polyvinyl chloride (PVC) crosslinked fibers 

(PEI/PVC-CFs) via alkylation reactions at various synthetic 

conditions. To develop a promising adsorbent for the adsorption 

of Reactive Yellow 2 (RY2), the effects of the mixing ratio of 

PEI:PVC and reaction time were tested. As a result, the best 

PEI/PVC-CF could be fabricated at the manufacturing conditions 

of 1.25:1 (mixing ratio), 6 h (reaction time), and 80 °C (reaction 

temperature). The surface of the developed adsorbent was 

characterized using SEM and BET analyses. In addition, the 

batch experiments such as kinetics and isotherm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adsorption performance of the adsorbent for 

RY2 removal. From the results of batch experiments, the 

adsorption equilibrium was reached within 12 h at the initial dye 

concentration of 100 mg/L. The maximum RY2 uptake was 

predicted to be 850.55 mg/g by the Langmuir isotherm model, 

which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sorbents reported in 

literature.  

P환경금-3
Pd(II) recovery by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from acidic solution  

최한아, 박하늘, 원성욱†
 

경상대학교 

(sungukw@gmail.com†) 

Platinum group metals (PGMs) become more important with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Although PGMs are high-

priced imports, they are often used as a catalyst. Thus, 

recovering palladium is important in terms of economics and 

resource recycling. Many researchers and industrial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recovery of Pd(II) from Pd-containing solutions 

or wastewater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dsorption 

performances of polyethylenimine-polyvinyl chloride crosslinked 

fiber (PEI/PVC-CF) for Pd(II) through isotherm, kinetic, 

desorption, and recovery experiments. In addition, the analyses 

of SEM and FTIR were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our adsorbent. As a result, we found that Pd(II) 

was removed over 90% in less than 100 mg/L, the maximum Pd

(II) uptake was calculated to be 145.65 mg/g by the Langmuir 

model, 60 min was required to attain the state of equilibrium, and 

PEI/PVC-CF could be repeatedly reused during at least five 

times.  

P환경금-4
PTFE Membrane코팅이 여과집진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

가  

김정훈1,2,†, 고대권1, 문일식2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2순천대학교 

(kjh4164@rist.re.kr†) 

최근 미세 먼지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감소, 측정 및 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노력들

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입자상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건식 여과집진 기술에 있어서 집진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과집진 필터이다. 필터 외부 표면에 도포되는 

PTFE Membrane 코팅이 미세먼지 여과집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PTFE Membrane이 코팅된 필터와 코팅이 

되지 않은 필터를 집진장치에 설치하여, 필터 통과 가스 유량과 

먼지 투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집진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앞

서 여과포 및 Membrane 코팅의 Pore를 관찰하기 위하여 SEM 

image를 촬영하였고, 입도분석장치를 이용하여 투입되는 먼지

의 입도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먼지 공급장치의 Screw 회전수와 

먼지 투입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Calibration 곡선을 이용하
여 먼지 투입량을 제어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PM2.5

와 PM10에 대한 집진효율 데이터로부터 PTFE Membrane 코팅

이 여과집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P환경금-5
Polyaniline modified poly(styrene sulfonic acid)-grafted 
poly(vinylidene fluoride) cation exchange membrane for 

the electrodialysis application  

THAKUR AMIT KUMAR, 이성풍, 정욱진†
 

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E2FTC),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DEST), 

명지대학교 

(wjc0828@gmail.com†) 

The present study reports the development of cation exchange 

membranes (CEMs) based on poly(styrene sulfonic acid) (PASA) 

and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produced by in situ free 

radical polymerization of sodium 4-styrenesulfonate. CEMs were 

fabricated by solution casting technique followed by conversion 

of the ensuing membranes into the acidic form. CEMs were 

chemically modified by in situ polymerization of aniline in acidic 
medium using (NH4)2S2O8 as an oxidizing agent. Numerous 

physicochemical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techniques were used to deliberate the structure, morphology, 

water uptake, ion exchange capacity and chemical stability of the 

membran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R1A2A1A15055407) and Ministry of 

Education (2009-0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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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6
CNT growth on 3D-rGO and N-doping using 

microwave for CO2 adsorption  

박범진,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phs0727@skku.edu†) 

The hybridization of CNT with graphene structure has been 

researched due to large specific surface area, fast mass transfer 

and mechanical∙chemical stability. In addition, the performance 

has been further improved by nitrogen doping because N-

doping can play a vital role in making strong polar interaction 

between the CO2 molecule and nitrogen doped site. These 3D 

architectures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enviornmental 

applications because their adsorption capability. Recently, 

nitrogen doping carbon materials have shown better 

performance in environment adsorbent applications as reported 

in literature  

In this work, we synthesize N-doped hybridization of CNT with 

rGO for applications into absorption. The hierarchical architecture 

consisting of the CNT growth on 3D rGO and N-doping was 

characterized by SEM and TEM images. The BET data show the 

presence of mesoporous structure with average pore diameter of 

nanosize with 400 m2/g surface area. The XPS data has 

indicated the existence of C, O and N. The narrrow range XPS 

has evidently confirmned the existence of different configuration 

of N doped and its percentage. The CO2 adsorption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by BEL Japan  

P환경금-7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

발(III)  

이선우†, 신승원, 배희경, 박현수
 

(주)티오이십일 

(lsw77@to21.co.kr†)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지난 해 

7월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510종이 고시되었다. 이에 

고시된 510종 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수입하는 사업

장은 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8년 6월말까지 해당물질에 대하

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

다. 등록대상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여 개 업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의 용도, 생산에서 산업적 사용에 이르는 생애단계, 매체별 배출

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매체, 물질의 특성

(증기압 및 수용해도)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신규로 개

발된 10여 개 업종의 배출계수는 사업장에서 보고된 배출량 자

료와의 상관성 및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출계수와의 비교, 검

토를 통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향후, 추가 개발된 10

여 개 업종의 배출계수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거친 후에 사업장

에서 활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

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P환경금-8
Technological factors for purifying work environment 
and antipollution of water resources in case of gas 

excavation using surfactants 

박진희,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dongsu@ewha.ac.kr†) 

  In this study, the technological features for purifying the work 

environment and conserving water resources using surfactants 

during gas excavation have been considered. The wastewater 

contains a lot of by-products and oil which should be suitably 

managed to avoid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the reuse of the 

wastewater is economically feasible after its management. For 

the reuse of wastewater, notional features such as separation of 

coagulated particles with coagulation of inorganic/organic 

particulate matter and flotation have been considered.  The 

consequence and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effective and useful for purification of working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P환경금-9
A study on descriptive plans for reusing wastewater 

and recycling pitch in case of discovering gas  

박진희,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dongsu@ewha.ac.kr†) 

The study discusses reusing wasted water and recycling pitch 

generated in gas production field. The wastewater generated in 

gas production field, which is saline and/or non-saline, includes 

a number of particulate matters which should be treated 

adequately before their disposal. The wastewater reusing 

treatment is also environmentally beneficial. On the other hand, 

when not treated, radical change of the ecosystem could occur. 

Moreover, it is costly to replenish and secure the water. Thus, 

appropriate management before the disposal is a must for the 

environment. The reuse of the wastewater is profitable. For the 

reuse, the theoretical factors regarding the coagulation of 

inorganic particulate matters and hydrocyclone for separating 

coagulated particles from the wastewater have been considered. 

Also, the DLVO theory and electrical double layer for aggregating 

particles in underwater environment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activated carbon using the patch have been 

considered. The study’s outcome and proposal would be 

successful methods as an environment-friendly solution for 

water shortages and economically beneficial in producing 

industri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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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10
Ti/IrO2/nano-TiO2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Urine분해 

연구  

임청래, 이호석, 윤우석, 이태규†
 

(주)나노팩 

(tklee@nano-pac.com†) 

국내외로 수자원 절약은 물론 물기근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낙후

된 지역에서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이나 수세식 화

장실을 수환수세식 무방류 화장실로 대체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화장실 배출수의 처리방식은 색도, 탁도, 

냄새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고도산화처리 공정을 

이용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i/IrO2/nano-TiO2 Anode와 Stainless steel 316을 Cathode로 이

용해 전극모듈을 제작하여 Urine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Urine

과 수돗물을 일정 비율로 섞어 전기분해를 진행한 결과 6시간 

후 breakpoint가 관찰되었으며 색도는 23도에서 1도로, 탁도는 

16NTU에서 2NTU로 재이용수 기준(색도 20도 이하, 탁도 2NTU) 

이하로 제거하였고 Urine의 주 성분과 관련된 총 질소는 

110ppm에서 17ppm, 암모니아는 6.2ppm에서 1.8ppm으로 줄

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수를 Urine 처리의 재활

용 이용 시 breakpoint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시간에서 4시간으

로 3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수돗물을 사용

했을 때와 비교 시 초기 탁도와 암모니아 값이 30~50% 감소 하

였다. 이는 처리수 내의 잔류염소 영향으로 판단되며 화장실 소

변처리 재활용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P환경금-11
하수 슬러지 수열탄화 반응생성물의 고액분리 전·후 및 

온도변화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효율 평가  

양승규, 이은실†
 

고등기술연구원 

(les0302@iae.re.kr†) 

수열탄화(HTC)는 고함수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용이한 기술로, 

증발잠열 없이, 반응 후 기계적 탈수만으로 수분을 제거 할 수 

있어, 건조에 비해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장점이 있다. 고액분

리 후 고체는 탄소고정 및 C/H, C/O 비율이 줄어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 고형연료로 사용 될 수 있다. 액체의 경우 가용화로 인해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혐기소화 기질로 이용이 추가적인 에너지

를 생산해 낼 수 있다. 하지만 HTC 후 탈리액은 고농도로 암모

니아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혐기소화시 저해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고농도의 암모니아를 Air-stripping 방법을 이용

해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위해 고액분리 전·후로  pH 

9.0, 온도 60~80 ℃로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투입되는 

공기량은 헨리의 법칙에 의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공기량을 주

입해 주었으며, 주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 체류시간에 따른 제

거효율을 확인하였다.  

P환경금-12
2차원 나노물질 SnS2 이용한 NO2 가스 센서 개발 및 성

능평가 

김영호, Phan Duy Thach, 전기준†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kjjeon@inha.ac.kr†) 

발전소, 경유차 그리고 선적에서 배출되는 NO2 가스는 오존의 

광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2차대기 오염물질 및 산성비를 유발하

고,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따라

서 유발되는 유해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EBM (High Energy Ball Milling) 방법으로 2D 

SnS2를 합성하여 XRD와 TEM을 통해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였

다. 온도에 따른 센서의 감도를 평가한 결과, 250℃에서 최적의 

가스 감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서의 응답/회복 속도 및 

감도를 평가하여 2차원 나노물질 SnS2의 NO2 가스 센서 특성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용 고감도 그래핀/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 기반 센서 개발 

(NRF-20140493685)”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P환경금-13
Palladium 나노입자와 TiO2 나노섬유 복합체로  

이루어진 수소 센서의 검지 특성  

우세아, Phan Duy Thach, 전기준†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kjjeon@inha.ac.kr†)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대체 에너지 중 수소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 등

의 이유로 인해 연료전지, 수소자동차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응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는 폭발의 위험

성 때문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폭발 위험

성을 검지하기 위한  수소 센서의 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육면체 형태의 팔라듐 나노입자와 TiO2 나노섬유

(Nanofiber)를 합성하여 나노복합체 형태로 센서를 제작하였다. 

합성된 팔라듐 나노입자와 TiO2 나노섬유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SEM을 통해 확인하였고, 합성한 나노입자의 혼합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XRD, HR-TEM을 사용하였다. 이후 

합성된 샘플의 검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의 선택성과 반

응성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용 고감도 그래핀/금속 산화물 나노 구조체 기반 센서 개발

(NRF-2014049368)”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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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14
Grafted network hydrogels based on clay and 2 kind of 
anionic polymer for removal radioactive Strontium-90  

곽철환1, 최상락1, 장성찬1,2, Krishnan Giribabu1, 노창현1,2, 
 

허윤석1,† 
1인하대학교; 2KAERI 

(yunsuk.huh@inha.ac.kr†) 

In this paper, removing method of radioactive metal ‘Sr-90’ 

which leaking from radioactive plant accident was indicated. Sr-

90 was beta-emitter and had half time 28.8years. This research 

was shown that Sr-90 adsorption of Sr-90 addicted advanced 

functional hydrogels that consisted of aminoclay and two kind of 

anionic polymer. This synthesized material was different from 

existing bead type adsorbent which was ca– alginate. Existing 

alginate adsorbent for removing Sr-90 had some problem such 

as a minority of functional group and low adsorption 

capacity.  This material solved before Ca-alginate problem 

consisted of cationic polymer core replaced with metal ion 

caused to having more functional group and added to humic 

acid having more functional group compared with alginate. 

Distinctive grafted-network was caused to these 3 material and 

process of synthesis hydrogel bead.  

P환경금-15
A new mussel-inspired underwater adhesion 

mechanism  

김상식, 황동수†
 

포항공과대학교 

(dshwang@postech.ac.kr†) 

It is well known that polyelectrolyte complexes and coacervates 

can form on mixing oppositely charged polyelectrolytes in 

aqueous solutions, due to mainly electrostatic attraction between 

the oppositely charged polymers. Here, we report the firs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complexation and coacervation of two 

positively charged polyelectrolytes, which provides a new 

paradigm for engineering strong, self-healing interactions 

between polyelectrolytes underwater and a new marine mussel-

inspired underwater adhesion mechanism. Unlike the 

conventional complex coacervate, the like-charged coacervate is 

aggregated by strong short-range cation–π interactions by 

overcoming repulsive electrostatic interactions. The resultant 

phase of the like-charged coacervate comprises a thin and 

fragile polyelectrolyte framework and round and regular pores, 

implying a strong electrostatic correlation among the 

polyelectrolyte frameworks. The like-charged coacervate 

possesses a very low interfacial tension, which enables this highly 

positively charged coacervate to be applied to capture, carry, or 

encapsulate anionic biomolecules and particles with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P환경금-16
마이크로웨이브 처리를 통한 Degussa P25 TiO2의   

손쉬운 저온 표면 개질과 광촉매 능력 평가  

한은지, K.Vijayarnagamuthu, 송문선, 오대준1, 이형원1, 
 

정재훈1, 전기준†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1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kjjeon@inha.ac.kr†) 

광촉매는 빛에너지에 의해 활성화 되는 촉매로써 광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광촉매 중 TiO2는 무독성이며 산화·분해 

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TiO2

의 밴드갭 에너지(3.2 eV)가 다소 높기 때문에 자외선 부근의 빛

(파장,＜380nm)에서 광촉매 활성이 좋으므로 효율성에 문제점

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하

여 다양한 TiO2의 이종 금속원자 도핑, 합성 등의 물리·화학적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화된 Degussa P25 TIO2를 과산화수소

(H2O2)에 분산 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 조사를 통하여 단일 저

온 방법으로 광촉매의 입자표면을 개질하여 광분해 활성을 개선

시켰다. 개질된 이산화티타늄 나노 입자의 조성에 관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RAMAN, XRD, XPS, PL, TEM 그리고 UV-Vis 

reflectance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태양광(1 Sun, 

AM1.5G, 100mW/Cm-2)과 자외선(UV, 312nm, 6W)상에서 로다

민(Rodamine 6G) 염료 분해도 비교를 통해 처리된 광촉매 입자

가 표면 결함(surface defect)으로 인하여 2배 이상 개선된 광분

해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귀금속 대체 저가 전기촉매 기반 수

처리 동시 수소 발생 폐수전해 기술 개발 (NRF-

2016M3A7B4904328)”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P환경금-17
Studies of non-aqueous vanadium redox flow battery: 

Charging-discharging efficiency for Na-β-alumina 
separator  

이보열,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This present work, the Na-B-alumina separator performance 

evaluated using vanadium (III) acetylacetonate in non-aqueous 

electrolyte. Initial operation of charging-discharging of vanadium 

(III) was performed using Na-B-alumina separator and its result 

displayed by below figure. There found Charging –discharging 

cycles with potential limits of 6 V to – 4 V at current density of 10 

mA cm-2 explains Na-b-alumina can be used in non-aqueous 

RFBs though it shows high voltage limits during charging-

discharging. A vanadium (III) concentration variation, current 

density variation and comparison with Nafion324 separator 

results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Key words: Na-B-alumina, non-aqueous, RFB, V(III)

(acetylacet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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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18
Influence of interfering ions in determination of cations 

and anions in spent desulfurized waste for the 
preparation of NaHCO3  

최종우, 심재호,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The regeneration of desulfurized spent waste is fully depends on 

its analysis method. In this present investigation, after filtration of 
spent waste, the Na+, SO2

-4, CO2
-3, and HCO-3 were 

analyzed in presence of potential interferences. In determination 
of SO4

2- ion, anionic interferences like HCO3
- and CO3

2- were 

performed by HACH method. As shown in figure the initial SO4
2- 

ion concentration (12 ppm) is maintained and not much affected 
by the CO3

2- ion as interferences. 

 

Key words: Desulfurized waste, interference, Na2SO4, Na2CO3, 

and NaHCO3
 

P환경금-19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and reduction for 

enhanced removal of NO in an electro-scrubbing  

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Enhanced removal of NO was identified by combining the MER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and MEO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As shown in below figure, the 

combination of MEO and MER with electro-scrubbing 

demonstrates NO removal by 28% oxidation and 70 % by 

reduction at a high gas flow rate of 4 L min-1 confirms enhanced 

removal of NO. During optimization, ORP and potentiometric 
titration was used to identify mediator (Ni(I) from Ni(II)(CN)4

2- in 9 

M KOH) concentration. Also, product analysis for oxidation and 

reduction were investigated using online FTIR, solution FTIR, and 

HACH analysis to be presented and discussed. 

 

Key words: Combined process, MEO, MER, electro-scrubbing, 

NO gas. 

P환경금-20
Cu1+ generation in bimetallic compound of CuII[NiII

(CN)4]: Effect of cathode  

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Bimetallic complexes are robust in an enhancement of catalytic 

process. Laking in selective metal ion reduction and its 

quantification minimizes the application of bimetallic compounds 

in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MER) process. The 

present investigation focuses on Cu1+ selectievely in bimetallic 
CuII[NiII(CN)4] by suitable electrode. The following figure shows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variation during electrolysis of 
CuII[NiII(CN)4], where anodized Ti (TiO2) found ORP of -600 

mV indicates the formation of Cu1+ only on TiO2 electrode. 

Additional optimization through ESR, UV-visible, and CV analyses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exact metal ion reduction, 

especially Cu1+ formation.  

 

Key words: Selective reduction, Homogeneous mediator, Cu(I), 

bimetallic complex, MER. 

P환경금-21
Evaluation of a divided tubular electrochemical reactor 

with MFI-type zeolite membrane through Co3+ 
homogeneous mediator generation  

문일식†, Muthuraman Govindan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Mediator generation by plate and frame divided electrochemical 

reactor is common in environmental pollution reduction, but 

robustness and high volumetric conversion performance of 

tubular electrochemical reactor is limited to plate and frame 

reactor.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a tubular MFI-type zeolite 

coated membrane was tested in a plug flow type tubular 

electrochemical cell for Co2+ oxidation efficiency in high acid 

medium. As shown in below figure, 57% of Co2+ oxidation was 

achieved in 72 h, which is 15% higher than the commonly used 

Nafion324 membrane in planar arrangement.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different temperatures (10, 30 and 50℃), 

current density were performed. 

 

Key words: Zeolite membrane, ceramic membrane, tubular 

membrane, tubular electrochemic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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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22
Study the electrochemical redox behavior of Co2+ in 

PF-
6, CF3SO3

-, (CF3SO2)2
-and BF-

4 anion containing 

RTILs  

Kannan Karunakar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Difference in cell potential depending upon the anionic moiety in 
similar cation such as BMIM PF-

6(4V), BMIMCF3SO3
- (5V), 

BMIM (CF3SO2)
-
2(6V) and BMIMBF-

4 (4V) makes initiate this 

work. Effect of anions in RTIL on the electrochemical redox 

properties of cation mediators was investigated. The following 

cyclic voltammogram demonstrates redox behavior of 

Co2+/Co3+ varied with various anionic groups containing IL. At 

first sight, the Co2+/Co3+ redox potential found at 1.4V, 1.8 and 
2 V for CF3SO3

- , (CF3SO2)
-
2, and PF-

6 anions in IL 

respectively.  

 

 
Key words:  RTIL, PF-

6, CF3SO3
-, (CF3SO2)

-
2 and BF-

4, 

electrochemical studies,   
CoCl2.  

P환경금-23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study of [Ni(II)(CN)

4]
2- complex in the 1-bu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RTIL  

Kannan Karunakar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Redox behavior of transition complex like Ni(Salen), Co(Salen), Ni

(byp) have been reported earlier but cyano complex yet to be 

revealed before. Therefore the main objective of this work 

focused on the study of electrochemical redox behavior of Ni2+ 
to Ni+ through the [Ni(II)(CN)4]

2- complex in bmimpf6 RTIL. The 

cyclic Voltammogram of 5 mM [Ni(II)(CN)4]
2- complex at 50 mV 

s-1 shows an irreversible redox behavior at -1.4V (red color), 

which is more positive than the without Ni-mediator tells mediator 

effect.  

 

Key words: RTIL, bmim PF6 IL, [Ni(CN)4]
2- complex, redox 

behavior.  

P환경금-24
Electrochemical reduction and characterization study of 
mediator in ionic liquid and water mixture as electrolyte 

Kannan Karunakar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Wide potential window of RTIL makes electrode dissolution that 

forced Galvanostatic electrolysis (GE) become impractical. To 

minimize the cell voltage, water + RTIL mixture can be a novel 

method.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we have conducted GE in 
mixture of BMIMCF3SO3 with water. As shown in the figure pure 

IL shows 18V but water mixture IL particularly 2 M shows 6V 

which indicates optimum water ratio suppressed the cell potential 

in divided Cell system.  

 

Keywords: Ionic liquid water mixture, electrolysis, mediators, 

potentiometric            titration.  

P환경금-25
Efficient use of electrogenerated Ni(I)(CN)4

3- in 

dichloromethane removal by semi batch electrolyzer  

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In organic pollutants removal,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MER) can be a good choice due to it’s a cost effective 

and futuristic technology. The present investigation focuses on 

removal of Dichloromethane (DCM) using electro generated Ni(I)
(CN)4

3- mediator.  The following figure shows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and Ni(I) concentration 

variation while addition of 50 mM DCM, which confirms the 

reaction between Ni(I) and DCM. Also, CV and GC/MS analyses 

was performed to conclude the DCM removal by 

electrogenerated Ni(I).  

 

Key words: Homogeneous mediator, Ni(II)(CN)42-, MER, 

degradation, D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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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26
Electro-mineralization of Gaseous CCl4  by 

Electrogenerated Ni(I)(CN)4
3- in an electro-scrubbing  

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Industries evolved chlorinat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CVOCs) must be degraded. Many of removal processes, metal 

ions medi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MER) is a facile and 

novel method. The present investigation focuses on reduction of 
Ni(II)(CN)4

2- especially at the Cu electrode in KOH medium. The 

following figure shows the reduction effificiency variation with Ag, 

Ti, and Cu cathodes. According with the following figure, Cu 

cathode found to be generate more Ni(I) confirms importance of 
electrode. The generated Ni(I) perforemed with gas CCl4 through 

CV and online FTIR analyses those results will be presented and 

dicussed.  

 

Key words: Homogeneous mediator, Ni(II)(CN)4
2-, MER, 

degradation, CCl4 

P환경금-27
TiO2 cathode for selective generation of Cu1+ in CuII

[NiII(CN)4] towards gaseous CF4 removal in an 

electro-scrubbing  

A.G.Ramu, Muthuraman Govindan, 문일식†
 

순천대학교 

(ismoon@sunchon.ac.kr†) 

The present investigation focuses on removal of gaseous CF4 

using electrogenerated Cu(I)[Ni(II)(CN)4]
1- in KOH medium.  At 

a first sight, the following figure shows the reduction of Cu2+ and 
Ni2+ selectively on TiO2 electrode through their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during electrolysis. On the 

basis of this result, Cu2+ can be reduced to Cu1+ and its 
electrocatlytic remvoval of CF4 was investigated. Additionally, 

with the help of reduction efficiency, CV and online FTIR analyzer, 
results, the removal of CF4 was confirmed. 

 

Key words: Homogeneous mediator, Ni(II)(CN)4
2-, MER, 

degradation, Gaseous CF4. 

P환경금-28
방수 개질아스팔트 충전재로서 벤토나이트의 개질특성  

임광희1,†, 이은주1, 윤용근2, 이종훈1,2, 최재홍1, 여성구1, 이

호선1 
1대구대학교 화학공학과; 2(주)페트로산업 

(khlim@daegu.ac.kr†) 

본 연구에서는 방수도막의 균열(crack) 시에 균열에 대한 자가보

수(self-repair)를 위한 방수 개질아스팔트 충전재로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인 수팽윤성 Na-몬모릴로나이트(Na-

MMT)의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MMT에 실란커플링제를 반

응시켜서 충전제를 개질하였다. 벤토나이트(Na-MMT) 개질을 

위하여 MMT와 반응시킨 실란커플링제로서는 APTES

(Aminopropyl-triethoxysilane)를 사용하였고 실란커플링제 용매

로서는 80% 에탄올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한편 반응 시간, 초기 

실란의 농도 등의 반응조건은 실란화 반응물의 물성과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여

러 가지 실란의 농도, 실란의 반응시간, 실란의 반응 전 용해시

간 등에 따른 실란 반응량과 층간삽입(intercalation)을 통한 층간

두께(basal spacing) 등에 관한 특성을 FTIR, XRD, TGA, NMR 등

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 MMT 개질을 위한 적정조건을 구하

였다.  

P환경금-29
Development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using 

Bubbling Bed Design 

백준태, 이창하†
 

연세대학교 

(leech@yonsei.ac.kr†) 

To prevent marine pollution, we need to dispose of 

microorganism in ballast water which is loaded to ship. In this 

research, we used bubbling reactor system to dispose 

microorganism as an eco-friendly and energy-saving system.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 was very high when micro-

bubble was sufficiently supplied or residence time of ballast water 

was enough. Therefore, the fluid residence time and bubble 

amount are crucial for the microorganism mortality. The effects of 

them on mortality are studied to find the optimum condition. The 

mortalities of treated ballast water samples at different conditions 

were monitored during 60 hours.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hether the effect of oxygen contact was influenced 

on the treated ballast water.  

In addition, the CFD simulation for bubbling reactor system was 

carried out by using ANSYS FLUENT software tool. The 

interpretation was implemented in 2D surface and 3D volume 

rendering. Because the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gas are 

important in reactor efficiency. The results were coincided with 

the experimental performance. Therefore, the CFD simulation can 

contribute to designing efficient bubblin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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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30
질소가 도핑된 코크기반 활성탄의  

이산화탄소 흡착 특성  

장은지, 이기봉†
 

고려대학교 

(kibonglee@korea.ac.kr†) 

온실가스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전세

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발

생량을 감축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포집방법에는 

흡수법, 흡착법, 막분리법 등이 있는데, 그 중 흡착법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흡착제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응용이 간편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흡착제 중에서도 다공성 탄소소재

는 값이 저렴하고 수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질소에 대한 선택도가 낮고 고온에서 흡착능이 상당히 감소한다

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개질을 통해 

활성탄의 알칼리성을 높여 산성을 띄는 이산화탄소와의 친화도

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기공 구조를 갖는 코크 기반의 활성탄을 질소함량이 높은 멜

라민과 반응시켜 질소가 도핑된 활성탄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소재는 질소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여 표면적과 기공분포를 확인

하였고, 원소분석을 통해 질소의 함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

러 온도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착 등온선을 통해 흡착능을 측정하

고, IAST 선택도 계산을 통해 질소 도핑이 이산화탄소 흡착과 선

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P환경금-31
낙엽송 톱밥으로부터 폴리올 및 microcrystalline 

cellulose 동시제조  

임광희†, 이은주, 하기룡1, 권한솔, 박유진, 김수현, 김정은
 

대구대학교 화학공학과; 1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khlim@daegu.ac.kr†) 

바이오매스 액화(Liquefaction) 공정조건의 반응표면분석법

(RSM)(response surface methodology)에 따른 실험계획을 구축

하였다. 톱밥(일본잎갈나무(낙엽송), Larix kaempferi)에 대한 바

이오매스 액화(Liquefaction)실험을 온도, 165℃; 산촉매, sulfuric 

acid (1 - 5%); 혼합용매[에틸렌글리콜:글리세린(4:6)], 바이오

매스 기준 300 - 500%의 액화 공정조건에 따라서 수행하고 2 g

의 액화바이오매스를 취하여 아세톤에 용해시키고 80 mesh로 

필터링하여 각각의 액화시간 (10, 20, 30, 45 및 60 min)에서의 

액화율(%) (또는 residue 질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Whatman 

여과지(grade 4, pore size 20-25 μm)를 사용하여 필터링하여 

MCC를 구하고 MCC 질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폴리올의 산가 및 

OH가를 각각 ASTM-D4662 및 D-4274에 준하여 산출하였다. 

P환경금-32
산성가스에 의한 활성탄의 표면처리 특성  

이기쁨†, 김석휘, 김대기, 김 호
 

고등기술연구원 

(mnbbv21c@iae.re.kr†) 

활성탄은 미세기공이 잘 발달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흡착능력이 

우수한 물질이다. 활성탄의 흡착특성은 비표면적, 세공구조뿐만 

아니라, 표면특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받는다. 특히,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능기들(카르보닐, 카르복실, 락톤, 페

놀 등)은 흡착대상물질에 대한 선택도(selectivity)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표면에 존재하는 관능기들은 결함자

리(defect site)로 표면개질에 의해 미세기공으로 발달하여 비표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알칼리 금속에 의

한 표면개질시 표면관능기들은 금속 환원을 위한 전자공여체로

써 소모됨으로써 활성탄 표면에서의 높은 관능기 함량은 표면개

질 처리에 대한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상용 활성탄을 대상으로 표면에 이들 관능기를 도입

하고자 산성가스 처리를 수행하였다. 표면 처리된 활성탄의 표

면특성과 함께 BET 분석을 통하여 고비표면적 활성탄 제조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P환경금-33
Degradation of Soman GD Agent on Sands 
Determined by 31P Solid NMR and GC-MS 

정현숙†, 임경찬
 

국방과학연구소 

(hsj1974@gmail.com†) 

Soman GD is one of the most toxic nerve agents of the known 

chemical warfare agents. Herein we studied the degradation of 

soman GD agent on silica sand by 31P solid state magic angle 

spinning NMR and GC-MS. Results show that a drop of soman 

GD agent on silica sand spread laterally and was absorbed 

gradually into the pore of sand. Then, soman GD degraded to 

O-pinacolyl-methylphosphonic acid (PMPA) following a 

pseudo-first-order rate reaction over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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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34
CO2와 제철슬래그를 이용한 무기탄산염 제조  

손민아, 한건우†
 

RIST 

(mdguru@rist.re.kr†) 

광물탄산화 기술은 CO2 자원화 기술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친환

경적인 기술로 산업 부산물의 경제적 처리가 가능하고 CO2를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산물 중에서도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Ca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광

물탄산화의 원료로 많이 검토되었지만 Ca의 용출 및 잔사 처리 

등의 공정 비용이 높아 기술 상용화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의 운전변수들을 최적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슬래그로부터 Ca 

이온을 용출한 후, 중간 단계 물질을 탄산화하는 방법인 간접 탄

산화법을 이용하여 무기탄산염을 제조하는 기술에 주목하였으

며, 탄산칼슘 탄산화의 pH 제어를 위해 투여한 NaOH를 이용하

여 탄산칼슘과 함께 중조를 동시 제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탄산
화의 주요 운전변수인 CO2 유량, pH, 온도 등 에 따른 Ca 이온

의 전환율, 탄산염의 수율 등을 평가하여 탄산화 반응 조건에 대

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P환경금-35
TiO2 나노튜브를 이용한 광화학적 수중오염물질처리 연

구  

조혜경, 김세원1, 김종오, 주현규2, 윤재경2,†
 

한양대학교; 1충남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yoon@kier.re.kr†)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파우더형 TiO2의 기술적 단점(슬러리 반응

에 의한 촉매 재회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양극산화기술을 
이용하여 금속지지체상에 자체성장한 균일한 나노구조의 TiO2

(nanotubualr TiO2, NTT)를 제조하였다. 광촉매 고유의 특성을 유

지함과 동시에 메쉬형 금속지지체상에 고정화된 특성을 이용하

여 광화학반응기를 제작하였으며, 지지체 형태를 입체적으로 가

공하여 반응 면적을 넓혀 광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태양광 조사 조건하에서 다양한 변수(자연 원수에 

spiking 테스트, 광조사 각도 조절, 촉매 지지체 형태)에 의한 반

응효율을 평가함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미량 환경호르몬 

물질(BPA, E2, 및 EE2) 및 Cr(VI)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에 있

다. 또한 광반응기를 이용한 대상 물질의 반응 결과를 통하여 본 

반응기와 NTT의 수처리기술로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P환경금-36
평판형 광반응기를 이용한 복합오염물질의 동시처리 연

구  

김세원, 조혜경1, 이광복, 주현규2, 윤재경2,†
 

충남대학교; 1한양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yoon@kier.re.kr†) 

본 연구에서는 고급산화기술(AOP)을 적용한 평판형 광반응기

와 광촉매로 Cr(VI)과 내분비 저해 화합물(EDCs)로 구성된 복합

오염물질을 동시 처리하고자 하였다.    

사용 후 회수가 어려우며 경제성을 저해하는 기존 파우더형 광

촉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티타늄 지지체에 양극산화법을 이용

하여 고정화(immobilization)된 전극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전극

은 SEM과 XRD를 통하여 표면에 자체 성장한 나노튜브(NTT) 형

상과 아나타제 결정 구조를 확인하였다.  

제조된 NTT를 수처리 공정에 적용할 때, Cr(VI)과EDCs가 전해질

에 동시 존재시 정공 또는 전자 스캐빈저(scavenger)로 작용하

여 보다 효과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산성 조건에서 광

전극과 수중 이온간 정전기적 친화력이 강화되어 반응 효율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현재 다양한 광화학 반응기를 고안 및 스케일업과 이에  상응하

는 태양광 반응기용 NTT 스케일업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P환경금-37
아크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폭발성가스 처리 연구 

홍범의, 최창식†, 최희영
 

고등기술연구원 

(cschoi@iae.re.kr†) 

현재 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다량의 수소는 그 처리과정 중에 빈

번하게 폭발을 일으켜 작업자의 안전과 공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 중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gas인 암모니아는 

그 처리 과정 중 다량의 폐수를 발생 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소 

과정 중 연소시의 순간적인 압력 변화가 화학 공정 과정에 영향

을 끼쳐 공정 불량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하는 시장

의 요구 사항이 있다. 기존 방식인 간접산화방식(히터를 사용하

는 방식)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20KW이상을 상화하고 있어서 

처리 과정 중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

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장치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회수형 건식 소각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수소 및 수소/암모니아 혼합가스 등의 폭발성 가스처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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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38
대심도 습식산화 반응기 모델의 성능 영향인자 분석  

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jhwang@kict.re.kr†) 

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난분해성 유기물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

하고 있으며, 수질 및 환경 보전 측면에서 물질의 분해가 요구되

고 있다. 난분해성 유기물이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는 처리가 어려워 화학적방법인 산화에 의존한다. 종래의 산화, 

비촉매 습식산화기술은 고온 고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모 

문제가 있으며, 특히 난분해성 유기물은 임계조건이 요구되므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심정에 습식산화 반응기를 설치하여 가압효과를 가진 반응기를 

모델링하고 반응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분석하고

자 한다.  

P환경금-39
대심도 습식 산화 반응 모델과 가압 습식 반응기의  

반응 결과 비교 및 해석  

김정운, 조은비, 황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jhwang@kict.re.kr†) 

대심도 습식산화 반응은 반응기에 필요한 압력을 수두압으로 대

체하여 반응기의 운영비용을 절약하는 공정이다. 보통의 대심도 

습식산화반응은 Plug Folw Reactor를 기반으로 지상으로부터 

1000 m이상 1500 m 이하의 깊이의 반응기를 설계하여 아임계 

(＞150 atm.)조건하에서 산화제를 주입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 폐기물을 Aspen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심도 

습식산화 반응을 수행한 기존 시뮬레이션 공정 결과(온도와 압

력)를 실제 Batch type의 반응 시스템에 적용하여 최적 반응 조

건을 찾고자 하였다. 유기폐기물의 분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인자는 온도와 압력, 산화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오토클

레이브 형태의 batch type 반응기를 설계하여 아임계 조건의 온

도와 압력을 충분히 가해주었고, 산화제로 산소를 사용하였다. 

TOC 분석을 통해 반응 후에 남은 유기물의 총량을 계산하여 시

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고 진행된 메커니즘 및 최적 반응 조건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임계 조건하에서 유기 

폐기물 분해 반응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P환경금-40
금속유기골격체의 개질 및 입자 특성 변화에 따른  

화학작용제 흡착 및 분해특성 개선  

김민건†, 류삼곤, 정은아, 김태범
 

국방과학연구소 

(mkrjs07@snu.ac.kr†) 

금속유기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는 넓은 비표면적을 

갖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가스의 흡착 및 가스 여과와 같은 영역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에 금속 이온 함

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촉매로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내

부 기공에 촉매를 함침시켜 촉매 물질로 이용하는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속유기골격체의 장점을 이용하

여 화학무기 보호 수단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화학무기는 인체에 소량이라도 흡입되거나 접촉하

게 되면 발진, 수포와 같은 피부질환을 비롯해 호흡기에 영향을 

주어 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뿐 만 아니

라, 신경작용제의 경우에는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신경

전달물질의 종결과정에 영향을 주어 근수축등을의 문제를 발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은 화학작용제의 사용 및 보유

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북한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험요소로 간주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무기에 대한 차세대 보호재료

로서의 금속유기골격체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 형태, 표

면 등에 대한 가공 및 개질을 진행함으로서 작용제 분해 효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P환경금-41
Effect of humidity on the decomposition of sulfur 

mustard gas by reactive nano particles 

류삼곤†, 김민건
 

국방과학연구소 

(sgryu@add.re.kr†) 

Exposure to toxic chemical agents and related toxins is a 

potential hazard to the armed forces and to civilian populations, 

since CW agents are stockpiled by several nations and, other 

nations and groups actively seek to acquire these materials. Bis-

(2-chloroethyl)sulfide (HD or mustard gas) is one of the toxic 

blister agents which was occasionly used by some nation of 

groups. We conducted a series of decontamination experiments 

for HD on various nano-particles including Metal-Organic 

Frameworks at humid and dried conditions. After the 

decontamination process, remaining HD and decomposition 

products of HD were extracted with proper solvent. And, the 

extracted solution were analyzed by GC/MS for determining the 

reaction rates and the routes of HD decomposition. From the 

results, we found that humidity accelerates the decomposition of 

HD on some materials, but negatively affects in the case of 

zirconium hydroxid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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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금-42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Characteristics of TiO2 

nanoparticles  

이서희, 이창용†
 

공주대학교 

(cylee@konju.ac.kr†) 

TiO2 is one of the most widely studied metal oxides and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Following. TiO2 nanoparticles have been 

proposed for a wide range of uses including solar energy 

conversion, hydrogen storage, improved catalysi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remediation. TiO2 nanoparticles have 

been studied for their high photocatalitic activity, high dielectric, 

and semi-conducting properties, good biocompatibility, but also 

due to their potential as catalyst or active supports. These 
properties are different relative to the TiO2 phas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its crystal structure, which makes phase transform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ompound. Amorphous TiO2 is of interest for photocatalysis 

because of its high surface area and high adsorption. Moreover, 

simple synthesis with elimination of the calcination step would 

mean lower costs for chemicals and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Amorphous and crystalline TiO2 nanoparticles were probe 

reaction for comparing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effect. The 

TiO2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using XRD, SEM and FT-

IR. 

P환경금-43
N2O 분해반응을 위한 지지체 첨가 K-doped Co3O4 촉

매의 N2O 반응특성  

황라현, 박지혜, 정정민, 백정훈, 이광복1,†
 

충남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충남대 화학공학교육과 

(cosy32@cnu.ac.kr†)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N2O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이 CO2가 미치는 영향의 약 10% 정도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CO2에 비해 310배가 높으며 대기 중에서 매우 안정하여 120년 

동안 잔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N2O를 

저감하기 위해 열분해공정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열분
해공정은 N2O 저감 공정 중 가장 단순한 공정으로 열을 가해줌

으로써 N2O를 분해하는 공정이다. 열분해 공정에는 이온교환 

제올라이트, pure and mixed oxides 촉매들이 많이 쓰인다. 
mixed oxide에 속하는 Co3O4 촉매는 열적 안정성과 낮은 온도

에서의 좋은 활성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Co3O4 촉매에 K를 도핑하여 활성을 높이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Co3O4의 분산을 높이고자 지지체를 첨가하

여 공침법으로 합성한 후 K를 도핑하여 N2O 분해 특성을 확인

하였으며,  BET, SEM, H2-TPR N2O-TPD, O2-TPD 등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P환경금-44
굴패각을 이용한 탈황제 특성평가  

홍범의†, 김석휘, 김강주1
 

고등기술연구원; 1군산대학교 

(buhong@iae.re.kr†) 

국내 5개 발전사에서 배연탈황을 위해 요구되는 석회석은 연간 

약 150만 톤에 이른다. 패각은 석회석과 마찬가지로 CaCO3가 

주요구성성분이다. 특히, 무기질만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굴 패

각의 CaCO3의 함량도 98%이상이어서, 잘 처리한다면 고품위 

배연탈황재료로써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굴패각을 이용한 배연탈황제로 활용하기 위한 굴

패각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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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열역C목-1
Structure Identification and Dissociation Enthalpy 

Measurement of the CH4 + C3H8 Hydrate Replaced by 
CO2 

이요한, 최원중, 서용원†
 

울산과학기술원 

(ywseo@unist.ac.kr†) 

The CH4-CO2 replacement occurring in natural gas hydrates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its double function for CH4 

recovery and CO2 sequest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CH4-CO2 replacement occurring in the CH4 

(90%) + C3H8 (10%) hydrate on the hydrate structure and 

dissociation enthalpy (ΔHd).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gas 

hydrates before and after replacement using CO2 was 

investigated using powder X-ray diffractometer (PXRD). In 

addition, 13C NMR was adopted in order to identify the cage-

dependent guest molecule distribution in the gas hydrates before 
and after replacement with CO2. The composition of the hydrate 

phase was measured using a gas chromatograph. A gradual 

increase in the extent of the replacement was observed as the 
driving force (ΔPCO2) increased. A high-pressure micro-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HP μ-DSC) revealed that the 
ΔHd values of the hydrates after replacement with CO2 were 

decreased with large variation depending on ΔPCO2, comparing 

with those of initial CH4 + C3H8 hydrates. 

O열역C목-2
Topological and dynamical analysis of entangled 

polymer using computer simulation  

윤정하, 김준모, 백충기†
 

UNIST 

(cbaig@unist.ac.kr†) 

Motion of polymeric melts is hindered from the other polymers. 

This topological constraint is called entanglement. It is very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dynamics of entangled 

polymer. In contrast to the permanent chemical junction in rubber 

network, entanglements are temporary physical junction between 

polymers. So it is generated and removed in time. Therefore, 

measuring life time of individual entanglement is requir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macroscopic phenomena of 

polymeric melts. In this study, we developed new algorithm to 

analysis topological and dynamical property. We get the 

entanglement network from the modified Z-code and track down 

the individual entanglement in time. Using this algorithm, we can 

directly calculate the segment survival probability function ψ(s,t) 

of the linear polyethylene melts (C400H802). Also we can 

compute rheological properties from the survival probability 

function to verify present dynamic models. Through this research 

we evaluate basic relaxation mechanisms such as reputation, 

contour length fluctuation (CLF), and constraint release (CR) of 

entangled polymers and expand them under flowing system.  

O열역C목-3
Mechanistic study of decomposition of Nitro Methane 

encapsulated in CNT Nanocontainer via Reactive 
Molecular Dynamics  

이정현, 김진철, 전우철, 조수경1,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1국방과학연구소 

(skkwak@unist.ac.kr†) 

Nitro Methane (NM) is the simplest type of nitro compound in 

high explosive energetic material (HE), which finds explosion-

related applications. Decomposition mechanism of the confined 

NM inside the isolated capped carbon nanotube (CNT) container 

was studied through reactive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Initial densities of NM and thermal shock conditions were 

expected to give a major impact on the decomposition pathway 

of NM–CNT container. The five systems at different densities (i.e. 

1.137, 1.2, 1.3, 1.5, and 1.7 g/cc) with four initial shock 

temperatures (i.e. 2500, 3000, 3500, and 4000 K)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Each system was run with NVE MD 

simulations after introducing fast heat-up procedure with NVT 

MD simulation. Cascading release of the potential energy from 

decomposed NM resulted in the elevation of the reaction 

temperature, which stimulated the accelerated decomposition 

reaction, while reaction mechanism was traced by generated 

intermediates and products. Finally, the NM-CNT container was 

burst at the final stage of the reaction. The explosive 

decomposition of confined NM, which has never been reported, 

was first introduced in this study.  

O열역C목-4
Interaction Mechanism of Claudin-4 Receptor and 
Fab1 Antibody in Pancreatic Cancer Cell Membrane 

신은혜, 고은민,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Claudin-4 (CLDN4), which belongs to claudin family proteins and 

tight junction proteins, is overexpressed in pancreatic cancer cell 

membranes. Due to this overexpression phenomenon, CLDN4 

was used to target the protein for pancreatic cancer therapy 

using antibody interac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detailed 

interaction mechanism of CLDN4 and Fab1 in cancer cell 

membrane via coarse grained molecular dynamics (CGMD). 

CLDN4 was used for the receptor and Fab1 fragment of 

immunoglobulin G1 (IgG1), which interacted with CLDN4, was 

used for the antibody for effective calculation. Cancer cell 

membrane was constructed with neutral 

dipalmitoylphosphattidylcholine (DPPC) and negatively charged 

dipatoylphoshatidylglycerol (DPPG) to realize the negatively 

charged state. We revealed that the extracellular loop of receptor 

and heavy chain of antibody actively participated to antibody-

receptor reaction on the cell membrane. These bindings, which 

were resulted from salt bridge and aromatic interactions, were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pancreatic canc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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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열역C목-5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ocal Density Augmentation 
of Supercritical Fluids: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윤태준, 하민영, 이원보, 이윤우†
 

서울대학교 

(ywlee@snu.ac.kr†) 

초(아)임계 유체의 임계점 근처에서의 국부 밀도 증가 (Local 

Density Augmentation)는 초(아)임계 유체 상의 가장 큰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보로

노이 다면체 분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기/액 상평형 선과 
환산 온도 Tr=1.06에서 이러한 국부 밀도 증가 현상을 탐구하고

자 한다. 우선 기/액 상평형 선에서 정준 앙상블을 이용한 결과 

기체 상과 액체 상의 국부 밀도 분포는 각각 역감마 분포와 정규 

분포를 통해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아)임계 유체의 국부 밀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

터 과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역감마 분포-정규 분포 혼합 모델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모델은 Tr=1.06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국부 밀도 분포

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임계점 근처에서의 평균 

밀도 증가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순수한 초(아)임계 유체의 국부 밀도 분포뿐만

이 아니라 혼합 물성의 평가에 있어서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열역C목-6
Thermodynamic study of carbazole based hydrogen 

carriers for liquid hydrogen storage  

신병수, 곽상규1, 강정원†
 

고려대학교; 1울산과학기술원 

(jwkang@korea.ac.kr†) 

Improving hydrogen storage technology is a significant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hydrogen economy. The compressed 

hydrogen gas tank has been developed as a commercialized 

storage technique, but it requires large amount of energy to 

compress hydrogen. Alternatively,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s (LOHCs) such as cyclic hydrocarbons (e.g. toluene – 

methyl cyclohexane) or carbazole based compounds have been 

proposed as potential hydrogen storage materials. In this study, 

the reaction enthalpy for the dehydrogenation of carbazole-

based compounds was calculated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and COnductor like Screening MOdel for Real Solvents method. 

In addition, hydrogenation reaction of proposed LOHCs was 

performed to verify its storage capacity. Product was analyzed by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Infrared spectroscopy. It was 

found that the complete dehydrogenation reaction of carbazole 

based compounds can occur at lower temperature compared 

with cyclic hydrocarbons. Also, hydrogen storage 

capacity  raised above 6 wt%. These results provide that the 

proposed hydrogen storage candidates are economically 

feasible as a hydrogen carrier.  

O열역C목-7
Proton Conduction in Perovskite Oxides: A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Approach  

강성구†
 

울산대학교 

(sgkang@ulsan.ac.kr†) 

Proton-conducting perovskites can be used for fuel cell 

electrolytes and tritium separation at nuclear plants.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of proton transport in perovskite 

oxides. Specifically, the role of native point defects were 

examined. This talk will provide a practical guidance for design of 

proton-conducting perovskites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  

O열역C목-8
Structural analysis of neutron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clathrate hydrates  

신규철†, 차민준1, 이원희2, 이 흔3
 

경북대학교; 1강원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KAIST 

(kyuchul.shin@knu.ac.kr†) 

Clathrate hydrate is a sort of nonstoichiometic crystalline solids 

which are stabilized by various interactions between the 

hydrophobic guest molecules and the hydrogen-bonded water 
cluster. The crystal structures of a DClO4 hydrate depending on 

temperature were identified by the direct space method and 

Rietveld refinement of the neutron powder diffraction patterns. A 

phase transition causing a position change of vacancy sites in 

host framework was observed at about 180 K and this transition 

is considered to result in weakened host proton-anion 

interactions and to induce a change of proton conduction 
behavior of the DClO4 hydrate.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a 

good explanation of the proton dynamics in the host framework 

of the hydrogen fluoride-free acid clathrate 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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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열역C목-9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동물성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전환 기술  

이홍식1, 알드리코 알파 폴라르도2,3, 이도훈2, 김재훈3, 
 

김상용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린공정소재그

룹; 3성균관대학교 나노과학기술학과 

(sykim@kitech.re.kr†) 

동물성 폐유지는 국내 수급이 가능한 유망한 바이오디젤 원료이

지만, 유리지방산, 염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촉매공

정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리파아제 계열 효소 등의 생촉매

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은 상기의 불순물에 대응할 수 

있어 동물성 폐유지와 같은 저급 원료의 활용에 적합하지만, 타 

공정에 비해 반응속도가 낮고 메탄올의 효소에 대한 독성 때문

에 반응농도에도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에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용

매로 도입하여 기존 생촉매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초임계이산화탄소 도입 시 메탄올 독성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하여 초기반응속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다. 상용화 

공정 도출을 위해 회분식 반응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

으로 연속반응공정 설계를 수행하였다.  

O열역C목-10
A Priori Prediction of Phase Equilibria for Ionic Liquid 

Solutions 

이봉섭†
 

경남대학교 

(bslee2514@kyungnam.ac.kr†) 

  In this work, the dissociation of IL when mixed with a non-

dissociative solvent is modeled as a chemical reaction 

(CA=C++A-). The transition of IL in the associated (ion-pairs) 

and dissociated (free ions) states is a result of minimizing the free 

energy of the mixture. The concentration dependence of the 

extent of dissociation (α) of IL thus determined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 Furthermore, the same model 

can be used for the prediction of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phase behaviors covering high (infinite dilution activity coefficient 

of solvent), medium (vapor-liquid and liquid-liquid), and low 

(osmotic coefficient and mean ionic activity coefficient) IL 

concentrations (a total of 9,857 data points).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not only captures the proper dissociation 

behavior of IL but also allows for a priori prediction of properties 

of IL mixtures. 

O열역C목-11
이온성 액체의 열역학적/동력학적 하이드레이트 형성 

억제 효과  

이원희, 김기섭1, 강성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한국교통대학교 

(spkang@kier.re.kr†) 

  해양 유전이나 가스전에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 해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조건 하에서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생성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의 유동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을 가지는 메탄올, 에틸렌 글리

콜 등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조건을 이동시켜 형성을 

억제하는 열역학적 억제제로 이용될 수 있지만, 과량을 사용해

야 하기 때문에 PVP, PVCap과 같은 고분자를 동력학적 억제제

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적 억제제와 동력학

적 억제제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이온성 액체가 가스 하이드레이

트의 상평형과 하이드레이트 결정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 및 음이온의 종류

에 따른 가스 하이드레이트 억제 성능을 평가하였고, 억제과정

에서 이온성 액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역할을 고찰하였다. 

P열역목-1
Measurement of high pressure phase behavior for 

carbon monoxide (CO) in butyraldehydes:  
n-butyraldehyde and isobutyraldehyde  

정아영, 임종성†
 

서강대학교 

(limjs@sogang.ac.kr†) 

The solubility of carbon monoxide (CO) in two isomeric 

butyraldehydes, n-butyraldehyde and iso-butyraldehyde, which 

are the products of hydroformylation reaction in which CO is a 

reactant, was measured. The solubility of CO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bubble point or cloud point pressure for various 

CO mole fractions at a temperature ranging from (303.15 to 

373.15) K at 10 K intervals.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solubilities of CO increase with increasing pressures and 

temperatures and iso-form (iso-butyraldehyde) had better CO 

solubility than the n-form (n-butyraldehyde). The measured data 

was correlated with the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 (PR-

EoS) incorporated with the conventional van der Waals one fluid 

mixing rule. The calculated result showed relatively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with the average absolute 

deviation of pressure (AAD-P %) of 2.25 % for CO + n-

butyraldehyde and 1.64 % for CO + iso-butyraldehyde system.  

318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열역목-2
Liquid-Liquid Equilibrium for 2,3-butanediol + Water + 

Organic Solvents 

정아영, 임종성†
 

서강대학교 

(limjs@sogang.ac.kr†) 

Liquid-liquid equilibria were measured for water + 2,3-butanediol 

+ solvents(cyclopentyl methyl ether and methy isobutyl ketone). 

Complete phase diagrams were obtained by evaluating the 

solubility and tie-line results for each ternary mixture. The 

consistency of the tie-line results was ascertained using an 

Othmer-Tobias plot.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and separation 

factors were evaluated from the liquid−liquid equilibria (LLE) data. 

Moreover, NRTL and UNIQUAC models were used to correlate 

the liquid−liquid equilibria experimental data. 

P열역목-3
온도 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성 

억제제 개발  

김미강, 배예원, 이병관, 신규철†, 정인우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kyuchul.shin@knu.ac.kr†)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기체가 물 분자들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격자 공동 안에 갇힌 형태의 기체 수화물로 클

래스레이트 화합물의 한 종류이다. 전 세계 심해에 많은 양이 매

장되어 있어 잠재적 에너지 자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으나 기

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개발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생산 기술로 알려져 있는 

감압법을 이용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서, 해리된 메탄 기

체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온도 저하로 기체 수송 과정에서 메

탄 하이드레이트가 재생성, 수송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여러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수송관 내에서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는 것

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첨가물 중, 동역학적 하이드레이

트 생성 저해제 (KHI, kinetic hydrate inhibitor)는 1wt% 이하의 저

용량 첨가로도 하이드레이트 생성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으나 회수 및 재사용이 어려워 비용과 환경오

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의 조절이 가능한 N-isopropylacrylamide 

based copolymer를 사용하여 메탄 하이드레이트 억제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생산 조건에서도 LCST 

조정을 통해 회수가 용이한 친환경적인 KHI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P열역목-4
Densities and excess volumes of MEA + water, DIPA + 

water, MEA+DIPA system 

김지혜, 신헌용†, 나재석, 민병무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yshin@seoultech.ac.kr†) 

화학산업과 발전소에서 소모하고 있는 방대한 화석연료의 소비

로 발생되는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

산화탄소(CO2)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흡수 공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공정의 흡수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정 개발에 다양한 흡수

제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실험하고 있다. 혼합 흡수제를 사용한 

공정설계를 위한 열역학적 데이터로써 Monoethanolamine

(MEA) + water, Bis(2-hydroxypropyl)amine(DIPA) + water, 

MEA+DIPA의 이성분 혼합물에 대한 밀도를 303.15K-333.15K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밀도데이터를 이용하여 과

잉부피를 구하였다. 측정된 과잉부피는 각 온도에서 Redlich-

Kister식을 이용하여 상관하였다. MEA+DIPA+water의 삼성분의 

과잉부피를 밀도데이터를 측정하여 구했으며, 이성분데이터로

부터 구한 매개변수와 3성분데이터로부터 구한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하였다. 

  

  

P열역목-5
Measurement of solubility of carbon dioxide in ionic 
liquid: 1-Ethyl-3methyllimidazolium methyl sulfonate  

and 1-Ethyl-3-metylimidazolium methane sulfate 

하승재, 임종성†
 

서강대학교 

(limjs@sogang.ac.kr†) 

The solubility of CO2 in ionic liquids to compare the different of 

having oxygen anion, 1-Ethyl-3-metylimidazolium methane 

sulfate ([c2mim][SO3CH3]), 1-Ethyl-3methyllimidazolium 

methyl sulfonate ([c2mim][SO4CH3]) was measured. The 

solubility of CO2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bubble point 

pressure or cloud point pressure at the temperature ranges from 

303.15 to 373.15 K in 10 K intervals. Also, the measured data 

were correlated with the PR-EoS incorporated with the 

conventional van der Waals one fluid mixing rule. The critical 

properties of ionic liquids were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Lydersen-Joback-Reid method. As a result, ([c2mim]

[SO4CH3]) has higher CO2 solubility than ([c2mim][SO3CH3]). 

It implies that the CO2 solubility is affected by different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oxygen in ionic liquid. From this 

result, it is concluded that the oxygen anion enhances the CO2 

solubility in ionic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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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역목-6
Spectroscopic Observation of Binary (Unsaturated 

Aldehyde + Methane) Hydrates 

차민준, 안윤호1, 이 흔1,†
 

강원대학교; 1KAIST 

(hlee@kaist.ac.kr†) 

In this study, we tried to introduce new structure II hydrate former 

in the presence of methane gas. Unsaturated aldehyde was used 

to form the binary hydrate systems and the crystal structure and 

guest distributions of binary (unsaturated aldehyde + methane) 

hydrates were identified through spectroscopic tools, such as 

powder X-ray diffraction (PXRD) and Raman spectroscopy. 

PXRD patterns confirmed the formation of binary (unsaturated 

aldehyde + methane) hydrates, and Raman results showed that 

the inclusion of unsaturated aldehyde and methane could be 

monitored in the large cages and the small cages of structure II 

hydrates. The conformation of unsaturated aldehyde in the large 

cages of structure II hydrates were also analyzed via Raman 

spectroscopy and the s-trans conformer was identified as the 

preferred conformation in the hydrate cages. In addition, the (H + 

Lw + Lh + V) phase equilibrium conditions of binary (unsaturated 

aldehyde + methane) hydrates were also tested by using 

conventional isochoric method.   

KEYWORDS gas hydrate, unsaturated aldehyde, methane, 

Raman, phase equilibrium  

P열역목-7
Data Reconciliation of Excess Enthalpy for Water + 
Ethanol, Ethanol+1,4-Dioxane and Ethyl Acetate + 

Methanol System 

강정원, 김문갑1,†
 

고려대학교; 1경북대학교 

(mg_kim@knu.ac.kr†) 

Thermophyscial properties data plays important role in design, 

operation and optimization of chemical processes. Many 

thermophyscical data are reported and published each year but 

in many instances, measured data for same system do not 

coincide due to many reasons. These inconsistency may 

originated from degree of impurities in the sample used, 

inappropriate measurement technique, typos /mistakes during 

publication and etc. ThermoData Engine software developed by 

NIST provide a unique capability called “Experimental Planning” 

which identifies such inconsistencies in the same data among 

huge collection of thermophysical property database. In this 

study, three system with disagreeing excess enthalpy data were 

identified and new measurement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data. We hope that our new measurements can be data 

reconciliations among conflicting  data sets and help to remove 

erroneous measurement results in the database system. 

P열역목-8
Property Correlation and Heat Exchanger Design for 

Section III of Sulfur-Iodine (SI) Process  

이평종, 강경수1, 배기광1, 강정원2, 박병흥†
 

한국교통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b.h.park@ut.ac.kr†) 

The Sulfur – Iodine cycle (SI cycle) produces hydrogen using 

residual heat energy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SI cycle 

consists of three sections each for Bunsen reaction (Section I), 
H2SO4 decomposition (Section II), HI decomposition (Section 

III). In Section III, distillation column for separating HI from HIx 
(mixture of HI-I2-H2O) is very important, since HIx distillation 

det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entire process. Section III 

requires well-designed heat exchanger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especially prior to a distilltion column. In this work, we 

collected and calculated mixture properties such as density, 

viscosity, heat capacity and thermal conductivity required for 

modeling and applied a commercial simulation tool to design a 

heat exchanger for a feed to Section III.  

P열역목-9
Viscosity Measurement for Mixtures of Choline Chloride 

based Solutions with Alcohols or Water  

서호성, 박병흥†
 

한국교통대학교 

(b.h.park@ut.ac.kr†) 

Ionic liquids (ILs) have been researched for replacing 

conventional solvents. However, ILs possess some problems 

with environmental risk and economics. Recently, choline 

chloride based binary solutions as eco-friendly and economical 

solutions are receiving attention as alternatives to ILs. Features of 

the ILs such as low vapor pressure and nonflammability also can 

be prepared by blending quaternary ammonium salt with 

hydrogen donor. In this study viscosities of diluted mixture of 

choline chloride and hydrogen bonding donor by molecular 

solvents of alcohols or water were measured with temperature as 

well as composition. The temperature ranges were set by 

considering respective system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basic property data for developing various chem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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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역목-10
Thermodynamic and Excess properties of electrolyte 

solution at 298.15 K - 323.15 K 

이경호, 박소진1,†
 

충남대학교; 1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sjpark@cnu.ac.k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nsity and refractive 

index of Diethyl carbonate (DEC), Dimethyl carbonate (DMC), 

Propylene carbonate (PC) and γ-Butyrolactone (GBL) for the 

electrolyte solution of Lithium ion battery. The density, refractive 

index data of pure carbonate solvent were measured at 298.15 - 

323.15 K and correlated with DIPPR, linear equa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excess properties, excess molar volumes (VE) 

and deviations in the molar refractivity (ΔR) of binary systems 

{DEC + GBL}, {DMC + GBL} and {PC + GBL} were measured 

at 298.15 - 318.15 K. The measured VE and ΔR data were 

regressed with the Redlich-Kister equation. 

P열역목-11
Kinetic viscosity and excess deviation of Diethyl 

carbonate, Dimethyl carbonate, Propylene carbonate, 
γ-Butyrolactone 

박종현, 이경호, 박소진†
 

충남대학교 

(sjpark@cnu.ac.kr†) 

 The rising demand for rechargeable battery, lithium ion batteries 

are used in various fields. Lithium ion battery is consist of anode, 

cathode, electrolyte and separator. Electrolyte solution is 

composed mainly of linear and cyclic alkyl carbonates, such as 

dimethyl carbonate(DMC), diethyl carbonate(DEC), ethyl methyl 

carbonate(EMC), ethylene carbonate(EC) and propylene 

carbonate(PC), In order to improve the electrolyte performance, 

variable electrolyte additives have been proposed. 

Thermodynamic property data of mixed solution is required 

because of lack of data. In this paper, Kinetic viscosity of pure 

components were measured at 298.15 K - 323.15 K and 

correlated with Goletz and Tassion equation. In addition, excess 

deviation of viscosity for binary systems DEC+GBL, DMC+GBL 

and PC+GBL were determined at 298.15 K, 308.15 K, 318.15 K 

and correlated with Redlich-Kister equation. 

P열역목-12
Measurement of liquid densities with compositions and 
temperatures for ternary mixtures containing choline 

chloride  

김미래, 박병흥†
 

한국교통대학교 

(b.h.park@ut.ac.kr†) 

 Unconventional solvents like ionic liquids (ILs) are promising in 

the future. For example, the solvents could resolve a problem of 

azeotropic deadlock at the distillation process.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physical property of such innovative solvents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new processes utilizing these solvents. Accordingly, main 

purpose of this work is volumetric property of solutions including 

choline chloride (ChCl) and analyze the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solution process. In this study, densities were 

measured by using a vibrational density meter at atmospheric 

pressure. The solution densities of ChCl+glycerol which exhibits a 

deep eutectic and IL-like feature mixed with methanol, ethanol or 

2-propanol were measured in the wide temperature ranges with 

respect to alcohol compositions. With the obtained density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isothermal data sets and 

excess molar volumes were calculated with the composition of 

the solvent.   

#This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n 2016.  

P열역목-13
Liquid–Liquid–Equilibrium (LLE) Measurement of 

Alcohols with Hexane and Glyceline 

이관민, 박병흥†
 

한국교통대학교 

(b.h.park@ut.ac.kr†) 

Deep eutectic solvents (DES) which can be formed by mixing a 

quaternary ammonium salt with hydrogen bonding donor have 

been proposed as versatile alternatives to ionic liquids since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resemble those of ionic liquids. DESs 

could be used as an extraction medium to resolve deadlock 

associated with azeotropic behaviors. Therefore, LLE data of 

azeotropic alcohol mixture systems with hexane and DES should 

be measured to understand phase equilibrium limits on the 

extraction process.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alcohols, ethanol, 

2–propanol and 1-butanol, were examined for LLE of alcohol–

hexane azeotropic mixtures with glyceline which is a type of DES 

made of choline chloride and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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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역목-14
Phase equilibria and kinetic behaviors of HFC-125a 

hydrate in NaCl solutions for application in desalination 

최원중, 서용원†
 

UNIST 

(ywseo@unist.ac.kr†) 

Hydrate-based desalination has been considered a promising 

method because highly concentrated solutions can be treated 

more effectively than other desalination processes. In the 

hydrate-based desalination, appropriate hydrate-forming 

substances should be chosen to operate the process in milder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HFC-125a was investigated as a 

hydrate-forming substance. Three-phase (hydrate-liquid water-

vapor) equilibria of HFC-125a hydrate in NaCl solutions (3.5 

and 8 wt%) were determin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NaCl on 

the thermodynamic hydrate stability.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the HFC-125a hydrate was identified as a sII using powder X-ray 

diffraction. The hydrate growth pattern and formation rate were 

measured using in-situ Raman spectroscopy. A high pressur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was ado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NaCl on hydrate dissociation enthalpy.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HFC-125a hydrate-based desalination process. 

P열역목-15
Solid-Liquid Equilibria for Enhancement of Separating 

Succinic Acid  

김은혜, 강정원†
 

고려대학교 

(jwkang@korea.ac.kr†) 

Succinic acid (butanedioic acid)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organic acids which can be used for various fields such as 

foods, cosmetics, and pharmaceuticals. Recently, succinic acid 

has produced by using biomass instead of petroleum chemicals. 

It is important how to separate succinic acid from by-products 

with the highest yield and purity.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perform purification process. In this work, salting-out 

crystallization and acidification were investigated for purifying 

succinic acid. As a preliminary research, salt screening was 

conducted by molecular modeling method that calculated solid-

liquid equilibria, and then experimen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eriments, solubility of succinic acid 

in salt solution was decreased, and a succinic acid yield was 

increased by adding the additiv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ata from the preliminary work.  

P열역목-16
Liquid-liquid equlibria for the ternary system of toluene, 

heptane, and 1-benzyl-3-methylimidazolium bis
(trifluoromethylsulfonyl)imide at 303 K and atmospheric 

pressure  

박윤국†, 박진욱, 이지연
 

홍익대학교 

(parky@hongik.ac.kr†) 

방향족과 지방족 탄화수소 분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증

류가 에너지 소비가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성액체가 이를 대체할 매체

로 현재 활발한 연구과제로 각광 받고 있으나 공정적용에 필요

한 액액 상평형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열역학 자료의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분 액액 상평형실험을 303K와 대기압

하에서 열교환기가 달린 삼구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삼성분은 톨루엔, 헵탄, 그리고 1-benzyl-3-

meth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NTf2)이다. 윗

층과 아랫층으로 분리된 각 액상의 정량분석을 위해 기체크로마

토그래피와 핵자기공명방법을 사용하였다. 얻은 실험결과는 

non-random-two-liquid모델과 상관관계계수활용에 이용하였

다.  

P열역목-17
Synergistic Effects of Gas Hydrate Inhibitors on CH4 

Hydrate  

이동영, 서용원†
 

울산과학기술원 

(ywseo@unist.ac.kr†) 

Gas hydrates often give rise to serious problems during gas and 

oil transportation through pipeline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to prevent plugging risks is injecting gas hydrate 

inhibitors. Gas hydrate inhibitors are classified into 

thermodynamic hydrate inhibitors (THIs) and kinetic hydrate 

inhibitors (KHIs). In this respect, we examined the potential 

synergism for combination of gas hydrate inhibitors. In this study, 

amino acids and ionic liquids which are known to function as 

both THI and KHI and MeOH which is a representative THI were 

used to verify the synergistic effect of each combination. In order 

to observe the synergism as THI, we measured thermodynamic 

stability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inhibitors. In addition, 

powder X-ray diffraction was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inhibitors on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CH4 hydrate. Moreover, 

the induction time of hydrate formation and the heat of 
dissociation  of CH4 hydrate with inhibitors were measured from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to evaluate synergistic 

performance as KHI. These experimental results will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gas hydrate inhibitors synergism for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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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역목-18
Phase behavior and characterization of the pure CP 
and CP + CO2 hydrates in the presence of NaCl for 

desalination 

이준섭, 이요한, 김소영, 서용원†
 

UNIST 

(ywseo@unist.ac.kr†) 

Cyclopentane (CP) itself forms gas hydrate structure under 

atmospheric pressure in the absence of help gases and can also 

function as a thermodynamic hydrate promoter, which can move 

hydrate equilibrium lines to higher temperature and lower 

pressure. Accordingly, CP hydrate can be utilized for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desalination and gas storage. Howeve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guest inclusion behaviors of 
CP and CP + CO2 systems with NaCl have not been clearly 

revealed for desalination. In this study, four-phase (H-Lw-LCP-
V) equilibria of the CP + CO2 + NaCl (0, 3.5, and 10 wt %)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thermodynamic stability conditions of 

gas hydrate systems. The structure and guest distributions of CP 
hydrates with CO2 gas were analyzed through Raman 

spectroscopy. The dissociation enthalpy and hydration number 

of CP hydrates with various NaCl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using high pressure micro-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HP 

µ-DSC). It was foun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CP + 

guest gas systems form sII hydrates and the phase equilibria 

were shifted to lower temperature and higher pressure regions 

depending on NaCl concentrations.  

P열역목-19
Intracavity conformational change of 

enclathrated guest molecules and its secondary guest-
dependent characteristics  

안윤호, 강혜리, 차민준1, 신규철2, 이 흔†
 

KAIST; 1강원대학교; 2경북대학교 

(hlee@kaist.ac.kr†) 

Numerous hydrocarbons in clathrate hydrates have been studied 

because of their ability to thermodynamically stabilize clathrate 

phas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guest-host 

interactions is essential to use hydrate materials for practical 

applications. Many acyclic hydrocarbons favor the gauche- or 

cis- conformation, which is less stable in terms of molecular 

geometry, when these molecules are enclathrated in the hydrate 

cavities and no cases of intracavity changes of guest 

conformation have been reported to date.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first report of conformational changes of acyclic 

guest molecule occurring in the hydrate cavities induced by the 

intercavity electron transfer after γ-irradiation. Moreover, we 

demonstrate that thermodynamic stability of clathrate hydrate 

phases is also changed. Interestingly, these phenomena are 

highly dependent on the types of secondary guest molecules 

because of different electron affinities. The present results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lathrate hydrates.  

P열역목-20
Phase Equilibria for Carbon Dioxide Hydrates in the 

Presence of Aqueous Solutions of Ethylene Glycol and 
Methanol 

이두호, 노원구, 이철수, 강정원†
 

고려대학교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gas hydrate are required in the 

field of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and enhanced oil recovery 

to prevent the formation of gas hydrate. The formation of gas 

hydrates cause the blockage of pipelines. Thermodynamic 

inhibitors such as ethylene glycol and methanol shifts the hydrate 

containing phase equilibria to lower temperatures and higher 

pressures. Literature data usually specified temperature, pressure, 

and mass fraction fraction of aqueous solutions but did not 

specify the loading fraction of carbon dioxide. In this work, 

hydrate containing phase equilibria were measured with 

completely known compositions. Dissociation temperatures of 

gas hydrates were measured by heating the system while the 

pressure was maintained by a pressure generator. As the loading 

fraction of carbon dioxide increases, dissociation temperatures of 

gas hydrates decreases in the system containing aqueous 

solutions of methanol. However, the dissociation temperature 
difference of CO2-rich system and CO2-lean system containing 

aqueous solutions of ethanol is small.  

P열역목-21
Measurement and Correlation of Liquid-Liquid 

Equilibria of Simplified Pseudo-crude Oil and Additive 
Solutions 

김태현, 강성신1, 강정원1,†
 

고려대학교; 1고려대 

(jwkang@korea.ac.kr†) 

Although the demand for crude oil is rising constantly, the world 

oil deposits are running out rapidly. The opportunity crude oil has 

been a promising solution to replace ground exploited crude oils. 

There is plenty methods to remove acid constituents from 

opportunity crude oils including blending, neutralization, extraction 

and decarboxylation. However, most of these methods have little 

possibility to be commercialized in the field. From among these, 

extraction has the most effective economic results to remove 

acids by using diol solvent. Diol solvents are selected to extract 

naphthenic acids and other solutions are added to enhance the 

extraction capability. Pseudo-crude oil mixture prepared by 

adding naphthenic acid to diesel oil was used at this experiment 

but it contained many complex constituents. As a result, it had 

low reproducibility to be used. Simplifying the solvents and the 

pseudo-crude oil to pure substances made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more clear to analyze. It also had similar extraction 

efficiency and a model of liquid-liquid equilibrium systems will be 

made. The results simplified by this model will be developed to a 

commercially meaningfu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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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역목-22
Inhibition of CO2 Hydrate by Piperidinium Ionic Liquids  

김기섭†
 

한국교통대학교 

(kks1114@ut.ac.kr†) 

The phase equilibrium conditions of CO2 hydrates were 

examined in the presence of morpholinium and piperidinium ionic 

liquids (ILs) with a mass fraction of 0.1. The equilibrium 

conditions were in the ranges of (274.6 to 281.2) K and (1.80 to 

3.95) MPa. The addition of ILs shifted the hydrate equilibrium 

conditions to a higher pressure and lower temperature region 

compared to the hydrate formed from pure water. Piperidinium 

and morpholinium ILs showed similar inhibition effects in the 

higher temperature range ≥ 278.5 K, whereas at lower 

temperature piperidinium ILs had a slightly better inhibition effect 

than morpholinium ILs. The anionic species also affected the 

hydrate inhibition effectiveness. Smaller anions, i.e., Br‒, had a 

slightly better inhibition effect than the bigger ions of BF4‒ 

This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n 2016 

P열역목-23
Binary isothermal vapor-liquid equilibria of 

Ethanolamine+water, 2-amino-2-methyl-1-
propanol+water and Ethanolamine+2-amino-2-

methyl-1-propanol  

김지혜, 신헌용†, 김보희, 민병무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yshin@seoultech.ac.kr†)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흡수

제으로 포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Ethanolamine(MEA) 과 2-amino-2-methyl-1-propanol(AMP) 있

다. 이 물질들을 새로운 공정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Ethanolamine+water, 2-amino-2-methyl-1-propanol+water, 

Ethanolamine+2-amino-2-methyl-1-propanol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 데이터를 headspace sampler gas chromathgraphy

(HSGC)를 이용하여 393.15K, 423.15K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였

다. 이 방법으로 측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Headspace sampler내 평형상태가 된 시료는 

GC를 통해 분석되었고, 활동도 계수 모델 NRTL 모델로 상평형 

데이터를 상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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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동E목-1
공정변수에 따른 Conical spouted bed 반응기 내  

Jatropha curcas seed cake의 급속열분해  
반응 특성  

박훈채, 이병규, 김효성, 최항석†
 

연세대학교 

(hs.choi@yonsei.ac.kr†) 

자트로파(Jatropha)는 전 세계 열대지역에 분포하는 대극과 식

물로서, 유독성 물질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식

물성 지방을 추출해 비누, 화장품, 의약품, 살충제 등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트로파 seed 오일을 에스테르화하

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으며, 껍질과 착유 과정에서 발생

되는 부산물(JSC : Jatropha curcas seed cake)은 폐기되거나 가

축용 사료,  비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JSC의 

에너지화를 위하여 conical spouted bed 반응기를 이용한 JSC의 

급속열분해 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JSC의 급속열분해 반

응 특성 연구는 반응온도, 체류시간, 입자크기, 시료 투입속도 

등의 공정변수에 따른 급속열분해 실험을 수행하여 conical 

spouted bed 내 JSC의 급속열분해 특성과 바이오오일의 수율이 

최대인 공정조건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바이오오일의 수분, 발

열량, 점도, 원소분석, GC/MS 분석을 통하여 JSC 바이오오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사사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

2014R1A2A2A03003812)  

O유동E목-2
Particle Mixing Characteristics of Binary Solid Mixture in 
Bubbling Fluidized Beds with Particle Size Distribution 

Difference 

홍택운, 임종훈, 이목영1, 정재영1,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dhlee@skku.edu†) 

이성분 입자의 기체-고체 유동층에서 입도분포가 혼합특성 및 

층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직경 0.14 m, 높이 2 m의 

상온유동층 장치가 사용되었다. 층물질로는 입도분포가 넓은 
ilmenite (dp=153 μm, ρs=3,860 kg/m3)와 coke (dp=582 μm, 

ρs=1,762 kg/m3)의 혼합입자, 그리고 입도분포가 좁은 ceramic 

beads (dp=122 μm, ρs=3,800 kg/m3) 와 plastic media (dp=813 

μm, ρs=1,500 kg/m3)의 혼합입자가 각각 사용되었으며 bed 

aspect ratio(L/D)는 3, 각 입자의 혼합비율은 부피비 0.5:0.5로 하

였다. Ilmenite-coke 혼합입자에서는 두 입자의 입도분포가 넓어 

조업 유속에 따른 수직 방향의 조성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체 

유속 범위에 대해 완전 혼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도 분

포가 좁은 ceramic beads-plastic media 혼합입자의 경우에는 

유속에 따라 수직 방향의 조성 차이가 발생했으며 층분리가 일

어나기 시작하는 유속이 확인되었다. 

O유동E목-3
Variation of gas holdup with liquid and gas properties in 

a pressurized bubble column  

김봉준, 김준영, 고강석1,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hlee@skku.edu†) 

기체의 밀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포탑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

였다. 압력조건의 범위는 0.1 MPa에서 1.5 MPa로 설정하였다. 

이 때 기체의 밀도의 변화에 대한 기포탑으로 주입되는 공탑속

도에 따른 기상 체류량을 측정하였고 가압된 기포탑에서 액체의 

특성변화에 따른 기상체류량을 측정하였다. 직경 0.097m, 높이 

1.8m 원형 유동층 스테인리스 스틸 컬럼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기체는 air 를 사용하였으며, 기체의 공탑속도 범위는 

6.75 – 66.0 mm/s 로 설정하였다. 기체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

서의 수두는 1.0 m로 고정하였고. 액체의 온도는 20±2°C로 유

지하였다. 액체의 표면장력 및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각 각 에탄

올 수용액과 글리세롤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액

체의 표면장력의 범위는 36.1 – 72.4 mN/m 이고 점도의 범위는 
1 – 4.8 mPa‧s 이다. 기체 밀도에 따른 기상 체류량 측정 결과

로 homogeneous regime에서 보다 heterogeneous regime구간

에서 기체의 밀도변화에 따른 기상 체류량의 변화가 더 크게 관

찰되었다. 또한 flow regime transition이 더 높은 공탑속도에서 이

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O유동E목-4
2 kg/h급 순환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급속열분해 한 낙엽송 톱밥 바이오원유의 특성  

황재규, 최항석†, 이병규
 

연세대학교 

(hs.choi@yonsei.ac.kr†) 

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이용하는 기술은 목표하는 반

응 생성물에 따라 탄화, 가스화, 열분해로 분류된다. 열분해

(pyrolysis) 기술 중 급속열분해(fast pyrolysis)는 일반적으로 무산

소 상태, 500℃, 2초 이하의 가스 체류시간 조건에서 바이오매스

를 열적으로 분해하여 액상, 고상, 가스상의 연료 등 유용한 생

성물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그 중 액상 생성물인 바이오원유의 

수율을 극대화 하는 기술이다. 순환유동층은 기포유동층에 비해 

높은 유속에서 조업되는 반응기로 대규모 장치에 적합하며 다양

한 시료의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lab-

scale 급 (2kg/h) 순환유동층 급속열분해 시스템을 제작하고 낙

엽송 톱밥을 시료로 하여 급속열분해를 수행하였다. 순환유동층 

급속열분해 시스템은 상승부, 싸이클론, 하강부, 루프실 및 바이

오원유를 회수하기 응축기와 전기집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동입자는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반응온도 및 공탑속도를 

실험변수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생성된 바이오원유의 수

율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4301009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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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동E목-5
순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수력학적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양창원1,2, 방병열3,2, 정수화3,2, 문태영2, 이은도1,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EP 융합연구단; 3한국생산기술연구

원 

(uendol@kitech.re.kr†) 

본 연구에서는 IEA-CFBC 모델과 유동층 해석 프로그램인 

BARRACUDA를 사용하여 순산소를 이용한 순환유동층 보일러

의 내부 유동 및 수력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IEA모델은 축방향 

및 횡방향 일부를 core와 annulus로 나눠서 계산하는 1차원 모

델링으로 반응기 내의 고체 입자 분포와 압력 분포 등의 수력학

적 특성과 고체연료의 반응, 기체 반응물의 homogeneous, 

heterogeneous 반응, 열전달 등을 포함한 연소 계산이 가능하다. 

BARRACUDA 프로그램은 반응기내 입자들의 축방향 횡방향 모

두를 고려한 3차원 모델링으로 Eluerian-Lagrangian 방법을 채택

하여 반응기내 입자의 상태 및 거동을 계산한다. 계산 조건은 공

기 연소 case와 기존 공기를 O2와 CO2로 치환하여 반응기 내부 

유속을 공기연소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reference case로 선정

하였고, 순산소 연소 case는 150kWth의 석탄 투입량을 기준으

로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감소시키면서 투입 산소량을 최대 80%

까지 증가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IEA 모델에서 계산된 연

소로 평균온도 및 운전조건을 BARRACUDA에 적용하여 등온 조

건에서 반응기 내의 압력분포 및 고체분율 등을 계산하였고 각 

모델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순산소 순환유동층 보일

러의 최적 운전 조건 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O유동E목-6
순환유동층 재순환부 특성에 따른 유동해석을  

통한 고체 순환량 고찰  

이종민†, 박경일, 김동원
 

한전 전력연구원 청정발전연구소 

(jm.lee@kepco.co.kr†) 

다양한 저급 에너지원의 연소를 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순

환유동층 보일러는 2000년 이후 그 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기술

의 고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발전분야에서 다

양한 저급석탄의 활용과 더불어,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

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부각되어 가장 최적의 연소공정으

로 순환유동층 기술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환유동층 기술은 그 규모가 아임계 300MW급을 거쳐 

초초임계 500MW급을 건설, 운영하면서 규모의 증대로 인한 다

양한 운전 불안정이 발생하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 중 연소로 크

기 및 사이클론 개수의 증가에 따라 유동 패턴의 변화와 사이클

론 효율 저하로 인한 층물질의 입도관리의 어려움으로 발생하

는 횡방항 및 축방향 연소로 온도 편차 그리고 고온부 형성에 따

른 운전 불안정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문제는 대부분 사이클론 포집 효율의 증대를 통한 층물질 

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

라쿠다를 통한 순환유동층 사이클론 및 재순환부(루프씰)의 유

동해석을 통해, 형상 및 운전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사이클론 효

율을 고찰하여 최적의 포집효율을 가질 수 있는 설계 지향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O유동E목-7
1ton/day급 이중 유동층(DFB) 가스화 시스템을  

이용한 유동사 순환 및 스팀 가스화 연구  

김종수, 류태우, 방병열†, 이은도, 양창원1, 구본진, 김한슬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저급석탄을 대상으

로 하며 스팀을 가스화제로 하는 간접가스화 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발열량을 가지는 합성가스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DFB 간

접 가스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저급석탄인 

Adaro탄을 이용한 유동사 순환 장기간 연속 운전과 SCR (steam 

coal ratio)조건에 따른 합성가스의 성분, Tar농도, 저위발열량을 

측정하였다. 합성 가스는  연속 가스 분석 시스템(ABB Co.,)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별도의 tudlar 백에 합성가스를 포집하

여 GC TCD. FID(Agilent 5890, 6890)을 통하여 가스분석을 진행

하였다.  실험 결과, 가스화기에서 가스화 반응으로 온도가 하강

하지만,   연소기로 이송되어진  유동사가 연소기의 연소로 인하

여 유동사가 다시 승온되어 가스화기로 공급되어 온도가 유지되

면서 유동사가 순환되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 

운전이 가능하였다.  SCR 변화에 따른 스팀 가스화를 통해 발생

한 합성가스는 수소의 분율이 가장 높고, CO와 CO2의 분율이 

그다음으로 나타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R에 따라 가스

의 조성과 발열량에 다소 차이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SCR 1.0 조

건에서 냉가스 효율이 가장 좋았고, 합성가스의 발열량은 SCR 

1.5에서 다소 향상된 형태로 나타났다. SCR 3.0조건에서는 냉가

스효율과 발열량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O유동E목-8
이온-전자 전도성 소재기반 산소공여입자 개발  

조원철, 배기광, 박주식, 정성욱, 김창희, 조현석,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skang@kier.re.kr†) 

Chemical looping is an efficient method to convert carbonaceous 

fuel into chemicals (syngas or hydrogen) or heat/electricity with 

simultaneous CO2 capture. This system employs an oxygen 

carrier to transfer oxygen, which consists of an active metal oxide 

and support. Recently, conductive materials have been 

suggested to be used as the support to improve the redox 

performance and coke resistance. However, the redox stability of 

conductive material-supported iron oxide materials after long-

term redox reactions has rarely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fluorite-type Gd0.1Ce0.9O2-δ (GDC) supported 

iron oxide showed high reactivity and long-term stability resulting 

from particle size effect and redox stability of GDC. After 100 

redox cycles, the LSF-supported iron oxide showed a loss of 

mechanical strength and severe fragmentation, whereas the 

GDC-supported iron oxide exhibited high redox stability. The LSF 

was fragmented and sintered, whereas the GDC showed 

inertness. Thus, the conductiv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upport under redox condition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dox stability and reactivity of an iron-based oxyge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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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동E목-9
CPFD Simulation on the Prediction of Mixing and 

Segregation in the Conical Fluidized Beds with Ternary 
Solid Mixture 

임종훈, 홍택운, 이목영1, 정재영1,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dhlee@skku.edu†) 

삼성분 입자로 이루어진 conical 유동층에서 입자의 혼합 및 충

분리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CP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하

단부에는 직경 0.075m, 높이 0.225m의 cylindrical column이 위

치하고 있으며, cylindrical column 상단에 conical의 각도가 각각 

15°, 25°, 35°, 40°이며 상단부 직경은 0.3m로 동일한 4종의 

column이 적용되었다. 층물질로는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ilmenite (dp=153 μm, ρs=3,860 kg/m3), coke (dp =582 μm, ρs 

=1,762 kg/m3), 그리고 glass beads (dp=153 μm, ρs=2,500 

kg/m3)가 적용되었다. Ilmenite:coke:glass beads의 비율 

0.35:0.15:0.5 에서 하단부의 기체 유속이 Uo=0.3 m/s이고 

conical 상단에서의 유속은 0.01875 m/s 경우 25° 각도를 가지는 

conical bed 상단으로 glass beads가 집중되어 층분리를 일으키

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ical의 각도 및 glass beads의 비율을 변

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glass beads만을 분리시키기 위

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O유동E목-10
유동층 반응기 내 입자 유동특성에 대한 입자 형상의 영

향  

김성원†, 김동영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kswcfb@ut.ac.kr†) 

최근 유동층 분야는 플라스틱 입자의 표면개질 용 코팅 유동층

반응기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유동성 예측에 한계가 있어, 반응기 설계 및 운전 

성능 예측을 위해서는 개별 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험을 통

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입자 유동성 예

측도 향상을 위해 입자 직경 및 밀도와 같은 기초 물성이외에 입

자의 형상 변화를 반영한 입자 유동특성 연구 및 반응기 설계를 

위한 유동성 예측식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유동성에 대한 입자 형상 인자(shape factor)

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유동층 cold bed model 반응기 (0.05 m 

I.D.)에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입자 (400-800 마이크로미터)

들을 대상으로, 최소 유동화 속도, 최소 기포 속도 및 유동성 지

표 (Fluidity)를 측정하였다. Geldart B 그룹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입자들의 경우, 구형 및 정육면체 형태의 입자들의 최소유동화 

속도 측정값은 Wen and Yu (1966) 등 기존 제안된 식과 잘 일치

하였으나, 원통 및 불규칙 형태 입자의 경우 예측도가 낮았고, 

편차 정도는 입자의 진원도와 종횡비의 영향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 형상인자를 반영한 새로운 입자 유동성 

예측식이 제안되었다.   

주)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O유동E목-11
순산소 순환유동층 로내 탈황을 위한 석회석 거동 연구 

이시훈†, 김예빈
 

전북대학교 

(donald@jbnu.ac.kr†) 

Nowadays oxy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Oxy-CFBC) 

have been widely developed in the world. In Oxy-CFBC the 

removal of SO2 in flue gas might happen via the desulfurization 

reaction of limestone similar to air fired CFBC. However CO2 

concentration in Oxy-CFBC is higher than that in air fired CFBC. 

It is very difficult for calcination reaction to happen. Therefore 

direct desulfurization could happen in Oxy-CFBC. Unfortunately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direct desulfurization 

reaction. To understand direct desulfurization reaction and 

recarbonization reaction in Oxy-CFBC, TGA experiments have 

been done.  

P유동목-1
촉매접촉방법에 따른 키데코탄의 촉매 유동층 가스화 

특성 연구 

진경태†, 류호정, 임호, 문종호, 이승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gtjin@kier.re.kr†) 

촉매 석탄 가스화에서 중요한 조업변수 중에 하나는 촉매물질의 

특성이지만, 촉매와 석탄이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고체 접촉이 

가스화 반응에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과 

촉매의 접촉방법으로 1) 100㎛크기의 입자를 석탄에 원하는 비

율로 혼합, 분산하여 주입하는 방법 2) 성형촉매를 유동화 층물

질의 일부로 주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3) 수용성인 촉매를 물에 

용해시켜 일정양을 유동화가스로 분무시켜 가스화 반응기에 주

입하는 방법에 대한 가스화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산촉매의 가스화 실험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석탄

만 주입하도록 석탄저장조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성형촉매 가

스화 실험은 가스화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원하는 촉매량을 

스크류피더를 이용하여 가스화 반응기 하부에 주입하였다. 촉매

수용액 분무 가스화 실험은 가스화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일

정량의 촉매 수용액을 일정시간 주입하였다. 운전변수 및 측정

변수, 즉, 석탄주입량, 운전조건(O2/C ratio, H2O/C ratio), H2, 

CO, CH4, CO2 농도 및 생성가스 유량을 측정함으로 냉가스효

율과 탄소전환율을 계산하였다.  

328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유동목-2
The development of a micro-riser drier for fluidized 

bed gasification processes 

곽인섭, 이시훈†, 곽유라, 김예빈, 신혜리, 이용주
 

전북대학교 

(donald@jbnu.ac.kr†) 

Since moisture content of low grade coals are generally higher 

than conventional coals, its moisture should be removed to be 

used in conventional plants. Until now there are several types of 

technologies for drying such as rotary tube drier, fluidized bed 

drier, mechanical thermal dewatering(MTE), hydrothermal 

dewatering(HTD), solvent dewatering, etc. However these 

technologies needs space and time.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flash drying characteristics for fluidized bed 

gasifier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 a flash dryer, low 

grade coal with high moisture content is rapidly dried by direct 

contact with hot area or gases while being transported from silo 

to gasifier. The effects of drying temperature, pressure, residence 

time and particle size on drying ratio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P유동목-3
Effects of Al doping into ZrO2 powders prepared in a 

micro drop fluidized reactor  

양시우, 임대호, 유동준, 윤창혁, 강 용†, 이찬기1, 강경민2
 

충남대학교; 1고등기술연구원; 2젠텍 

(kangyong@cnu.ac.kr†) 

메디컬 디바이스의 개발 및 응용을 위해 ZrO2 기반 소재를 개발

하고자 ZrO2 나노 구조 입자를 미세 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합성

하였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ZrO2 입자의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Al 이온이 ZrO2 입자의 합성 공정에서 동시에 도핑

된 ZrO2:Al 입자를 합성하였다. 미세 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미세 

액적의 흐름속도가 일정한 경우 마이크로 기포의 유속 및 도핑
되는 Al 이온의 농도가 합성되는 ZrO2 및 ZrO2:Al 나노 구조 입자

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세 기포의 흐름속도와 
도핑되는 Al 이온의 농도 변화는 합성되는 ZrO2 및 ZrO2:Al 나노 

구조 입자의 결정구조, 결정 크기 및 Band Gap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ZrO2 입자에서 Zr4+ 이온이 Al3+ 이온에 의해 치

환 됨에 따라 전자 밀도의 변화와 free electron이 생성되어 자유 
전자의 거동 변화가 합성된 ZrO2:Al 나노 구조 입자의 광학적 특

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ZrO2 기반 소재의 corrosion 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이들 결과는 ZrO2 입자를 기반으로 한 메디컬 소

재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유동목-4
미세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제조된 ZnO:Fe/Al 나노구조 

입자의 광학특성 

윤창혁, 임대호, 유동준, 양시우, 강 용†, 이찬기1, 강경민2
 

충남대학교; 1고등기술연구원; 2Gentec 

(KangYong@cnu.ac.kr†) 

화학센서의 개발을 위해서 시도되는 ZnO 기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세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ZnO에 Fe 이온과 Al 이온이 

도핑된 나노구조 입자를 합성하여서 이들 입자의 광학특성을 고

찰하였다. 미세액적 유동반응기는 나노구조 입자를 One step의 

단일한 공정으로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반응기의 특성도 고찰하였다. 미세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가

장 중요한 운전조건 중의 하나인 마이크로 기포의 유속이 합성

되는 ZnO : Fe/Al 입자의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미세액적 유동 반응기에서 마이크로 기포의 유속은 미세액

적들로 구성된 반응물의 전구체들을 반응기 내부의 반응영역에

서 머물면서 반응하는 반응시간과 반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

으므로 미세액적의 흐름속도와 더불어 반응물 전구체 미세액적

의 반응조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 일정한 미세액적의 흐름 조건에서 미세기포

의 흐름속도 변화는 반응기에서 ZnO : Fe/Al 입자의 결정구조와 

결정크기 그리고 Band gap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이크로 기포의 유속이 0 ~ 1.0 (L/M)의 범위인 본 연

구의 범위에서 마이크로 기포의 유속이 0에서 1.0(L/M)로 증가

함에 따라 Fe 이온과 Al 이온의 Co-doping 영향은 마이크로 기

포 유속이 0.8(L/M)애서 최대효과를 나타내었다. 

P유동목-5
A study on jet and cyclone attrition of iron ore in a gas-

solid circulating fluidized bed 

강동현, 성우창,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dhlee@skku.edu†) 

내경 0.075 m, 높이 3.7 m 인 아크릴 순환유동층 장치에서 밀도 

3,705 kg/m3의 철광석 입자를 층물질로 사용하여 마모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탑속도(Ug = 2.0 - 3.0 m/s)와 고체순환량에 따른 

마모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single nozzle 기체분산

판에서 제트에 따른 마모속도를 파악하고 bubble cap 기체분산

판에서 비산입자에 대한 사이클론 마모속도를 파악하였다. 층에

서 마모된 입자는 사이클론에 포집되어 loopseal에 쌓이거나 비

산되어 bag filter에 포집되었다. 실험종료 후 모든 입자의 입도변

화를 분석하였다. 30분의 마모실험을 통해 마모속도를 산출하

여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제트 마모속도는 주입되는 기체의 운

동에너지에 따라 증가하였고 사이클론 마모속도는 사이클론 주

입기체속도와 고체순환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각기 변수에 따

른 실험식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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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동목-6
CNT 유동층 반응기 희박상 내 입자뭉침 현상에 대한 연

구  

배지훈, 손성렬1, 김성원†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1SK이노베이션 기반기술연구소 

(kswcfb@ut.ac.kr†) 

탄소나노튜브(CNT)는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및 전기적으로 특

이한 성질을 지닌 결정 또는 튜브상의 탄소구조로서 매우 유익

하게 넓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탄소나

노튜브의 대량제조를 위한 가장 장래성 있는 기법으로서 유동

층-CVD기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기존의 유동층 반응기에서 사

용하는 입자의 물성에 비하여 매우 특이하고, 반응 중 입자가 성

장 물성이 변화하므로 CNT 유동층 반응기의 설계가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CNT 합성을 위한 유동층 반응기 

설계는 물론 대형화를 위한 scale-up 진행을 위해서는 MWCNTs

의 수력학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NT 기포유동층 cold bed (0.15 m I.D.) 내 희박

상에서 비말동반된 CNT 입자 거동이 연구되었다. 입자의 거동 

확인을 위해 비접촉식 형상 측정법인 레이저 슬릿광 방식 형상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평균 350 ㎛ 입도의 CNT 입자에 대해 

0.28 m/s로 운전될 때, 희박상 영역의 평균 고체체류량은 

0.0007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이하게도 CNT 입자들

은 뭉침현상을 나타내었고, 평균적으로 1.03 mm의 크기를 갖고 

구형도 0.65 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자에 반사된 빛으로

부터 유추된 입자 뭉침 정도는 2.6개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열전달 및 싸이클론 설계를 위한 CNT 입자물성 적

용 방안이 제안되었다.  

P유동목-7
Numerical analysis of a commercial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for low grade coal combustion  

곽유라, 이시훈†, 곽인섭
 

전북대학교 

(donald@jbnu.ac.kr†) 

Recently a circulating fluidized bed(CFB) boiler in which various 

fuels, such as coal, combustible wastes, pet-coke, and biomass 

could be combusted or consumed is remarkably growing or 

expanding its share in power generation industries. Especially 

CFB boilers might be recognized as a promising solution for 

harnessing energy from low grade coals. However the 

optimization of operation conditions for CFB boilers with low 

grade coals has not finished yet until now. Therefore,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low grade coals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for a commercial scale CFB boiler by using a IEA-

CFBC numerical model which had developed for simulation of 

commercial CFB boilers. In this study, the configuration of CFB 

boiler has been changed and low grade coals and limestones 

supplied for domestic power plants have been used for 

computational simulation. 

P유동목-8
Effects of mixing types by air diffuser on the 

performance of phosphorus recovery process using 
swine manure 

심수민, 윤새결, 원승건1, 라창식†
 

강원대학교; 1대구대학교 

(chansix@kangwon.ac.kr†) 

Phosphorus regarded as non-renewable material and is an 

essential element.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exhausted with-

in 90 yea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ver phosphorus. 

Struvite crystallization as one of phosphorus recovery methods 

has been widely studi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mixing regime varied by 2 types of air diffuser (A, doughnut; B, 

ball) in a cylindrical reactor. Mixing the fluid for chemical reaction 

was controlled by both circulation nozzle for liquid and air diffuser 

for air supply. The ranges of circulation rate (CR) was set from 20 

to 40 Q and aeration rate was fixed with 0.5 m3/m3ㆍmin. Swine 

wastewater was used as the influent and the reactor operation 

was set by the optimal condition. Both types showed O-P 

removal efficiency of over 90%, but the T-P removal efficiency of 

87.6% from A-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type (P＜

0.05), which was probably caused by the combination with 

circulation nozzle to form fluid flow and A-type diffuser may 

facilitate struvite to settle down in a reactor when compared to B-

type. Consequently, A-type was found to be profitable in 

managing and improving struvite recovery. 

P유동목-9
사이클론 dipleg에서 기포 유동층으로 고체가  

주입되는 고체 주입 구조의 실험적 모사    

원유섭, 이경우, 김대욱, 최정후†
 

건국대학교 

(choijhoo@konkuk.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 유동층 CO2 포집공정 라이저 사이클론

의 dipleg에서 재생탑으로 주입되는 고체 주입 구조를 실험적으

로 모사하고, 고체 흐름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고체는 전력연

구원에서 개발된 K 계열 흡착제(P2)를 이용하였다. 실험실 규모

의 기포 유동층(Plexi-glass, 직경 0.1 m, 1.34 m tall) 장치를 이용

하여, 층 압력강하, 고체 주입관 내 고체 높이, 고체 주입관으로 

우회하는 기체 유량을 측정하였다. 실제 공정을 모사하기 위하

여 고체 주입관으로 역류하는 기체는 기포 유동층 프리보드로 

재주입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유동화 기체 유속, 고체 주입 속

도, overflow 고체 배출 높이, 퍼지 기체 분율을 사용하였다. 퍼지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괄 기체 유량을 일정하게 하였다. 

기체 유속이 증가하면 층 압력강하, 주입관 내 고체 높이가 감소
하였다. 기체 유속 5umf이하에서는 고체 주입관으로 우회하는 

기체 유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일정하였다. 고체 주

입 속도, overflow 고체 배출 높이가 증가할수록 층 압력강하, 고

체 주입관 내 고체 층 높이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회 기체 유

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퍼지 기체 유량이 증가하여도 층 압

력강하는 일정하였다. 그러나 우회 기체 유량은 증가하였고, 주

입관 내 고체 층 높이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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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동C목-1
Numerical analysis of thermal convection in a liquid film 

on the uneven surface  

유재현, 남재욱1,†, 안경현
 

서울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jaewooknam@skku.edu†) 

When a thin liquid film on a substrate is considered, a surface 

tension gradient on the gas/liquid interface causes a flow. In 

addition, temperature gradient inside a fluid can also cause 

density gradient to cause flows. Both phenomena usually can 

occur at the same time, which is one type of thermal convection. 

In general, such convection patterns cause undesired coating 

defects during drying process. This phenomenon has been 

deeply investigated for flat substrate, which is also called 

Bénard-Marangoni convection. However, only few studies are 

done so far for uneven substrates in spite of its practical 

significances. As the substrate shape deviates from flat, the 

temperature profile inside the film is also affected and can induce 

unique and complex patterns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a 

thermal convection on the flat substrate. In this study, we 

performed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computations over a 

sinusoidal shaped substrate. We observed such convection 

pattern changes, as varying the amplitude and periodicity of sine 

wave. Identified flow patterns were classified with respect to 

operating conditions and geometrical shapes. 

O이동C목-2
Analysis of the cavitation in the orifice using CFD 

한경호,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kw.ac.kr†) 

Cavitation is a phenomenon that the liquid is vaporized by the 

static pressure of the liquid is reduced to the saturated vapor 

pressure at the temperature. Cavitation is mainly generated from 

the propeller of vessels and submersible pumps etc., In flow 

measurement devices such as orifice or venturi meters it is not 

uncommon.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vitation 

phenomenon is that the high pressure and heat is generated 

when the bubbles collapse. For this reason, when the cavitation 

is occurred the surface of the device is corroded and damaged, 

and noise. But, in recent years water treatment research using 

cavitation was announced substantial number. Because of the 

above reasons that determination of the occurrence of cavitation 

and control is important.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performed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for the gen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vitation of the orifice,  confirmed 

correlations between the non-dimensional variables. 

O이동C목-3
A modeling study based on numerical methods on 
polarization behaviors of a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정정열,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daisy.kw.ac.kr†) 

A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SORFC) has been 

characterized in both a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 

MODE and a Solid Oxide Fuel Cell (SOFC) mode reversibly. 

Since SORFC is operated under the high operating temperature 

condition, it has relatively lower Open-Circuit Voltage (OCV) and 

activation overpotential emerged at electrodes. Thus, 

experimental studies on SORFC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In contrast, modeling studies on SORFC have not been 

proceeded because of different operating mechanisms of SOEC 

mode and SOFC mode. In this study, effects of the operating 

condition on the polarization behavior and performance are 

analyzed by using numerical methods. A numerical model is 

established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A numerical model will be 

validated by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O이동C목-4
CFD simulation of Fischer-Tropsch synthesis 

reaction  using Fe catalyst  

전형배,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kw.ac.kr†) 

In modern industries, Energy of the highest demand is petroleum. 

Recently, It is actively proceeding shale gas development for 

substituting petroleum. However, All of them have the problem 

like corrupting the environment. Replacement method for this is 

the F-T synthesis. At first, It produce the syngas using various 

hydrocarbon. Then, It converts liquid fuel to syngas using the F-T 

synthesis reaction. The liquid fuel from F-T synthesis doesn't 

ha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 like the sulfur in the 

petroleum. Therefore, The F-T synthesis fuel is the eco-friendly 

fuels than petroleum and shale gas. Tn F-T synthesis process, 

Many kinds of reactors and catalysts are used. In this study, We 

used packed bed reactor with Fe catalyst. CFD was used for 

simulation about F-T synthesis reaction. We used surface 

reaction model, Because the reation is caused on surface of 

catalyst. And, The FTS reaction rate is defined by UDF. It 

evaluated the simulation by comparing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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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동C목-5
3D simulation of Si-melt flow patterns and their 

effects on crystal quality in the horizontal magnetic 
Czhochralski  

송도원, 정호섭, 오현정†
 

LG실트론 

  

Czochralski Silicon(CZ-Si) 단결정에 요구되는 주요품질은 전통

적인 반도체 회로선폭 감소에 따른 결정결함 제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의 변화에 따른 wafer 면내 산소농도의 

uniformity가 최근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CZ-Si 단결정 내

부의 산소가 반도체 소자 제조공정에서 산소에 의한 Donor의 생

성과 비저항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00mm CZ-Si 

단결정성장에서 산소농도 제어를 위하여 수평자기장(horizontal 

magnetic Czochralski, HMCZ) 채용이 일반적이다. HMCZ에서 

Si-melt의 대류패턴이 산소농도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FEMAG을 이용하여 전산모사하고 pulling speed(PS)와 산소농도

의 변동의 근본원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계궤도(limit cycle)의 

위치와 크기 및 자연대류와 강제대류의 비(Ra/Res2)로 제어함

으로써 PS 및 산소농도의 변동을 현저히 감소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Ra와 Res2는 각각 Rayleigh와 seed 

rotational Reynolds number이다. 

O이동C목-6
Effect of viscoplasticity in slot coating flow  

남재욱†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jaewoknam@skku.edu†) 

Slot die coating is a versatile materials processing method to 

form thin-film products with relatively high speed. The coating 

solution used for this method may contain various particles, 

additives, and solid contents. When the amount of solvent 

decreases, the solution becomes a dense suspension and may 

not flow below a yield stress. This threshold stress can affect the 

desirable range of coating operations. In this study, the slot 

coating visualization experiments are done for the viscoplastic 

Carbopol solution.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gas/liquid 

interfaces, or menisci are visually tracked. When they touch die lip 

corners, corresponding operating conditions, dimensionless 

vacuum pressure and gap-to-thickness ratio are collected to 

construct the coating window. Beside this vacuum shift, the 

viscoplastic solution delays the low flow limit by changing 

behavior of the die shoulder wetting. In sum, the weakly 

viscoplastic coating solution may require slightly higher vacuum, 

but it may allow to coat thinner or faster than Newtonian solution 

with comparable viscosity.倀  

O이동C목-7
Numerical Simulation on Electrical Energy Harvesting 

by Reverse Electro-Dialysis (RED) 

류원선†
 

홍익대학교 

(wsryoo@hongik.ac.kr†) 

The free energy of mixing electrolyte solution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can be directly converted into electricity via RED 

process, the reverse operation of electrodialysis (ED) that 

increases the concentration gradient between two electrolyte 

solutions by consuming electrical energy. In this research, we first 

prepared RED stack cells by using commercial ion exchange 

membranes, then evaluated the power density under conditions 

that emulate mixing of seawater (35 g/L) and brackish water 

(0.5~3.0 g/L). The evaluation was based on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and power outputs were measured as functions 

of flowrates, geometry of flow channels, feed concentrations and 

the number of stacks. Numeric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on 

the ion transport in various RED cell structures to develop a 

proper model describing RED cell behaviors. Power generation 

depending on flow conditions of sea and brackish water was 

analyzed from bo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Keyword: Salinity-Gradient Energy, Reverse Electro-Dialysis, Ion 

Exchange Membrane, Numerical Analysis 

O이동C목-8
Influence of the vortex flow on particle transport and 

deposition in the patterned membrane channel  

정선엽, 강태곤1, 안경현†
 

서울대학교; 1한국항공대학교 

(ahnnet@snu.ac.kr†) 

Particle transport and deposition onto the patterned membrane 

surface with the presence of the vortex flow are studied with a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 A patterned membrane on 

which sub-micron to sub-millimeter surface patterns engraved 

has been reported to alleviate membrane fouling. In previous 

studies, flow characteristics near the patterned membrane 

surface are thought to be related with the reduced membrane 

fouling. However, the interplay between suspended matters and 

vortex flow has been less understood and still ambiguous. In this 

study, a particle dynamics simulation is developed to reproduce 

particle transport and deposition on the patterned membrane 

surface and the results were verified by experiments. Vortex flow 

is formed in the valley region of the patterned membrane surface 

and the behaviors of the suspended particles were affected by 

the vortex flow. The residence time of the particles is increased in 

the vortex region, while the cake layer of the deposited particles is 

readily destabilized by the vortex flow. Also, the entrance of 

particles into the vortex region is hindered with the shear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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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동C목-9
Effect of pH on the rheology and microstructure of 

aqueous cathode slurry system based on poly (acrylic 
acid) 

김도훈, 성상훈, 안경현†, 이승종
 

서울대학교 

(ahnnet@snu.ac.kr†) 

 Processing of water based Li-ion battery electrode has attracted 

attention due to its low cost and advantages in environmental 

issues compared to NMP based processing. Poly (acrylic acid) 

(PAA) has been attracted as a binder and dispersant for aqueous 

battery slurry due to low cost and availability in industry. In this 

study, we prove that the neutralization degree has a crucial effect 

on the dispersion stability of the slurry.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slurry were measured and coupled with average agglomerate 

size at each pH. Surprisingly, dramatic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rheology was observed at pH=7. Liquid like behavior was 

shown at pH=6.0 while gel-like behavior was observed at 

pH=8.0. Optical microscopy, sedimentation test and agglomerate 

size showed same tendency. Abrupt transition is attributed to 

increased adsorption amount of PAA on the particle surface. 

PAA’s charge density changed largely with pH, which varies the 

interaction. The results imply that a subtle difference in pH results 

in a notable influence on the rheological properties and 

dispersion stability, which are directly related with production of 

homogenous electrode. 

  

O이동C목-10
직각 미세유로에서 저점도 고분자의  

관성-탄성 유동 불안정성 연구  

김정희1, 홍선옥2, 김주민2,3,†
 

1아주대학교; 2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3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jumin@ajou.ac.kr†) 

미세유체소자는 다양한 물질의 합성 및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미세유체 유동은 전단율이 큰 경우가 많

아, 점도가 매우 낮고 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이 불안정

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소자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직선형으로 꺾이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성

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단 점도가 전단율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묽은 용액부터 전단 박화 연상이 일어나

는 진한 고분자 용액까지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동 불안정성을 

유량에 따라 관찰하였다. 뉴튼 유체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유동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중복 농도 이하에서는 고분

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 불안정성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복 농도를 넘어선 조건에서는 고분자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전단 박화(shear-thinning)가 존재하는 경우) 유동이 

안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특기 사항

은 유동 불안정성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관성과 탄성이 상승 작

용을 할 경우에 유동 불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복잡유체를 다루는 랩온어침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이동C목-11
Curving silver nanowires using liquid droplet.  

안광국, 남재욱†, 임거환, 임병권
 

성균관대학교 

(jaewooknam@skku.edu†) 

Capillarity는 기체와 액체 또는 고체와 액체 계면에서 같은 분자

끼리 결속하려는 인력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capillarity는 계면의 

곡률이 커질수록 강해진다. 때문에 최근 다양한 나노 기술 분야

에 적용되며, 특히 Langmuir-Blodgett, capillary printing 등 나노 

구조체의 변형 기술에 많이 응용되고있다. 하지만 나노 구조의 

변형을 다루기는 쉽지 않아 다소 복잡한 방법들이 요구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나노와이어의 bending energy와 기액 계면에

서 발생하는 surface energy를 기반으로 작은 액적 안에서의 나

노와이어 변형을 예측 하고, 간단한 spray coating 기법을 통해 

은나노와이어 원형 패턴이 형성됨을 입증 하였다. 또한 신축 전

극을 제작하여 선형 패턴보다 원형 패턴이 저항 측면에서 내구

성이 더 좋음을 확인하였다.   

O이동C목-12
Utilizing anisotropic multifunctional microparticles 

fabricated by flow lithography techniques 

봉기완†
 

고려대학교 

(bong98@korea.ac.kr†) 

Combining photolithography with microfluidic methods, flow 

lithography (FL) has been a powerful synthesis technique that 

enables the mass-production of microparticles with complex 

geometrical and chemical patterns. Anisotropic multifunctional 

microparticles fabricated by FL have been utilized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MEMs to biotechnology because the 

controlled shapes and chemical patterns in particles can provide 

unique function for each application. For example, multifunctional 

encoded microparticles have been designed for the rapid 

screening of target biomolecules in a complex biological mixture, 

bearing over unique codes to identify loaded probes. Another 

example can be pH-sensitive, multi-modulated, anisotropic 

microparticles for tumor-targeted drug delivery. Moreover, large-

scale arrays of the anisotropic multifunctional microparticles have 

been used for anti-counterfeiting applications.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how to fabricate anisotropic 

multifunctional microparticles by flow lithography techniques, and 

demonstrate how to utilize these particles for diagnostics, drug 

delivery, and anti-counter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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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동C목-13
Microfluidic gut-liver-on-a-chip for studying the first-

pass metabolism  

성종환†
 

홍익대학교 

(jhsung22@hongik.ac.kr†) 

Due to the difficulty of directly testing animal or human subjects, 

cell-based in vitro model systems are widely used in 

pharmaceutical industry. However, currently available in vitro 

systems are far from a faithful reproduction of an organism. For 

example, the effect of a xenobiotic compounds is tested in vitro 

by incubating a monolayer of cells in the presence of the drug, 

whereas in human body the drug goes through a dynamic 

process of metabolism and excretion, which result in complex 

whole-body response. Combination of microscale technology, 

mathematical modeling, and biomaterial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an in vitro system that mimics the human body better. 

Herein we introduce the concept of microfluidic system aimed at 

reproducing the pharmacokinetic profiles of drugs in the body. In 

particular, we focus on reproducing the first-pass metabolism of 

drugs after passing the gut and the liver. This type of device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uracy of screening for 

pharmaceutical and health-promoting compounds. 

O이동C목-14
산업용 미세조류 우량종 발굴을 위한  

미세액적기반 디지털 전기천공법 최적화 연구  

임도진†, 권상구, 김영훈, 최창용
 

부경대학교 

(dj-im@pknu.ac.kr†) 

최근 CCS 분야의 활용 및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미

세조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미세조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저항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종 

발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미세조류 형질전환을 위하여 여러방

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전기천공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전기천공 시스템

은 높은 초기 설치비용과 낮은 세포의 생존율과 같은 여러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제안된 미세유체 기반의 디지털 전기천

공법은 기존의 전기천공법과 비교하여 높은 사용자 편의성과 더

불어 높은 유전자 형질전환율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인 연구종인 Chlamydomonas reinhardtii (cc-125)에 대하여, 세

포의 농도, 전류의 세기 등 디지털 전기천공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를 분석하여, 최적의 형질전환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먼저 dsDNA에 결합하여 발현하는 fluorescence 

dye를 이용하여 전기천공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한 뒤, 

plasmid DNA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렇게 최적화

된 액적접촉충전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전기천공법은 세

포배양에 대한 각 과정과 전기천공법의 통합적 프로세스에 대하

여 큰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P이동목-1
A facile method to prepare highly conductive polymer 
core/metal shell particles via polydopamine-assisted 

electroless plating  

김준영, 송재필, 이성재†
 

수원대학교 

(sjlee@suwon.ac.kr†) 

Polymer core/metal shell composite particles having superior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prepared by the electroless plating of 

metal (silver) on polystyrene (PS) particles. Monodisperse PS 

microspheres of 3 micrometer in size as seed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dispersion polymerization technique. In this study, 

polydopamine (PDA) and glucose were used as reducing agents 

for metal ions. The core/shell composite particles were prepared 

by electroless plating of silver after the formation of PDA on the 

surface of PS particles through self-oxidative polymerization of 

dopamine. The morpholog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PS 

core/silver shell composite particles were investigated to confirm 

the thickness uniformity of silver plating and the conductivity 

enhancement of composite particles. As a result, silver layer 

on PS seed sphere was successfully encapsulate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ore/shell composite particles, it was 

confirmed that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was achieved by PDA-

assisted electroless plating. 

Keywords: core-shell composite particle, electroless plating, 

monodisperse polystyrene particle, polydopamine, glucose 

P이동목-2
Mathematical Model of Energy Release due to Self-

oxidation-reduction Reaction of Energetic Materials in 
Closed Chamber  

공태연, 임도진†
 

부경대학교 

(dj-im@pknu.ac.kr†) 

If we put energetic material made up of fuel and oxidizer in 

closed chamber and ignite, an oxygen atom which bonded with 

oxidizer obtain activation energy. Therefore, oxygen atom breaks 

the bonding with oxidizer and becomes free oxygen atom which 

can oxidize fuel. Heat generated from the reaction activates 

another oxygen atom. As a consequence, oxidation-reduction 

reaction is repeated until whole fuels are burned out. By the self-

oxidation-reduction reaction, exothermic reaction which release 

heat, light and gas, etc. occurs and fuels rapidly burned. 

Because this phenomenon could be occurred under anaerobic 

conditions, it is applying to energy release of spacecraft and 

rocket needed to propel under anaerobic conditions. Due to 

growing interest in domestic aerospa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nergy release model in order to apply to various 

research such as energy release performance evaluation and 

energetic material aging study, etc. This study makes 

mathematical model such energy release phenomenon 

of energetic material as pressure vs time equation. Additionally, 

pressure change according to time was also obtained and 

compared using various equations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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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목-3
Rhe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S/PEDOT:PSS-modified CNT nanocomposites via 
latex technology  

송재필, 김준영, 이성재†
 

수원대학교 

(sjlee@suwon.ac.kr†) 

Carbon nanotubes (CNTs) are used as conducting nanoscale 

fillers due to their outstanding electrical properties, but they exist 

as bundles caused by strong van der Waals force between them. 

A lot of works such as physical and chemical modification of 

CNTs have been performed to solve the dispersion problem. 

Chemically modified CNTs show good dispersion but deteriorate 

the intrinsic properties of CNT by the breakage of sp2 bond. 

Physical modification with low molecular weight surfactant 

renders good dispersion but shows adverse effec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s. In this study, we 

modified CNTs by the coating of polydopamine, PEDOT:PSS 

and EG-treated PEDOT:PSS on CNT surface and prepared the 

PS/CNT nanocomposites by using the surface-modified CNTs 

through latex technology. Their morphology and rhe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nanocomposites 

showed good dispersion of CNTs, enhanced electrical 

conductivity and goo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counterparts prepared with other methods. 

Keywords: surface-modified CNT, nanocomposites, latex 

technology, rheological properties, electrical conductivity. 

P이동목-4
Evolution of Unyielded Region inside Slot Coating Flow 

with Viscoplastic Material 

도관홍, 남재욱†
 

성균관대학교 

(nam.jaewook@gmail.com†) 

Continuous liquid coating is used to produce various films or 

sheet-like products, such as adhesive tapes, optical films, 

display panels, etc. It is also a strong candidate for nanoparticle 

assembly film production. Slot coating is a popular high-

precision coating methods, because the film thickness is directly 

controlled by the flow rate and substrate speed rather than 

coating liquid properties.   

Coating liquid used in this study shows complex non-Newtonian 

behavior including viscoplasticity, i.e., exhibiting little or no 

deformation up to a certain level of stress, called yield stress, and 

the area exhibiting little or no deformation is called unyielded 

region. From flow visualization and coating window computation, 

we found that the location of the unyielded region is a function of 

the gap to thickness ratio. To find out the threshold value for 

detaching unyielded region from the coating die lip, a simple 

viscoplastic channel flow model is proposed and analyzed.  

P이동목-5
외부 강제냉각의 효과를 고려한 350F Ultracapacitor 모

듈의 열적 거동 모델링  

박성준, 이재신, 신치범†, 최종락1, 이하영1
 

아주대학교; 1LS Mtron Ltd. 

(cbshin@ajou.ac.kr†) 

Ultracapacitor(UC)는 고출력이고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며 반영

구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변동성이 심한 태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

브리드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UC는 폐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리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한 UC의 사이클 수명을 감소키는 원인 중 하나는 충·방전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다. 이러한 UC의 온도 상승은 

여러 개의 UC로 이루어진 모듈에서 불균일한 수명 감소를 유발

하기 때문에 UC 모듈의 열 관리는 사이클 수명 및 성능과 관련

하여 해결해야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강제냉각의 효과를 고려한 350F 

Ultracapacitor 모듈의 열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simulation 

program을 개발하였다. 셀 내의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열과 

가역적인 열을 고려하여 단일 UC의 열적 거동을 예측하였다. 68

개의 350F 중형 UC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총 136개의 UC로 

만들어진 모듈에 단일 UC의 열적 거동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진

행하였다. 모델의 작동조건으로써 외부에서 가해주는 강제냉각 

조건을 고려 해주었으며, 모듈의 열전도도는 모듈을 구성하는 

각종 구성요소의 열전도도가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

하였다. 또한 모델링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전대로 측

정한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P이동목-6
Network structure of Gel-MA hydrogels depend on 

amounts of methacrylates 

박유빈, 김범상†
 

홍익대학교 

(bskim@hongik.ac.kr†) 

천연단백질인 콜라젠에서 추출된 gelatin에 methacrylic 

anhydride(MA)를 도입하여 합성된 gelatin methacrylate(Gel-MA) 

하이드로젤은 생체적합성이 있고 네트워크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포지지체로써 조직공학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Gel-MA 하이드

로젤에 세포를 배양할 경우에는 세포지지체가 세포성장에 적합

하지 않아 파괴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gelatin과 도입하는 MA의 함량을 조절하여 하이드로젤의 

network 구조를 조절하고자 한다. MA함량에 따른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변화를 보기 위해 팽윤비, 확산거동, storage 

moldulus를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Gel-MA에 도입되는 MA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젤은 낮은 팽윤비와 확산계수를 갖

는 반면, 높은 storage modulus를 보였다. 따라서 하이드로젤의 

MA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젤은 높은 강도와 조밀한 network구조

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Gel-MA 하이드로젤은 MA의 

함량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구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세포의 종

류에 따라 최적의 성장환경을 갖는 세포지지체로써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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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목-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opolymer hydrogels 

of Gel-MA and PEGDMA  

최원호, 김범상†
 

홍익대학교 

(bskim@hongik.ac.kr†) 

조직 공학에서는 gelatin methacrylate(Gel-MA)로 합성한 하이드

로젤은 생체적합적이고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포지지체로써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세포는 그 종류에 따라 성

장 속도가 다르므로, 기존의 Gel-MA 하이드로젤에 세포를 배양

할 경우에는 세포의 성장에 따라 세포지지체가 파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의 속도에 적합한 구

조를 갖는 세포 맞춤형 하이드로젤을 Gel-MA와 Poly(ethlylene 

glycol)dimethacrylate(PEGDMA)를 공중합하여 제작하고, Gel-

MA와 PEGDMA의 조성과 PEGDMA의 분자량을 조절함으로써 

구조가 다른 하이드로젤을 제작하고자 한다. 공중합 된 하이드

로젤은 Gel-MA와 PEGDMA의 조성과 PEGDMA 분자량별로 팽

윤비와 기계적 강도를 통해 하이드로젤 가교구조를 추론하였다. 

팽윤비는 건조된 하이드로젤과 DPBS에 의해 팽윤된 하이드로

젤의 상대적 질량비를 통해 나타냈으며, 강도는 Rheometer를 사

용하여 storage modulus값을 구하였다. 결과적으로 Gel-MA와 

공중합된 PEGDMA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PEGDMA의 분자량이 

커질수록 하이드로젤은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 낮은 팽윤

비와 높은 storage modulus를 보였다. Gel-MA와 PEGDMA의 조

성과 PEGDMA의 분자량을 달리하여 제작된 하이드로젤은 

network 구조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고, 하이드로젤의 네트워

크 구조로 조작할 수 있었다.  

P이동목-8
그래핀을 포함한 초탄성 하이드로젤의 구성방정식 및 

삼투압변화  

김서균, 김소리, 이헌상†
 

동아대학교 

(heonlee@dau.ac.kr†) 

온도변화나 빛에 의해서 부피가 변화하는 초탄성 GO/PNIPAm 

하이드로젤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하이드로젤의 탄성은 상온근

처에서는 변형되는 단면의 관성모멘트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을 입증하였다. 즉, 모양의 변화(상대적인 면적의 변화량)가 하

이드로젤의 초탄성 거동에 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다. 임계온

도 이상에서는 하이드로젤은 변형량이 큰 경우에 압축특성을 나

타내었으며, 따라서 압축과 수반된 조성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삼투압의 변화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실험으로 측정된 

제1수직응력차이로부터 삼투압의 변화에 의한 응력을 구하였

다. 그래핀이 포함되더라도 혼합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크지 않은 

반면에 혼합엔탈피의 변화량은 예견되므로, 그래핀을 포함한 삼

성분계의 자유에너지는 플로리의 식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

며, 이로부터 계산된 삼투압의 변화는 측정된 삼투압의 변화량

과 경향이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임계점 이하 및 임계

점 이상의 온도에서 삼투압을 고려한 초탄성 하이드로젤의 구성

관계식을 완전하게 나타내었으며, 변형량이 매우작은 영역 뿐만

아니라 (Neo Hookean regime), 부피가 1/8로 줄어드는 매우 큰 

변형량을 수반한 경우의 구성방정식을 완전하게 나타내었다.    

P이동목-9
A numerical study on polarization behavior for 

modeling the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SORFC) 

정정열,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daisy.kw.ac.kr†) 

A Solid Oxide Regenerative Fuel Cell (SORFC) has been 

characterized in both a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 

MODE and a Solid Oxide Fuel Cell (SOFC) mode reversibly. 

Since SORFC is operated under the high operating temperature 

condition, it has relatively lower Open-Circuit Voltage (OCV) and 

activation overpotential emerged at electrodes. Thus, 

experimental studies on SORFC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In contrast, modeling studies on SORFC have not been 

proceeded because of different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of 

SOEC mode and SOFC mode. In this study, effects of the 

operating condition on the polarization behavior and performance 

will be analyzed for the modeling SORFC. 

P이동목-10
High throughput generation of droplet using 3D-printed 

microfluidic device  

강경우, 황윤호, 김동표†
 

포항공과대학교 

(dpkim@postech.ac.kr†) 

Droplets generation via microfluidic device have a wide range 

applications such as biological assays and material synthesis. 

Actually, droplet microfluidic system requires the scale-up of 

droplet generation in terms of industry applications. In general, 

photolithography is the general method to stack the layers for 

making 3D structure. However, this method is difficult and needs 

several steps to fabricate device. Herein, in order to generate the 

mass production of droplets, we fabricated 3D-printed 

microfluidic device without leaking problem at high flow rate. The 

microfluidic device for droplet generation was made by 3D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method. This 3D-printed droplet generator 

has excellent pressure tolerance because the device is made 

with direct prototype without bonding process. Moreover, the 

3D-printing method has no need of special fabrication skills and 

attention in industry fields with user friendly method.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337



P이동목-11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을 위한 열적 거동 해석  

구보람, 신치범†, 유상환1, 정도양2
 

아주대학교; 1피앤이솔루션 PE팀; 2피앤이시스템즈 

(cbshin@ajou.ac.kr†) 

연비 및 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 자동차의 자동차 산

업 내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 자동차용 고성능 2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리튬 이

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고출력, 우수한 저온 특성 및 높

은 이론전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나 다양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높

은 방전률로 방전할수록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다량의 열이 발생

하고, 배터리 팩이 사용될 때 생기는 국지적인 온도 상승은 팩 

내의 전기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이클 수명의 감소 원인이 된

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도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열적 거동 모델링에 근

거한 다양한 작동조건에서의 온도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kWh급 중형 RE-EV(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용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을 위한 열적 거동

을 예측하는 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리튬 이온 배터리

의 열전전도는 각종 구성요소의 열전도저항이 직렬과 병렬로 연

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극의 전위와 전류 밀도 분포의 전산

모사 결과에 근거한 전극내의 열 발생량을 사용하여 팩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였고,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simulation model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P이동목-12
The Control of Cell Growth Curve to Optimize 
Transformation Efficiency in Electroporation 

김영훈, 권상구, 임도진†
 

부경대학교 

(dj-im@pknu.ac.kr†) 

In many cases, exogenous materials delivery is highly dependent 

on the cell cycle status and growth curve of C. Reinhardtii. 

Commonly, The highest expression following electroporation is 

obtained when cells are in mid-log phase growth. That's why cell 

wall is weak in mid-log phase. So, In this phase, It facilitates 

maximum exogenous DNA uptake. However, It takes many time 

to prepare cells in mid-log phase. So, It is good to find ways to 

reduce time of cell preparation. The way to reduce time of cell 

preparation is to increase initial concentration. So, It is possible to 

save time of cell preparation and obtain higher exogenous 

materials delivery efficiency. And cells have been cultivated in 

continuous light(~24h). But, algal cultures can be synchronized 

naturally by alternating light/dark periods so that growth occurs in 

the light and DNA replication(s) and nuclear and cellular division

(s) occur in the dark. So, Between in the continuous light culture 

and in the synchronized cultrue, compare exogenous materials 

delivery efficiency. So this paper can be useful for biological 

researcher to do electroporation. 

P이동목-13
Temperature responsive poly (N-vinyl caprolactam) 

microparticles for controlled drug delivery 

노윤호, 심민석1, 봉기완†
 

고려대학교; 1인천대학교 

(bong98@korea.ac.kr†) 

Controlled drug delivery system is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Systems using temperature responsive 

polymers have drawn much attention because this stimuli occur 

in the body and can be given from outside, which makes it easier 

to control the drug release rate. Here, we introduce Poly(N-vinyl 

caprolactam) (PVCL) microparticles for controlled drug release. 

PVCL is one of the famous thermo-sensitive polymers. Unlike 

Poly(N-isopropyl acrylamide) (PNIPAAm), PVCL has high 

biocompatibility and therefore, has a potential to be utilized in 

controlled drug delivery system. PVCL microparticles were 

synthesized via Stop Flow Lithography (SFL) technique. We 

confirmed that particles collapse above certain temperature 

known as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 By adding  

PEG 700 DA as a hydrophilic component, we found that LCST 

increases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PEG 700 DA. After 

fitting the LCST to body temperature, we conducted the drug 

release test using FITC-BSA and revealed that the release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below LCST than above LCST. Also, 

we synthesized multi-temperature modulated microparticles by 

taking advantage of SFL. 

P이동목-14
CFD modeling for Analysis of Charge and Discharge 

Characteristic of the Li-ion battery 

한경호, 박홍범,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kw.ac.kr†) 

Li-ion battery can be charged and discharged, so it is used in 

small electric devices like cell phone, laptop computer. Also it is 

used in battery of hybrid electric vehicle (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and energy storage system (ESS) which is 

energy storage device for storing excess energy generated by 

power plant. In order to charge and discharge of the battery, in 

electrode intercalation and deintercalation reaction of ions have to 

occur easily, and electrolyte is to be easy to pass the ions. In 

other words,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in the internal of the Li-

ion battery should proceed smoothly. Such as Li-ion battery 

which is capable of charge·discharge is classified as secondary 

battery. Secondary battery can be continuously used for a long 

time. But heat by reaction generated in charge·discharge 

process, thereby temperature of inside battery is changed. 

Recently, Li-ion battery’s overheated, explosion accidents by 

heat generation emerged problems. Therefore, the study is 

needed in charge and discharge characteristic and safety 

problem. So in this study analyse charge and discharge 

characteristic of Li-ion battery using CF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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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목-15
Electrostatic effects o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phenomena 

양석환, 임도진†
 

부경대학교 

(dj-im@pknu.ac.kr†) 

A droplet contact charging phenomenon has been studied as 

novel microfluidics research subject. However, the fundamental 

charge transfer mechanism of this interesting phenomenon is still 

illusive. Most of all, positive and negative charging behavior o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phenomenon and related 

electrostatic effects are not studied well. In this work, we 

investigate how electrostatic effects affect a charge o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Precise charge measurements and 

analysis were performed under various power voltages and 

electric fields. For more accurate charge measurements, special 

experimental setups (Two power sources, Faraday cage, etc) 

were designed and performed. These experimental setups will 

exclude electrostatic effects existing in our system. Throughout 

these systematic studies, we have investigated minute change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ge on droplet contact charging more 

rigorously and we found that electrostatic environment affects 

largely a charge o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The results 

provide fundamental understanding about droplet contact 

charging in electrochemical aspects. 

P이동목-16
Experiment with microbial reamoval by hydrodynamic 

cavitation  

전형배, 윤도영†
 

광운대학교 

(yoondy@kw.ac.kr†) 

When cavity made of various ways is collapsed, Shock wave or 

water jet is occured. because it, Surrounding solid is eroded. 

Therefore, Because, It makes severe damage to equipment, 

Conventional awareness about the cavitation was a target that 

should be restrained. However, In this study, We assumed that 

foreign substance like microbes in water can be eliminated by 

effect of cavitation, And produced cavitation in water existed 

microbes. It has various method for producing cavitation like 

ultrasonic. In this study, We used hydrodynamic method that the 

cavitation is occurred when fluid flows through a decompression 

device. Typical cavitation equipment of hydrodynamic is orifice or 

venturi. Among of these, Orifice can be manufactured easily and 

cheaply, and it has bigger pressure difference than venturi.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duced cavitation using orifice. 

Then, collected the water each time, and checked elimination of 

microbes, and figured out relation between opreation time and 

microbes elimination.  

P이동목-17
유체 리소그라피와 미세 유체 구조화를 통한  

3차원 마이크로 입자 합성  

심재환, 봉기완†
 

고려대학교 

(bong98@korea.ac.kr†) 

3차원 마이크로 입자는 높은 집적도와 구조적, 화학적 다양성으

로 인하여 생명공학, 자가조립, 조직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차원의 마이크로 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

될 수는 있지만 복잡한 기하학적, 화학적 패턴을 부여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체 리소그

라피 공정을 기반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 된 미세 층류를 이용하

여 3차원의 마이크로 입자를 합성하였다. 우선 산소가 투과되지 

않은 채널 바닥 위에 분해성 고분자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그리

고 이 코팅막 위에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제어되는 적층류의 조절

을 통해 3차원의 마이크로 입자를 합성하였다. 그 후 고분자 코

팅막을 분해하여 합성한 입자를 회수하였다. 본 반복 공정은 빛

이 투과되는 영역 전체에서 다면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3차원

의 구조적, 화학적 패턴을 부여하기가 용이하다.  

P이동목-18
경유 탈황반응기 재생프로세스의 정상상태 모델링 

최창용, 권상구, 유 준, 임도진†
 

부경대학교 

(dj-im@pknu.ac.kr†) 

현재 국내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지만 연료전지의 

동력원인 수소를 제작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특히 수소의 재료로 사용하는 디젤 연료 내 존재하는 황 화

합물을 제거하는 흡착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연료전지용 디

젤 흡착 탈황 반응기에 사용된 촉매를 재생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또한 TSA공정에서의 purge gas로 사용된 질소의 유

량에 따른 반응기 내부의 유동, 열 변화와 반응기의 지름에 따른 

재생의 정도를 정상상태 모사조건으로 해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로, 전체적인 촉매재생에는 온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선박 연료전지용 디젤의 

흡착 탈황 반응기의 재생에 대한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연료전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디젤유의 황 함유량을 감소시키는 저황 시스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청정화 기술 확보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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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목-19
Electrokinetic flows of viscous non-Newtonian fluids in 

multiple microchannel for energy conversion  

이지영1,2, 전병진2, 전명석2,†, 김 효1
 

1서울시립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mschun@kist.re.kr†) 

We investigate the electrokinetic viscous flows of Carreau model 

fluids based on electrokinetic microfluidics. The external body 

force originated from between the Poisson–Boltzmann field and 

the flow-induced electric field is employed in the Cauchy 

momentum equation, and then the Nernst–Planck equation in 

connection with the net current conservation is coupled. Our 

explicit model allows one to quantify the effects of shear thinning 

effect and the strong electric double layer interaction. This 

presentation reports the new results regarding realizing 

mechanical to electrical energy transfer with high conversion 

efficiencies. From experimental verifications by using 

electrokinetic power chip, our theoretical framework can serve as 

a useful basis for microfluidics design and potential applications 

to the enhanced energy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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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목-1
Synthesizing TiO2 on Mica Surface and Its 

Photocatalytic Activity  

김도희, 김도현†
 

KAIST 

(dohyun.kim@kaist.edu†) 

Titania (TiO2) is used as a photocatalyst which changes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to nontoxic materials such as carbon 

dioxide and water. One of the applications of titania is to prevent 

SBS (Sick Building Syndrome). However, it has a poor dispersion 

and it is difficult to expose titania to light when used with a paint. 

Mica, one of the sheet-structured mineral, is easy to exfoliate 

and exfoliated mica can be used as a substrate for materials 

active in chemical reaction. In this research, mica was exfoliated 

and titania was synthesized on the surface of the mica under 

acidic condition. The strategy to increase durability and quantity 

of titania deposition on the mica and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titania-mica composite will be discussed.  

O재료J목-2
Study of Excitonic Property in Assembled Copper-

doped Colloidal CdSe Nanoplatelets  

김휘동,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dclee@kaist.edu†) 

We demonstrate a synthetic method of copper-doped colloidal 

CdSe nanoplatelets (Cu-doped NPLs) and excitonic property in 

assembled Cu-doped NPLs. Instead of conventional synthesis 

process of Cu-doped zero-dimensional quantum dots, Cu-

doped NPLs are successively synthesized by introducing of Cu 

acetate precursor and control of injection timing. Prepared Cu-

doped NPLs reveal dual emission florescent property, which is 

originated by emissions from 1S exciton state (1S emission) and 

Cu doped state (Cu emission). The dual emission ratio is tuned 

by Cu doping concentration. After assembly process, we 

examine the emission and carrier dynamics properties of Cu 

doped NPLs film by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measurement and time resolved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The results show that fast energy transfer of NPLs 

is responsible for decreased 1S emission, while quantum yield 

from Cu emission is significantly increased by exciton harvesting 

during the energy transfer process.    

O재료J목-3
TiO2/WO3 composite photocatalysts from different 

precursor functionalities for photocatalytic activity  

최태석, 김정식,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hkimad@uos.ac.kr†) 

TiO2 is outstanding photocatalyst because of its superior 

photoactivity, chemical stability, and reasonable price. But TiO2 

has some defects like large band gap and fast electron/hole 

recombination. Composite structure is widely used method for 
solving these problems. WO3 is proper material to narrowing 

band gap and separating electron hole pairs. Many researchers 
studied about optimum amount of WO3 species but the optimum 

condition of composition was fewly reported. At this study, the 
suitable TiO2 precursor for making composite structure with WO3 

was considered. We used three TiO2 precursors, titaniuim n-

propoxide, titanium isopropoxide, and titanium n-butoxide. The 
WO3 precursor, tungsten isoproxpoide was fixed material.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XRD, XPS, TEM, UV-Vis, and 

Solar simulator.  

O재료J목-4
Facile preparation of carbon foam and applications to 
binder-free electrode for lithium-ion battery anode and 

adsorbent for CO2  

Balasubramaniyan, 김병수, 정진석†
 

울산대학교 

(jschung@mail.ulsan.ac.kr†) 

Recently, the porous carbon based material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such as 

sorbents, filters, catalysts and catalyst supports, electrodes, 

sensors,  electrochemical double-layer capacitors,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hydrogen storage  systems, and many others. 

Herein, we synthesized the porous carbon foam by synthesis of 

agarose pellet by compression and followed by carbonization at 

high temperature. The effect of porosity on changing the 

compression and calcination temperature was thoroughly 

investigated. In order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e carbon foam composite was further activated at 

800, 900, and 1000 °C. The surface area analysis indicates that 

increasing porosity of the electrode by increasing activation 

temperature. Afterward, this carbon foam was sliced to become 

thin sheets and applied as a binder-free electrodes for lithium ion 
battery (LIB) and adsorbents for CO2. Due to increasing porous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de at high activation temperature, the 

carbon foam activated at 1000 °C exhibited excellent 

performances in LIB anode as well as high adsorption capacity 
for adsorption of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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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목-5
Study on the nucleation and the growth of Cu particle: 
the effect of surfactants on the autocatalytic reaction  

변진욱, 김재정1,†
 

서울대학교; 1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jjkimm@snu.ac.kr†) 

마이크로(micro-) 또는 나노(nano-) 크기 입자는 부피 대 표면

적 비가 커서 반응성이 높고, 기능성 입자 제작이 용이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기 첨가제를 통해 입자의 

성장면(crystal plane)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입자 형태의 제어

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크기, 모양, 조성

을 가진 미세 입자로 제작, 사용되고 있다. 입자의 합성은 

homogeneous nucleation을 통해 임계 크기(critical size)를 갖는 

핵의 생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형성된 입자의 표면에서의 

촉매 반응 및 heterogeneous reaction으로 입자의 성장이 진행된

다. 유기 첨가제는 합성된 입자에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로써 기능성 입자 합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입자의 합성이 알려진데 반해, 입자 형성 원리 및 유기 첨가

제의 거동 방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입자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중량 분석법

(gravimetric method)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자 형성의 이

론적 고찰 및 물리적 변수들을 계산해 내었다. 또한 첨가제에 의

한 입자 형성 및 성장 거동을 통해 첨가제의 작용 메커니즘 분석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O재료J목-6
Fabrication of highly luminescent quantum dot/poly
(methyl methacrylate) nanocomposite by matrix-free 

method  

윤철상, 이강택†
 

연세대학교 

(ktlee@yonsei.ac.kr†) 

 Herein, we have fabricated highly luminescent and stable 

QD/poly(methyl methacrylate) (PMMA) nanocomposite at high 

QD concentration by using a matrix-free method. CdSe/ZnS 

QDs were functionalized by PMMA polymeric ligands to prepare 

nanocomposites. We investigated optical properties of 

QD/PMMA nanocomposites using polymeric ligands with 

different end groups (thiol, amine, and carboxylic acid) and 

molecular weights. We could fabricate QD/PMMA 

nanocomposites with high quantum yield at QD concentration as 

high as 30% (w/w), which exhibited high transparency without 

change in emission wavelength. Finally, QD/PMMA composite 

was coated onto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and then 

applied to WLEDs. We confirm that WLED based on the matrix-

free QD/PMMA nanocomposites exhibited superior LED 

efficiency to conventional WLEDs.  

O재료J목-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Semiconductor Nanomaterials for Spin-/Opto-
electronics  

양지웅1,2, 현택환1,2,†
 

1서울대학교; 2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thyeon@snu.ac.kr†) 

Semiconductor nanomaterials have unique magnetic, optical, 

and electronic properties which cannot be achieved by their bulk 

counterparts. This leads to tremendous attraction for the research 

on the nanoscale materials for spin-/opto-electronics. Here,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semiconductor 

quantum nanostructures for spin-/opto-electronics will be 

described. First, Mn2+-doped CdSe clusters, which form the 

ultra-small sized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s, will be 

discussed.[1-4] Second, our recent studies on optoelectonic 

devices (solar cells[5,6] and light-emitting diodes[7,8]) using 

quantum dots will be discussed.  

References: [1] J. Lee*, J. Yang* et al. Nature Rev. Mater. 2016, 

1, 16034.(*co-first) [2] J.Yang et al. J. Am. Chem. Soc. 2015, 

137, 12776. [3] F. Muckel*, J. Yang* et al. ACS Nano 2016, 10, 

7135.(*co-first) [4] J. Yang et al. Chem. Mater. 2013, 25, 1190. 

[5] J.-Y. Kim*, J. Yang* et al. ACS Nano 2015, 9, 11286.(*co-

first) [6] J. Yang et al. Phys. Chem. Chem. Phys. 2013, 15, 

20517. [7] M. K. Choi*, J. Yang* et al. Nature Comm. 2015, 6, 

7149.(*co-first) [8] J. Yang et al. Adv. Mater. 2016, 28, 1176.  

O재료J목-8
One-step Synthesis of Various Metal Nanoparticles in 

Lipid Bilayer Vesicles 

신용희, 강태욱†
 

서강대학교 

(twkang@sogang.ac.kr†) 

Metal nanoparticle-lipid bilayer vesicle hybrid nanoparticl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in a variety of biomedical fields ranging 

from diagnosis to therapy owing to their improved 

physicochemical properties, compared to metal nanoparticles 

alone. However, low selectivity for such hybrid structures still 

remains challenging issue. Here we propose one-step synthesis 

of metal nanoparticles in lipid bilayer vesicles with higher 

selectivity. Our proposed method utilizes the spontaneous 

diffusion of metal complexes into the lipid bilayer vesicles where a 

reducing agent is loaded in advance, followed by the growth of 

metal nanoparticles via the reduction of the metal complex inside 

the vesicle. The size of the hybrid nanoparticle is as small as 30 

nm and can be increased up to 200 nm,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vesicle. Based on our method, we also tried to synthesize 

various metal nanoparticles in the vesicle. The as-synthesized 

hybrid nanoparticles are well characterized by TEM, UV-vis 

spectrophotometer. In addition, colloidal stability under 

biologically relevant solutions and endocytosis efficiency of the 

nanoparticle a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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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1
Fabrication of monodisperse silica shell structured 
particle using silanol group functionalized polymer 

particle 

김동영, 진시형, 이창수†
 

충남대학교 

(rhadum@cnu.ac.kr†) 

We present the simple method of fabricating silica shell structured 

particle. It can be synthesized by using simple 2-step fabrication 

method. First step is generation of polymeric particle template 

which is functionalized silanol group for silica grafting. And 

second step is development of silica nano-particle on the 

surface. In the first step, we generate polymeric micro droplet 

which is consisted of 3-trimethoxysilyl propyl methacrylate 

(TMSPM) as a monomer, crosslinking monomer, and photo 

initiator. And then, these droplet was photo-polymerized by 

exposing UV irradiation. Through facile microfluidic system, we 

obtained mono-dispersed size and maintained stable silanol 

group functionalized polymeric particle template. Subsequently, 

silica shell structure on surface of generated particles succeeded 

in stöber method using tetraethylorthosilicate (TEOS). Silica shell 

is made up silica nano-particle generated by ‘grafting from’ 

approach. We confirm nano-particles were formed from silanol 

group act as silica seed on the surface of polymer particle. 

Consequently, this method is possible to simply generate size 

adjustable monodisperse silica shell particle.  

O재료J금-2
Graphene-based Bioelectronics for Diabetes 

Monitoring and Therapy  

이현재1,2, 홍용석1,2, 김대형1,2,†
 

1서울대학교; 2기초과학연구원 (IBS) 

(dkim98@snu.ac.kr†) 

Due to outstanding electrical, mechanical, and optical properties, 

graphene synthesized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has been 

useful material in micro- and macro-electronics. However, the 

low density of electrochemically active defects in the graphene 

limits its application in biosensing. Here, we introduce that the 

gold-doped graphene and combined with a gold mesh improves 

bare graphene’s electrochemical activity sufficiently to form 

wearable sensors and actuators. The stretchable device features 

a serpentine-shaped bilayer of gold mesh and gold-doped 

graphene that form an efficient electrochemical interface for 

stable transfer of electrical signals. The glucose, pH, temperature, 

humidity, and strain sensor as well as drug-containing 

microneedles with embedded thermal actuators are integrated as 

a wearable type for sweat-based non-invasive blood glucose 

monitoring and transdermal drug delivery.  

O재료J금-3
생분해성 금속(magnesium) 및 고분자(Levan)를  
외적 열에너지원 조절을 통해, 외부적 요인으로  

생체 내부의 소자의 수명 조절  

권기윤, 김태일1,†
 

성균관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taeilkim@skku.edu†) 

전자재료 분야의 과학적 기술 발달과 다양한 전자 소자가 사회

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요구에 따라, Transient 소재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Transient란 기존의 전자재료들이 

반영구적인 소재의 수명이 기대되던 것에 반해, 특정한 시간의 

정해진 소자의 수명 동안 전자 소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후에

는 외부 환경, 특히 생체의 구성요소로써 생체에 무해하게 흡수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Transient소재는 생체 삽

입형 소자, 생분해성 소자, edible 소자, 친환경 소자인 green 

electronics등의 폭넓은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transient 소재의 가장 큰 관심사로 간

주되는 ‘Controllable’과 ‘programmable’ 중 전자에 대한 연구로 

외부적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친화적 금속과 고분자의 수명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실험적 결과와 이에 따르는 이

론적 결과 해석을 다루고, 나아가 실제 생체 내부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O재료J금-4
Fabricating Multi-Compartmental Hydrogel 
Microparticles for Biochemical Applications 

조강희, 한상원, 민지홍, 김민수, 홍혜진,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The multi-compartmentalized hydrogel microparticle has got 

interest in many research areas, possessing multi-functionality in 

the one single particle. Compartmentalized particles have been 

predominantly fabricated by microfluidic or electrohydrodynamic 

processes which require complex instrument. Here, we 

fabricated compartmentalized hydrogel microparticle by simple 

method with well-defined region by combining electrospinning 

and hydrogel photopatterning. The shapes of the hydrogel 

microparticles and sizes of each compartment were 

independently controlled by photomask shape and 

electrospinning time. Concept experiments were done including 

sequential protein release and protein binding assay. 

Microparticle with capacity of independently releasing two growth 

factors, bFGF and BMP-2 was obtained utilizing nanofibers with 

different degradation time. Anti-IgG and anti-IgM were bound to 

IgG and IgM which attached on nanofiber inside hydrogel, 

demonstrated by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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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5
Single-step Imprint of Controllable Honeycomb 

Patterns on Polymeric Substrate as Scaffold for Cell 
Growth 

부반티엔, 최호석†
 

충남대학교 

(hchoi@cnu.ac.kr†) 

We report on a single-step method to directly imprint ordered 

porous structure on surface of polymeric substrates including cell 

culture Petri dish. In this work, a mixture of solvent (chloroform) 

and nonsolvent (methanol) is exploited to induce not only 

polymer solution layer but also phase separation, and 

consequently resulting in formation of honeycomb ordered 

structure. It is realized that the developed strategy is very simple 

but highly efficient for fabricating patterned substrates owning to 

its free-additional humidity and external polymer solution 

required.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patterned substrates 

such as pore size, pore shape and pore number density are 

effectively controlled by adjusting mixture solvent composition 

and retention time of sample in the mixture. The obtained 

honeycomb porous structure is indeed a part of the polymer 

substrate which shows good mechanical st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after applying UV-crosslink of substrate. Moreover, the 

patterned Petri dishes fabricated via this method can find 

application potential in biotechnology while they show good cell 

proliferation. 

O재료J금-6
Highly efficient thin film CdTe solar cells for aerospace 

applications  

조은우†, 양광석, 김지현
 

고려대학교 

(ewc21@korea.ac.kr†) 

Cadmium telluride (CdTe) thin film solar cells are expected to rise 

as future energy devices for space applications. CdTe is a 

suitable material for extraterrestrial use owing to its high threshold 

atomic displacement energies, exhibiting stability against proton 

and electron irradiation. To evaluate its feasibility as photovoltaics 

for space applications, thin film CdTe solar cells were fabricated 

on ultralight glass substrate, which contributes to achieving high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and high specific power. 

Typical post-deposition processes are in following sequence: 
CdCl2 activation, followed by nitric-phosphoric (NP) etch step. 

NP etch is an essential step of the process.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sequence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NP etching 

step affects photovoltaic properties of CdTe solar cells.   

Afterwards, 15 MeV proton beams with various fluences were 

used to irradiate thin film CdTe solar cells to assess their radiation 

hardness. The relative PCE and specific power maintained even 

after the cells were subjected to high proton irradiation dose 

(1×1015 cm-2), which is comparable to harsh conditions of 

low-earth orbit.  

O재료J금-7
Advanced patterning techniques for wearable 

electronic/optoelectronic devices    

최문기1,2, 김대형1,2,†
 

1서울대학교; 2IBS 

(dkim98@snu.ac.kr†) 

Wearable soft-electronic devices, in particular healthcare-related 

ones, have been intensively studied over the past decade due to 

their unique advantages in biomedical applications over the 

conventional rigid electronics, including conformal contacts on 

human skin and high deformability that minimizes unwanted 

inflammatory responses. Here, we describe 3 types of advanced 

patterning techniques for the wearable electronic/optoelectronic 

devices. Alignment of red-green-blue micro pixels for high 

resolution quantum dot LEDs was developed by intaglio transfer 

printing. A thermally controlled transfer printing method that is 

specially designed for the multiple aligned transfer of patterned 

graphene is developed for transparent all-graphene based 

electronics. Finally, biomimetic miniaturized suction cups are 

designed for the patient-friendly, dry adhesives of smart medical 

skin. 

O재료J금-8
Crown Ether-Decorated Magnetic Reduced Graphene 

Oxide as a Composite Adsorbent for Lithium Ion 
Recovery from Seawater  

Khino Parohinog, Grace Nisola, Chosel P. Lawagon, 

Lawrence A. Limjuco, Anelyn Bendoy,  

Jed Albarico, Hana Gebre, Hilof Tekle, 정욱진† 

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E2FTC),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DEST), 

명지대학교 

(wjc0828@gmail.com†) 

A multi-functional composite adsorbent (CE-rGO-Fe3O4)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for selective Lithium ion (Li+) 

adsorption. The adsorbent is composed of a Crown Ether (CE) 
as Li+-specific ionophore, magnetite (Fe3O4) for material 

recovery and recyclability, and Reduced Graphene Oxide (rGO) 

as a two-dimensional, high aspect ratio support for CE and 
Fe3O4. The adsorption experiment at varied Li+ concentrations 

revealed the Langmuir-type Li+ uptake. The adsorbent is highly 

selective towards Li+ as compared to other cations present in 

seawater, such as Na+, K+, Mg2+, and Ca2+. It can be easily 

separated via external magnet and re-used. Overall results 
demonstrate the suitability of CE-GO-Fe3O4 for long-term Li+ 

adsorption applic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R1A2A1A15055407) an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09-0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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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9
Surface modification of graphene for highly thermal 
conductive and thermally stable epoxy composite  

모하마드 와심, 김성찬, 이윤선1, 양철민1, 김종석†
 

전북대학교; 1KIST 

(js-kim@jbnu.ac.kr†) 

A novel approach is used to directly functionalize graphene, by 

maintaining its pristine properties that normally alters during 

treatment with strong oxidizing agents. The graphene is mildly 

treated with molar solution of acid to originate some oxidize 

groups, which helps neulophilic substitution reaction with amine 

group of  (O-phenylenediamine ) OPD in presence on NH3. FTIR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confirmed that amine 

group is doped on the graphene surface. The amine group of 

graphene is further reacts with epoxy moieties in similar manner 

as the hardener reacts with epoxy. The functionalization helps to 

develop good interfacial contact between filler and the matrix, 

which reduced the thermal interface resistance (Kapitza 

resistance (RK) that limits the heat flow due to difference in 

phonon spectra of two different phas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functionalized graphene filled epoxy composite (fG-Epox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13 folds in comparison with the 

neat epoxy composite (G-Epoxy) with 6 wt.% of the filler.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composite is improved up to 10% with 

respect to neat epoxy.  

O재료J금-10
Theoretical study on graphene hydrogenation via Birch 

reduction : Chair vs Boat-type configuration  

이태경, Kester Wong,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In this theoretical study, we elucidated overall reaction scheme of 

graphene hydrogenation using Birch-type reaction by predicting 
energetically favorable configurations of Li, NH3 and t-BuOH on 

copper substrate. Li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graphene 

hydrogenation; in addition to reducing graphene, Li+ ion 

weakened the binding energy between H and O atoms in OH 

group. More importantly, Li+ ion made the reaction 

thermodynamically and kinetically favorable by reducing the heat 

of reaction (i.e. 3Li+ → exothermic reaction) and energy barrier. 

We found that the boat-type configuration of graphene was 

more favorably formed on Cu substrate because of less repulsive 

interaction exerted on H atom in OH group with help of 

neighborly chemisorbed H atom and Li+ ion. Also, the formation 

energy result confirmed that the boat-type was always more 

favorable due to unpaired electrons of carbon atoms. Thus, 

based on this thermodynamic analysis, we conjecture that fully 

hydrogenated graphene of boat-type configuration on Cu 

substrate can be synthesized through the Birch reduction 

reaction. 

O재료J금-11
Multiscale CFD simulation of non-Newtonian Nylon-6 

permeating into carbon fiber in composite 
impregnation process 

Ngo Ich Son, 임영일†, 한문희1, 정재호1
 

한경대학교; 1효성기술원 

(limyi@hknu.ac.kr†) 

A multiscale approach is proposed for the production of 

unidirectional carbon fiber-reinforced thermoplastic composites 

(UD-CFRTCs), which covers the macro-scale CFD model of an 

impregnation die, the micro-scale CFD model for a 

representative element volume of tow, and the process-scale 

simulation for the whole impregnation process. The tow is 

assumed as sliding porous media in the macro-scale CFD 

model, while the real structure of carbon fibers is considered in 

the micro-scale CFD model. The macro-CFD model is treated 

as an one-phase steady state scheme, while the micro-CFD 

model as a two-phase unsteady state scheme. Finally, CFD data 

obtained from the micro-scale and macro-scale CFDs are 

collected in the process-scale simulation in order to predict the 

degree of impregnation (DoI) and rate of impregnation (RoI). The 

present multiscale CFD result on DoI shows a good agreement 

with a relative resin amount experimentally measured for the UD-

DFRTC prepreg. 

O재료J금-12
Effect of Mechanical Strain on Lattice Cation 

Segregation at Solid Oxide Fuel Cell Cathodes (SOFCs) 

권형욱, 구본재1, 서한길1, 정우철1,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1한국과학기술원 

(jwhan@uos.ac.kr†) 

Cation segregation, which transmutes physical structure and 

chemical properties of surface, directly affects the overall 

performance of various devices in positive or negative ways. 

Especially, A-site cation segregation on perovskite-type oxide 
(ABO3) surfaces often deteriorates the reactivity and stability of 

solid oxide fuel cell (SOFC) cathodes. However, underlying origin 

of the segregation behavior has not been thoroughly elucidated 

because it arises from the complex factors. In particular, 

compared to dopant segregation on surface of A-site doped 
LaBO3-type perovskites, not as much is known about lattice 

cation (Sr) segregation on surface of SrTi1-xFexO3- (STF).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we aim to 

demonstrate the main driving force of Sr segregation depending 

on mechanical biaxial strain, which was observed by our 

experimental collaborators. According to our theoretical results, 

the degree of lattice strain is a clear factor for controlling Sr 

segregation. We believe that our result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lattice segreg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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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13
2차원 atomic layered alloy junction 해석을 위한  

정량적 영상분석  

김동재, 남재욱†
 

성균관대학교 

(jaewooknam@skku.edu†) 

최근 차세대 소형 flexible 소자가 대두되면서 저차원 나노물질들

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2차원 atomically thin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s)은 큰 면적 대 부피 비, 조절 가능한 

bandgap, 좋은 전기적 특성, 더 나아가 광학적으로 투명하며 기

계적으로 flexible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매우 주목 받는 유

망한 차세대 물질이다. 여기에서 이슈는 이러한 물질로 전극 또

는 소자를 만들 때,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 부에서 발생되는 

Schottky barrier가 소자의 전기적 성질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PEALD 

(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반도체 

층과 금속 전극 층에 사이에 “반도체-도체 전이 층”을 구성하여 

Schottky barrier를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본 학회 발표에서는 annular dark-field (ADF) scanning TEM 

(STEM) 으로부터 촬영된 전이층에 대한 조성분석 및 구조분석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해당 현미경 영상은 원자량의 제곱에 

비례하여 밝기가 결정되며 관찰하는 물질은 honeycomb의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법적으로는 다양한 필터링, 최적화, 주파수 해석 

등이 이용되었다. 본 해석은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제품생

산을 위한 최적공정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O재료J금-14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f low temperature 

furnace for continuous carbonization of carbon fiber 

Pham Hai Hung, 임영일†, 조철호1, 방윤혁1
 

한경대학교; 1효성기술원 

(limyi@hknu.ac.kr†) 

Carbon fibers (CF) are often produced from polyacryonitrile 

(PAN) fiber precursors with several heating processes such as 

stabilization, carbonization, and graphitization. The PAN fiber is 

first stabilized by oxidation in a temperature range of 200-300 oC 

(Rahaman et al., 2007). Then, the fiber is carbonized in an inert 

ambience with two steps: low (400-900oC) and high (900-1500 
oC) temperature carbonizations.  The low temperature furnace 

(LTF) comprises electrically heated multi-zone slots, purged with 
N2 to prevent ingress of air and providing sufficient N2 flow to 

remove exhaust gases  The flow uniformity and consistent 

temperature over the CF tow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ow 

temperature carbonization process. This work aimed to 

understand hydrodynamics of the continuous CF carbonization 

process, using a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with the porous moving reference frame. 

Hydrodynamics of LTF were identified in terms of the velocity, 

pressure and dead-zone of gas flow inside the furnace. The 

CFD model was further used to investigate operating conditions 

which reduce dead zones of gas flow and achieve a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O재료J금-15
Highly efficient exfoliation of black phosphorus into 
few-layer phosphorene via acoustic-microfluidic 

process  

최창호, 김동표†
 

POSTECH 

(dpkim@postech.ack.kr†) 

Few-layer black phosphorus (BP) with tunable band gap and 

excellent electronic properties is an emerging two dimensional 

semiconductor and expected to be useful in many applications. 

Here acoustic-microfluidic exfoliation suggests highly efficient 

production of few-layer BP flakes in few-minute operation, as 

compared to prolonged conventional bulk exfoliation. The 

dynamic continuous-flow enhanced intrinsic cavitation activity by 

induced shear forces at effective flow rate, which enables to 

efficiently exfoliate the BP chunk powder into thinly delaminated 

BP flakes. Phosphorene is known to be easily degraded under 

exposure to oxygen and water. The stability study of few-layer 

phosphorene is performed by using QCM, which offers 

quantitative degradation data of few-layer phosphorene.    

O재료J금-16
Mechanical exfoliation of graphite into graphene using 

Taylor-Couette flow  

서동혁, 장석현1, 김도현1,†
 

KAIST; 1KAIST 생명화학공학과 공정해석연구실 

(dohyun.kim@kaist.edu†) 

Development of a new mechanical exfoliation method to 

produce a large quantity of defect-free graphene is crucial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graphene in various fields. In this work, 

we suggest a new exfoliating method using Taylor-Couette flow 

for a bulk production of few-layered graphene which has a low 

degree of defect. A graphite solution with a surfactant SDS 

(sodium dodecyl sulfate) is mixed in the gap between two coaxial 

cylinders and this results in a mono / few-layered graphene with 

less defects. Prepared graphene was characterized by Raman 

spectroscopy and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is 

Taylor-vortex based mechanical method has a great potential for 

the industrial scaled-up production of a low defect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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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J금-17
Aerosol Synthesis of Silicon/Graphene Composite 

Powder using PVP Modification for Advanced Li-Ion 
Batteries  

최승호, 강윤찬1, 박승빈, 최장욱2,†
 

KAIST; 1고려대학교; 2KAIST EEWS 

(jangwookchoi@kaist.ac.kr†) 

Silicon (Si) has been lately investigated as high capacity anode 

materials for lithium-ion batteries (LIBs) to replace commercial 

graphite electrodes that have low specific capacity. Howev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i anodes is greatly hindered by the 

large volume change of Si during the lithium insertion/extraction 

process. This volume change causes pulverization of Si and loss 

of electric contact with the current collector, resulting in an 

insufficient cycle life. Therefore, it is highly important to develop a 

novel structured electrode that a capable of accommodating the 

large volume change and that can form a stable Si electrode 

without fracture.  

  Herein, a simple method of systematically synthesizing the 

uniform Si/graphene composite powder by one-step spray 

pyrolysis process was first introduced. The used 

polyvinylpyrrolidone (PVP) acted as the stabilizer of Si NPs, and 

graphene oxide sheets to prevent the agglomeration in precursor 

solution. The uniform Si/graphene composite powder as anode 

materials for LIBs showed superi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O재료J금-18
Organic Sulfonium-Directed Synthesis of Silicate 

Zeolite Ananlogues  

조창범, 이승준1, 조성준2, 유 룡†
 

기초과학연구원; 1한국과학기술원; 2전남대학교 

(rryoo@kaist.ac.kr†) 

Zeolite (i.e., microporous crystalline aluminosilicates) and zeolite 

analogues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as adsorbents, molecular 

sieves, and catalysts in current industries and science. Most 

zeolites are hydrothermally synthesized using ammonium cations 

as structure-directing agents (SDAs). Cyclic ethers, metal 

complexes, and phosphonium cations are also used, although 

uncommon.  

In this contribution, we show that sulfonium cations can be 

employed as SDAs for the synthesis of silicate zeolite analogues. 

We synthesized a crystalline silicate zeolite of MEL structure type 

and three other zeolite analogues composed of germanosilicate 

frameworks using tributylsulfonium, triphenylsulfonium, tri-p-

tolylsulfonium. Among them, one germanosilicate was obtained 

with a new zeolite structure, which was solved using X-ray 

powder diffraction with the aid of charge-flipping method. The 

organosulfonium cations are quite stable under the zeolite 

synthesis condition, and are readily removed from the zeolite 

framework by air or ozone calcination. We believe that the 

organosulfonium cations would give a great opportunity to 

synthesize new zeolite and zeolite analogues.  

O재료J금-19
A study on flexible zeolite nanofiber composites with a 

high surface area  

지상현1,2, 윤지선1,†, 조정호1, 정영훈1, 윤존도2
 

1한국세라믹기술원; 2경남대학교 첨단공학과 

(susubin@kicet.re.kr†) 

Flexible zeolite nanofiber composites of Y-zeolite(CBV 760) and 

polyvinyl-pyrrolidone(PVP) were synthesized by electrospinning 

method. After electrospinning,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Y-

zeolite/PVP nanofibers were improved by polymer surface 

thermal etching process. Based on the TGA analysis result, the 

surface thermal etching temperature range of 250OC~400OC 

were confirmed as the appropriate temperature range of zeolite 

nanofibers for maintaining flexibility. The XRD results indicated 

that the phase change did not occur in the zeolite nanofibers by 

a thermal etching process. FE-SEM and AFM images clearly 

showed that the polymer surface of the nanofibers was partially 

etched, and zeolite particles were exposed on the surface of the 

nanofibers. Although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as-spun 

zeolite nanofibers without thermal etching was 210 m2/g, the 

thermal surface etched zeolite nanofiber at 400 OC had a specific 

surface area of 816 m2/g. Based on the surface partial etching 

process, active sites of zeolite were exposed on the surface of 

the nanofiers, and it was possible to produce a flexible zeolite 

nanofiber with a high specific surface area.  

P재료금-1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Copolymers for 

hydrophobic Coating  

정민규†
 

노루홀딩스 

(mkj@noroo.com†)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were prepared by solvent 

polymerization using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yclohexyl 

methacrylate and 1,6-Hexanediol diacrylate as comonomers. A 

film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 was formed on a 

slide glass, and its surface properties were analyzed by 

measuring the contact angles analyzer. The solid content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 in the copolymer coating 

solution used to prepare the film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 should be above 4.0 wt%. The oil repellency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 is more dependent upon 

the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ntent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 than the water repellency. The contact 

Angle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varies sensitively 

with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ntent. The contact Angle of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whose Perfluoroalkyl 

methacrylate content is in the range of 40-60 wt%, shows a 

value between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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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2
Coverage-dependent adsorption behavior of MEA on 

TiO2(110) and its effect on work function  

김수환, 손소담, 신형준,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The adsorption of monoethanolamine (MEA) on rutile TiO2(110) 

surface is important for the application on photo-electric devices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work function of TiO2(110). Thus, 

we studied coverage-dependent adsorption behavior of MEA on 
defective and pristine TiO2(110) surfaces and its effect on work 

function (Ф)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 The 
adsorption energy (ΔEads) was calculated with various 

configurations of MEA molecule. The most stable adsorption was 

found to be the dissociative adsorption of MEA in gauche 
configuration at the oxygen vacancy site (ΔEads = -3.604 eV). 

Also, the work-function drop was the most efficient with this 
configuration (ΔФ = -1.132 eV). In case of the pristine TiO2(110) 

surface, MEA adsorbed on Ti5f rows with gauche or dissociative 

gauche configuration showed relatively high adsorption energies. 

Therefore, after oxygen vacancies were fully occupied by MEA, 
Ti5f rows will be occupied by gauche or dissociative gauche 

configurations of MEA. It was found that the work function of 
pristine TiO2(110) surface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coverage of MEA for both gauche and dissociative gauche 

forms.  

P재료금-3
Stabilities of SLIPS(Slippery Liquid Infused Porous 
Surfaces) fabricated from ZnO nanowire arrays on 

various condition 

백승현, 한기덕, 용기중†
 

포항공과대학교 

(kyong@postech.ac.kr†) 

Recently, SLIPS has been spotlighted for new de-wetted 

surface. For fabricating SLIPS, ZnO nanowire (NW) arrays were 

synthesized using a hydrothermal method and surface chemistry 

modification methods by Teflon spin coating and lubricant 

impingement. As fabricated SLIPS ZnO NWs shows water 

contact angle of 115  ̊regardless of NW length. For analysis of 

stability of SLIPS, the spin coating and underwater experiment are 

conducted. The stability test by shear stress was conducted by 

changing RPM of spin rate. The stability of spin condition 

decreased as the rotation velocity surpass the 4000 rpm. The 

contact angle and contact angle hysteresis show the decrease of 

stability. The stability test of underwater SLIPS of ZnO NWs arrays 

was conducted by changing submerged time. The stability of 

SLIPS in underwater conditions decreased exponentially as 

submerged time increased. There are no difference in contact 

angle after underwater. But, contact angle hysteresis increased 

after underwater experiment. This study on fabrication and 

modeling of spin coating and underwater stability of SLIPS ZnO 

NW arrays will help in designing highly stable SLIPS and 

broadening fields of SLIPS applications. 

P재료금-4
Noble Synthesis of nanosclae SiO2@ZnO to sens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using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김국주, 이강택†
 

연세대학교 

(ktlee@yonsei.ac.kr†) 

Due to the high toxicity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the Research continues to progress for detecting the 

amounts of residual contaminants. Nano-materials (TiO2, 

Graphene etc.) capable of adsorbing PAHs research is in 

progress, progress was also detected in the study of PAHs using 

Quantum Dot. Alternatively, this poster is representing the study 

of PAHs using FRET of UV Emission ZnO quantum dots that not 

to use harmful substances such as Cd harmful substances.  

P재료금-5
Studies on the preparation of C/C composites from the 

TG-CVI of propane, ethanol and mixture gas  

최시원, 주경도, 정귀영†
 

홍익대학교 

(gychung@hongik.ac.kr†) 

Annulus carcon fiver preforms were infiltrated with TG-CVI of 

propane, ethanol and mixture of these two gases. Amounts of 

deposition in the preform were estimated with mathmatical 

modeling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The overall 

deposition rate constant of carcon with propane precursor 

obtained in these processes was 2.2 times bigger than that 

reported by Vaidyaraman. That with ethanol precursor was 

obtained by multiplying 0.018 to the gas phase decomposition 

reaction rate constant reported by Li et al. When a mixture gas of 

propane and ethanol was used, the amounts of deposition in 

each part of the preform were more uniform in our system 

becuase of the different temperature dependencies of the 

deposition rate constants of propane and ethanol. It could be 

shown in this research that a more uniform deposition throughout 

the preform can be obtained with a mixture precursor gas and a 

proper temperature gradient in the p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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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6
SnS nanoparticle synthesis: Effects of thermal 
annealing on optoelectronic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트롱윈탐윈, 박진호†, Ha Hai Thi Hoang, Thanh Kieu Trinh
 

, Viet Thanh Hau Pham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SnS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and the effects of thermal 

annealing on the optoelectronic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As-synthesized SnS NPSs with a mean size of 

3-4 nm undergo a solid state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by 

high temperature annealing in a nitrogen environment. Upon 

annealing, the size of SnS NSP was increased to 5-6 nm with 

enhanced crystallinity. The PL emission intensity of the nitrogen-

annealed samples was slight decreased with the red-shift to a 

longer wavelength.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olar 

cells using polymer and the SnS NSPs was found to be ~0.71%. 

All results confirm that the SnS NCs possess all the requirements 

to be as inorganic layer in photovoltaic devices.  

P재료금-7
Iron pyrite: Pure phase synthesis and shape control by 

facile hot injection method  

트린탄기에우, Viet Thanh Hau Pham,  

Nguyen Tam Nguyen Truong, 김창덕,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Pure phases of cubic and spherical FeS2 nanocrystals (NCs) with 

the mean size of 80 nm and 30 nm, respectively, were obtained 

using trioctylamine and oleylamine as the solvents to dissolve the 

sulfur source via a facile and efficient hot injection method. The 

pure phase formation and shape control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 active sulfur source (H2S) that could be 

formed by reaction between sulfur element and a primary amine. 

Only the chemically active sulfur source c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pure FeS2 phase from a FeS phase via a Fe3S4 

phase. In addition, different sulfur rates released of different sulfur 

solvent are believed to be the main factor to drive the orientation 

attachment to obtain different shapes of FeS2 NCs. The FeS2 

pyrite NCs obtained from the controlled synthesis method of this 

study were in pure phase and exhibited good optical properties, 

and are believed to have potential applications to various energy 

devices including low-cost photovoltaics.  

P재료금-8
Reaction Temperature Variations on BaTiO3 Nanowires 

for Piezoelectric Miniaturization  

장선민, 양수철†
 

동아대학교 

(scyang@dau.ac.kr†) 

Piezoelectric generators have been attracted with extensive 

interests due to their high conversion efficiency from mechanical 

stress to electric charge. Recently, performance enhancement of 

piezoelectric thin films has been conducted via development of 

free-standing 1 dimensional (1D) nanostructures on conductive 

substrates for feasible piezoelectric applications. Here, density 

control of 1D nanowire is required to prevent nanostructure 

agglomeration, which is a causative factor in low piezoelectric 

power. The 1D nanostructure agglome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comprehensive effect of nanowire’s aspect ratio and surface 

tension between nanostructures. In this study, we have 
synthesized BaTiO3 nanowires via practical two-step 

hydrothermal method. First, in order to develop high density 

nanowires without agglomeration, reaction temperature variations 
in TiO2 nanowire synthesis were conducted by adjusting reaction 

of acceleration rate, nucleation temperature and growth 
temperature. Next, perovskite BaTiO3 nanowires were topo-

chemically transformed from TiO2 nanowires to be used as 

piezoelectric materials, then its piezoelectric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PFM measurement.  

P재료금-9
Green synthesis of CIGSe nanoparticles by using 

ethanol as a reaction medium  

TrangThiThuyLe, 페자이바부, Thanh Kieu Trinh,  

Nguyen Tam Truong Nguyen,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Cu (In,Ga)Se2 (CIGSe) nanoparticles (NPs) were great attended 

to use as a light-absorbing materials in thin film solar cells. In this 

work, the CIGSe (NPs) were synthesized using modified 

sonochemical method. The ethanol was used as the main 

solvent, instead of highly toxic hydrazine (or ethylenediamine). 

Facilitated by suitable application of ultrasounds, CIGSe 

nanoparticles could be synthesized at ambient temperature, 

pronouncing its “green” character. By controlling the reaction 

time, pure phase CIGSe can be obtained with the structure of 

tetragonal phase. The properties of as-synthesized NPs were 

characterized by XRD, SEM, TEM, and UV-vis No impurities were 

observed in the as synthesized- CIGS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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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0
Anisotropic cation exchange in one-dimensional CdSe 
nanocrystals into PbSe/CdSe heterojunction nanorods 

and PbSe nanorods  

이동규, 이도창†
 

KAIST 

(dclee@kaist.edu†) 

In this presentation, we describe the direct pathway of Cd-to-Pb 

cation exchange in CdSe NRs and the role of ligands in cation 

exchange reaction. Mixing Pb-oleate and oleylamine triggers 

anisotropic cation exchange of nanorod that its partial conversion 

in mild temperature results in heterostructure with axial 

CdSe/PbSe heterojunctions, keeping the original morphology 

intact. Microscopic analysis revealed that the cation 

exchange proceeds asymmetrically along the <0001> direction at 

both tips of CdSe NRs; which the conversion rate appears to be 

higher in (000-1) planes. Notably, absence of oleylamine  shows 

minimal extent of conversion suggesting that oleylamin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solid-state reaction. DFT calculation 

revealed that the strong binding of oleylamine on the (000-1) 

facet of CdSe NRs is responsible for this asymmetric cation 

exchange. Our work on the new cation exchange pathway 

broadens design range of CdSe/PbSe heterojunction 

nanomaterials potentially with various morphologies, since 

template CdSe nanocrystals can be prepared in different shapes 

via facile colloidal synthesis.  

P재료금-11
Synthesis of cd-free CIS/ZnS quantum dot with Mn 

doping for dual emission 

방문형, 이강택1,†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ktlee@yonsei.ac.kr†) 

Semiconductor quantum dots (QDs) have shown significant 

promise as light emitters, as solar cells, and in biological imaging. 

Most of the existing binary semiconductor QDs are made of 

highly toxic elements, i.e.,Cd, Pb, and require surface 

modification to improve their emission efficiencies and stabilities. 

The syntheses and optical properties of ternary I−III−VI 

compounds, including CuInS2(CIS) QDs, have recently been 

considered as replacements to conventional Cd-based QDs. We 

synthesized  Mn-doped CuInS2 (CIS)/ZnS core/shell QDs, and 

both Mn2+ ions and CIS cores could emit simultaneously. The 

Mn-doped CIS QDs can give rise to largely tunable emission 

wavelengths from 530 nm to 605 nm.  Their photoluminescence 

(PL) quantum yield(QY) can be greatly improved by over coating 

a wide band gap semiconductor such as ZnS on them. 

P재료금-12
Improvement of Thermal Stability in Hybrid 

Nanocomposites Using Thermo-luminescent 
Nanoparticles  

전형준, 윤철상, 송영건, 이강택†
 

연세대학교 

(ktlee@yonsei.ac.kr†) 

Thermo-luminescence (TL) is the phenomenon in which 

substances like semiconductors or insulators, irradiated with 

radiations like X-rays etc. emit light when it is heated gradually. 

TL may be caused by the recombination of carriers released from 

the surface states or defect sites by heating. Smaller particles 

have larger surface/volume ratios and more surface states 

therefore contain more accessible TL carriers. Furthermore, 

carrier recombination rate increases upon decreasing size, due to 

overlap increase between electron and hole wave functions. 

These two effects may cause TL to increase upon decreasing 

particle size. ZnO and ZnS being efficient optical materials are 

expected to show a good thermo-luminescence behavior. The 

aim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is to study the thermo-

luminescent characteristics of ZnO and ZnS nanoparticles when 

doped with transition elements. 

P재료금-13
Host-Dopant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Based on Fluorescent Small Organic Molecules 

Madayanad Suresh Subeesh, 최영선†
 

부산대학교 

(choe@pusan.ac.kr†)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are considered to be the 

replacement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s). Simple 

device architecture and air stable electrodes makes LECs 

attractive. Current research on LECs are focused on conjugated 

polymers and ionic transition metal complexes. So here, we 

introduce a LEC device based on strongly luminescent 

phenanthroimidazole derivative as a host-dopant system. The 

device structure was literally similar to a conventional LEC 

device.  The concentration of dopant is tuned to get high 

electroluminescence from our LEC device. Moreover, the 

importance of host material on the performance of LEC devices 

were investigated. The J-V characteristics reveals that the host 

material possesses good charge transporting ability, which is 

critical for electroluminescen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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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4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an ionic 

phenothiazine derivative for solid state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kanagaraj shanmugasundaram, 최영선†
 

부산대학교 

(choe@pusan.ac.kr†)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are the future generation of 

display and solid state lighting sources. Compared to 

conventional solid state lighting device such a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 (LECs) 

possess simple device architecture and air stable electrodes 

makes LECs more impressive. Mainly LECs are two types, p-

LECS and Ir-ITMCs. Polymer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s 

are tri-component blend containing emitting polymer, an ion-

conducting polymer and an inorganic salt. Recently non-ionic 

small molecule light-emitting electrochemical cell containing the 

device structure as same as the p-LEC were reported by Tang et 

al. We designed and synthesized an ionic phenothiazine 

derivative in multi-step synthetic procedure having strong 

luminescence and good charge transporting capabilities. A 

complete structural, photophysical, electrochemical and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Green light- 

emissions were achieved by applying the target compound in a 

LEC device configuration. 

P재료금-15
Fabrication of flexible electrodes by a palladium-free 

electroless plating  

박창진, 이혜민, 김창구†
 

아주대학교 

(changkoo@ajou.ac.kr†)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플렉서블 전극 (flexible electrode)은 웨어

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연성회로기판, RF-ID tag, 신

체 부착형 스티커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플렉

서블 전극의 기판은 가벼우면서 충격에 강하고 가공이 용이하여 

형태에 제약이 없는 플라스틱이 주요한 기판으로 연구되고 있

다. 플렉서블 전극의 제작을 위하여 플라스틱 기판 상에 팔라듐 

(palladium, Pd), 주석 (tin, Sn) 등과 같은 시드층(seed layer)을 형

성하고 금속 이온이 시드층 상에 환원 석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다. 그러나 종래의 방법은 시드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구체 용

액을 사용하므로 건조 공정이 수반되어 공정시간이 길뿐만 아니

라 유해한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유해한 단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도성 플라스틱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플

렉서블 구리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 무전해도금 욕(bath)을 개발

하였다. 구리전극 두께에 따른 플렉서블 전극의 표면 특성변화

는 전자현미경, 단차측정기, 표면저항측정기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P재료금-16
용액공정법을 이용한 Zn(O,S) 버퍼층의 증착시간에 따

른 특성  

김효은, 조해윤, 바수데바레디, 김명호, 정동섭,  

Pejjai Babu,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CdS는 박막형 태양전지의 버퍼층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포함하

는 특성으로 인해, Zn(O,S)가 이를 대신할 물질로 주목 받고 있

다. 우리는 이러한 Zn(O,S)를 용액공정(Chemical Bath 

Deposition)법으로 증착 시간을 변수로 하여 유리기판 위에 증착 
한 후 각 박막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 NH4OH, Zn

(CH3COO)2 • 2H2O, CS(NH2)2 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조건의 

용액 속에서 분자들이 반응을 통해 ZnO, ZnS가 유리 기판 전체

에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Zn(O,S) 박막은 증착시간에 따라 그 특성이 변

하는데, 최종적으로 얻은 박막층은 UV/Vis 영역에서 최고 80%

의 투과도를 가지며, Zn/O/S의 비율에 따라 2.9eV에서 3.8eV 사

이의 밴드갭을 가진다.  

P재료금-17
Highly sensitive and reliable GaN based hydrogen 

sensor in humid ambient using nano-porous 
membrane  

정선우, 이미라, 백광현1, 장수환†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1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jangmountain@dankook.ac.kr†) 

In recent years, there is great interest in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and a viable energy carrier. Commonly, 

electrochemical cells are used to transport hydrogen-generated 

energy to power vehicles and electric devices. Hydrogen gas is 

extremely reactive with oxygen, and has low ignition energy. This 

induce spontaneous flammable ignition, posing great risk to 

humans and commercial equipment. Thus, hydrogen gas 

detection is a critical issue for hydrogen-related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Especially for hydrogen sensors in 

hydrogen fuel cell vehicle, proper monitoring of the feed stream is 

very important to ensure an efficient energy conversion. In this 

environment, detection of hydrogen in highly humid ambient is 

critical issue. In this work, a highly sensitive GaN based hydrogen 

sensor which operates reliably in humid ambience using nano-

porous membrane was developed. The device showed the 

2.6×105% sensitivity for 500 ppm hydrogen even in 100% 

relative humidity. The nano-porous membrane coated on the 

sensor effectively permit the hydrogen target gas while blocking 

water molecules which were tend to cover the active sites of th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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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8
Carrier transport property of photo-chemically etched 

a-pane GaN and its hydrogen response for gas sensor 
   

이소현, 정선우, 이미라, 백광현1, 장수환†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1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jangmountain@dankook.ac.kr†) 

The PC (photo-chemical) etching technique is a widely used 

method in conventional c-plane GaN based light emitting diode 

fabrication to enhance the light extraction through surface 

texturing. This facile wet etching of GaN is a repetitive process 

involving the formation of gallium oxide and dissolution of the 

oxide in an alkali etchant solution under UV illumination. After PCE 

of GaN, most of the stable specific crystal planes are exposed, 

resulting in the textured morphology with huge increased surface 

area. Hence, the PC etching is one of effective methods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GaN based sensor devices by offering 

more active sites for target sensing molecules. In this work, 

carrier transport property of PC etched a-pane GaN and its 

hydrogen sensing response were studied. The PC etched a-

plane GaN surface showed a striated surface morphology with 

triangular prisms along c-axis direction with m-plane facets. The 

sheet resistance of etched GaN along c-axis was lower than m-

axis regardless of basal stacking faults. The remarkably improved 

hydrogen response of the PC etched a-plane GaN sensor was 

observed with maximum sensitivity of 107%.  

P재료금-19
Amyloid-β Impedance Sensor Based on Curcumin-Ni 

Complex for Alzheimer Disease  

Qin Jieling, 조미숙, 이영관†
 

성균관대학교 

(yklee@skku.edu†) 

In this work, curcumin-Ni complex was prepared via a simple 

electrodeposition and applied for Amyloid beta (Aβ) detection. 

The morphology, chemical composition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complex were confirm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cyclic 

voltammetry, respectively. The complex interacted specially with 

Aβ. The surface resistance-change of the complex electrode 

was confirmed by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in 

the presence of Aβ. The resistance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Aβ concentration. The curcumin-Ni complex 

electrode showed low detection limits as well as linear range 

response. Hence, the curcumin-Ni complex electrode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effective electrochemical Aβ sensor. 

P재료금-20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nFe2O4 

heterostructures as ultra-high sensitive electrode for 
formaldehyde chemical sensor  

김은비, 사디아아민, 신형식, 장광수, 모흐드 나짐,  

압둘라, 서형기† 

전북대학교 

(hkseo@jbnu.ac.kr†) 

Zinc ferrite (ZnFe2O4) heterostructures were synthesized through 

low temperature solvothermal process. The bulk electrode of 
ZnFe2O4 was prepared in the form of pellet and coated with 

graphene for the effective detection of toxic formaldehyde 
chemical. The phase purity and composition of ZnFe2O4 were 

confirmed by elemental analysis such as Raman Spectroscopy 

and X-Ray diffraction studies. From room 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PL) spectroscopy, the synthesized 
ZnFe2O4 exhibited prominent band-edge ultraviolet (UV) and 

weak visible emission (violet), indicated the optical properties of 
ZnFe2O4. The electrochemical revealed that the prepared 

ZnFe2O4 heterostructures based electrode showed the sensing 

response toward formaldehyde. The enhan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could be attributed to the synergistic effect 
between ZnFe2O4 and graphene and the observed results 

demonstrated ZnFe2O4 heterostructures as promising probe 

candidate for the fabrication of highly sensitive and selective 

chemical sensors.  

P재료금-21
전자빔 증착법을 이용한 Ga-doped MgZnO 박막의 전

기적 광학적 특성 분석  

이영웅1,2, 김보명3,2, 이상훈3, 박진호4,2,†
 

1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2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3영

남대학교 화학공학부; 4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융합화학전공 

(chpark@ynu.ac.kr†)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박막은 

가시광 영역에서의 고투과성 및 우수한 전도성으로 태양광, 발

광소자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산업의 재료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TCO 재료로서 인듐-주석 산화물

(Indium-tin oxide, ITO)이 있다. ITO는 우수한 광투과도 및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듐의 고

갈위기 및 제조단가의 상승으로 ITO 대체 TCO 물질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빔 증착법을 이용하여 

Ga-doped MgZnO (GMZO) 다성분계 박막을 코닝 글라스 기판

에 증착 후 RTA를 이용하여 질소 및 질소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였으며, 열처리 온도는 400~600oC 이

다. 시편의 표면 분석은 AFM으로 분석하였으며, 광학적 특성 분

석은 XRD, UV-Vis Spectroscopy로 분석, 전기적 특성은 홀 효과 

측정을 하였다.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GMZO 박막의 제조 조

건을 확보하여 발광소자 및 태양전지의 투명전극으로 적용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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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22
3D simulation of electrolyte-gated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for chemical and biological sensor 
applications  

안의진, 김진태, 조윤성1, 임연호†
 

전북대학교; 1우석대학교 

(yeonhoim@jbnu.ac.kr†) 

Until now, the semiconductor nanowire devices have attracted 

great interests in the fields of chemical and biological sensor 

applications.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se 

approaches still remains the challenging issues due to cost 

effective fabrication routes and reproducibility of sensing 

performance. To address these issues, our group have 

developed novel chemical and biological nanowire sensors using 

top-down and bottom-up fabrication approaches. In this work, 

we simulated the sensing performance of chemical and 

biological nanowire devi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tailed 

electrochemical phenomena during highly and selective 

detections of chemical and biological moiety. For this work, the 

3D device simulations coupled with a simplified electrochemical 

model of electrolyte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commercialized software. The simulation results are verified 

through comparison of our experimental data. Finally, the detailed 

phenomena are discussed to illuminate the origin of sensing 

mechanism using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P재료금-23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스트레처블 스트레인 센서  

시스템  

박 흔, 김동식, 홍수영1, 윤준영, 오승윤2, 진상우, 하정숙†
 

고려대학교; 1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KU-KIST 

(jeongsha@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를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에 분산하고, PVA를 첨가하여 겔형태의 혼합액을 

제조하였다. 이 혼합액을 늘임 가능한 기판에 균일하게 코팅하

여 투명하고, 얇은 스트레인 센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센서는 

얇은 필름 형태로 스트레칭이 가능하며, 보고된 연구들에서 제

시된 스트레인 센서보다 얇고, 투명하다. 제작된 스트레인 센서

는 스트레칭 시 균열이 발생하여 양쪽 전극 사이의 전자 이동 경

로의 증가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줄어들면 전자 이동 경

로가 짧아져 저항이 감소하여 저항 변화의 관찰로 다양한 크기

의 스트레인을 감지 할 수 있다.  

기존에 제작된 대부분의 스트레인 센서는, 저항 변화를 전기 계

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스트레인이 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기변색소자와 스트레인 센서를 연결

하여, 스트레칭에 따른 저항 변화를 전기변색소자의 색 변화로 

확인하였다. 제작된 전기변색소자의 경우, 노란색에서 진한 파

란색으로 색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색 대비를 가지며, 구부

림에도 안정적이며 1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색 변화에도 안정적

으로 구동되었다. 스트레인 센서와 전기변색소자가 연결된 시스

템은, 외부 변형을 시각적,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인지 가능한 센서 시스템 구현은 다

양한 웨어러블 소자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P재료금-24
A Liquid Metal Integrated System with Near-Field 

Communication Capability for Monitoring Of Human 
Motion 

정유라, 김정현1, 이금비2, 진상우2, 홍수영3, John A. 

Rogers1, 하정숙3,† 

고려대학교; 1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고려대학

교 KU-KIST 융합대학원; 3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 고분자인 Polydimethylsiloxane 기판에 외

부 통신 안테나와 유도결합 가능한 유도 안테나와 외부 변형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스트레인 센서를 액체금속인 galinstan을 패

터닝하여 제작하였고, 그와 함께 저항 칩, 커패시터 칩, 근거리 

무선 통신 (NFC, near-field communication) 칩과 같은 표면 실장 

장치(SMD, surface mounted device)들이 액체 금속으로 연결된 

직경 18 mm 크기의 근거리 통신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소자 내

부의 스트레인 센서는 약 2 정도의 민감도 (gauge factor)를 가지

며 늘임에 따른 가역적인 저항변화와 10,000 번의 늘임에도 안

정적인 내구도를 가지고 있다. 소자와 외부 리더 안테나와의 전

자기 유도 결합과 근거리 무선통신(NFC) 시스템은 소자에 파워

를 무선으로 전달하며 스트레인 센서 양단에 걸린 전압 값을 추

출하여 외부에서 가해진 변형의 정도를 무선으로 읽는 것이 가

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자를 피부에 부착하여 손목의 

구부림과 목소리를 낼 때 성대의 떨림을 감지함으로써 사람의 

크고 작음 움직임을 기존의 표준 NFC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

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P재료금-25
Ag 코팅된 나노기둥 구조 SERS 기판의 감도 및 

재현성 향상 연구  

김안나, 김현종1,†, 이호년1, 임하나1, 유봉영
 

한양대학교;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hjkim23@kitech.re.kr†) 

표면증강 라만 산란 (Surface Enhancement Raman Scattering, 

SERS)은 고감도 분자 검출을 위해 가장 유용한 물리 화학적 기

법이다. 나노 구조의 국부적 표면 플라즈몬의 공명조건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으로 유도된 전자기장은 우수한 

SERS 신호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다공성 알루미나 (Anodic Aluminum Oxide, 

AAO)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나노기둥의 형상, 나노기둥 사이의 

간격과 Aspect ratio를 조절하여 다양한 나노기둥(Nanopillar)을 

갖는 필름을 제조하였다. 균일한 나노기둥 위에 Ag 나노입자를 

표면 코팅하여 고감도의 SERS 기판을 개발하였다. 나노기둥 고

분자 필름 위에 Ag 나노입자를 화학환원을 이용하여 유기용매

에서 합성하여 코팅하였다. SEM 측정을 통해 나노기둥 위에 Ag 

나노입자가 코팅된 것을 확인하였고, R6G를 이용한 라만 분석

을 통해 SERS 신호의 감도와 재현성을 알 수 있었다. 나노기둥

의 형태와 Ag 나노입자 코팅과 온도 제어를 통해 SERS 신호감

도가 우수한 나노구조 기판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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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26
Core-shell 구조의 SnO2@Metal-organic frameworks

(MOFs) 제조 및 화학센서 응용 

임하나, 이호년, 김현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jkim23@kitech.re.kr†) 

반도체식 화학센서는 낮은 비용과 견고성 등의 유리한 특성으로 

국내 및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다양한 반도체 금속 
중 SnO2는 광범위한 기체 환경 및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

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SnO2의 흡착특성에 따

라 특정 성분에 대한 선택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re-Shell 구조의 SnO2@Metal-organic 

frameworks(MOFs)를 제조하여 화학적 감도와 선택성을 향상시

켰다. MOF는 매우 높은 표면적을 가진 나노기공이 3차원 결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기 결합 분자에 금속 이온이 결합된 

형태로 높은 설계성, 합성의 간편성,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능이 우수하여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SnO2의 표면에

서 MOF의 두께, 종류 등이 화학 센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였다. 

Keyword : SnO2, Metal-organic framework(MOF), 선택성, 화학

센서 

P재료금-27
Fabrication of CdS/SnS heterojunction at different CdS 

bath temperature  

조해윤, Vasudeva Reddy Minnam Reddy, 김효은, 김명호,  

정동섭,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Fablication of CdS/SnS heterojunction have been investigated for 

photovoltaic application. Cadmium sulfide (CdS) is one of the 

promising materials for window layer of a heterojunction solar 

cell. It has a wide direct band gap (2.4eV), high transitivity, low 

resistivity, low-cost and earth abundant. CdS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chemical bath deposition technique on glass 

substrates and SnS/Mo/glass substrates at different bath 

temperature. The effect of bath temperature was studied on the 

structure, morphology, optical, electrical and device 

performance.  

P재료금-28
Ammonium ion detection in solution using vertically 
grown ZnO nanorods based field-effect transistor  

Ahmad Rafiq, 안민상, 한윤봉†
 

전북대학교 

(ybhahn@jbnu.ac.kr†) 

Vertically aligned ZnO nanorods were directly grown on a seeded 

glass substrate between a pre-deposited source-drain to 

fabricate a field-effect transistor (FET) based ammonium ion 

sensor. Controlled growth of aligned nanorods provided a well-

defined large surface area for the detection of ammonium ions in 

solution. As a result, fabricated FET sensor showed excellent 

sensing performance including high sensitivity (93.16 μAcm-2 

mM-1), wide linear range (0.01 μM to 2.5 mM), low 

concentration detection ability (0.07 μM), good selectivity and 

storage stability. Hence, this study provides an efficient strategy 

for the fabrication of a low- cost, fast, and portable device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disease diagnosis.  

P재료금-29
Ambipolar Organic Phototransistors Based on Indigo 

Derivatives 

김효은1, 장문정2,1, 김경식2, 양창덕2, 오준학1,†
 

1POSTECH; 2UNIST 

(joonhoh@postech.ac.kr†)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toward the organic electronics field 

has developed many high-performance small-molecule 

semiconductors for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OFETs) and 

organic phototransistors (OPTs). However, most semiconducting 

materials have been reported to give unipolar p-channel 

operation because n-channel materials, which have high-LUMO 

energy levels, are usually very reactive in ambient air conditions. 

Herein, we report on indigo derivatives (6,6’-dibromoindigo) with 

strong electron-withdrawing groups which can improve 

environmental stability and finally achieved n-channel dominant 

ambipolar charge transport. Interestingly, ambipolar OFETs 

exhibit enhanced device performance under illumination, leading 

to the function of phototransistor with ambipolar behavior. As well 

as stability and photoactivity, indigos have attracted great interest 

due to its flexibility and environment-friendly properties. Therefore 

organic compounds with indigo backbones, which have very low 

toxicity and natural occurrence, are expected to apply as 

biocompatible organic semi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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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30
Photo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arbon dioxide on 

NiO/quantum dots heterostructure electrodes  

조현진, 김휘동, 이도창†
 

KAIST 

(dclee@kaist.edu†) 

Recently, as the global warming is serious problem, the 

conversion of carbon dioxide to carbon monoxide or 

hydrocarbons which are the promising renewable chemical fuels 

is expected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 However, the 

product selectivity of CO2 conversion is not good compared to 

H2 generation. The study about electron-transfer kinetics is 

expected to be a major role for understanding the CO2 selectivity. 

Here, we used NiO/quantum dots heterostructure electrodes for 

photoelectrochemical (PEC) reduction of CO2 with various size 

of QDs and compared the product selectivity of CO2 reduc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nanocrystal with electron-transfer 

kinetics.  

P재료금-31
One-step fabrication of whisker catalyst by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and its application as the 
electrocatalyst  

백승연, 김재정†
 

서울대학교 

(jjkimm8863@snu.ac.kr†) 

Pd, Pt, Au 등의 귀금속은 촉매, 센서, 전자소재, 광학소재, 생체

의약품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질량당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상용화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귀금속의 담지량을 줄임과 동시에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판 표면에 귀금속을 얇게 코팅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갈바닉 치환반응은 두 금속간 표준환원전

위 차이가 존재할 때 표준환원전위가 상대적으로 음의 값을 갖

는 금속은 산화되고 표준환원전위가 상대적으로 음의 값을 갖는 

금속은 환원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적은 담지량으로 고표면적 귀금속 촉매를 제조하기 

위해 고표면적 기판 제조를 선행한 뒤 갈바닉 치환반응으로 기

판 표면에만 선택적으로 귀금속 박막을 코팅하는 두 단계 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 단계 귀금속 코팅 방법은 공정의 

복잡성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시스템 설계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 전구체의 짝이온 및 용액 교반 조절을 통

해 갈바닉 치환반응의 속도를 조절하여 기판 구조 변형을 선행

하지 않는 한 단계 갈바닉 치환방법으로 휘스커 형태의 고표면

적 귀금속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휘스커 촉매는 평면형 촉매에 

비해 전기화학 반응에 있어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P재료금-32
Enhanced Faradaic Efficiency of Cu2O Nanowire 

Photocathodes with Cu-incorporated Crystalline TiO2 
Shell for Photo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이강하, 이상헌1, 이도창†
 

KAIST; 1이화여자대학교 

(dclee@kaist.edu†) 

In this study, we report enhancement of faradaic efficiency of 
copper oxide (Cu2O) nanowire photocathodes with copper-

incorporated crystalline TiO2 for photo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to methanol. Cu2O is promising p-type semiconductor 

for photocathode, but due to its self-corrosion the faradaic 
efficiency is low in CO2 reduction. We protect Cu2O surface 

from water by passivating crystalline TiO2. In addition, we also 

adopt Cu species on TiO2 surface to increase surface reactivity 

so that faradaic efficiency was enhanced to 44% from 26%.  

P재료금-33
Electrochemical detection of arsenic using paper 

based porous gold  

김지은, 염창주1, 한수민1, 김영훈1,†
 

광운대학교; 1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korea1@kw.ac.kr†) 

수계에 노출된 비소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기준으로 

비소의 수계 노출량은 50 ppb 미만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처

럼 비소 농도를 제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온 선택적인 센

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per-based Porous gold

를 비소 선택적인 센서로 이용하고, 각각의 효율을 비교하였다. 

우선 각 센서에서 비소가 검출 가능한지 확인한 후, 중금속과 혼

합용액을 만들어 SWV (Square Wave Voltammetry)를 이용하여 

비소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지 확인하였다. 각 센서에서는 이온 

선택적으로 비소만을 검출하였으며, Gold foil과 Paper-based 

Porous gold의 효율을 비교하였을 때 Gold foil 센서는 0.8 ~ 5 

ppb의 농도범위에서 불안정한 값을 보였으나 Paper-based 

Porous gold에서는 보다 정확한 검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비소 

검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제조가 간

편하고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Paper-based Porous Gold가 

비소 검출산업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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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34
Spontaneous reduction of aqueous Cr(VI) using In3+-

doped SnS2 under dark condition 

박성묵, 김우철, 홍재환, 김영훈†
 

광운대학교 

(korea1@kw.ac.kr†) 

최근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광촉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

른 광촉매의 결합, 도핑, 금속 나노입자 담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빛 조사 시 생성된 전

자와 정공의 결합을 제한하여 광 효율을 증가시키며 암 조건에

서의 교반은 단순히 반응물의 흡착에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광촉매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암 

조건에서도 반응이 진행되는 인듐이 도핑된 황화주석(In3+-
doped SnS2, InSnS2)을 제조하였으며, 광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InSnS2의 광효율은 6가 크롬의 환원으로 평가하였

다. InSnS2내에 존재하는 인듐의 이온화로 인해 생성된 전자는 

입자 표면에 흡착된 6가 크롬을 암 조건에서 환원시킨다. 암 조

건에서의 반응은 입자의 표면 전하를 변화시켜 6가 크롬의 흡착

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암 조건의 시간이 늘어 날수록 더욱 우

수한 광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암 조건

에서의 반응과 광 효율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P재료금-35
Synthesis of multilayer nanoparticle decorated cell 

mimic rod structure for enhanced photothermal therapy 

이혜진, 노건민, 김영훈†
 

광운대학교 

(korea1@kw.ac.kr†) 

온열치료는 염증 및 암 치료의 일환 중 하나로, 원하는 부분만의 

온도를 상승시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요법에 비

하여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다. 온열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근

적외선을 흡수하는 입자의 제조가 필수적인데, 이는 근적외선의 

파장이 길어 피부 표면을 투과하여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세포에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실리카를 코팅한 단세포 생물 위에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고분자 

입자를 코팅하여 안정성과 흡광도 모두를 고려한 입자를 제조하

였다. 사용된 고분자는 기존의 온열치료 및 조영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하다. 제조된 입자를 수용액 하에서 

808nm 파장의 레이저를 주사하여 30분간 온도의 상승을 평가

하였다. 입자를 넣지 않은 용액 또한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여 입

자의 여부가 온도 상승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온도 상승

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제조된 입자는 온열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재료금-36
다양한 크기의 중공 실리카 제조   

이재미, 정지은, 이창용†
 

공주대학교 

(cylee@kongju.ac.kr†) 

내부가 비어있는 구 모양을 가진 입자인 중공 입자는 그 특이한 

구조로 인해 기존의 물질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물성을 가진

다. 중공입자는 기하학적 면적과 투과율, 낮은 밀도 등의 성질 

때문에 바이오, 광학, 약학, 센서, 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

고 있다. 특히, 무기 소재의 중공입자는 나노입자의 장점과 더불

어 높은 기계적,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약물 전

달 시스템, 반응에서의 촉매의 목적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최

근 들어 중공형태의 특성을 살려 디스플레이의 기판 위에 코팅

함으로써 굴절률을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중공 실리카 나노입자를 제조

하는 방법에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자가 조립을 유도하는 방

법과 코어-쉘 구조를 이용하여 코어를 먼저 합성한 뒤 실리카를 

코어의 표면에서 반응시켜 나중에 코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

다. 무기 물질, 유기 물질 모두 코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제거가 용이한 폴리스타이렌(PS), 폴리메틸메

타크릴레이트(PMMA) 등의 고분자가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는 코어-쉘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양하고 균일한 크

기의 중공 실리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코어-쉘과 중공 실리카

의 구조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FT-IR, XRD, SEM, 

TEM을 이용하여 특성분석을 하였다. 

P재료금-37
아민계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여 합성한  

ZnO 음극 활물질을 이용한 Zn/Ni 레독스 배터리의  
안정성 및 효율 평가  

임영환, 박경수1, 조태우1, 정재환1, 강미숙†
 

영남대학교; 1(주) 비츠로셀 

(mskang@yun.ac.kr†) 

Zn/Ni redox battery는 양극은 Ni(OH)2를 활 물질로 사용하고 음

극은 전해질에 녹아있는 Zn2+을 활 물질로 하는 산화환원 배터

리이다. 이 시스템은 분리 막이 필요 없고 활 물질이 비교적 저

렴하면서 높은 충전용량을 가진다. 하지만 충/방전 횟수가 증가

할수록 음극에서는 Zn dendrite가 성장되고 양극에서는 Ni 활 물

질이 박리되는 문제 등으로 배터리의 내구성 및 전지효율이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음극에서는 

ZnO의 모포로지 제어 및 표면 금속 도핑에 의한 덴드라이트 억

제 연구와 양극에서는 반복되는 충/방전에 의한 Ni 결정의 결함

속도를 제어하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합성 중에 아민계의 킬레이트를 첨가하여 ZnO의 형상을 

제어하고 이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 하였다. 정치형 셀을 통해 

레독스 전지 성능을 평가했으며, 전기적 특성은 CV와 

impedance를 통하여, 물성평가는 XRD, SEM, EDX 통하여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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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38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o3O4 

nanocubes  

장광수, Sadia Ameen, 모흐드 나짐, 압둘라, 김은비, 서형기, 

신형식† 

전북대학교 

(hsshin@jbnu.ac.kr†) 

Cobalt oxide (Co3O4) nanocubes with perfect shape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simple, low cost, effective 
hydrothermal technique. The synthesized Co3O4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UV–vis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Herein, the calcination temperature of Co3O4 avoided the 

agglomeration of and protected the integrity of perfect crystal 

form to the maximum extent. The morphological studies showed 
highly uniform and well defined Co3O4 nanocubes with the width 

of several ten nanometers to several hundred nanometers. The 

X-rays analysis examined the phase purity and crystallographic 
structures of the synthesized Co3O4 nanocubes. The structural 

characterizations confirm the formation of Co3O4 nanocubes 

without displaying any other oxide forms. On the basis of 

synthesis, possible aggregate-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growth mechanism was proposed to expla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3O4 nanocubes. 

P재료금-39
A simple approach for fabricating yolk structure of 

Au/hollow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송영건, 장호찬, 이강택1,†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ktlee@yonsei.ac.kr†) 

We present a simple route to prepare mesoporous hollow silica 

particles containing a Au core, i.e., yolk/shell particles, by a sol-

gel and selective etching processes. Using tetraethoxysilane as a 

silica precursor, zinc acetate as a base catalyst, and 

cetyltrimethylammonium chloride as a soft template in the 

presence of Au nanoparticles, double-layered mesoporous 

shells were produced in one step. Elemental analysis showed 

that the inner shell consists of zinc silicate and the outer shell is 

pure silica. Au/mesoporous silica yolk/shell nanoparticles were 

obtained by selective etching of the zinc oxide phase with citrate 

buffer. The particle structure and composition were stud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e 

spectroscopy, UV-vis spectroscopy, X-ray diffraction, and 

nitrogen sorption experiments. Formation of double shells on the 

Au core in a single step was explained by a difference in the 

formation rates of the silica and zinc silicate phases. 

Au/mesoporous yolk/shell particles showed a high catalytic 

activity for reduction of 4-nitrophenol. 

P재료금-40
Hydrothermal Synthesis of Li2TiO3 Powders  

이서희, 이수경, 이창용†
 

공주대학교 

(cylee@konju.ac.k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monitoring 
and controlling such constituents of engine exhaust as O2, CO, 

CO2, NOx, and hydrocarbons. Li2TiO3 is used as cathode 

material in carbon dioxide sensor, anode material in lithium ion 

batteries and tritium breeder materials in the blanket of fusion 

reactors. Carbon dioxide sensor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many applications, such as monitoring air quality 
and controlling combustion. The CO2 detection approach uses 

an electrochemical cell with lithium (Li)-based electrolyte whose 
voltage output depends on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 A solid potentiometric CO2 gas sensor has been 

developed using Li3PO4 as the electrolyte, Li2TiO3/TiO2 as the 

reference electrode, and Li2CO3 as the sensing electrode. The 

basic sensig mechanism is to measure the equilibrium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sensing and reference electrodes. 
Li2TiO3/TiO2 enables this senser to avoid oxygen interference. In 

this study, Li2TiO3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hydrothermal 

method with TiO2 and LiOH. The phase presence and surface 

morphology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SEM techniques, 

respectively.  

P재료금-41
고투과도 및 고내마모도를 가지는 반사반지 코팅액의 

연구 및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nti-
reflection(AR) coating solution with high transmittance 

and wear resistance.   

이신화†, 김명운, 김현기, 맹일상
 

(주)디엔에프 

(leesh@dnfsolution.com†) 

현재 석유화학에너지의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태양열 발

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중에서 태양광발전이 주목 받고 있

으며 태양광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

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듈에 사용되는 

cover-glass에 반사방지용 코팅을 하여 태양광의 투과도를 높이

고 반사율을 낮춰 태양광전지 효율을 높이는 코팅액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에 주력하였다. 먼저 투과도를 높이기 위해 내

부에 기공을 가지는 저굴절용 나노입자인 hollow SiO2를 코팅액

에 적용하여 굴절율을 낮춰 빠져나가는 태양광을 줄일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반사반지용 코팅액은  코팅 후 실외에 노출되

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율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투과도 외에 경도 및 내마모가 높은 코팅액을 제조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코팅액의 투과도와 내마모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코팅액을 제조하기 위해 바인더로 사용되는 silane류

(TEOS, MTMS, MTES 등)의 각각의 특성과 혼용성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투과도가 높아지면 내

마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silane류의 적절한 혼

합비를 찾고 hollow SiO2와 혼용성이 좋은 코팅액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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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42
Fabrication of nanostructured vanadium oxide thin film 

for smart window applications  

정유홍, 정성욱†
 

부산대학교 

(sungwook.chung@pusan.ac.kr†) 

Vanadium dioxide (VO2)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because it 

is known to undergo a reversible, thermally induced metal 

semiconductor phase transition. Particularly its optical properties 

change significantly in the visible and near IR range at its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TC ~ 68℃). Therefore, this phenomenon 

can be applicable to smart window applications. We develop 

solution-phase synthetic routes, to monodisperse, organically 

functionalized vanadium oxide nanoparticles in order to use them 

as potential thermochromic materials for smart window 

application. As prepared vanadium oxide nanoparticles and their 

thin film have been characterized by means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powder X-ray diffraction (XRD), Fourier transform infrared 

absorption spectroscopy (FT-IR),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Results of structural and spectroscopic 

studies on the formation of vanadium oxide nanoparticles and 

their thin films as well as the effects of solution compositions, 

reaction conditions will b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optical 

properties of vanadium oxide thin films. 

P재료금-43
Heat-Up Synthesis of Highly Luminescent Indium 

Phosphide Core/Shell Quantum Dots 

고성준, 이도창†
 

KAIST 

(dclee@kaist.edu†) 

Utilizing zinc carboxylate and dodecanethiol in nucleation and 

growth process of InP based core QDs, we synthesized InPZnS 

QDs which has homogeneously alloyed structure by simple 

heat-up method. Overcoated with ZnSeS and ZnS multi-shell by 

SILAR method, as-synthesized QDs exhibit highly efficient 

quantum efficiency of 71.2% and have full-width at half-

maximum as narrow as 45.6 nm. 

P재료금-44
CdSe Nanoplatelets with Controlled Morphology and 

Their Polarized Emission  

윤다은, 이도창†
 

KAIST 

(dclee@kaist.edu†) 

CdSe Nanoplatelets (NPLs) under one dimensional quantum 

confinement effect along their thickness direction have unique 

optical properties such as giant oscillator strength, narrow full 

width at half maxima (FWHM) around 10 nm and polarized 

emission. Because of these properties CdSe NPLs have received 

the attention.  

In this study, we controlled the lateral growth of CdSe 

nanoplatelets (NPLs) by varying the ratio of precursors. The 

aspect ratio of plane is changed from 1 : 3.8 to 1 : 1.2 by precise 

control.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factor which can 

affect the lateral growth of CdSe NPLs and their mechanism. 

Also, we studied about the property changes caused by 

morphology control. Normally, the optical properties (absorption, 

emission, etc.) are depends on thickness of NPLs but we found 

that their polarized emission is affected by morphology. We 

measured fluorescence anisotropy of CdSe NPLs with  different 

morphology and high aspect ratio showed high anisotropy value. 

Based on this result, we have been studying correlation between 

morphology of CdSe NPLs and their polarized emission.  

P재료금-45
Effect of Molar Ratio Among TEOS, Ammonia, and 

Water on Synthesis of Silica Nanoparticles  

김민아, 심태섭†
 

아주대학교 

(tsshim@ajou.ac.kr†) 

In synthesis of silica nanoparticles, Stöber method has been 

widely used for decades. For uniformly sized silica nanoparticles,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eaction have to be precisely 

controlled, which leads the nucleation of seeds and the 

subsequent growth of silica nanoparticles controlled manner. 

Herein, we investigate effect of molar ratio among various 

ingredients on uniformity and size of silica nanoparticles. In 

ethanolic solution, Tetraethyl orthosilicate(TEOS), ammonia, and 

water were used as conventional Stöber method. To control the 

numbers of nucleation seeds, we changed the amount of TEOS, 

ammonia, and water by fixing the molar ratio between two of 

three chemicals. In addition, we found that molar ratio among the 

three ingredients also affected on size, uniformity and sphericity 

of silica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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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46
Supercapacitor application of doped reduced 

graphene oxide 

차주해, 한종훈†
 

전남대학교 

(jhhan@jnu.ac.kr†) 

Graphene is one of the promising electro-chemical capacitors 

electrode materials due to its high surface area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Nitrogen doped graphene has also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as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ors. Nitrogen 

doping is a simple but useful process for graphene because N-

doping easily manipulates local electronic structures of graphene 

and thus can improve the supercapacitor performance in terms 

of improved conductivity and more excellent electrolytic activity.  

Supercapacitors are very attractive power sources compared with 

batteries since they are essentially maintenance-free, possess a 

longer cycle-life, require a very simple charging circuit, 

experience no memory effect, and are generally much safer.  

In this study, we tried to control N-doping site on graphene 

through thermal annealing of GO via nitrogen-containing 

compounds. We used the N-doped graphene as an active 

material in SC electrodes.  NG showed excellent capacitance in 

comparison with pristine graphene by improved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lectronic activity.    

P재료금-47
Metal oxide inserted bio-derived honeycomb like 

carbon foam for lithium ion battery anode  

김병수, Balasubramaniyan Rajagopalan, 정진석†
 

울산대학교 

(jschung@mail.ulsan.ac.kr†) 

Recently, the metal oxide based electrodes are considered to be 

the best alternatives to the carbon based electrodes due to their 

high theoretical capacity in lithium ion battery (LIB) anode. 

However, the tremendous volume change of the electrode and 

poor electrical conductivity are the main drawbacks, which 

decreases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Herein, we have 

tried to reduce the volume changes and increase the conductivity 

by inserting metal oxides into honeycomb like carbon foam. For 

obtaining the metal oxides inserted honeycomb like carbon foam, 

the fresh onion was freeze dried and immersed in the metal salt 

solution for up to complete absorption occurred. After that the 

onion-metal salt was reacted with aqueous NH4OH for 24 to 48h 

to complete the formation of metal hydroxides. The final 

nanocomposite was obtained by freeze drying of the onion-

metal hydroxides and followed by calcination at 500 °C for 5h. 

Due to the buffer effect of onion cells for metal oxide, at LIB 

anode, the metal oxide/ honeycomb like carbon foam exhibited 

high specific capacity and excellent cycle stability.    

P재료금-48
Heterostructuring of Delafossite Photocathodes with 

Cu2O for Efficient CO2 Conversion  

이석원, 이도창†
 

KAIST 

(dclee@kaist.edu†) 

Because of the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crisis caused by 

fossil fuels, interest in clean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s 
increasing. Lately, conversion of CO2 into fuel has received 

much of attraction to solve problems at a time. Especially, 

photo-electrochemical system could be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since it costs the least of electrical energy to 
convert CO2 into fuel with aid of sunlight.   

Herein, CuCrO2(CCO) delafossite material has been studied as a 

CO2 reduction photocathode. It was observed that 

the photoactivity of CCO was not that good (Imax=0.2 mA/cm2) 

due to their large bandgap(Eg=3.2 eV). Fortunately, it was 

revealed from impedance spectroscopy that CCO has high 

majority carrier density and favorable band position for the 
formation of type-II heterojunction between Cu2O(Eg=2.0 

eV). Based on the analyses, CCO/Cu2O heterostructure was 

investigated. The heterostructure photocathodes showed 

enhanced photocurrent density as much as 9 times while 
suffered from severe photocorrosion of Cu2O. Therefore, 

passivation layer treatment has been under investigation to 

enhnace the poor stabiity. 

P재료금-49
UV spectroscopy를 이용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은 나노입자 생성량 및 크기 비교  

최민혁, 김현우, 고병하, 최재훈, 송광호†
 

고려대학교 

(khsong@korea.ac.kr†) 

동일한 성분을 가진 소재의 결정 또는 입자가 나노미터 단위가 

되면 기존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나 획기적으로 상이한 물

성을 나타낸다. 나노소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분야이다. 

은 나노입자는 바이오센서, 스마트 윈도우, 전자회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폭넓게 쓰이는 나노소재이다. 

은 나노입자는 제조 과정에서 응집이 쉽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

하며 제조하면 농도가 묽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는 작고 균일하며, 농도는 높인 나노입자를 제조할 필요가 

있다. 은 나노입자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폴리올(polyol) 

합성법이 크기와 모양을 제어하는데 용이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

다. 은 이온이 특정 조건에서 은 원자로 환원되고 안정제가 은 

원자를 감싸면서 나노입자로 성장한다. 본 실험에서는 회분식 

반응기에서 폴리올 합성법을 이용해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였으
며 AgNO3를 은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은 나노입자는 주로 용액 

형태로 생성되므로 실제 은 나노입자의 생성량이나 크기는 별도

의 후처리 공정 없이는 확인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UV 

측정을 진행하면 흡광도가 농도와 비례하므로 상대적 입자량을 

비교적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변수

들을 변화시키면서 합성을 진행한 후에 UV spectrophotometer

와 SEM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

다.  

360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재료금-50
MOCVD를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체박막전해질  

제작 및 특성분석  

이상훈, 박진호†, 부비엣투안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리튬이차전지는 IT,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 적용 및 응용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량, 수명, 안정성 등의 요구가 절실하

다. 고체박막전해지를 이용한 리튬이차전지는 고밀도, 높은 용

량, 안정성 등을 가지고 특히 두꼐를 얇게 제작 할 수 있어서 IT 

기계 등에 폭 넓게 적용 될 수 있다.  

고체박막전해질의 대표적 물질로는 LIPON(Lithium phosphorus 

oxynitride) Li3PO4(Lithim Phosphate) 등이 있다. 이러한 고체박

막 전해질은 일반적으로 스퍼터링 공정이나 증발기 공정을 이용

하여 제작되며, 본 연구는 MOCVD(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tion)을 이용하여 Li3PO4를 제작하고 고체박막전해질이 

가져야 하는 특성과 기존 공정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P재료금-51
SnS 태양전지에 적용을 위한 Sn 전구체 특성에 관한 연

구  

정동섭, 바수데바레디, 김명호, 조해윤, 김효은,  

페자이바부, 박진호† 

영남대학교 

(chpark@ynu.ac.kr†) 

본 연구는 저비용 SnS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Sn 금속 전구

체 층의 두께를 변화하며 증착하였다. Sn 금속 전구체 층의 두께

는 스퍼터링 파워와 증착 시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하였다. 

제조된 박막층은 유출증발법(effusion cell evaporation system)을 

사용하여 황 증기 분위기에서 황화되었다. 이후 얻어진 SnS 박

막의 구조적, 형태적, 전기적 특성을 수행하였다. 모든 샘플은 

(111) 방향을 선호하는 사방정계 결정구조를 보였으며 반사 스

펙트럼은 930 nm 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일부 샘플은 디바

이스로 제조하여 특성 평가를 하였으며, 각 샘플의 태양전지의 

특성은 전류-전압(J-V 곡선) 및 외부 양자 효율(EQE)을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P재료금-52
Novel reddish dye of hematite encapsulated with 

inorganic metal  

최종한1,2, 김상우1,3,†
 

1KIST; 2가천대학교; 3UST 

(swkim@kist.re.kr†) 

Iron oxides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atalysts, 

electrode materials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and cosmetics. 

Besides, iron oxides were used as a pigment because iron 

oxides are harmless to people and environments. Also, tinting 

strength is strong and iron oxides are widespread in nature. 

However, iron oxides have drawback that is weakness of color 

fastness.  

So, other researchers improve color hue through inclusion of 

inorganic metals such as Silicon oxide and Zirconium oxide. In 

order to improve the color fastness of iron oxides and embody 

novel a reddish yellow color, inorganic metal encapsulation of 

iron oxides was studied. We did experiments about coated 

inorganic metal to improve the reddish-yellow color. Through the 

researches, dyes of aluminum oxide coated iron oxide improve 

the yellowish red color tone. Aluminum oxide coated iron oxide 

increases *a and *b compared to pure iron oxide. Also Yttrium 

element also improves red color because this element decreases 

*b value compared to pure iron oxide.   

P재료금-53
Rational Design of Nb2O5@Carbon Core-Shell 

Nanocrystals and Reduced Graphene Oxide 
Nanocomposites as High-Performance Sodium-Ion 

Hybrid Supercapacitor Anode Materials  

임은호, 이진우1,†
 

포항공과대학교; 1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jinwoo03@postech.ac.kr†) 

Sodium-ion hybrid supercapacitors (Na-ion HSCs) have 

potential for mid- to large-scale energy storage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high energy densities within seconds, stable 

cycle performance, and low cost of sodium. However, one of the 

problems to developing high-performance Na-ion HSCs 

is kinetics imbalance from different charge storage behaviors 

between sluggish Faradaic anode (Na-ion battery 

type) and rapid non-Faradaic capacitive cathode (EDLC type). 

Therefore, to develop high-rate Na-ion HSC anode materials, 

this work reports the facile synthesis of nanocomposites 
composed of Nb2O5@Carbon core-shell nanocrystals (Nb2O5 

@C NCs) and reduced graphene oxide (RGO), and an analysis 

of their electrochemical behavior. In a Na half-cell test, the 
Nb2O5@C/RGO delivers capacity of ~285 mA h g-1 at 0.025 A 

g-1 in the voltage range of 0.01-3.0 V (vs. Na/Na+). Moreover, 
the Na-ion HSC using the Nb2O5@C/RGO anode and 

commercial activated carbon cathode shows high energy density 

(~76 W h kg-1) with high power density (~20,800 W kg-1) in 

the voltage range of 1.0-4.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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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54
Thickness Control of Black Phosphorus Using 

UV/Ozone Treatment 

김수현, 김지현†
 

고려대학교 

(hyunhyun7@korea.ac.kr†) 

Black phosphorus (BP) has been recently rediscovered as a 

promising 2D material, owing to its direct band gap, high carrier 

mobility and large on/off ratio. As the properties, including 

bandgap, of BP depend on the thickness, preparing BP film with 

desired thickness is an issue. In this study, UV/Ozone treatment 

is introduced to reduce the thickness of BP. UV irradiation causes 

ozone radicals, which attack phosphorus atoms to form PxOy 

species. These PxOy compounds are then converted into 

phosphoric acid as they react with water molecules.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re used to 

observe the thinning process of BP flakes. In addition, Raman 

spectroscopy integrated with UV lamp wa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in situ optical characteristics of BP. Performing in situ 

experiment is effective in obtaining accurate results as BP has 

anisotropic properties that change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sample. We assume this technique can be easily applied in 

fabricating different BP-based devices. Further results and 

discussion will be presented in detail.  

P재료금-55
Synthesis of nanoporous silicon by recycling of waste 

iron slag and its application to lithium ion battery 
anodes  

천진녕, 안선형,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The development of new processes that generate high value-

added products from industrial waste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a technical breakthrough from both an economic 

and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Iron slag, one type of ferrous 

slag produced in the iron making process in the 270–320 million 

tons range, has a high content of SiO2 (~35 wt%), which makes 

iron slag a potential source of silica for various silicon-based 

materials.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facile approach to 

synthesize nanoporous silicon derived from waste iron slag for 

high performance Li-ion battery anodes. Simple acid leaching of 

iron slag leads to the generation of nanopores, and subsequent 

magnesiothermic reaction with sodium chloride convert silica to 

silicon without collapse of structure. The resulting nanoporous 

silicon contains micro-sized particles composed of nanosized 

primary silicon particles, and it has a surface area of 438 m2/g. 

Owing to three-dimensionally interconnected and the highly 

porous structure with small crystallite size, the resulting 

nanoporous silicon exhibits excellent electrochemical properties 

as an anode of Li-ion batteries.  

P재료금-56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및 열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성

장시킨 AlN 박막의 특성 비교분석 

김보명, 박진호1,†
 

영남대학교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1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chpark@ynu.ac.kr†) 

현재까지 고효율 및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LED는 조명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 

파장영역을 가지는 빛을 방출하는 LED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III-V족 화합물인 질화알루미늄(AlN)을 버퍼

층으로 사용한 자외선 LED가 각광을 받고 있다. AlN은 

Hexagonal Wurzite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적 및 화학적 안

정성이 높으며, 6.2eV의 큰 Band gap을 가지고 있어서 DUV영역

의 파장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DC 마그

네트론 스퍼터링 및 열화학기상 증착법을 사용하여 성장시킨 

AlN을 X-선 회절 분석법(XRD), 원자간력 현미경(AFM), 주사 전

자 현미경(SEM)을 사용하여 박막의 광학적, 구조적 분석을 진행

한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은 알루미늄 스퍼터 타겟을 사용

하였으며 성장 온도는 섭씨 350, 400도로 두 차례 진행하고 성

장 시간은 30분, 내부 압력은 5 mTorr이며 아르곤과 질소의 비율

은 1:1로, DC 전력은 500W로 고정했다. 열화학 기상 증착법은 

염화알루미늄(AlCl3)을 프리커서로 사용하고, 암모니아 가스

(NH3)와 반응시켜 기판 위에 AlN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튜브의 

소재는 석영을 사용하고, 반응 온도는 섭씨 600~900도로 제어

하면서, 내부 압력은 5~10 mTorr로 유지시켰다. 이후, XRD를 통

해 각 AlN의 성장 방향 및 결정성을 분석하고, AFM과 SEM으로 

표면을 비교 분석한다.  

P재료금-57
Synthesis of various TiO2 nanostructures including 

single crystalline brookite, and their application: 
Photoelectrochemical cell and field emission  

최민기, Zhuo Zhang, 용기중†
 

POSTECH 

(kyong@postech.ac.kr†) 

In this research, various TiO2 nanostructures were synthesized on 

titanium foil, by facile one-step hydrothermal reaction. 
Synthesized TiO2 can have four morphologies which are sheet, 

tube, wire, and pyramidal shape. The morphology was observed 

using SEM and TEM, and the crystalline structure was confirmed 

by SAED pattern of TEM and XRD analysis. As a result of TEM 

and XRD analysis, we found wire, sheet, and tube structures 

were anatase, and pyramidal structure was brookite.    

The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and the field emission 

properties of various TiO2 nanostructure were measured. The 

brookite had the highest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morphologies of anatase with similar 

length. The field emission properties which can be affected by 

the morphologies of emitter of various TiO2 nanoarrays were 

measured in vacuum chamber. Diverse length of the TiO2 

nanowires and nanotubes showed different field emission 

properties, and they were analyzed and optimized by theoretical 

calculation with “Zero Thickness Charge Disc (ZTC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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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58
Mesoporous Structured Highly Active Metal-free 

Oxygen Reduction Electrocatalysts in the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이성규,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s) have been 

developed for next generation-, clean energy conversion 

devices. ORR more easily occur in alkaline media compared to 

acidic media. Therefore, it may facilitate the use of inexpensive 

metal-free electrocatalysts. Doping heteroatom into carbon 

framework significantly enhances the catalytic activity and it is 

considered as a promising approach to replace Pt catalysts in 

AEMFCs.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metal-free 

electrocatalysts are mainly focused on half-cell measurements. 

Thus, it is required to study metal-free electrocatalysts in MEA 

level. Here, we report the mesoporous structured highly active 

metal-free ORR electrocatalysts in the MEA for AEMFC. The pore 

size and doping-site position were controlled to find the effect of 

them to MEA performance. They affect the accessibility of 

reactants to catalytically active sites. Finally, mesoporous 

structured N, P co-doped carbon with a large pore size and 

precisely controlled doping-site position exhibited a remarkable 

on-set potential and produced 70% of the maximum power 

density obtained using Pt/C. 

P재료금-59
N-doped Macroporous Graphene-Encapsulated 

Mesoporous Metal Oxide 

김민수, 임은호,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In this work, general synthetic method of mesoporous metal 

oxide@N-doped macroporous graphene composite is reported. 

Electrostatically co-assembled amine functionalized mesoporous 

silica/metal oxide composite and graphene oxide are heat-

treated and subsequent silica removal simultaneously produces 

mesoporous metal oxide and N-doped macroporous graphene. 

Through this simple approach, representative four mesoporous 

metal oxides (WO3, Co3O4, Mn3O4 and Fe3O4) are 

successfully encapsulated in N-doped macroporous graphene.  

P재료금-60
Synthesis of Mesoporous Molybdenum Carbide-

Carbon Composite using Molecular-scale Interaction 
as an Efficient Electrocatalysts for the Hydrogen 

Evolution 

김성빈,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Hydrogen is regarded as green future fuel. However, to generate 

the hydrogen, the noble metal catalysts must be necessary. Due 

to its high price and scarcity, the substitution for noble metal is 
required. Molybdenum carbide (MoxC) attracts attention as a 

substitution for noble metal due to its high activity and stability. 
However, the MoxC catalysts has insufficient activity as a 

substitution. For the better efficiency, the catalysts should have 

more active sites and proper hydrogen bonding. By introducing 

the mesoporous structure, the number of active sites can be 

enhanc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surface area. In addition, by 
synthesizing MoxC using solid-state reaction with carbon, the 

hydrogen bonding can be controlled. For this purpose, we 
synthesize the mesoporous MoxC -carbon composite using 

EISA method. The block copolymer PEO-b-PS is used as a 

structure directing agent for resol (carbon source), TEOS and 

Phosphomolybdic acid (PMA). Since the interaction between 

PMA and structure directing agent is weak, we introduce 

melamine resol to enhance the interaction. By introducing the 

melamine resol, we can get more enhanced mesoporous 

structure by improving the interaction. 

P재료금-61
In situ Synthesis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of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8) Membrane  

신하민, 김진수†
 

경희대학교 

(jkim21@khu.ac.kr†) 

Metal-Organic Frameworks (MOFs)의 일종인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ZIF)는 작은 기공 크기,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 및 

골격 유연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ZIF 재료는 기체의 선

택적인 분리나 센서, 기체 저장, 촉매 반응 등의 목적으로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다. 특히 ZIF 재료의 열적 안정성으로 고온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촉매의 역

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과 동시에 가스를 분리 할 수 있는 막 

반응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α-알루미나 지지체 

위에 ZnO 용액을 코팅하여 seeding한 후 in situ 합성법으로 ZIF-

8 Membrane을 제조하였다. 합성된 Membrane은 XRD, FE-SEM 

등을 통해 결정상과 표면, 코팅 두께 등을 측정하였으며, 이성분

계 기체 투과 실험을 통해 propylene/propane 기체에 대한 투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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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62
Synthesis of mesoporous γ-alumna spherical particles 

by spray pyrolysis  

최재형, 김진수1,†
 

경희대학교; 1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jkim21@khu.ac.kr†) 

다공성 알루미나 분말은 열적, 화학적 안정성과 합리적인 비용

으로 촉매 지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촉매 지지체는 비표면

적과 기공의 크기에 따라 촉매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

공 구조 조절이 특히 중요하다. 알루미나 분말 합성에는 Sol-Gel

법, 침전법, 수열합성법, 분무열분해법 등 다양한 합성법이 사용

될 수 있다. 이중 분무열분해법은 구 형태의 분말 재료를 대량생

산하는데 용이하고 전구체 농도와 분무 조건을 조절하여 입자의 

크기 및 결정상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상용 Boehmite 분말을 볼-밀과 산 처리를 통해 입자 크기를 

변화 시킨 후 분무열분해법을 통하여 구형의 γ-Alumina 분말로 

합성하였다. Boehmite 입자 크기는 입도분석기(PSA)를 통해 분

석하였으며, 합성된 γ-Alumina 분말의 기공 특성, 결정상, 열분

해특성, 형상 등은 각각 BET, XRD, TGA, SEM 을 통해 분석하였

다.  

P재료금-63
Large scale prduction of macroporous Ti-MoO2 

powders and their application for partial oxidation of n-
dodecane 

임경민, 김진수†
 

경희대학교 

(jkim21@khu.ac.kr†) 

Recently, MoO2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reforming 

catalyst for hydrocarbons such as a surrogate of gasoline and 

jet-A fuel, due to its high resistance to coking, high thermal 

stability and high sulfur tolerance. However, the phase stability of 
MoO2 is very limited at the narrow window of O2/C ratio for 

partial oxidation of hydrocarbon. Ti4+ has been used as a dopant 
to improve stability of MoO2. In this study, macroporous Ti doped 

MoO2 powders were directly produc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using polystyrene (PS) beads as templates. 
Macroporous Ti-MoO2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XRD, 

HR-SEM, EDX and BET. To evaluate catalytic activity of 
macroporous Ti-MoO2 powders, partial oxidation of n-

dodecane was performed.  

P재료금-64
Synthesis of metal coupled N-TiO2 nanoparticles by 

using reductant for development of photocatalytic 
activity  

김선민†, 문지연, 이규상
 

전자부품연구원 

(ksunmin@keti.re.kr†) 

Titanium dioxide(TiO2) is useful material which remove the 

organic pollutant from both air and water. Generally, catalytic 

activity increases as doping with non-metal or loading metal 
particles on the TiO2. In this study, metal particles were attached 

on the N doped TiO2 surface by using sodium borohydride as a 

reducing agent. Reducing agent has effects on the reduction rate 

that the more amount and smaller metal particle could be 
attached on the N-TiO2 surface.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metal coupled N-TiO2 was also evaluated when using the 

reducing agent.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d UV-Vis 

spectrophotometer were used to observe the amount of metal 

particles attached on the surface. The photocatlytic activities of 

as-prepared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the decoloration of 

aqueous MO or MB solution under Xenon light source. Toluene 

or p-xylene were selected for target VOC material to measure of 

decomposition and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under UVLED 

irradiation in a closed chamber system.  

P재료금-65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된 Zn(O,S) Active layer

의 S/O ratio에 따른 특성 평가  

전호영, 하철호1, 강태훈1, 박도휘1, 류시옥1,†
 

영남대학교; 1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soryu@ynu.ac.kr†) 

현재 용액공정을 통해 제조된 박막트랜지스터는 상당히 단순화

되어야 되고 낮은 비용에 넓은 면적을 증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용액공정 중에서 printing process는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저비용 기술이다. 특히, 반도체층 및 직접 채

널영역 및 게이트, 소스&드레인의 접점을 형성함으로써 제조 공

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반도체층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ZnO의 

경우 넓은 밴드갭(3.4eV)으로 인해 투명한 특성을 지니며 낮은 

온도에서 성막하여도 높은 이동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박막 트랜지스터로의 응용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ZnO박막의 경우 대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산소

의 영향으로 Zn과 O의 정량비가 변하면서 전기적성질이 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S를 첨가하여 S/O 

ratio을 높여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써 전하 농도 및 전기 전도도

를 높여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

으로 사용되는 Zn(O,S)을 저비용 용액공정 중 연속흐름반응기

(CFR)방법으로 만들었고 printing process를 통해 박막트렌지스

터의 반도체층을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S/O 

ratio 따른 금속전극의 전하 이동도를 측정하고 XPS, EDX를 통하

여 박막 트랜지스터 Zn(O,S)박막의 구조적, 물리적 성질변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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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66
Enhanced Moisture Stability of Perovskite Solar Cells 

using the Facile Hydrophobic Passivation  

이민석, 용기중†
 

포항공과대학교 

(kyong@postech.ac.kr†) 

Recently, CH3NH3PbI3 perovskite has been one of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for the absorber layer in solar cells. The 

perovskite has diverse advantages, such as a high absorption 

coefficient, a strong dipole moment causing rapid electron 

transport, an ideal band gap energy of ∼1.5 eV, simple and 

various synthetic methods, the ability to transport the hole and the 

electron, and low cost of synthesis from solution processes.  

In this research, a novel and facile passivation process for a 

perovskite solar cell is considered. Poor stability in ambient 

atmosphere, which is the most critical demerit of a perovskite 

solar cell, is overcome by a simple passivation process using a 

hydrophobic polymer layer. With the hydrophobic passivation, the 

perovskite solar cell shows negligible degradation after a 30-

day-storage in ambient atmosphere. Suppressed degradation of 

the perovskite film is proved in various ways: X-ray diffraction, 

light absorption spectrum, and quartz crystal microbalance. This 

simple but effective passivation process suggests new kind of 

approach to enhance stability of perovskite solar cells to 

moisture.  

P재료금-67
Photoelectrochemical solar water oxidation using 
CuInS2/CdS/ZnO heterostructure nanorod array 

photoanode 

백민기, 정용재, 용기중†
 

포항공과대학교 

(kyong@postech.ac.kr†) 

P-type Cu(In,Ga)(Se,S)2(CIGS) chalcogenide materials have 

high absorption coefficients, tunable band gap energies(1.0–1.7 

eV), so they are well known materials for photo-absorber in thin 

film solar cell.  we use them as photoanodes with n-type 

CdS/ZnO nanorod arrays to make p-n junction in the 

photoanode. This p-n junction makes efficient charge seperation 

and improve photo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ell.  

For efficient light harvesting and photoexcited charge collection, 

ZnO nanorod arrays were grown and co-sensitized with CdS 

and CuInS2(CIS). A CdS layer was deposited on the ZnO NW via 

successive ion layer adsorption and reaction (SILAR), and the 

CIS layer was prepared by depositing a molecular precursor 

solution onto the CdS/ZnO NW. By perfoming XRD and EELS, 

we confirmed CIS, CdS, ZnO are well deposited. In optical 

absorption spectra, ZnO nanorod arrays can only absorb light 

below 400nm, but with CIS/CdS, they can absorb light up to 

800nm. Our heterostructure photoelectrode has generated a 

greatly improved photocurrent density of 13.8mA/cm 2 at 0.3V 

vs. SCE under 1 sun illumination.  

P재료금-68
Plasmonic and passivation effects of Au decorated 

RGO@CdSe nanofilm uplifted by CdSe@ZnO 
nanorods with photoelectrochemical enhancement  

Zhuo Zhang, 최민기, 백민기, Zexiang Deng, 용기중†
 

POSTECH 

(kyong@postech.ac.kr†) 

Here, we demonstrate that the photoactivity of gold (Au)-

decorated two-story hetero-nanostructures for 

photoelectrochemical (PEC) efficiency can be effectively 

enhanced by the plasmonic effect between Au and 

semiconductors in the visible region and by the passivation effect 

in the UV region. An Au-decorated two-story hetero-

nanostructure was prepared as follows. The upper story is a 

novel hetero-nanofilm consisting of a reduced graphene oxide 

(RGO) nanofilm covered by a large area of crystalline CdSe 

nanolayer with a (111) plane outside and a thickness less than 8 

nm; the bottom story consists of CdSe-coated ZnO hetero-

nanorods. In the visible region, the plasmonic effects between Au 

and other materials, such as ZnO, CdSe and RGO, were 

analyzed separately by reassembling the component ZnO 

nanorods, the CdSe layer and the RGO nanofilm. The 

photoconversion of the two-story hetero-nanostructure can be 

improved via the plasmonic effects between Au and n-type 

semiconductors, such as ZnO and CdSe, due to the stronger 

Schottky rectifier effects and hot-electron injection. In the UV light 

region, the photoconversion can be dramatically enhanced. 

P재료금-69
CFR-spin process를 이용한 태양전지용 Zn(O,S) 버퍼

층의 특성평가 

박도휘, 강태훈, 전호영, 류시옥†
 

영남대학교 

  

CIGS의 버퍼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CdS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이다. 뿐만 아니라 CdS는 에너지 밴드갭이 낮아 

500nm 이하의 파장대역에서 광흡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들로 인해 CdS의 대체 소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

체 물질 중 Zn(O,S)가 가장 주목 받고 있다. Zn(O,S)는 독성이 없

으며 에너지 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다. CFR process는 용액의 유

속, 전구체 용액의 온도, 증착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연구

의 목표는 CFR-spin 공정으로 다양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Zn

(O,S)증착한 후 Cu(In,Ga)Se2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증

착된 박막의 특성은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UV-vis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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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70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i-coated 

graphite/PDMS composites  

최용흠, 주재철, 김영선, 심상은†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In recent, electrically conductive rubbers have attained to attract 

many interests in academic and industry fields because of their 

new applications such as electronic parts and material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shielding. In order to achieve 

the higher conductivity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at the 

same time, nickel-coated graphite (NCG) has advantage in the 

performances at lower filler loading concentration. Also, NCG has 

low cost and good stability.1  

In this study, the polydimethylsiloxane (PDMS) composites 

incorporated with NCG which result from electroless deposition 

method have been fabricated with varying loading 

concentrations. 2,3 They are characterized as terms of 

morphology, electrical conductivity,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efficiency (EMI SE), and mechanical property and 

thermal conductivity. They have been compared with composites 

filled with other fillers such as raw graphite, alumina and boron 

nitride.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1415140523/10052976)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Republic of 

Korea (2016)  

P재료금-71
전기방사를 이용한 이산화티탄-탄소나노 복합소재  

결합 nanofiber 생성에 관한 연구  

박소하, 김선민†, 박지선
 

전자부품연구원 

(ksunmin@keti.re.kr†) 

전기방사(electrospinning)는 고분자 용액에 전기를 하전시켜 노

즐을 통해 용액이 섬유 형태로 나오게 하는 공정이다. 이 기술은 

장비 조작이 간단하고 나노섬유의 형태 및 크기의 조절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

방사로 생성되는 나노섬유는 공기저항이 적고 여과효율이 높기 

때문에 필터로서의 제작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로 
생성된 나노섬유의 정전기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TiO2 전구체 

용액과 고분자 혼합 용액에 Mg, Fe, Mo등을 촉매로 사용하여 방

사한 후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TiO2 전구체 용액에 촉매소재를 혼합한 용액이 방사될 수 있도

록 최적의 상대습도, 전압, 유속을 설정하였고, 나노섬유가 고른 

크기로 방사되었는지 광학현미경(OM)으로 측정하였다. 상기 나

노섬유로 이루어진 박막에 성장된 탄소나노튜브는 Ti 전구체 대

비 촉매의 몰비율에 따라서 그 성장 정도가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하고 생성된 탄소나노튜브의 길이와 밀집도는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P재료금-72
Solventless fabrication of C@Fe3O4@GNP core-shell 

structure and its prominent electromagnetic shielding 
properties  

주재철, 김영선, 최용흠, 심상은†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has become a considerable 

problem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electronic devices, 

which would make a damage of sensitive apparatus and body of 

human beings.  

The coating of magnetic materials on GNP has also been 

researched because of its magnetic properties with which much 

of radiant energy is transformed into heat energy. However, the 

process of adding metal to carbon-based materials is rather 

complex and time-costing.   

In this research, to overcome such complicated-fabrication 

steps, solventless synthesis is well used to eliminate the steps of 

neutralization of basic or acidic products, or drying. In addition, 

not only formation of metal oxide particles in regular size but also 

carbon-coating surround the particles simultaneously emerge in 

just one-step, which means time-saving and facile. Finally, the 

as-prepared filler can have a potential to efficiently absorb 

electromagnetic wave.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1415140523/10052976)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2016)  

P재료금-73
Study on VOC removal test of glass fibers attached by 

TiO2 or V-TiO2 through cross-linking method  

김선민†, 문지연, 이규상, 박소하
 

전자부품연구원 

(ksunmin@keti.re.kr†) 

Titanium dioxide (TiO2), used for self-cleaning material, has 

been studied as a commercial product that can be applied to the 
air cleaning as well as water treatment since TiO2 having a 

photocatalytic activity can decompose organic compounds. In 
this study, commercial TiO2 (P25) and vanadium doped TiO2 

(V-TiO2) synthesized by sol-gel method were applied to glass 

fiber as substrate. The P25 or synthesized V-TiO2 attached to 

glass fiber through chemical bonding by electrostatic interaction 

between carboxylic groups of cross-linking agent and 

photocatalyst particle.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attached 

photocatalysts was characterized using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Zeta potential, an indicator of the stability of 

nanoparticles in suspensions, was analyzed to find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particle suspension. Decomposition activities of 

as-prepared samples were evaluated through VOC 

concentration degradation test, which was performed under UV 

light sources in a flow chamber system.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P25 or V-TiO2 attached glass fiber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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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74
Synthesis of Co/Zn-ZIF crystals and their catalytic 

activity for functionalized oxygen reduction reactions 
after carbonization 

배선영, 김진수†
 

경희대학교 

(jkim21@khu.ac.kr†) 

Metal-organic frameworks(MOFs)의 한 종류인 ZIF-8과 ZIF-67

은 각각 Zn 또는 Co의 금속 이온과 같은 유기 리간드인 2-

methylimidazole이 결합한 나노기공 결정구조로서, 동일한 결정

구조와 기공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Zn 와 Co는 다른 촉매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2-methylimidazole 리간

드에 다양한 비율의 Co와 Zn 금속 이온을 사용하여 ZIF 결정을 

합성하였다. 물을 용매로 하여 Co/Zn의 비율과 온도를 조절함

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ZIF 입자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Co/Zn ZIF 

입자를 탄화시켜 Co-N-C 구조를 갖는 산소 환원 반응 (Oxygen 

Reduction Reaction) 전기촉매로 응용하였다. 합성된 ZIF 입자는 

HR-FE-SEM, BET, XRD, TEM, RDX or RRDE, CV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재료금-75
Boron-doped grapheme quantum dots decorated on 

reduced graphene as a highly efficient metal-free 
electrocatalyst toward oxygen reduction  

Tran Van Tam, 최원묵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wmchoi98@ulsan.ac.kr†) 

A simple and cost effective hydrothermal approach for synthesis 

of boron-doped graphene quantum dots (BGQDs) has been 

demonstrated in presence of boric acid and glucos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characterizations reveal that boron atoms 

are successfully introduced into quantum dots structures with 

atomic percentage up to 3.65%. The BGQDs with average size 

of 4.5 nm are uniformly anchored on reduced graphene oxide 

(rGO) sheets through 2-steps hydrothermal and thermal 

treatment. The composite of BGQDs and rGO possesses 

excellent electrocatalytic with improving long-term stability and 

methanol tolerance. Interestingly, electrocatalytic activity can be 

comparable to the available commercial Pt/C. The integration of 

BGQD and rGO could induce synergistic contribution of good 

electron transfer from high conductive graphene and rich 

catalytically active sites of BGQD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rGO-BGQD hybrid materials is a promising materials for metal-

free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catalyst in fuel cells as well 

as other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P재료금-76
Enhancing Stability of Colloidal Semiconductor 

Nanocrystals  

우주영, 정소희1,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1한국기계연구원 

(dclee@kaist.edu†) 

Colloidal semiconductor nanocrystals (NCs)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during past decades because of their 

intriguing properties such as size tunable energy gaps, highly 

efficient multiple exciton generation (MEG), and high quantum 

yield (QY). However, fast degradation under ambient condition 

impedes broader utilization of NCs in optoelectronic applications. 

Here, we present efficient surface passivation strategies leading 

to the drastically enhanced air stability of NCs. High air stability of 
NCs (e.g., PbSe NCs, perovskite CsPbBr3 NCs) were confirmed 

by absorption, PL spect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We believe that our surface engineered, 

highly stable NCs shine the light on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NCs in solar cells and light emitting diodes (LEDs).    

P재료금-77
Development of Colloidal Dual-Diameter Quantumrods 

김다흰, 이도창†
 

KAIST 

(dclee@kaist.ac.kr†) 

Quantumrods (QRs) have received lots of attention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arising from 1-dimensional geometry. Potential 

of QRs can be extended with the control of composition and 

morphology. Especially, delicate control of QR diameter, which 

determines band states of the QR structure, is desired for a wide 

range of optical and electrical application. Here, we firstly present 

dual-diameter QR structure which has two portions with different 

diameters along long axis of a single rod. For a distinct diameter 

formation, nanoparticle seed was used as a template for thick-

diameter QR part. After the formation of thick QR, growth rate 

was abruptly increased by exposing unstable (000-1) 

surface, which makes thin-diameter QR grow from the one end 

of thick-diameter QR. Both of the diameters are under quantum 

confinement regime, therefore band alignment and exciton 

dynamics can be engineered in the single QR structure. We 

expect that this novel structure enables effective optical collection 

and directional charge transport. And, the understanding of its 

growth mechanism gives insights for designing complex NR 

morphology at the nanometer-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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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78
Direct Access to Multi-Scale Structured Nb2O5 

Possessing Functional Macrodomain and Mesoporous 
Frameworks 

김성섭,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Multiple length-scale materials could combine advantages of 

macro- and nanostructures, but they need the complicated 

steps. Here, we report direct access to macro- and 
mesostructured Nb2O5 that have functional submicron particles 

embedded in mesoporous structures. We induced interplay of 

macro- and microphase separation by self-polymerization of 

resol. Resol can form a resol-Nb complex by chelating, and also 

macrophase separate by acid-induced polymerization into 

macro domain. Niobia sol and resol incorporate into the block 

copolymer by hydrogen bonding to form mesoporous 

frameworks. The resultant materials have light-scattering ability 

due to submicron particles and high surface area due to 

mesostructures. They increased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when used as working electrodes in DSSC 

P재료금-79
Sulfurization Process를 이용하여 Tin mono sulfide박막 

특성 분석  

김명호, 바수데바레디, 조해윤, 김효은, 정동섭, 박진호†
 

영남대 

(chpark@yu.ac.kr†) 

Tin monosulfide(SnS) 박막을 몰리 글라스 위에 Tubular Furnace

를 이용하여 Sulfurization 온도를 100oC에서부터 400oC 까지 변

화를 주며 증착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로는 필름이 모두 (111)면으로 성장하는 방

향을 보여주며 사방정계구조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만 스펙트럼은 0~400 cm-1범위에서 증착 된 필름에 대해 분

석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은 94cm-1 ,160cm-1 ,191cm-1 , 

217cm-1에서 픽이 보이며 이러한 픽은 사방정계 구조와 관련

이 있다. 표면 형태와 필름의 단면은 SEM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

다. 필름은 높은 광 흡수 계수를 보이며 제조 된 태양전지는＞ 

2%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사항에 제시 될 것 

입니다.  

P재료금-80
Ordered mesoporous materials derived by block-

copolymer assisted self-assembly 

조창신, 이진우†
 

POSTECH 

(jinwoo03@postech.ac.kr†) 

Ordered mesoporous materials containing periodic mesopores 

(diameter in 2-50 nm) have been actively applied 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sensors, catalysts, separations, and energy 

conversions/storages. The porous materials, compared with 

equivalent materials in the bulk form, have different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i) high surface area, ii) large pore volumes, iii) 

fast diffusion of reactants/products, and iv) improved catalytic 

propertie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bottom-up synthesis 

approaches for developing ordered mesoporous materials; block 

copolymer (BCP) assisted one-pot self-assembly method. An 

amphiphilic BCP was used as a structural directing agent for 

mesopores. During evaporation of solvent, inorganic species 

selectively interact with hydrophilic block in BPC. By controlling 

synthetic condition, such as, precursors/BCP pairs, relative ratio, 

and heat-treatment condition, we can design various ordered 

periodic structures. We present two different ordered 

mesoporous inorganic materials such as titanium-niobium multi-

metallic oxides and titanium nitride.  

P재료금-81
Graphene표면에 부착되는 nanometal의 형상분석  

홍석환†, 이원규
 

강원대학교 

(shh226@naver.com†) 

최근 nanometal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이며, 그 활용은 

향균제, 바이오센서, 촉매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graphene의 경우 물성이 뛰어 나지만 전기전도도가 금속에 비

하여 낮기 때문에 graphene만을 사용할 경우 접촉저항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ize-

controllable nanometal 제조 및 graphene oxide표면에서의 부착

특성을 분석하였다. nanometal 종류에 따라 금, 은, 구리, 주석 

등 다양한 금속을 통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TEM, 

SEM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향후 실험은 size에 따라 

nanometal이 촉매, 향균제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보이는지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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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82
pH변화에 따른 colloidal graphite 형상 및 additive 첨가

에 따른 코팅 특성 분석  

홍석환†, 이원규
 

강원대학교 

(shh226@naver.com†) 

Graphite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graphite를 산화시킬 경우 여러 가지 화학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

문에,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 시켜 사용할 경우 종래의 방법과 비

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갖는다. 콜로이드 흑연은 미세한 흑연을 분

산제를 사용하여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시킨 것으로, 콜로이드 

흑연은 전도성을 띄는 액체로써 높은 흡착력을 통해 코팅 또는 

감마제나 절연물에 대한 측정용 전극 등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분산매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타닌산, PVA(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고 암모니아수를 이용한 pH 조절을 통하여 흑

연이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 되는 정도를 연구하였다.  

P재료금-83
Carbon Dioxide-Based Drug Synthesis from Flue Gas 
with Silicon-Nanowire-Embedded Micro-Total Capture 

System (µ-TCS) 

고동현, 김동표†
 

POSTECH 

(dpkim@postech.ac.kr†) 

As a result of human activity, many extra carbon dioxide (CO2) is 

added without removing, which destroys the balance to add and 
remove CO2 by the natural cycle. Moreover,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more CO2 emissions resulted in higher CO2 

concentration which has correlation with global warming. In this 
circumstanc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remove CO2 

efficiently from CO2 containing exhaust gas, such as flue gas. 

Herein, we report a silicon-nanowire-embedded micro-total 

capture system (µ-TCS) based on excellent liquid repellency of 

superamphiphobic silicon nanowires. In the µ-TCS based on 
gas-liquid flows, CO2 is selectively captured from flue gas by an 

absorbent, is desorbed from the absorbent, and is ultimately 

utilized to synthesis drug compounds, by all-connected in-situ 

manner. µ-TCS is expected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efficiency of CO2 capture and utilization known to date. 

P재료금-84
Influence of Deposition Parameters in Solution-based 
Process on the Characteristics of ZnO Nano-Structure 

강태훈, 전호영, 한현규, 박도휘, 류시옥†
 

영남대학교 

(soryu@ynu.ac.kr†) 

Zinc oxide(ZnO) is one of the versatile semiconducting materials 

due to its chem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such as resistivity 

control over the range 10-3 to 105 Ωㆍ㎝, transparency in the 

visible range, high-electrochemical stability, non-toxicity. Zinc 

oxide is also an attractive material with wide band gap (3.37 eV) 

and high excitation binding energy (60 meV) at room 

temperature. It has many potential applications in short-wave 

device, ultraviolet laser, thin-film gas sensor and wearable 

devices. In this study, various ZnO nano-structures including 

flower-like, chrysanthemum-like as well as thin films were 

synthesized by a solution-based deposition method designed by 

a combination of a continuous flow reactor process and a spin 

coating method, and then they were characteriz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performance 

of ZnO. XRD, SEM, EDX, UV-vis Spectroscopy, and XPS were 

employed i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repared structures and 

films. Based on the characterization, it was found that flow rate, 

annealing temperature, pH, reaction time, and precursor 

concentration exerted an effect on the properties of ZnO. 

P재료금-85
Combustion Mechanism of nanothermite with Three-

dimensionally Ordered Macroporous Structure  

신도중, 김휘동1, 이도창1,†
 

한국과학기술원; 1KAIST 생명화학공학과 

(dclee@kaist.edu†) 

We investigated the periodical nanothermite composed of three-

dimensionally ordered macroporous (3DOM) copper (II) oxide 

frame as an oxidizer and aluminum nanoparticle as a fuel. 

Powder based synthesis of 3DOM nanothermite produced 

sufficient amount to measure the pressurization rate.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revealed 3DOM nanothermite had 

uniform array of each component. Pressure cell test produced 

actual combustion behavior rather than diff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test. We prepared several 3DOM nanothermite 

composite with different pore size. Structural change of 3DOM 

thermite caused different aspects of heat release. Therefore, we 

evaluated which mechanism was more correlate with actual 

combus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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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86
Smart design of self-assembled mesoporous α-

FeOOH nanoparticle: High-surface-area sorbent for 
Hg2+ from waste water  

Astam Kumar Patra,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djkim@skku.edu†) 

Self-assemble mesoporous α-FeOOH nanoparticles with high 

surface area and controlled self-assemble structure have been 

synthesized through simple and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The formation mechanisms of self-assemble 

mesoporous structures, as well as the effect of pH on structure 

of the materials is carefully discussed. The self-assemble 

mesoporous α-FeOOH nanoparticle has been characterized by 

small-angle X-ray scattering (SAXS) analysis, powder X-ray 

diffraction (XR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N2 sorption,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ic (XPS) 

studies. N2 sorption analysis revealed high surface areas (74-

152 m2 g-1) and narrow pore size distributions (2.5 nm) for 

different samples. The XPS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terials 

contain large amount of surface Fe-OH group which are the 

active suite for Hg2+ adsorption. The adsorption process has 

been discussed using Langmuir and Freundlich models. These 

self-assemble mesoporous α-FeOOH nanoparticles can act as 

a very efficient and reusable adsorbent for Hg2+ from polluted 

water.  

P재료금-87
Bright and Stable Silica-coated Spherical Quantum 

Well Nanopar-ticles for Light-Emitting Device 

Wang Nianfang, 김예원1, 이도창1,†
 

KAIST; 1KAIST 생명화학공학과 

(dclee@kaist.edu†) 

We present the facile synthesis of highly luminescent spherical 

quantum well (SQW) CdS/CdSe/CdS@silica nanoparticles that 

retain around 80% of their pristine quantum yields (QYs) of bare 

SQW nanoparticles and investigate their thermal- and photo-

stability for their application in photoluminescence light-emitting 

device. The main innovative point here is the utiliza-tion of the 

bright and giant SQW nanoparticles recently developed. These 

SQW nanoparticles are over-coated by silica shell with 

controllable thickness and fine morphology through a general 

water-in-oil microemulsion method. The brightness and ability to 

retain high quantum efficiency of SQW@silica when undergoing 

the silica coating process is outstanding through comparison with 

that of both type I and type II CdSe/CdS@ silica. Besides, the 

stability of these highly luminescent SQW@silica nanoparticles 

was investigated when these emitters were incorporated into 

polymer matrix. Thanks to the exist of the silica barrier layer 

between quantum dots (QDs) and polymer, the damage effect 

when the QDs went through harsh fabrication process (thermal 

stability) and long term use (photo stability) was reduced.  

P재료금-88
Effect of pelletizing and temperature in Silicon 
production using magnesiothermic reduction 

이해인, 국진우, 서명원,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izkee@kier.re.kr†) 

마그네슘을 이용한 실리카 환원 공정은 낮은 조업온도와 높은 

실리콘 수율로 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각광받는 

공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구는 폭넓게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왕겨 유래 실리카를 고순도 실리콘으로 환

원하기에 적합한 시료 간의 혼합 정도와 반응 온도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실험은 혼합 정도와 반응 온도의 변수를 두

어 진행 하였고, 반응 후 시료를 SEM, BET, XRD로 분석과 실리

콘 수율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직경 10mm 펠렛을 제작하여 진

행하였으며, 아르곤 분위기에서 온도 범위를 600~900℃로 설정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결과적으로 펠렛을 사용하였을 때 실

리콘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온도에 따라서 실

리콘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재료금-89
Designed synthesis of large pore and surface area 

microporous polymer by using modified Sonogashira-
Hagihara  

천영걸, 심상은†, 소재일, 김민재, 이은수
 

인하대학교 

(seshim@inha.ac.kr†) 

Microporous materials are interesting because of their 

applications in areas such as heterogeneous catalysis, gas 

storage, heavy metal and organic pollutant removal, and 

molecular separations. Till now, there are many synthesizing 

methods and monomers to obtain the expected structures and 

surface areas of the porous materials. Here, we report the 

synthesis of microporous polymers Sonogashira-Hagihara 

coupling chemistry that is one of the most popular routes to 

synthesize the polymers. We synthesized the polymer by avoiding 

the CuI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catalysts in 

Sonogashira-Hagihara coupling chemistry and will cause the 

side reaction-homopolymerization of ethynyl groups. As 

synthesized polymers are having ordered structures and higher 

specific surface compared to the CuI catalyst method. The 

chemical and surface properties of the polymers are analyzed by 

using TEM, BET, NMR, IR.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o.: NRF-

2015R1A4A10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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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90
소성시간에 따른 Magnesium powder를 이용한 Macro-

porous Silicon으로의 환원  

김민정, 박창준, 이진욱, 최원영, 정용한, 박노국1, 이태진†
 

영남대학교; 1청정기술연구소 

(tjlee@ynu.ac.kr†)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이온의 이동과 함께 전자가 이동하면서 충

방전되며,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지가 과충방

전되면서 배터리의 부피가 커지는 스웰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

용 기기에 정상 장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자 리튬이온전지의 음극물질로 사용

될 수 있는 물질중에 이론적 비용량이 큰 실리콘에 macro 기공

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다공성 실리콘은 먼저 다공성 silica를 합

성 후 금속 환원제를 사용하여 환원함으로 얻고자 하였다. Silica

에 기공을 형성하기 위하여 PMMA beads를 중합하여 사용하였

다. PMMA 중합시 온도와 MMA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균일한 

macro 크기의 PMMA를 합성하였다. PMMA beads의 크기는 

SEM으로 확인하였다. 중합한 PMMA와 silica 합성의 전구체로 

TMOS를 혼한 후 600 oC에서 4시간동안 소성 시켜서 다공성 

silica로 합성하였다. 이 후 다공성 silica와 magnesium을 600-

900 oC 의 온도에서 소성시간을 변화시키며 실리콘으로 환원시

켰다. 온도와 소성시간에 따라 환원된 각 sample은 SEM, XRD 

그리고 XPS를 통하여 다공성 silica가 silicon으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재료금-91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using Mesocellular Carbon 

정주영, 이진우†, 권용재1
 

포항공과대학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Redox flow batteries (RFBs), which require two redox couples 

dissolved in electrolytes, are one of the batteries which already 

been commercialized. Also, RFBs are one of the candidates for 

batteries in energy storage systems. Among various RFBs,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with low cross 

contamination and long lifetime is considered as the best RFBs. 

However, sluggish VO2+/VO2+ cathode reaction lowers the 

efficiencies. Here, we used mesocellular carbon foam (MSU-F-

C) with large, opened pores to enhance the slow cathode 

reaction. Synthesized mesocellular carbon foam with and without 

catalysts loading were compared with commercial carbon. As a 

result, MSU-F-C based catalysts have increased the reactivity. 

High surface area have increased the reaction sites and large, 

opened pores have enhanced the diffusion of active materials 

through the reaction sites. These effects have lowered cathode 

overpotential, and internal resistance. Also, synthesized MSU-F-

C have contained larger portion of oxygen containing functional 

group, which are also active sites for VO2+/VO2+ redox reaction 

P재료금-92
티타니아 코팅된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CDI 전극 제조 및 

성능 평가  

민병호, 이윤지, 최재환, 정경열†
 

공주대학교 

(kyjung@kongju.ac.kr†) 

축전식 탈염 (CDI)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CDI의 성능은 다공질 탄소 전극의 특성

에 크게 의존한다. 탄소 전극은 높은 표면적과 우수한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활성탄소 분말(ACP)을 CDI용 전극 

재료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탄소 전극의 표면 특성은 

CDI 전극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온 흡착 용량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전극 표면에 친수성 기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sol-gel법을 이용하여 ACP 표면에 
TiO2를 코팅하였으며, TiO2의 코팅 양을 최적화하여 전극의 이

온 흡착 용량을 향상시켰다. 제조된 TiO2/ACP 분말은 SEM, 

TEM을 이용하여 입자의 표면 및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CV 및 

EIS 측정을 통해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ACP 
전극은 TiO2의 코팅을 통해 정전 용량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으

며, CDI 전극으로 적용하여 탈염에 성능을 평가하였다. 

Keywords: Capacitive deionization, carbon electrode, sol-gel, 
TiO2

 

P재료금-93
전기방사를 통해 합성된 다공성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

의 전기화학적 특성  

김정현, 강윤찬†
 

고려대학교 

(yckang@korea.ac.kr†) 

나노 로드, 나노 튜브, 나노 와이어와 같은 1D 나노재료는 특이

한 자성이나 전기적특성을 갖기 때문에 1D 나노재료의 합성 연

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공체의 구조를 갖고 비표

면적이 넓은 구조 즉, fiber-in-tube, tube-in-tube 등은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재료를 합

성하기 위해서 template method, Kirkendall effect, multisite 

dissolution process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전기

방사공정은 간단하고 다양한 fiber 형태의 재료를 합성 할 수 있

는 공정으로서 공정 조건 제어를 통해 nanofiber, nanotube, 

nanobelt등의 구조를 합성 할 수 있다. 음극 활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몇몇의 금속산화물은 리튬과의 conversion 반응을 통에 대

해 매우 높은 가역용량을 갖는다. 그 중 산화철은 이론적 용량이 

높고 가격이 낮고 친환경적이어서  리튬이온전지의 음극활물질

로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를 갖

는 fiber 형태의 산화철을 합성하였고, 구조 형성 메커니즘을 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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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94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oFe2O4 Nanofibers  

홍영준, 강윤찬†
 

고려대학교 

(yckang@korea.ac.kr†) 

기후변화의 위협과 다양한 전력망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에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이차전지 분야

는 모바일 IT기기 전원용인 소형에서 전기자동차(EV), 에너지 저

장 장치(EE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으로 급속히 재

편, 시장의 다변화를 거치고 있다. 중대형 저장장치로의 적용을 

위한 고용량, 고출력 차세대 이차전지가 이슈화 되며 차세대 리

튬 이온 이차전지 음극 소재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고용량의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음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철 산화

물, 코발트 산화물 등 금속산화물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 흑연과 

비교하여 뛰어난 용량특성을 보여, 중 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수

요와 부합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리튬의 삽입 탈리 과정에서 심

각한 부피팽창을 일으켜 전지의 장주기 수명 특성에 한계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해 제조된 섬유구

조의 일차 합성물을 다단의 열처리 공정을 거쳐 코발트 철 산화

물 카본 복합 섬유구조 음극 활물질을 합성하여 평가했다. 제조

된 코발트 철 산화물 카본 복합 섬유구조 음극 활물질의 전기화

학 특성은 1 A g-1 의 높은 전류밀도에서 안정된 장주기 수명특

성을 보였으며, 8.0 A g-1 의 고출력 전류밀도에서 안정된 전기

화학 특성을 나타냈다.   

P재료금-95
Metal/Semiconductor Nanostructure with Enhanced 
Plasmonic Photocatalytic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Engineering of Plasmonic Near-Field Enhancement 

정선일,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dclee@kaist.edu†)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effects have been widely 

used to construct photocatalysts which are active in the visible 

spectral region. For efficient plasmonic energy transfer from 

metal to semiconductor, we have to control local electric fields on 

the surface of nanoparticle. The electric fields which exist nearby 

semiconductor can enhance formation of electron/hole (e-/h+) 

pairs and the generated electrons can easily migrate to the 

surface. Therefore, we suggest gold/cuprite semi-shell 

nanostructures which are controlled the gap of nanoparticles for 

the regulation of local electric field. The local electric fields are 

maximized when the nanostructures have 10 nm gaps, and the 

hydrogen generation rate is also increased by more than 10 

times. Our findings show a promising and straightforward way to 

design efficient photocatalysts. 

P재료금-96
Component Dependent Activity of Palladium-

Copper Bimetallic Nanoparticles for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이승현,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is the attractive a strategy of 

CO2 conversion into fuel. Although some noble metals show 

high activity toward CO2 conversion into CO, the bulk 

metals have high cost and high overpotential . Herein, we 

synthesized the small and monodisperse palladium-copper 

bimetallic nanoparticl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etal 

component to CO2 reduction. Pd3Cu nanoparticles showed very 

high selectivity (~96%) and low overpotential toward CO 

production. High performance of Pd3Cu nanoparticles is caused 

by both geometric effect and electronic effect and it will be 

calculated by DFT modeling.  

P재료금-97
Effect of Additives and Seeds on the Morphology of 

Hydrothermally Grown ZnO Nanowires  

김현기, 허재현†
 

가천대학교 

(jhhur@gachon.ac.kr†) 

In hydrothermal process, there are many important process 

parameters such as seed layer on the substrate, reacting agents 

in aqueous solution, growth temperature and time, which govern 

the thermodynamics in the growth system. Despite many effort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se parameters and thus finally 

control the nanostructure of ZnO, there is still much room to 

explore further as to how these factors can affect the ZnO 

nanostructur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many 

different types of additives in growth solution and seed layer 

conditions on the ZnO nanostructures. It was found that an 

addition of trace amount of various additive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morphology and physical dimension of ZnO 

nanorods. In addition, the choice of ZnO seed size and the 

number of seed layer determines the degree of vertical alignment 

of ZnO nanorods. Finally, we demonstrate tha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ZnO nanorods can also be controlled by the heat 

treatment of secondary seed layer on ZnO nano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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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98
Agarose-based TiO2 – A novel photocatalyst for 

recyclable wastewater treatment 

MAI NGOC XUAN DAT, 허재현†
 

가천대학교 

(jhhur@gachon.ac.kr†) 

TiO2/agarose photocatalyst was prepared via simple heating 

method by dispersing TiO2 nanoparticles in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agarose matrix. Characterization of hybrid was carried 

out with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he result of photocatalytic experiments 

indicated that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ingredient impacted 

significantly on photodegradation activity. The degradation 

efficiency of dyes can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TiO2 load 

as well as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agarose. Especially, our 

gel exhibited a great recyclability which maintained high activity 

up to eight cycles. In particular, our hybrid photocatalyst could be 

easily reconstructed with desired architecture and be separated 

to recover pure TiO2 that is attributed to thermo-reversible feature 

of agarose matrix. All of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agarose-

based TiO2 photocatalyst can be a cost-effective and promising 

material for waste treatment application.    

Keywords: Agarose; Titanium dioxide; Photocatalysis; 

Wastewater treatment 

P재료금-99
A New Anode Material for Lithium-Ion Batteries:  Sb-

AlxCy-C Nanocomposite by One Step Synthesis Using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Nguyen Quoc Hai, 허재현†
 

가천대학교 

(jhhur@gachon.ac.kr†) 

A new nanocomposite based on Al, Sb, and C is achieved by 

one step synthesis using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HEMM), producing nanometer-sized alloy particles of Sb-

AlxCy-C. In this work, we determined that a hybrid matrix is 

formed from Al and carbon that mitigates the volume expansion 

of the active material during lithiation/delithiation while Sb acts as 

an active material. We also compared with the pure metallic 

matrix (AlSb). In addition, we optimized the stoichiometric ratio of 

Al and Sb in the composite based on electrochemical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AlSb-C anode exhibited good rate 

capability performance and specific capacity and 1:1 molar ratio 

of Al and Sb showed the best cycling performance after 200 

charge/discharge cycles. Overall, the simple method and the 

new AlSb-C composite are the facile approach to making new 

materials for use as negative electrodes in lithium-ion batteries, 

providing an alternative to commercial available graphite 

electrodes.  

Keywords: Antimony, Aluminum carbide, Nanocomposite, 

Anode, Batteries  

P재료금-100
Characterization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opper-antimony Based Alloy Composites for Lithium 

ion Storage 

Nguyen Tuan Loi, 김일태†
 

가천대학교 

(itkim@gachon.ac.kr†) 

Cu-Sb-Al2O3@C composite as an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has been prepared via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where Cu-Sb active materials are dispersed in an inactive hybrid 

matrix comprised of Al2O3 and carbon. This matrix can 

accommodate large volume changes during cycling, resulting in 

goo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However, it reveals very large 

initial irreversible loss. The irreversible loss is caused by SEI 

formation, defect-site trapping of Li ions, and Li2O formation 

from surface oxides and unreacted precursors (Sb2O3). The 

introduction of an 8 hour heating step facilitates complete 

reduction of Sb2O3 and results in a drastic decrease in first cycle 

irreversibility with little effect on reversible capacity or cyclability.   

Keywords: lithium-ion batteries, copper-antimony alloys, hybrid 

matrix, composite anode  

P재료금-101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anocomposite Alloy 

Anodes for Lithium-ion Batteries 

김두수, 김일태†
 

가천대학교 

(itkim@gachon.ac.kr†) 

Lithium-ion batteries (LIBs) have been evaluated as an effective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substituted for fossil fuels. 

Especially, antimony (Sb) has been widely researched as an 

anode material due to its high theoretical capacity (660 mAh g-1) 

compared to that of carbon (372 mAh g-1). However, during the 

(de)lithiation reaction, Sb suffers from its huge volume change 

(~390%), which could cause pulverization between anode and 

current collector. To overcome this difficulty, w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metal alloys including Sb as a promising anode 

material via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where hybrid matrix 

composed of TiC and C is introduced. The as-prepared 

composite anodes exhibit high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high 

reversible capacity, and excellent high-rate capabilities.  

Keywords: lithium ion batteries, antimony nanoparticles, 

composite anodes, hybrid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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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02
Controlled Release of Antibiotics from Air Jet Spinned 

PCL Fibrous Scaffolds  

CUI XIANZHU, 이동현†
 

중앙대학교 

(dhlee@cau.ac.kr†)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control 

drug release profiles in different patterns using Air Jet Spinning. 

PCL was adopted as a basic material for fabricating the 

scaffolds, due to its low toxicity and biodegradability. Due to its 

slow degradation properties under physiological conditions, PCL 

has been considered as suitable candidate material for 

implantable biomaterials. We used Air Jet spinning method to 

create 3D scaffold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drug release. Due 

to the fibrous nature of the structure, the interspaces of scaffolds 

can be adjusted for various sustained release patterns. Fibrous 

scaffolds were manufactured i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CL. 

We investigated fibrous scaffold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Different scaffold interspaces were formed as 

the concentration of PCL changes; higher concentration of PCL 

makes narrow gaps. To evaluate the drug release properties, 

antibiotics were selected as a model drug. We tested bacterial 

concentration to attain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Keyword:  Air Jet Spinning, Fibrous scaffold, Drug releas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P재료금-103
Hydrogen production for ZnS(en)0.5-CdS composite 

photocatalysts  

강혜진,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hkimad@uos.ac.kr†) 

The ZnS(en)0.5-CdS composites with different CdS contents 

have been synthesized by two different methods. One method is 

solvothermal method and the other is precipitation method. 

Solvothermal method is required longer time than precipitation 

method, but gives well crystallized materials.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UV-vis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e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was evaluated from an 

aqueous solution with a 150 W xenon lamp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ZCS80 exhibited highest hydrogen evolution rate of 
559.0 μmol g-1 h-1. The interaction between ZnS(en)0.5 and 

CdS enhanced the photocatalytic activity for hydrogen 

production.  

P재료금-104
Fabrication of polyurethane foams with various types of 

inorganic fillers  

성기욱, 김정현1,†
 

서울시립대학교; 1서울시립대학교화학공학과 

(jhkimad@uos.ac.kr†) 

Polyurethane composite foam as a sound absorption materials 

can be fabricated with various inorganic fillers. Sound efficiency 

of polyurethane composite foams are affected by morphological 

properties (porosity, cavity and pore size) and their thermos-

mechanical properties (storage and loss modulus). For analyzing 

morphological, thermos-mechanical property and sound 

absorption efficiency of polyurethane foa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dynamic mechanical analysis(DMA) and 

impedance tube were used. As a result, plate-like filler leads 

more increase of sound absorption efficiency than other 

inorganic fillers.  

P재료금-105
Directional morphology variations of free risen 

polyurethane foams in sound absorption materials  

김석경,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hkimad@uos.ac.kr†) 

Sound absorption materials are very important for noise pollution 

in automobile industry. Flexible polyurethane foam used for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NVH) system. Flexible polyurethane 

foam have been studied to improve sound absorption efficiency. 

This property has been influenced by microstructure of 

polyurethane foam. Also, flexible polyurethane foam have 

advantage at high frequency range because of open cell 

structure. Flexible polyurethane foam is divided to mold and free 

rising foam. Difference of mold and free rising foam is directional 

property. Microstructure of mold foam is isotropic, however, free 

rising foam has anisotropic structure. Free rising foam has 

different sound absorption efficiency by direction. In this study, 

our aim is to compare with microstructure of flexible polyurethane 

foam by direction. The morphology effect of flexible polyurethane 

foam by direction was examined through SEM and the chain 

mechanical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DMA and UTM. The 

acoustic properties was tested by using impedanc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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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06
Exciton Dynamics of Cation-Exchanged CdSe/PbSe 

Nanorod Type-II Structures with Defect Sites  

이수호, Tim Lian1,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1Emory University 

(dclee@kaist.edu†) 

In this study, we prepared CdSe/PbSe heteronanostructures via 

cation exchange of CdSe NRs to investigate excition behavior of 

CdSe/PbSe heteronanorods. Transient absorption (TA) 

spectroscopy study shows that CdSe/PbSe NRs have type II 

structure with staggered band offset. However, the CdSe/PbSe 

heteronanorods do not have prolonged lifetime compared with 

CdSe NRs, different from typical type II structure.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many excition trapping sites caused by defect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ation exchange. The study on 

defects from cation-exchanged materials develops and 

broadens the strategy for application to photocatalysis and 

photoelectrochemistry.  

P재료금-107
Prdiction of mechanical property of Ni-Al nanopowder 

via coarse-grained simulation  

전우철, 정관영, 정상현1,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1국방과학연구소 

(skkwak@unist.ac.kr†) 

Reactive nanocomposites are utilized for many applications. In 

particular, Ni-Al nanocomposites have been widely studied for its 

extreme reactivity and chemical stability. In this theoretical study, 

we estimat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i-Al 

nanocomposites in the form of nanopowder using coarse-

grained simulation based on molecular dynamics (CGMD). First, 

coarse-grained beads were modeled to have a few nanometer 

size and their interaction parameters were derived from 

embedded atom method (EAM) potentials. Subsequently, model 

systems of Ni-Al nanopowder were built and equilibrated with 

CGMD at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Elastic modulus of 

each model system were statistically measured and stress-strain 

relations were obtained by dynamic monitoring of uniaxial 

compression and extension in the elastic region. For this 

calculation, different morphologies such as amorphous and 

lamellar were probed with size variation of each Ni and Al bead. 

Our model system covers wide length scale from tens of nm level 

to a few μm level to investigate the size effect of nanoparticles on 

mechanical properties.  

P재료금-108
Conversion of multilayer graphene into ultrathin 

diamond-like material  

황대연, Kester Wong,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We studied how multilayer graphene can undergo transformation 

into sp3 structure by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method and predicted diamond-like properties in multilayered 

sp3 structures at varying thickness. Herein, hydrogenation of 

multilayer graphene at the both sides of surface induce a sp2 to 

sp3 transition and as a result, a diamond-like structure can be 

obtained. Surface hydrogenation reduces the transition barrier 

due to the low stability of hydrogen passivated graphene layer 

caused by unpaired electrons. Electron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p3 multilayer graphene were calculated by varying 

the number of carbon layers and the stacking orientation of the 

sp3 structure. The sp3 structure exhibited various electron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dicative of a diamond material, except 

that the electrons of conduction band were mainly distributed at 

the hydrogenated surface. This is due to the top and bottom 

surface stabilization through termination with hydrogen. By 

extrapolating the band gap and Young’s modulus of our 

structures under consideration, we successfully identified the 

thinnest possible sp3 structures that exhibit diamond-like 

properties.  

P재료금-109
Surface treatment effect of three-dimensional carbon 

fillers for improving the thermal property of epoxy 
composites 

박지선†, 신권우, 이철승
 

전자부품연구원 

(jisun.park@keti.re.kr†) 

Because thermally conductive three-dimensional carbon fillers 

have high specific area, small amount of fillers easily form a 

network between neighbors. However, curvy three-dimensional 

carbon fillers are hard to be completely filled with polymers at the 

filler/polymer interface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micro/nano 

pores within the composite. Thus, excellent thermal property of 

carbon fillers couldn’t manifest within the polymer composite. 

Herein, self-assembled monolayer (SAM) was introduced on the 

surface of three-dimensional carbon fillers to enhance the 

wettability between carbon fillers and epoxy matrix. Owing to the 

extremely thin thickness of the SAM, interfacial resistance 

between carbon filler and epoxy matrix was minimized an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arbon filler/epoxy composite was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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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10
Simulation of the kinetic models of plasma deposition 

and etching in semiconductor fabrication 

유혜성1, 임연호1,†, 장원석2,1, 육영근1, 유동훈3,1, 최광성1
 

1전북대학교; 2국가핵융합연구소; 3경원테크 

(yeonhoim@jbnu.ac.kr†) 

Current plasma etching technology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because the advent of next 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such as 3D memory and FINFET in semiconductor 

industry. The smaller 3D feature profile, the more important the 

passivation layer thickness when the incident ion energy change 

inside the nanoscale profile. To address these issues in this work, 

we studied and developed a realistic surface reaction model of 

SiO2 plasma etching using 3D topography simulator named as 

K-SPEED. In our surface reaction model, the plasma etch under 

existence of the steady state passivation layer was considered 

with both a semi-analytical model of passivation layer and 

detailed kinetic models of plasma deposition and etching. And 

we comparing simulation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data. 

Finally, we developed the realistic surface reaction model of the 

3D feature profile simulation that can be explained the unveiled 

physicochemical behavior under plasma etching of nanoscale 

feature. 

P재료금-111
Regeneration of underwater superhydrophobic 

hierarchical ZnO/Si surfaces by PEC water splitting  

김동형, 용기중†
 

POSTECH 

(kyong@postech.ac.kr†) 

The diffusion of gas pockets into the water reduces lifetime in 

underwater superhydrophobic surfaces. To overcome this limited 

lifetime of underwater superhydrophobicity, this study introduces 

a novel method for regenerating a continuous air interlayer on 

superhydrophobic ZnO nanorod/Si micropost hierarchical 

structures (HRs) via the combination of two biomimetic properties 

of natural leaf: superhydrophobicity from the lotus leaf effect and 

solar water splitting from photosynthesis. The designed p-n 

junction in the ZnO/Si HRs allowed for highly stable gas interlayer 

in water and regeneration of the underwater superhydrophobicity 

due to the unique ability of the surface to capture and retain a 

stable gas layer. The developed regenerative method is expected 

to broaden the range of potential applications involving 

superhydrophobic surfaces and to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related technologies.  

P재료금-112
바이모달 입도 분포를 갖는 은 나노잉크 합성 및 특성평

가 

박지선†, 김연원, 김윤진
 

전자부품연구원 

(jisun.park@keti.re.kr†) 

본 연구에서는 One pot에서 Bottom-up 방식으로 bimodal 입자 

구현이 가능한 은 나노잉크 합성법을 개발하였다. 제작된 은 나

노잉크는 별도의 은 분말 이용 잉크 제조 공정이 불필요하며, 합

성된 최종 product 자체가 bimodal 입도 분포를 가지는 잉크의 

형태로, 다양한 인쇄 법을 통해 메탈메쉬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

의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합성된 은 나노잉크의 평

균 입도는 116 nm(D50) 이었으며 30 nm 급의 1차 입도와 190 

nm 급의 2차 입도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은 나노잉크

의 전기적 특성평가를 위해 PET 기판에 필름 코팅 후 130도에서 

5분간 열처리하였으며, 분석 결과 4.4 × 10-6 Ω·cm의 체적저항

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bimodal 입도 분포를 갖는 

은 나노잉크는 추후 패턴 형성 시 blading 특성 및 인쇄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P재료금-113
Control of the contact hole diameter by advanced 

cyclic etching  

박창진, 김창구†
 

아주대학교 

(changkoo@ajou.ac.kr†) 

회로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폭이 수십 nm인 고종횡비 미

세패턴 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수십 nm 선폭의 콘택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각 마스크의 선폭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광학적 리소그래피는 해상도 한계로 인하여 수십 

nm 이하의 패터닝에 적용하기 어렵다. Double patterning 

technology (DPT), 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EUVL) 등의 기

술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식각하는 동안 발생하는 콘택홀의 직경증가는 회

로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식각을 이용하여 고종횡비의 비등방성 

콘택홀 형성이 가능하며, 콘택홀의 직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advanced cyclic etching (ACE) process를 제시하였다. ACE 공정

은 불화탄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각 마스크에 보호막을 증착

시키는 단계와 기판의 식각과 증착을 순환·반복하는 단계로 구

성된다. ACE 공정을 통하여 형성한 콘택홀의 직경은 마스크 선

폭의 감소에 따라 조절되었으며, 기존의 연속 식각공정으로 형

성한 콘택홀의 직경에 비하여 3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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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14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from quasi-

spherical ZnO photocatalysts  

박대길,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hkamad@uos.ac.kr†) 

ZnO has good optoelectronic properties and widely used for UV-

sensible material. CdS has band gap of 2.44eV so it can utilize 

visible light. In this study, ZnO core synthesized by simple 

solution-growth route and CdS shell was decorated under ion 

exchange method. Water splitting reaction performed at one-sun 

condition and hydrogen production varied with precursor molar 

ratio. TEM and SEM images was used to view heterojunction and 

morphologies, which collapsed after certain precursor 

composition. Heat treatment also conducted to increase 

photocatalytic efficiency. XRD patterns showed CdO was formed 

after heat treatment. This confirmed that formation of CdO 

influences on ZnO-CdS system and occasionally increases 

hydrogen production.  

P재료금-115
Synthesis of high performance polyethersulfone - 
mesoporous silica nanocomposites application for 

substrate of OLEDs with high transparency and 
dimensional stability 

VO TRI NHAT, 김덕준1,†
 

성균관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djkim@skku.edu†) 

Mesoporous silica rod with surface modification of the particles 

were synthesized. Mesoporous silica filler with high surface area 

may increase interaction between polymer and fillers. Rod shape 

of filler had showed good effect to dimensional stability of 

nanocomposite. Therefore, dimensional stability of film can be 

improved. Furthermore, the mesopore maybe immobile the 

polymer chains inside it. Preventing the polymer expand with 

heating. With surface modification of the particles, the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can be well dispersed into 

polymer matrix. The characteristics of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and the nanocomposites will be measured. 

P재료금-116
Wet chemical synthesis of MoSe2/WSe2 

heterostructure  

황윤정, 신내철†
 

인하대학교 

(nshin@inha.ac.kr†) 

Fabrication of two-dimensional (2D) heterostructure of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s) promises a range of opportunities 

to broaden the physical properties of 2D semicondcutor 

materials. Especially, the lateral heterostructures where two 

different atomic monolayers are connected in-plane could exhibit 

tunable optoelectronic properties. Here we show the formation of 
such heterostructure of TMDs, here MoSe2/WSe2, is also 

possible with wet chemical synthesis by controlling the delivery of 

precursors during the crystal growth. We confirm the growth 

morphology of the heterostructure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temperature ramping rate and the secondary precursor injection. 

The effect of the reaction medium other than oleic acid on the 

heterostructure morphology – vertical vs lateral is also discussed. 

We propose a simple mechanism showing the favorable 

nucleation sites for the heterostructure formation via interaction 

between precursor mixtures. Our results suggest new methods to 

create TMDs heterostructure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igand chemistry governing the colloidal synthesis of 

semiconducting TMDs structures.  

P재료금-117
Synthesis of ZIF-8 membranes by combining 

conversion seeding of ZnO film and secondary growth 
method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이정희, 신하민, 김진수†
 

경희대학교 

(jkim21@khu.ac.kr†) 

 상업적으로 중요한 올레핀/파라핀 분리는 두 물질의 유사한 물

리적 특성 때문에 현재 극저온 증류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분리 기술은 높은 에너지소비를 동반함에 따라 에너

지 효율이 높은 분리막을 이용한 분리가 대체 기술로써 큰 관심

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올레핀/파라핀 분리 중 하나인 프로

필렌/프로판 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MOF(Metal-organic frameworks)의 일종인 ZIF-8은 큰비표면적

과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막 재료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ZIF-8은 Zn 이온과 2-methylimidazole 유

기리간드들이 연결된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결정 구조를 가지

고 있고 3.4Å 크기의 기공입구와 11.6Å 크기의 기공 크기를 가

지고 있다.  그래서 ZIF-8 분리막은 프로필렌/프로판을 분자체 

효과를 통해 분리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얇고 결함 없

는 ZIF-8 막을 합성하고 프로필렌/프로판을 분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크로기공을 가진 디스크 모양의 α–알루미나 

지지체 위에 형성된ZnO 층과 기상의 2-methylimidazole과의 반

응으로 ZnO를 ZIF-8로 전환시켜 시드층을 준비한 후, 이차성장

법으로 ZIF-8 분리막을 합성했다. 합성된 ZIF-8 분리막은 XRD, 

SEM, 기체투과장치, GC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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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18
Facile synthesis of hollow mesoporous zinc silicate 

nanoparticles via a dual surfactant system  

엄기주, 이강택1,†
 

연세대학교; 1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ktlee@yonsei.ac.kr†) 

We report a facile method for synthesizing hollow mesoporous 

zinc silicate nanoparticles. By reacting tetraethoxysilane, zinc 

acetate, cetyltrimethylammonium chloride, and a tri-block 

copolymer (F127) in water at 80 C for 3 h and calcining the 

resulting product, nanoparticles with a core-double shell structure 

were obtained. Various characterization techniques showed that 

the as-synthesized nanoparticles have a hollow core, 

mesoporous zinc silicate inner shell, and mesoporous silica outer 

shell. By dissolving the zinc oxide phase in the inner shell with a 

citrate buffer, hollow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were 

obtained. This method provides a simple and inexpensive route 

for synthesizing hollow nanoparticles with a core-double shell 

structure in a single step because the steps for core formation 

and layer-by-layer shell growth are not required  

P재료금-119
Buckled Cell-Graphene Hybrid for Electrophysiology 

and Therapy of Muscle  

조경원1,2, 김석주1,2, 김대형1,2,†
 

1서울대학교; 2IBS 나노입자 연구단 

(dkim97@snu.ac.kr†) 

Implantable medical device for recording electrophysiological 

signals and for stimulating muscle have been used throughout 

clinical medicine. However, mechanical mismatch between 

conventional rigid implantable device and soft muscle tissue has 

caused mechanical fatigue and scarring on muscle tissue. Here, 

we report a stretchable medical device using cell-graphene 

hybrid that is composed of C2C12 myoblasts and transparent 

mesh-patterned graphene electrodes on a buckled elastomer 

substrate. The graphene electrodes stimulate and monitor 

electrophysiological behavior of C2C12 myoblasts in vitro while 

act as an enhanced substrate for cellular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The buckled topology aligns C2C12 myoblasts 

and provide stretchability of the hybrid. This transparent buckled 

cell-graphene hybrid records electromyography and stimulates 

target site electrically and optically in vivo. The biotic/abiotic 

interface between muscle tissue and the hybrid is enhanced by 

the integrated C2C12 myoblasts, and their proliferation within the 

implanted site also provide cellular therapeutic effect. Additionally, 

no immune response and angiogenesis are observed on the 

implantation site  

P재료금-120
Highly sensitive and low hysteresis microfluidic strain 

sensors using a binary mixture of ionic liquid and 
ethylene glycol  

윤선근, 박병준1, 장석태†
 

중앙대학교; 1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stchang@cau.ac.kr†) 

Recent streams of piezoresistive sensor have the interesting 

functions like motion detecting, pressure detecting and wearable 

electronics. It is necessary for the piezoresistive strain sensors to 

enhance sensitivity for efficient sensing of various deformations. 

We demonstrated the microfluidic strain sensors which were 

transparent, sensitive to various deformations and reliable to 

response signal. As an improvement of the previous study, we 

investigated the sensitivity of microfluidic strain sensors with 

binary mixuture of ethylene glycol and ionic liquid. The 

microfluidic strain sensor with ionic liquid / ethylene glycol binary 

mixture shows enhanced sensitivity to applied strain and very low 

signal hysteresis at high strain speed. The enhancement of 

sensitivity in the microfluidic strain sensors can broaden the 

practical applications such as wearable devices, robotics and 

artificial skin.  

P재료금-121
The high resolution patterning of carbon nanomaterials 

by controlled surface energy  

이성민, 장석태†
 

중앙대학교 

(stchang@cau.ac.kr†) 

Comparing with traditional coating technique, solution-based 

patterning method has its strength in process cost as it can be 

proceeded in room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 

Because of its merits, solution-based patterning method has 

been actively exploited in various application such as field effect 

transistor,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solar cell. However there 

are some drawbacks in these techniques: controllability of pattern 

thickness, high material consumption, extended process time. In 

our study, we design high speed, low cost, thickness 

controllable, solution-based patterning technique by controlling 

surface energy of substrate and demonstrate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 Furthermore we also study application for 

deposition of nano particles. Solution based metal deposition 

process is very competitive to currently used method vacuum 

based deposition in point of cost and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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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22
Fabrication of stretchable and conductive composite 
made by electrospun poly(styrene-b-(etyylene-co-

butylene)-b-styrene) and silver nanoparticles 

조준휘, 임정균†
 

순천향대학교 

(jkim5279@sch.ac.kr†) 

전도성을 가진 나노섬유는 화학적 센서 에너지 관련소자, 전자

소자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poly

(styrene-b-(etyylene-co-butylene)-b-styrene)과 silver 

nanoparticle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SEBS와 silver particle

를 이용해 복합섬유를 매트의 형태로 만들고 결합여부를 확인하

기위해 SEM, FT-IR 등을 이용하여 결합여부를 확인하였고, 다

양한 precursor를 사용하여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전기

적 특성인 전도도를 초기전도도, 복합섬유 매트의 두께,신장 비

율, 신장횟수에 따라 측정하였다. 매트의 두께가 작을수록 전도

도가 높았고, 신장비율, 신장횟수는 적을수록 초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 

P재료금-123
CNT-PANI 기반의 스트레처블 다기능 센서 어레이  

홍수영1, 오주현2, 박 흔2, 진상우3, 오승윤3, 윤준영2, 
 

하정숙2,3,† 
1고려대학교; 2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3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jeongsha@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 나노와이어를 탄소

나노튜브에 랩핑한 후 폴리우레탄 스펀지에 코팅하여 압력 및 

온도 센서를 제작하고, 이를 스트레처블 기판에 집적하여, 30%

의 외부 스트레인에도 센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준

다. 5x5 다기능 센서 어레이가 집적된 스트레처블 기판은 유연

하고 끈적한 silbione 성질에 의해 피부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센서는 한 개의 소자에서 듀얼 파라미터가 형성되어 압력과 온

도 변화에 따른 전류와 전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압력

센서는 0-30 kPa의 넓은 범위에서 측정 가능하며, 2.1 kPa-1의 

민감도를 보여주며, ＜20 ms의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다. 온도 

센서는 △T가 -25~25 ℃ 사이에서 28.7 mV/k-1의 높은 제벡 계

수를 가지며, 300 ms의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다. 또한, 다기능 

센서 어레이가 집적된 스트레처블 기판은 30%의 양방향 스트레

칭의 기계적 변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부 위에서 

압력과 온도 맵핑이 동시에 가능하고 기계적, 전기적 특성 저하

가 보이지 않았다. 이 늘임 가능한 다기능 센서 어레이는 웨어러

블 소자나 피부 부착 가능한 전자 피부 소자의 개발에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재료금-124
글루코스 검출을 위한 피부 부착형  

스트레쳐블 땀 센서  

오승윤, 홍수영1, 박 흔1, 진상우, 윤준영1, 하정숙1,†
 

KU-KIST 융합대학원; 1고려대학교 

(jeongsha@korea.ac.kr†) 

최근 몸에 착용하여 생체 정보와 대사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

리하기 위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땀을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땀 센서는 비침투성이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땀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피부

부착이 가능하고 몸의 움직임에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전극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형태의 나노입자를 유연고분자 기판에 전이

하여 스트레쳐블 전극을 제조하고, 글루코스 검출을 위한 매개

체로 글루코스 산화효소 (Glucose oxidase)를 전극에 결합시켰

다. 이렇게 제조된 센서는 땀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코스의 농도

를 간단하게 전기신호로 측정할 수 있고, 비표면적이 큰 나노입

자를 사용하여 기존 센서들에 비해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기존 

센서들과는 달리 늘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50 %의 외부 스트

레인에도 센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센서를 피

부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였고 몸의 움

직임에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작된 스트레쳐블 땀 센서는 헬스케어 웨어

러블 디바이스로서 향후 건강진단 및 치료에 널리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P재료금-125
금 나노 입자의 전하 구속을 이용한 실리콘 기반  

웨어러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  

김재민1,2, 손동희1,2, 이민철1,2, 김대형1,2,†
 

1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2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

학부 

  

Despite of recently highlighted wearable electronics technology, 

large portion of the electronic device including memory still 

remains on rigid platforms. Previously reported deformable 

memory devices often are hardly stretchable and utilize organic 

semiconductor of low air/water stability. Here, we have 

developed a stretchable and multiplexed inorganic nonvolatile 

memory integrated with gold nanocrystals floating gate 

assembled by Langmuir-Blodgett method. By using ultrathin 

single crystalline silicon nanomembrane based multiplexing 

memory transistors, memory array of good stability in ambient 

condition and individual cell addressability has been realized in 

skin-conformable structure. Electrically isolated nanocrystals 

allow charge confinement facilitating data storage in nanoscale 

dimension with long retention time. High packing density of self-

assembled nanocrystals increases the memory window, thus 

enabling stable multi-level-cell operation. By interfacing the 

memory array with the wearable amplifier and electrode array, we 

have demonstrated stable storage of heart rate data recorded 

during exercise stress testing for long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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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26
Photoelectrical resistive switching memory using ZnO 

nanowire structure 

송홍선1, 박진주1, 이은광2, 오준학1,2, 용기중1,†
 

1POSTECH; 2UNIST 

(kyong@postech.ac.kr†) 

In this work, a non-volatile resistive optoelectronic memory is 

demonstrated in a flexible system that plays the dual roles of a 

reversible photo-reactive element and a signal-collecting 

element. We attempted to demonstrate the tactile sensor by 

detecting the rotation angle and bending angle of the wearable 

information appliance worn by the user. This motion-sensing for 

certain critical angle and information-storing functionality is 

enabled by photo-tunable resistive switching behaviors, which 

results from bending the flexible device in diverse convex angles 

with respect to the incident light direction.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basic mechanism of resistive photoelectrical 

switching behaviors by studying the effects of electrostatic barrier 

a t the Au/ZnO junction, e.g., a Schottky barrier depending on the 

photonic and electric condition. Moreover, by employing a 

polymer structure, application in a prototype device provided 

improved endurance or retention of data. 

P재료금-127
Hydrothermal synthesis of adenosine triphosphate 

stabilized amorphous calcium phosphate nanoparticles 

한지훈, 정성욱†
 

부산대학교 

(sungwook.chung@pusan.ac.kr†) 

Amorphous calcium phosphate (ACP) is an amorphous phase of 

calcium phosphate. In an aqueous environment, ACP is easily 

transformed into crystalline phases such as hydroxyapatite, a 

major component of vertebrate bones and teeth, due to the 

nucleation and growth of crystalline domains.  The unique role of 

ACP during the formation of mineralized tissues makes ACP a 

promising candidate for repairing and regenerating bones and 

teeth. Understanding the amorphous-to-crystalline 

transformation of ACP is crucial towards the grand challenge of 

decoding the secrets of how mineralized tissues form. Therefore, 

one must be able to prepare ACP with a well-defined geometry 

and an enhanced stability in order to utilize as a generic platform 

to study the transformation processes.  

Here, we use hydrothermal synthetic routes to stable ACP 

nanoparticles in the presence of adenosine triphosphate as a 

stabilizer. As-prepared ACP nanoparticles have been 

characterized by means of various microscopic and 

spectroscopic tools. Results of structural and spectroscopic data 

of ACP nanoparticles as well as the effects of solution 

compositions, reaction conditions, stabilizers will be discussed.  

P재료금-128
Multi functional large pore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for cancer vaccine  

차봉근, 김재윤†
 

성균관대학교 

(kimjaeyun@skku.edu†) 

Cancer vaccine is targeted to induce anti-tumor immune activity 

by using re-education of tumor antigen to immune system. An 

important thing is how to choose the strategy of delivering 

antigen information to immune cell.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MSNs) have been applied to delivery carriers for 

various guest molecules based on their surface by volume ratio. 

Although conventional MSNs have these advantages, the small 

pore size(~3 nm) is limited to load relatively large sized 

molecules. It is still challenging to control pore structure of MSNs 

with large pores and to combine with functional materials, though 

there have been reports on the preparation of pore size controlled 

MSN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the combination of large 

pore sized MSNs with magnetic nanoparticles, simultaneously. 

The surface-modified, large pore-sized MSNs resulted in higher 

loading of model antigen compared to conventional MSNs. The 

resulting MSNs were applied as an efficient antigen delivery to 

immune cells to invoke anti-tumor adaptive immune responses 

with a property of tracking those particles with molecular imaging 

technics.  

P재료금-129
Synthesis of Highly-branched and Biocompatible Gold 

Nanoparticle in Lipid Bilayer Vesicle  

황금래, 윤준호, 신용희, 강태욱†
 

서강대학교 

(twkang@sogang.ac.kr†) 

Highly-branched metal nanoparticle has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ranging from sensing to 

catalysis, owing to its high surface-to-volume ratio and stronger 

near-field enhancement. However, since such branched 

nanoparticle is generally thin and 2D, compared to 3D 

nanoparticles, the total amount of free electron in the nanoparticle 

is relatively small, which attenuates the optical property of the 

particle.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a method to 

synthesize highly-branched and biocompatible gold nanoparticle 

with 3D smaller gold core. 3D gold core would act as an electron 

supplier to surrounding branches. First, reducing agents are 

encapsulated within a lipid bilayer vesicle. Then, gold precursor is 

added to the vesicle solution. The gold core is formed in the lipid 

bilayer vesicle via the reduction of the gold precursor. Tannic acid 

and gold precursor are added subsequently to the gold core 

solution. form highly branched structure. The formation of both 

the gold core and branches is systematically characterized by 

TEM and UV-vis spectrophotometer. The effect of the gold core 

on the optical property of the particle is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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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30
Smart Endoscope Systems by Using Soft Materials and 
Transparent Bioelectronics for Colon Cancer Treatment 

이영식1,2, 김대형1,2,†
 

1Center for nanoparticle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2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kim98@snu.ac.kr†) 

Although endoscopes provide imaging of gastrointestinal tracts 

and surgical therapies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tumors, 

current endoscopes are short of high resolution diagnosis and 

active therapy due to large size, deficient resolution, and 

shortened functions. To diagnose and treat diseased tissues 

precisely, a new integrated surgical system on the small area of 

an endoscope tip is required. Here, we present a smart 

endoscope system integrated with transparent bioelectronics and 

theranostic nanoparticles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the colon 

cancer. Transparent bioelectronics on the endoscope camera 

enable impedance- and pH-based tumor detection and RF 

ablation therapy, which present accurate diagnosis and removal 

of small and scattered tumors. Contact and temperature sensors 

give the deliberate control to RF ablation. In addition, theranostic 

NPs provide fluorescence-based imaging and localized photo- 

and chemo-therapy by targeted delivery to the tumors. The 

multifunctional endoscope realize the effective diagnosis and 

therapy, which presents a closed-loop system for the colon 

cancer treatment.  

P재료금-131
The Hybrid Films Composed of Alginate and 

Alumina with Enhanced Strength and Toughness 
at Low Inorganic Content  

지동환, 김재윤†
 

성균관대학교 

(kimjaeyun@skku.edu†) 

Inspired from natural materials, artificial hybrid films have been 

developed to enhance mechanical properties. The developed 

hybrid films are usually composed of man-made polymers and 

inorganic particles, fabricated by vacuum-assisted filtration and 

bottom-up assembly. The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se films are usually attributed to high inorganic contents and 

interactions between inorganic parts and polymers. Here, we 

present hybrid films, composed of biopolymer alginate (Alg) and 

alumina platelets (Alu) with outstanding mechanical properties at 

low inorganic content around 5 wt%. Alumina platelets were well-

aligned and incorporated in Alg matrix, improving tensile strength 

and toughness of the films. Furthermore, additional ionic 

crosslinking of Alg, resulted in synergistic improvement of 

strength and toughness. Crosslinked Alg/Alu films with low 

inorganic content showed tensile strength of 155 MPa and 

toughness of 29 MJ/m³, 2.3 and 7.2 times higher tensile strength 

and toughness, respectively, compared to control Alg film. Our 

results provide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design and fabrication 

of artificial hybrid films. 

  

P재료금-132
Effect of different hemisphere shape pore size and 

depth on cellular behavior  

유병용, 고원건†, 조강희, 정윤아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Surface morphology of cell culture substrate is well known as an 

important factor for determining cellular behaviors and their fat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figure out the influences of 

surface morphologies. However, there was no research studying 

the influence of different pore size and depth on the cellular 

behavior. In this study, different size and depth pores are 

fabricated on PDMS surface by leaching out polystyrene particles 

fabricated by SPG membrane which have a uniform size. A 

PDMS surface after polystyrene particles are leached out has 

uniform crater shape pores. In addition to the uniformity of pore 

size, we controlled the pore size on PDMS substrate by using 

different size polystyrene particle. Add to the different pore size, 

different depth of pore can be achieved by controlling PDMS 

pre-curing method. We studied the cellular behavior by culturing 

3T3 on our substrate.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smaller and 

deeper pore inhibits cell adhesion. Our substrate can be further 

used for studying the cellular behavior of different cell types and 

the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P재료금-133
Multi-Dimensional Nanofibrous Scaffolds for Inducing 

Myoblast Differentiation 

차성호, 고원건†, 정의석, 김민수, 조강희, 홍혜진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In this study, we fabricated 3D fibrous scaffolds to promote 

myogenic differentiation of myoblast. We used poly (ethylene 

glycol) (PEG) hydrogel and polycaprolactone (PCL) electrospun 

nanofiber to create micropatterned structure. The resultant 

micropatterned 3D fibrous scaffold had random, parallel, vertical 

orientation of nanofiber and hydrogel. This scaffold offered not 

only biomimetic structures but also suitable environment for cell 

differentiation by cell morphology chan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ligned fibrous network and hydrogel structure of 3D 

scaffolds were beneficial to induce myogenesis of myoblast, and 

efficiency was higher than other systems without alignment of 

nanofiber or hydrogel. The fabricated multifunctional 3D fibrous 

scaffold indicates the potential for using practical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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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34
3D printing of cellulose nanofiber/gelatin 
methacrylamide composite hydrogels  

신성철, 박민성, 정은수, 신동혁, 박지원1, 김현중1, 윤혜정1, 
 

현진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1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jhyun@snu.ac.kr†) 

The three-dimensional (3D) bioprinting of tissue constructs with 

extracellular matrix (ECM) like materials have regarded essential in 

the field of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However, a common challenge when 3D print hydrogels has 

been noted in the usage of low concentration of precursor 

solutions because these inks of low viscosity tend to collapse 

during the printing process. In this study, insufficient rheological 

properties of gelatin mathacrylamide (GelMA) could be 

successfully reinforced by incorporating cellulose nanofiber 

(CNF) so that the printed scaffolds could maintain their structural 

fidelity before the crosslinking process. Due to the high viscosity 

and outstanding shear thinning properties of CNF itself, GelMA 

and a low ratio of CNF composite inks also showed high zero 

shear viscosity and structural fidelity with less dispensing 

pressure. Additionally, the biocompatibility of scaffold-reinforced 

hydrogels was evaluated by conducting viability and proliferation 

test of fibroblast cell line.  

P재료금-135
A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cellulose nanofibers  

박민성, 신성철, 정은수, 신동혁, 윤혜정1, 현진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1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jhyun@snu.ac.kr†) 

CNFs cellulose nanofibers (CNFs) and carboxymethylated 

cellulose nanofibers (CM-CNFs) were prepared and their long 

term dispersion stability and microbiological degradation were 

investigated. Pure CNFs were prepared from kraft pulp by 

grinding method and carboxymethylation was carried out on pulp 

fibers as a pre-treatment before grinding of pulp. CM-CNFs 

showed a higher viscosity and transparency than pure CNFs. To 

improve the colloidal stability of CNFs and CM-CNFs, polymeric 

surfactants were used. Results showed that the colloidal stability 

of CNFs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as using polymeric 

surfactants. Meanwhile, CM-CNF showed a stable dispersion 

without surfactants due to the presence of carboxyl groups in 

molecular chains of CM-CNFs. In addition, CNFs and CM-CNFs 

slurry were stored at various different conditions for two months 

to examine the microbiological degradation. Microbial growth and 

degradation of CNFs and CM-CNFs slurry were characterized by 

optical observation and viscosity measurement.  

P재료금-136
Use of Bio Printing System for Osteochondral tissue 

reconstruction  

YU JUNJIE, 이수정1, 이준희1, 이동현†
 

중앙대학교; 1KIMM 

(dhlee@cau.ac.kr†) 

Articular cartilage is a specific tissue, because of limited blood 

supply, it difficult to be healed. Therefore, we applied bio printing 

system to fabricate osteochondral tissue. To culture and evaluate 

osteochondral tissue, polydimethylsiloxane (PDMS) chamber 

system was designed. In this study, polycaprolactone (PCL) and 

alginate were adopted as materials for fabricating scaffold 

matrices, which was mixed with high density of cells (5 x 106 

cells/ml). Fetal cartilage derived progenitor cells (FCPCs) were 

used for osteochondrogenesis. To confirm cytocompatibility, 

CCK-8 and live/dead assay was conducted at days 1, 7. For 

osteochondrogenesis, alkaline phosphates (ALP) activities and 

glycosaminoglycan (GAG) contents were measured at days 7, 

14. Moreover, osteochondral tissue formation were also 

observed at day 14. Current results showed that the PDMS 

chamber system integrated 3D bio printing system may be 

applied as a good in vitro model in reconstruction of artificial 

osteochondral tissue.  

Keywords: polycaprolactone, alginate, polydimethylsiloxane 

chamber system, bio printing system, osteochondral tissue  

P재료금-137
Super-Tough Hybrid Hydrogel Embedded with 

Mesoporous Silica for Controlled Release of Multiple 
Drugs  

최수지, 김재윤†
 

성균관대학교 

(kimjaeyun@skku.edu†) 

As hydrogels can absorb a lot of water and maintain a three-

dimensional structure and have biocompatible properties, they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various fields of bioapplications 

including tissue engineering, drug delivery system, 

immunotherapy, and regenerative medicine. But conventional 

hydrogels are easily ruptured by the external force. As one of 

methods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silica particles have 

been used as an additive material for improving mechanical 

properties of hydrogels. Here, we introduce the mesoporous 

silica-embedded hybrid hydrogels which have on-demand 

controlled release property and remarkably improved toughness 

by combining double-network and inorganic additive. The 

alginate/polyacrylamide hydrogel embedded with mesoporous 

silica showed a super-toughness due to diverse interactions 

including physical adherence, ionic crosslinking and covalent 

crosslinking between the components, and efficient energy 

dissipation through the multiple bonding. This super-tough hybrid 

hydrogel exhibited multi-drug loading and their sustained release 

profiles from hydrogel and mesoporous silica that is stimulated by 

an external mechanic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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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138
Fabrication of three dimensional SBA-15 scaffold with 
hierarchical macropores and sopores for immune cell 

recruitment  

최영진, 김재윤†
 

성균관대학교 

(kimjaeyun@skku.edu†) 

Hierarchical porous scaffolds have been interested in diverse 

fields such as separations, and tissue engineering 

because hierarchical porosity improves material properties such 

as mechanical properties, transport properties, and molecule 

selectivity. Here, we introduce a new approach to fabricate 

hierarchical macroporus and mesoporous silica scaffold. This 

method is composed of two steps; 1) compacting mesoporous 

silica, the building blocks of the scaffold, and sodium chloride, 

sacrificial macropore porogen, into a designated shape, 2) 

leaching out the sodium chloride to generate macropores. This 

method may offer facile synthetic route of hierarchically structured 

porous materials by using existing multi-scale porous materials 

as a building block. This scaffold showed that controllable 

mechanical properties by changing the interconnection 

mechanism between mesoporous silica, which allows the high 

structural stability during diverse process such as in vivo 

implantation. The scaffolds were implanted into the mice and we 

found that high number of host immune cells were recruited into 

the macropores, which shows their potential use for 

immunomodulation.  

P재료금-139
Metal-enhanced fluorescence through PCL nanofiber 
containing silver nanoparticles for microarray-based 

immunoassays  

윤병주, 정의석, 민지홍, 차성호, 고원건†
 

연세대학교 

(wongun@yonsei.ac.kr†) 

Metal-enhanced fluorescence (MEF) has received great deal of 

attention as a new platform in biomedical fields because 

fluorescence has become the dominant detection and sensing 

method. In order to intensify the signal a substrate with larger 

surface area is needed. Thus to achieve that, the use of PCL 

nanofiber which is formed through electrospinning has been 

adopted. Therefore, in this study, PCL/Ag NPs composite 

nanofiber webs were prepared by an electrospinning and Tollen’s 

reaction based silver nanopartlcle reduction process. Next, 

Nanofiber-based protein microarrays were fabricated through a 

combination of electrospinning and PEG hydrogel lithography. 

Because of the protein-repellent properties of PEG hydrogels, 

proteins were selectively immobilized only within nanofiber region, 

we successfully located specific biomolecules only in the 

nanofibrous region. Due to MEF effect and increased surface 

area, our system consequently yields a higher fluorescence 

signal and has potentials to be used not only to provide new 

platforms for immunoassays but also to detect specific 

biomolecules by micropatterned structures. 

  

P재료금-140
Bio-inspired covalent crosslink for self-assembly of 

peptide 

김동휘, 민경익, 김동표†
 

포항공과대학교 

(dpkim@postech.ac.kr†) 

Here we present biomimetic dityrosine crosslinked peptide 

nanostructures via one-step photopolymerization of tyrosine-rich 

short peptide (YYAYY) without aid of template or multistep 

process. This approach offers direct synthesis of hollow peptide 

nanocapsules and free-standing thin films. The crosslinked 

peptides provide strong durability and unique desing and 

construction of alternative types of artificial chemical cells. This 

novel approach represents a rare example of self-assembly of 

peptides into nanoobjects with interesting features, potentially 

useful in applications including microcompartment and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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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1
Mechanism and properties of core-shell metal-

ceramic microstructure synthesized by hydrothermal 
method  

김지은, 이두환†
 

서울시립대학교 

(dolee@uos.ac.kr†) 

Heat and mass transfer properties of heterogeneous catalysts are 

important factors that play a substantial role on their performance 

in practical applications.  However, the conventional 

heterogeneous catalysts are mostly constructed on ceramic 
substrates (Al2O3, SiO2, etc.) with low thermal conductivities and 

high specific heat capacities.   

In this study, we present a direct synthetic protocol for core-shell 

microstructures consisting of a highly heat conductive Al-metal 
core with a high surface area crystalline MeAl2O4 (Me = Mg, Co, 

Zn, Ni and Mn) spinel oxide shell that can collectively benefit 

superior heat and mass transport properties.  In addition, we 

report studies on the formation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Al2O4@Al (Me = Zn, Ni, Co, Mn, and Mg)with an 

extensiv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investigation with various 

period 3−6 metal elements (Na, Ca, Sr, Ba, K, Fe, Cu, Zn, Ni, 

Co, Mn, and Mg).   

O촉매L목-2
Niobia/Alumina 촉매를 이용한 1-hexanol 탈수 반응  

이윤수, 하정명†, 최재욱, 서동진, 이창하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연세대학교 

(jmha@kist.re.kr†) 

석유대체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

공정 개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생

물학적, 화학적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알코올 등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바이오 알코올을 이용하여 연료나 고분자의 원료 등 다

양한 화학산업에 이용 될 수 있다. 알코올을 이용한 탈수 반응은 

알코올 분자에서 물과 올레핀이 생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올레

핀은 고분자의 원료로 특히 선형 고분자의 단량체로 주로 사용

된다. 알코올 탈수 반응으로 올레핀을 생산하는 촉매는 알루미

나, 실리카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산처리된 지르코니아등 다양

한 고체산 촉매가 사용되고 있다. 고체산 촉매의 종류에 따라 알

코올 탈수 반응 활성에 영향을 주며, 생성물인 올레핀과 다양한 

이성질화된 올레핀이 생성될 수 있다. 특히 고체산 촉매의 산점

에 영향으로 올레핀의 이성질화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Nb2O5/Al2O3 촉매를 이용하여 1-hexanol 탈

수 반응으로 1-hexene을 생산하였다. 또한Nb2O5의 함량에 따

른 반응 활성을 알아보았다. Nb2O5/Al2O3 촉매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비표면적 및 표면

의 metal-oxygen 결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BET, XRD, XPS 

분석을 하였으며, 촉매의 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NH3-TPD

와 pyridine-IR분석을 하였다.  

O촉매L목-3
Mechanistic Study for Metallic Nano Particle Exsolution 

on PaBaMn2-xM’xO5+δ (M’ = Co and Fe) Perovskite 

김경학,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whan@uos.ac.kr†) 

Double layered PrBaMn2O5+δ(PBMO) is known as a noble 

anode material for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due to its facile 

redox stability with higher tolerance of coking or sulphur 

poisoning from hydrocarbon fuels. Recently, several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metallic Co can be exsolved from PBMO 

under reducing atmosphere. When the Co is doped into a host 

perovskite lattice during the synthesis in the reducing 

atmosphere, some of the metals can be exsolved from bulk 

toward the surface. After the exsolution, well-distributed active 

metallic nanoparticles are formed. In this study, we reveal the 

mechanism of Co or Fe exsolution on double layered 
PaBrMn2O5+δ, demonstrating that oxygen vacancy formation 

and segregation energy can be used as descriptive factor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solu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briefly introduce our results for the screening of 

exsolution preferences for several precious metals on a wide 
range of ABB’O3 perovskite oxides using DFT calculations. Our 

computational screening procedure will be useful to explore the 

promising perovskite supporting materials. 

O촉매L목-4
석탄 지지체 촉매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탄화수소  

개질 반응의 활성화  

유지호†, 김수현, Paul Victor, Lia Priscilla, 임영준, 
 

임정환, 이시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yoo@kier.re.kr†) 

일부 석탄은 많은 산소 기능기를 가지며, 이곳에서 이온교환을 

통해 금속이온을 nano-scale로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 석탄 지

지체는 기존 금속산화물 지지체 대비 많은 장점을 갖는다. 

Coking에 의한 비활성화를 줄일 수 있고, 분산된 금속의 pre-

reduction이 필요 없으며 사용 후 촉매에서 유가 금속의 회수가 

용이하다. 또한 높은 열전도도에 기인 상용화 반응기에서 열 효

율을 높일 수 있고 표면 구조의 용이한 조작을 통해 활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ickel, rhodium, platinum, 

palladium, copper, zinc 등 다양한 금속들의 석탄 지지체 분산성

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금속들은 석탄으로 분산 시 담지량에 

무관하게 작고 고르게 분산되었다. 특히 nickel, rhodium, 

palladium 등은 대부분 3 nm 이하로 분산되었다. 제조된 석탄지

지체 nickel, rhodium 촉매는 toluene, DME 등의 탄화수소 개질 

반응에 90% 이상의 H2 yield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속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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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5
Mechanistic Study of CO2 Adsorption and Desorption 

on Li4SiO4  

정관영, 전우철,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Lithium orthosilicate (Li4SiO4)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material for high temperature CO2 capture. However, 

there is no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reaction mechanisms 

for adsorption and desorption processes, which include the 
formation of two solid phases (i.e. Li4SiO4(s) + CO2(g) ↔ 

Li2SiO3(s) + Li2CO3(s)). In this study, the CO2 adsorption and 

desorption mechanisms were investigated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 In the adsorption process, we explored the 

reaction pathways for the formation of thin bilayer structure 
consisting of Li2CO3 (above) and Li2SiO3 (below). After the thin 

bilayer formation, thermal diffusion of Li+ and O2- enabled the 

further reaction to occur and made a double shell for complete 

adsorption. In the desorption process, we observed the 
successive formation of Li4SiO4 nuclei at the Li2CO3-Li2SiO3 

interface, which was induced by the desorption of CO2 from 

Li2CO3 layers. The detailed reaction energetics on each step 

were confirmed by Gibbs free energy calculation. These findings 

into underlying mechanisms for CO2 capture will provide a way to 
improve the catalytic performance for Li4SiO4-based sorbents at 

high temperature. 

  

O촉매L목-6
Physicochemical Stabilization of Pt against Sintering for 

a Dehydrogenation Catalyst with Exceptionally High 
Activity, Selectivity, and Durability 

임주환, 최민기†
 

KAIST 

(mkchoi@kaist.ac.kr†) 

Suppressing irreversible catalyst deactivation is critical in 

heterogeneous catalysis. In particular, deactivation via sintering of 

active sites is a significant issue for reactions involving harsh 

reaction/regeneration conditions. Here, we developed a PtGa/γ-
Al2O3 alkane dehydrogenation catalyst with exceptionally high 

activity, selectivity, and long-term stability by markedly 

suppressing Pt sintering under harsh conditions 

(reaction/regeneration at ＞823 K). To stabilize Pt, physical and 

chemical stabilization strategies were synergistically combined. 

For the former, Pt was introduced during the synthesis of γ-
Al2O3 via sol-gel chemistry, which can increase the interfacial 

contact between Pt and γ-Al2O3 due to the partial entrapment of 

Pt in γ-Al2O3. For the latter, Ce was doped on γ-Al2O3, which 

can stabilize Pt via strong Pt-O-Ce interactions. Because of 

effective Pt stabilization, the catalyst showed remarkably steady 

activity and selectivity over the repeated reaction cycles, although 

the catalyst is regenerated via simple oxidation rather than 

industrially used oxychlorination.  

O촉매L목-7
M/TiC as a single atom elecrocatalyst for HER and 

ORR reactions: A DFT approach  

SUMAN KALYAN SAHOO,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whan@uos.ac.kr†) 

Significant progresses have already been made in the studies of 

single-atom catalysts and its use in electrocatalytic reactions 

have been actively studied because they can provide energy or 

chemical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In this regard, 

with the help of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we 

explored the stability and activity of transition metal single atom 

on the TiC surface. We found the carbon vacancy, which is very 

common in experimental findings helps to stabilize these single 

atoms on the surfac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activity 

of these catalysts have also been studied. We found that the 

activity of Ni as a single atom is very close to the conventional Pt 

catalyst. Meanwhile, the single atom catalyst can be used for 
H2O2 production through an environment friendly way. We also 

tested our model catalyst for this reaction. We found that Au and 
Pd have higher limiting potential than Pt for H2O2 production. 

O촉매L목-8
Ordered mesoporous FeMOx (M = Al or Zr) catalysts 

for high temperature Fischer-Tropsch synthesis 

조재민, 배종욱†
 

성균관대학교 

(finejw@skku.edu†) 

Chemical conversion process of syngas to value-added clean 

fuels and chemical intermediates through high temperature 

Fischer-Tropsch synthesis (FTS) reaction was investigated using 
ordered mesoporous Fe2O3 with Al2O3 or ZrO2 incorporation in 

the main frameworks. The improved structural stability with an 
irreducible metal oxides such as Al2O3 and ZrO2 were mainly 

attributed to the strongly interacted Fe2O3 with irreducible metal 

oxides by forming mixed-metal oxides. The Al and Zr-
incorporated Fe2O3 catalysts was synthesized by varying a molar 

ratio of Fe/Al or Fe/Zr using nano-casting replica method.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catalysts, 

powder X-ray diffraction (XRD), temperature-programmed 
reduction (H2-TPR), Brunauer-Emmett-Teller (BET) analysis,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alyses were 

mainly performed.  

Keywords: Fischer-Tropsch Synthesis(FTS); Mesoporous 
Fe2O3; irreducible ZrO2 and Al2O3; structur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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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9
Amine-functionalized MOF membranes via 

microwave/ultrasonic heating for catalytic applications  

이유리, 안화승1,†
 

인하대학교; 1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whasahn@inha.ac.kr†)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 are a class of organic-

inorganic hybrid materials composed of metal clusters 

interconnected through a rigid organic linker. In this work, 

continuous and defect-free IRMOF-3 (Zn) and MIL125-NH2 (Ti) 
membranes supported on either Al2O3 and TiO2 (both on a TiO2 

disc and on TiO2 nanotubes obtained by anodization), relatively, 

were prepared by ultrasonic (US) and microwave (MW) heating 

methods, and the obtained membranes were applied as a 

heterogeneous catalyst for the Knoevenagel condensation 

reaction with high stability and recyclability, which enable easy 

catalyst separation in liquid phase.  

O촉매L목-10
EU-12: A Small-Pore, High-Silica Zeolite Containing 

Sinusoidal Eight-Ring Channels 

배주나, 조중연, 이정환, 서성만, 홍석봉†
 

포항공과대학교 

(sbhong@postech.ac.kr†) 

Zeolite EU-12, the framework structure of which has remained 

unsolved during the past 30 years, is synthesized at a specific 
SiO2/Al2O3 ratio using choline as an organic structure-directing 

agent, with both Na+ and Rb+ ions present. Synchrotron powder 

X-ray diffraction and Rietveld analyses reveal that the EU-12 

structure has a two-dimensional 8-ring channel system. Among 

the two distinct 8-ring (4.6 × 2.8 and 5.0 × 2.7 Å) channels 

along c axis, the smaller one interconnects with the sinusoidal 8-

ring (4.8 × 3.3 Å) channel along a axis. The other large one is 

simply linked up with the sinusoidal channel by sharing 8-rings 

(4.8 × 2.6 Å) in the ac plane. The proton form of EU-12 was 

found to show a considerably higher ethene selectivity in the 

low-temperature dehydration of ethanol than H-mordenite, the 

best catalyst for this reaction. 

O촉매L목-11
Graphene oxide functionalized with Brønsted acidic 

ionic liquids is highly efficient, selective, and recyclable 
catalyst for dehydration of glucose into  5-

hydroxymethylfurfural (HMF)    

Jadhav Arvind, 황순하,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In this study, we report development of heterogeneous catalyst in 

which Brønsted acidic ILs are functionalized on graphene oxide 

(GO) and utilized it for dehydration of glucose into HMF. Varieties 

of ILs were prepared by metathesis reaction and developed 

different kinds of ILs functionalized GO. The functionalization of 

ILs on GO produced heterogeneous catalyst having high surface 

area and high dispersion of active sites (ILs). Among the 

catalysts prepared, Brønsted acidic ILs (GO-IL-HSO4) 

functionalized GO showed highest glucose conversion and yield 

for HMF. Reaction mechanism of HMF formation from glucose 

over Brønsted acidic IL functionalized GO was also investigated. 

In addition, effect of different anions, effects of temperature, 

catalyst amount, and different solvents were also studi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2009-

0093816).  

O촉매L목-12
How Pt interacts with CeO2 under the reducing and 

oxidizing environments at elevated temperature? The 
origin of improved thermal stability of Pt/CeO2 

compared to CeO2 

이재하, 유영석, Xiaojun Chan1, 김태진1, 김도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1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Stony Brook University, 

USA 

(dohkim@snu.ac.kr†) 

Higher metal dispersion can be obtained via strong interaction 

between surface precious metal and support, such as ceria. 

Many catalytic reactions, including automotive catalytic reaction 

and water-gas-shift reaction, utilize such strong metal support 

interaction between precious metal and ceria to attain high 

catalytic activity. Therefore, understanding of metal-ceria 

interaction is crucial for providing rational design of ceria based 

catalysts.   

 

In the present work, Pt-ceria interaction was analyzed in various 

aspects.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t 

loadings and various thermal treatments on metal support 

interaction.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 Pt is found to 

strongly interact with reducible surface oxygen (and surface 

oxygen vacancies) of ceria. Metal-support interaction facilitates 

high metal dispersion as well as the thermal stability 

enhancement of the ceria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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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13
이산화탄소 전환율 향상을 위한 고온 동시전해용  

이종 합금 촉매를 담지한 연료극 제작 및  
반응 메커니즘 연구  

김시원1,2, 박만수1, 김형철1, 윤경중1, 손지원1, 이종호1, 
 

이종흔2, 홍종섭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jhong@kist.re.kr†) 

고체산화물 전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고온 동시 전

기분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고온 

작동환경으로 인해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가 낮아지고, 역수성가

스 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온 구동보다 이산화탄소의 전환율

이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고체산화물 전지 소재를 

활용할 경우, 열화학 반응 경로를 따르는 이산화탄소의 분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일산화탄소의 선택도는 낮은 수준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가스의 선택도를 제어하고 반응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니켈(Ni) 기반의 연료극에 소량의 팔라듐(Pd)을 

주입하여 Ni-Pd 이종 합금 촉매(bimetallic catalyst)를 형성시켜 

역수성가스 반응의 촉매활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임피던스와 합성가스 조성분석을 통해 촉매의 적용량과 촉매활

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계산과학과의 상호보완을 통

해 역수성가스 반응의 촉매로 니켈(Ni)을 기반으로 한 팔라듐

(Pd), 철(Fe)등의 이종합금 촉매 모델 실험을 기확하여 합금화에 

의한 촉매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O촉매L목-14
Generalized Route to Fe-N/C Electrocatalysts with 

Preferentially Generated  Fe-Nx Active Sites for 

Efficient Oxygen Reduction Reaction  

사영진1, 우진우2, 김민규3, 김태영4, 주상훈2,1,†
 

1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

학부; 3포항가속기연구소; 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hjoo@unist.ac.kr†) 

Iron-nitrogen on carbon (Fe-N/C) catalysts with Fe-Nx active 

sites have emerged as promising non-precious metal catalysts 

(NPMC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in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devices. However, rational design of Fe-
N/C catalysts with abundant Fe-Nx species represents a 

challenge. In this talk, a general “silica-protective-layer-assisted” 
approach that enables the preferential generation of active Fe-Nx 

sites while suppressing the formation of less active large Fe-

based particles is presented. The resulting catalyst comprised of 

carbon nanotube wrapped with thin porphyrinic carbon layer 

(CNT/PC) showed high ORR activity and remarkable stability in 

alkaline media. Importantly, a CNT/PC-based cathode exhibited 

record high current and power densities in an alkaline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AEMFC) among NPMC-based 

AEMFCs, and also showed excellent performances in acidi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We further demonstrated 

the generality of this synthetic strategy to other carbon supports 

including reduced graphene oxides and carbon blacks.  

O촉매L목-15
Conductivity-Dependent Completion of Oxygen 

Reduction on Oxide Catalysts  

이동규, 송현곤1,†
 

UNIST; 1UNIST 나노바이오화학공학과 

(philiphobi@unist.ac.kr†) 

The electric conductivity-dependence of the number of electrons 

transferred during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 is presented. 

Intensive properties, such as the number of electrons transferred,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conductivity-dependent. Four 

different perovskite oxide catalysts of different conductivities were 

investigated with varying carbon contents. More conductive 

environments surrounding active sites, achieved by more 

conductive catalysts (providing internal electric pathways) or 

higher carbon content (providing external electric pathways), 

resulted in higher number of electrons transferred toward more 

complete 4e reduction of oxygen, and also changed the rate-

determining steps from two-step 2e process to a single-step 1e 

process. Experimental evidence of the conductivity dependency 

was described by a microscopic ohmic polarization model based 

on effective potential localized nearby the active sites.  

O촉매L목-16
Growth Behavior and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ctivity Trends of Transition Metal Sulfides Embedded 
in Nanoporous Carbons  

주상훈1,2,†, 서보라2, 정관영1, 곽상규1
 

1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학부; 2울산과학기술원 화

학과 

(shjoo@unist.ac.kr†) 

Metal sulfide-based nanostructured materials have emerged as 

promising non-precious metal catalysts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The understanding of nanoscale size-dependent 

catalytic activities can provide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design of 

advanced catalysts. However, nanoscale size effects in metal 

sulfide-based HER catalyst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fully, 

due to the synthetic difficulty in precisely controlling the size on 

the nanometer scale in the basal and edge plane directions. In 
this talk, we will present the synthesis of MS2 (M = Mo or W) 

nanoparticles (NPs) embedded in nanoporous carbons 
(MS2@OMC) by limiting their growth space in nanoscal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results revealed that vertical growth 
is favored in MoS2 to generate multiply stacked MoS2 NPs, 

whereas the horizontal growth is preferred in WS2 to yield 

monolayer NPs. We established that the turnover frequency 
(TOF) of layer number-controlled MoS2@OMC increases with 

decreased layer numbers in MoS2. The TOF of monolayer 

WS2@OMC with controlled size increases with increasing atomic 

ratio of the basal and edge atoms in 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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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L목-17
Cross-Linked “Poisonous” Polymer Support for Tuning 

Chemoselectivity 

최민기†, 윤성호, 이송현
 

한국과학기술원 

(mkchoi@kaist.ac.kr†) 

Catalyst poisons can be deliberately added in various reactions 

for tuning chemoselectivity. The poisons can be adsorbed on the 

catalyst surface, which modulates the adsorption/desorption 

behaviors of reactants/intermediates. However, the poisons are 

readily decomposed or leached out during reactions. This means 

that catalyst poisons should be continuously supplied to the 

reaction feeds for maintaining selectivity.   

In the present work, we supported Pd catalysts on a 

thermochemically stable crosslinked organic polymer. The 

resultant catalyst was tested in partial hydrogenation of alkynes to 

alkenes, which is an important model reaction for fundamental 

investigation of chemoselectivity and also a key transformation in 

fine chemical synthesis. Variou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sulfide groups in the polymer matrix fully ligated 

(or poisoned) the entire surface of Pd catalyst. The sulfide groups 

capping the Pd surface behaved like a ‘molecular gate’ that 

enabled exceptionally discriminative adsorption of alkynes over 

alkenes.   

O촉매L목-18
Enantioselective surface chemistry on chiral and achiral 

Cu surfaces 

윤용주†
 

포항공과대학 

(yjyun@postech.ac.kr†) 

Homochirality of life on Eart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production of pharmaceutical compounds. Developing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enantioselective adsorption and 

chemistry on the surfaces of catalytically active materials such as 

metals is essential for the rational design of enantioselective 

heterogeneous catalysts. Here, we show adsorption behaviors of 

chiral molecules on Cu metal surfaces; enantioselective 

adsorption and disproportionation of enantiomers. On naturally 

chiral Cu{3,1,17}R&S surfaces, exposure of a racemic, gas 

phase mixture of D- and *L-aspartic acid results in 

establishment of an enantiospecific adsorption equilibrium with 

an enantiomeric excess of ~40% in the adsorbed phase. 

Exposure of the achiral Cu{111} surface to non-racemic aspartic 

acid leads to local amplification of enantiomeric excess on the 

surface, as a result of homochiral disproportionation. These 

adsorption behaviors are generally active and should be 

considered in all enantioselective chemical processes occurring 

on chiral or achiral surfaces. 

O촉매L목-19
촉매부문위원회 “촉매연감“ 발간 사업 

조성준†
 

전남대학교 

(sjcho@chonnam.ac.kr†)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는 1978년 대학과 연구소에서 

촉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간의 친목을 위해 구성된 촉매모임

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5년 2월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

위원회(Division of Catalysis and Reaction Engineering)”로서 정

식 출범하였다. 지난 30년간 촉매부문위원회는 한국화학공학회

의 봄과 가을학술대회 발표와 국ㆍ내외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대ㆍ내외적인 학술활동을 추진하였다.  발족 된 이후 현재에 이

르기까지 독자적으로 개최해온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토론회, 국

제학술대회 그리고 워크숍 개최 실적 등을 통합 정리하여 촉매

연감으로써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추진사항과 향 후 

계획을 발표하고자 한다. 

O촉매L목-20
촉매부문위원회 ‘국내 촉매 상용화 연감’ 발간을 위한 용

역과제 

배종욱†
 

성균관대학교 

(finejw@skku.edu†)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에서는 현재 동계촉매강좌, 촉

매연구토론회, 촉매지 발간 및 한일촉매학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50 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

는 주요한 부문위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의 

국내 촉매의 상용화 실적과 관련된 책자의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용역과제를 통하여 국내 촉매 상용화 기술에 대한 년

감을 제작하고 이의 홍보를 통하여 대내외 화학산업의 정책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국내 촉매연구 활성화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촉매연

구자 모임 등을 개최하여 국내 촉매연구를 활성하기 위한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며 현재까지의 본 용역과제의 진행 현황을 공

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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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
황산화 지르코니아 상에서 스티렌에 의한  

페놀의 알킬화 반응에 관한 연구  

윤현준, 조장호, 권용철, 이경민, 김수빈, 정민철, 신은주,  

곽원봉1, 정성훈1, 안호근† 

순천대학교; 1(주)에스에프시 

(hgahn@sunchon.ac.kr†) 

합성고무 및 수지 제조 공정에 산화방지제로 첨가되며, LCD 패

널 현상액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비이온계면활성제의 

출발물질인 styrenated phenols(SPs)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현재 

SPs 합성에는 균일촉매인 액체촉매를 사용되고 있으나, 중화와 

여과를 위한 추가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체

촉매를 사용하여 SPs 혼합물 내 di-styrenated phenol(DSP)의 함

량이 높은 SPs 혼합물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사용한 고체촉매는 
SO4

2-/ZrO2이며, SO4
2-이온은 1M-H2SO4 수용액에 담체인 Zr

(OH)4를 넣고 교반함으로써 담지하였다. 제조한 촉매의 특성은 

XRD 패턴과 FT-IR 스펙트럼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SPs 합성

에 대한 촉매의 활성은 통상적인 회분식 액상반응장치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XRD 패턴 분석결과, Zr(OH)4를 황산화하면 단사

정계와 정방정계 결정구조가 혼합된 ZrO2로 변화함을 알았다. 

FT-IR 스펙트럼에서 O-S-O결합에 의한 비대칭 진동 흡수피크

가 1075cm-1와 1202cm-1에서 나타났으며, 황산 수용액의 처

리농도가 증가할수록 1075cm-1의 흡수피크가 강하게 나타났

다. SPs 최적 합성조건은 담체 대비 황산 수용액의 처리농도 

5wt%, 반응물 대비 촉매량 3wt%, 반응온도 80℃, 반응시간 6시

간이었다. 이 때 페놀과 스티렌의 전화율은 모두 거의 100%이었

으며, DSP 선택율은 63.5%이었다.  
Key words : Styrenated phenols, SO4

2-/ZrO2, 알킬화, Zr(OH)4  

P촉매금-2
SO4

2-/MxOy 촉매상에서 styrene과 phenol의 alkylation

에 관한 연구  

안호근†, 윤현준, 조장호, 권용철, 이경민, 김수빈, 정민철, 
 

곽원봉1, 정성훈1 

순천대학교; 1(주)에스에프시 

(hgahn@sunchon.ac.kr†) 

LCD 패널 현상액의 주요한 원료인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기 위

해, 계면활성제의 출발물질인 styrenated phenols(SPs)을 합성하

고자 하였다. SPs는 일반적으로 균일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화와 여과를 위한 추가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촉매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di-styrenated phenol(DSP)을 합성

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조건을 검토 하였다. 사용한 고체촉매는 
함침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촉매의 SO4

2-는 1M-H2SO4 수용액

에 담체를 넣고 교반하여 담지하였다. 촉매의 특성은 SEM 이미

지, XRD 패턴 및 FT-IR 스펙트럼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촉매 

활성은 통상적인 액상 회분식 반응장치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TiO2를 황산화하여 제조한 촉매의 최적 SPs 합성조건은 담체 대

비 황산 수용액의 처리농도 5wt%, 반응물 대비 촉매량 5wt%, 반

응온도 100℃ 및 반응시간 1시간이었다. 이 때 phenol과 styrene

의 전화율은 모두 거의 100%이었으며, DSP의 선택율은 66.1%
이었다. ZrO2를 황산화 하여 제조한 촉매의 최적 SPs 합성조건

은 담체 대비 황산 수용액의 처리농도 15wt%, 반응물 대비 촉매

량 15wt%, 반응온도 100℃ 및 반응시간 6시간이었다. 이 때 

phenol과 styrene의 전화율은 모두 거의 100%이었으며, DSP의 

선택율은 52.1%이었다.  
key words : SO4

2-/MxOy, 함침법, Alkylation, Styrenated phenols  

P촉매금-3
Methane Aromatization over Mo-M/HZSM-5(M=Zn, 

Ga) 

최영주, 박상언†, 모용환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Direct transformation of methane into aromatics have evoked a 

great interest in the view points of value-added aromatics 

production as well as utilization of abundant fossil resources such 

as natural and shale gases. However, current methane 

aromatization suffers from serious coke formation, fast 

deactivation and thermodynamic limitation, which gives low 

conversion of methane and selectivity on benzene as well.  

Mo supported ZSM-5 is the mostly proposed catalyst for 

methane aromatization, but it is known that it has a limit to 

improve in itself. So, it requires some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rmodynamic barriers. There has been an observation that Zn 

and Ga-HZSM-5 also have aromatization activity on lower 

alkanes rather than methane. In this study, methane aromatization 

was studies by combining Zn or Ga onto Mo-HZSM-5. 

Moreover Mo-HZSM-5 is supposed to be operated only non-

oxidatively due to the Mo2C as an active site even hydrogen is 

co-produced.   

In this study, catalytic aromatization of Mo-M/HZSM-5(M=Zn or 

Ga) was prepared by co-impregnation and investigated under 

non-oxidative and partial oxidative condition.  

P촉매금-4
Selective heterogenous catalytic trimerization of 

xylose-derived furfural and 2-methylfuran to diesel 
precursors on a continuous fixed-bed reactor 

권지선, 황인환, 최재욱, 서동진, 하정명†, 이관영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고려대학교 

(jmha@kist.re.kr†) 

The valorization of xylose and the condensation of furfural and 2-

methylfuran (2-MF), obtained by the dehydration and selective 

hydrogenation of xylose, to produce high-carbon-number 

hydro-carbons.  

Thus, environmentally friendly catalysts exhibiting comparable 

activities will help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ly benign 

processes.  

2-methylfuran is the selective hydrogenation product of furfural, 

which can be produced in industrial scale with lignocellulose. In 

this work, renewable diesel precursors were synthesized 

simultaneously by the solvent-free hydroxyalkylation/alkylation

(HAA) followed by hydrodeoxygenation(HDO).  

The catalytic trimerization of 2-methylfuran was performed to 

produce diesel precusors of C15 hydro-carbons using solid acid 

catalysts that can replace environmentally harmful sulfuric acid. 

Among the solid acid catalysts used in this work, Amberlyst-15 

exhibited the best activity and selectivity for the HAA of 2-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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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5
Microwave synthesis of Mesoporous ZSM-5 having 
Mulberry Morphology with Tartaric acid as a capping 

agent 

정태호, 모용환, 박상언†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There have been many approaches and trials to get mesoporous 

zeolites, which are supposed to overcome diffusional limitation of 

microporous zeolite as well as coke problem. Most of 

mesoporous zeolites have prepared by using soft and hard 

templates for creating mesoporosity or adopting post-treatment 

by using acid or base, which gave a cos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is study, the hierarchical ZSM-5 having mulberry type 

morphology, which looks the assembled nanozeolites into big 

crystals, was synthesized just with TPAOH and TEOS and L-

tartaric acid as a capping agent by microwave at 165 oC for 2hr 

without using any porogen and templates. L-tartaric acid as 

capping agent seemed to play capturing ZSM-5 nano-particles 

to form assembled ZSM-5 clusters having intercrystalline 

mesoporosity between the nanoparticles controlling to form 

mulberry shape. In addition, their catalytic activity of mesoporous 

ZSM-5 might be applied for the catalytic anisole-acylation or 

aromatization at the liquid-phase reaction.  

Keyword : Tartaric acid, microwave synthesis, hierarchical ZSM-

5, mesoporosity  

P촉매금-6
Microwave Synthesis of Hierarchical Mordenite having 

House-of-card Morphology 

이종훈, 박상언†, 최영주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Mordenite(MOR) is one of the few industrially useful zeolites in the 

industrial catalytic processes such as (hydro)isomerization, 

hydrocracking and dewaxing etc.. MOR consisting of 12-

membered ring channel in c-axis, which is interconnected by 8-

membered ring channel in b-axis behaves like a one-

dimensional zeolite for catalysis because the 8‐MR channels are 

not enough in size for such reactant molecules to ingress. So, 

MOR’s 1D 12MR pore is easily blocked and deactivated by 

carbonaceous deposit. Hence, hierarchical pore structure having 

both meso and micropores is highly required  to overcome the 

problem.  

In this study,  hierarchical mordenites having inter- and intra-

crystalline mesoporositie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microwave with a help of CTAB(Cetyl trimethyl ammonium 

bromide) as porogen and capping agent to control crystal growth 

resulting in  nanosheet type house-of-card morphology. And 

their mesoporosities were controlled by the amounts of CTAB. 

And Claisen-Schmidt condensation between Benzaldehyde and 

2`-Hydroxyacetophenone was tested to inllustrate the 

overcoming of diffusional restriction over the microwave 

synthesized Hierarchical Mesoporous Mordenite(MMOR).  

P촉매금-7
Characterization of ZnAl2O4 prepared by co-

precipitation: Effect of hydrothermal synthesis 
temperature    

백성우, 이선규, 홍은표, 신채호†
 

충북대학교 

(chshin@chunguk.ac.kr†) 

스피넬(AB2O4)구조는 높은 열적 안정성과 전기적 성질이 우수

하여 전기, 재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MnAl2O4, 

FeAl2O4, CoAl2O4, ZnAl2O4, ZnFe2O4   등 스피넬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ZnAl2O4는 소수성으로 높은 물

리적 강도, 낮은 소결 온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소화 반응, 

메탄올 생성 반응 등 다양한 반응에서 촉매 담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ZnAl2O4는 Zn과 Al의 화학양론 비(Al/Zn = 2)를 조

절하기 어렵고, 비표면적이 낮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Zn, Al의 전구체로 Zn(NO3)2·6H2O, Al(NO3)3·9H2O을 

사용하였으며, 침전제로 NH4OH를 사용하여 pH = 8.5로 고정하

여 수열합성법으로 100-150oC 범위 내에서ZnAl2O4를 합성하

였다. 제조한 ZnAl2O4 에 대해XRD, SEM/EDX, N2 sorption, 

TG/DTA, IPA-TPD등의 분석을 수행하여, 합성온도에 따른 물리 

화학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P촉매금-8
Two-Step Microwave Synthesis of Mesoporous ZSM-5 

with CTAB and Benzylation of Alkylaromatics with 
Benzylalcohol  

김익규, 박상언†, 최영주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There have been strong needs for the formation of mesoporous 

materials in a commercial viable ways, even bunch of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Still, direct synthesis without 

lossing acid sites, uniform mesopore size and controllability of 

mesoporosity, and using low cost porogen or templates have 

been laid as challenges. Also, post-synthesis methods have 

confronted with problems on unstable structure, changing silica 

to alumina ratios was hard to control uniform mesoporosity, 

etc.. In this study mesoporous ZSM-5 was directly synthesized 

with CTAB in a two-stage microwave synthesis. At first, ZSM5 

nucleus was prepared from precursor gels with nano seed below 

30 min microwave irradiation . And at the second stage, these 

preformed nanoparticles was mixed with CTAB as a 

mesoporogen. After 24hours aging, the mixture was crystallized 

under microwave for 3 hrs. As this result, mesoporosity could be 

controlled as unique structure and morphology. And the form 

mesoporous ZSM-5 were ion-exchanged into meso H-ZSM5. 

Then, benzylation of aromatics using benzylalcohol was 

investigated as an acid catalyzed reaction for illustrating a role of 

meso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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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9
합성온도에 따른 알루미늄계 촉매의 표면형상과 NF3 가

수분해반응에서의 활성평가  

이진욱, 이태진†, 박창준, 최원영, 김민정, 정용한, 
 

박노국, 장원철1 

영남대학교; 1코캣 

(tjlee@ynu.ac.kr†)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화온실가스는 CO2에 비해 배출

량은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수천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제대
상 온실가스로 지정되었다. 불화온실가스 중 하나인 NF3

는  LCD TV와 같은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에칭 및 세정용 가스

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NF3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분해되어야하며, 현재 보

고된 NF3의 분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촉매분해

법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분해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내구성과 효율을 가진 촉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계 촉매를 온도별 건식법으로 합성하여 

촉매의 표면형상 변화와 합성한 촉매를 NF3의 가수분해 반응에 

적용시켜 표면형상에 따른 촉매활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반응 

전/후의 촉매의 특성변화는 XRD, SEM, BET 분석등을 통해 확인

하였다.  

P촉매금-10
Advancing metal-free photocatalyst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water; polycondensation mode of 
molecules, organic crystals, and polymers in an 

eutectic mixture  

송지윤, 전영시1,†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ysjun@jnu.ac.kr†) 

Photocatalytic water splitting is a viable way to produce hydrogen 

in a sustainable manner where catalyst is a crucial component to 

drive the non-spontaneous reaction (∆G＞0) under sunlight. One 

promising candidate is graphitic carbon nitride (g-CN), a graphite 

analogue. Although it has shown a superior photocatalytic activity 

to the conventional oxide based semiconductor, g-CN is an only 

moderately efficient photocatalyst under visible light yet. This 

mainly results from the limited absorption of visible light and fast 

charge recombination at defect sites. In this context, we 

previously utilized polymeric derivative of g-CN (DCDA-550) as a 

precursor and investigated its polycondensation mode in an 

eutectic mixture of LiBr:KBr for low defect density. Herein, we 

further introduce different form of precursor, an organic crystal of 

melamine-cyanuric acid complex (MCA). It will be shown how 

solubility of dicyandiamide (DCDA), DCDA-550, and MCA in the 

eutectic medium at 550 degrees C affects the polycondensation 

mode and thus chemical/electronic/photocatalytic properties of 

the resulting g-CN materials.  

P촉매금-11
TiO2@Er3+/Yb3+ 메조다공성 중공형 입자제조 및  

특성평가 비교연구  

한정난1,2, 정홍기1, 송호준1,†, 박대원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hjsong@kitech.re.kr†) 

광촉매 물질로 주로 사용하는 TiO2를 비표면적이 넓은 메조다공

성 중공형태로 제작하고, 란탄족 이온을 도핑함으로써 기존 
TiO2가 가지고 있는 넓은 밴드갭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려 하였

고, 넓은 파장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  

주형으로는 폴리스타이렌을 사용하였으며, sol-gel법을 이용하
여 TiO2 전구체인 TBOT의 양을 제어하면서 도핑하는 실험을 하

였다. 중공형태를 제작하기 위하여 열처리온도에 변수를 주는 
실험을 하였고,  TiO2 메조다공성 중공형태에 란탄이온 Er3+, 

Yb3+를 도핑하여 TiO2@란탄족 메조다공성 중공형 구조체를 갖

는 이원촉매(TiO2@Er3+)와 삼원촉매(TiO2@Er3+/Yb3+)를 제작

하였다. 광촉매 특성평가를 위해서 메틸오렌지 분해실험을 진행

한 후 UV-Vis 을 이용하여 투과도를 비교하였다. 촉매의 특성은 

SEM, TEM, EDS, BET, UV-V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촉매금-12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Gas Compounds by 
Nickel Titanate Dioxide under Visible-light Irradiation  

장개명, Pham Thanh Truc1, 김지예1, 신은우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ewshin@ulsan.ac.kr†) 

In this study, we prepared a nickel titanate photocatalyst (NTN) 

using a facile synthesis process with microwave method and 

applied it for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gas phase toluene. 

P25, a commercial photocatalyst, was also employed for the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to compare their photocatalytic 

performance. NTN exhibited a higher reaction rate constant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From XRD patterns and Raman spectra, 

P25 consisted of anatase and rutile TiO2 structures and NTN 

existed only in nickel titanate structure. Based on UV-Vis spectra, 

the bandgaps of P25 and NTN were obtained at 3.2 and 2.20 eV, 

respectively, implying that NTN would be a visible light-

responded phot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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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3
Characterization of Mo-doped NiTiO3 materials 

synthesized by one-pot solvothermal method 

장개명, Pham Thanh Truc1, 신은우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ewshin@ulsan.ac.kr†) 

In this study, modifications of nickel titanate (NiTiO3) by doping 

molybdenum (Mo) were successfully conducted through a facile 

one-pot solvothermal method. Due to inherently poor light 
absorption, we desire to enhance optical property of NiTiO3 with 

Mo incorporation, based on the charge transfer the components. 
The Mo doping to NiTiO3 materials changed not only their 

characteristics but also their performance under photons 

irradiation. The morphology of the prepared materials was deeply 

studied by FE-SEM and HR-TEM. Basic phase structures and 

their transformation were detected by XRD analysis and 

confirmed by Raman and FTIR spectra. DRS technique and PL 

spectra were applied in order to verify the optical nature and 
estimate band gap energy of Mo-NiTiO3 materials.  

P촉매금-14
Synthesis of MgO Nanostructures using Ionic Liquids 

with Microwave Irradiations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 in Claisen Schmidt  Condensation 

Reaction    

Jadhav Arvind, 황순하,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Various shape controlled MgO nanostructures were synthesized 

in different ILs in microwave (MW) irradiations, and used as solid 

basic catalysts in Claisen Schmidt condensation reaction. The 

growth mechanism of MgO nanostructures in presence of ILs 

and MW irradiations developed various basic sites at nano level. 
CO2 TPD results clearly show that, due to the synergetic effect, 

basicity of MgO nanostructures altered strongly. The altered 

basicity of MgO catalysts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condensation reaction and were demonstrated competent 

activity compared with bulk MgO. Particularly, high surface area 

with altered combination of high, low and moderate basicity 

containing hexagonal MgO nanostructures exhibited the highest 

yield and conversion in a short reaction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roperties of MgO and their catalytic activity was 

investigated in detail.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2009-0093816)  

P촉매금-15
ZSM-5 촉매 상에서 부텐혼합물의 소중합반응을 통한 

항공유 범위 탄화수소 합성에 관한 연구  

김현아, 김다예, 전종기†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jkjeon@kongju.ac.kr†) 

오늘 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저탄소 배출 jet fuel 개발은 최근 

탄소배출의 환경문제와 함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jet fuel의 

환경문제로 인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항공유

를 제조하는 여러 종류의 기술 중에서 바이오부탄올의 탈수 반

응에 의한 부텐 제조 및 부텐의 소중합 반응에 의한 항공유 범위 

탄화수소 제조 기술이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다양한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butene 소중합 반응을 통
한 C8~C16 범위의 jet fuel 생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ZSM-5 촉

매의 Si/Al 몰 비를 변화시킨 촉매를 사용하여 butene 소중합 반

응에 가장 적합한 촉매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촉매의 특성

은 Ammonia-TPD, Pyridine-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압 연

속식 고정층 촉매반응기에서 mixed-butene 소중합 반응을 수행
하고 각 반응조건에 따른 mixed-butene의 전환율,  C8~C16 범

위의 jet fuel에 대한 선택도 및 수율 등을 분석하였다.  

P촉매금-16
선박용 엔진에 적용 가능한 배가스내 오염물질 저감용 

촉매산화장치의 스케일-업을 위한 개념설계  

장정희, 최희영, 한기보†
 

고등기술연구원 

(gbhan@iae.re.kr†) 

실험실규모 실험을 통하여 선박배가스내 오염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촉매산화장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산화장치의 

스케일-업을 통하여 3 m3/min의 배가스 오염물질이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

하기 위해서 선박용 엔진에 적용 가능한 배가스내 오염물질 저

감용 촉매산화장치의 스케일-업을 위한 개념설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실규모 실험 및 3 m3/min을 통하여 도출

된 결과를 바탕으로 배가스의 유량, 오염물질의 농도, 촉매의 양 

및 운전조건 등이 고려된 10 m3/min 규모의 배가스에 적용가능

한 스케일-업된 촉매산화장치를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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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7
Cycloaddition Reaction of Carbon Dioxide into 

Epoxides Using Tertiary Diamines  

김요셉, 김혜진1, 김 민1, 김정곤2, 김영조1,†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과; 2전북대학교 화학과 

(ykim@chungbuk.ac.kr†) 

To realize a true green CO2 utilization process, the development 

of a catalytic system having no toxic components is essential. In 

this report, we will present that tertiary amines without any metal 

or halide additives could be introduced as simple and green 

organocatalysts to activate CO2 and insert into epoxides, 

producing synthetically important cyclic carbonates. We will show 

simple diamine such as N,N,N’,N’-tetraethylethylenediamine 

could act as excellent catalyst for cycloaddition reaction. This 

new class of organocatalyst which does not have any toxic 

metals and halides is easy to handle and only requires as low as 

a 0.1 mol% loading. Additional favorable features include solvent 

free conditions and broad substrate scopes.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2014H1C1A106687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P촉매금-18
아산화질소 촉매분해를 위한 개념설계 및 촉매의 물리

화학적 특성  

한기보†, 장정희, 한정식1
 

고등기술연구원; 1국방과학연구소 

(gbhan@iae.re.kr†) 

질산 제조공정에서 흔히 배출되는 저농도의 아산화질소는 일반

적으로 그 자체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어 처리대상이나 고농도

의 아산화질소는 분해될 경우 고온 및 고압의 형태로 전환됨은 

물론 산화제로 작용될 수 있어 추진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고농

도 아산화질소는 상온에서 52 bar의 압력으로 액화 저장할 수 있

어서 저장 및 이송 시 편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산

화질소의 경우 비교적 높은 520 ℃ 이상의 온도영역에서 열적으

로 분해될 수 있어 이를 저온영역으로 분해될 수 있는 촉매공정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아산화질소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해할 수 있는 촉매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P촉매금-19
역청성 오일이 함유된 원료의 기초 물리화학적 특성 조

사  

장정희, 최희영, 한기보†
 

고등기술연구원 

(gbhan@iae.re.kr†) 

인도네시아에서 수급이 가능한 역청성 오일이 함유된 원료는 열

분해를 통하여 중유(heavy oil)와 유사한 오일을 회수할 수 있다. 

원료에서 오일을 회수하기 위한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원료

의 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청성 

오일이 함유된 원료의 기초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를 위하여 원료에 대한 공업분석, 원소분석 및 TGA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원료 내부에 유기성 물질은 약 45%~55% 존

재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원료에 따라 수분 및 휘발성분의 비율

의 편차가 10%이상 임을 확인하였다. 열무게분석 결과 0-350 °

C, 350-550°C의 영역에서 열분해가 활발이 일어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열분해공정에 대한 기초 설계 및 운전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촉매금-20
인도네시아산 미지의 역청성 오일로부터 열분해 오일 

제조를 위한 열분해 전환 특성  

한기보†, 장정희, 박천규1, 전철환1, 김재곤1, 안재환2, 곽현3, 

박동준3 

고등기술연구원; 1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2에이피

파우텍; 3한울엔지니어링 

(gbhan@iae.re.kr†)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원료에 포함된 미지의 역청성 오일

을 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열분해 특성이 조사되었다. 열분해 과

정을 통해 전환될 수 있는 원료 내 유기 화합물들의 조성 및 물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업분석, 원소분석 및 TGA 분석 등이 수

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원료 내 역청성 오일에 대

한 전환특성으로 경질화할 수 있는 열분해 공정 상 필요한 반응

온도 및 체류시간 등의 운전조건이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얻어

진 오일에 대하여 연료로서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물성이 조사되

었다. 그 결과, 원료 내에 약 35~45%에 해당하는 역청성 탄화수

소류의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약 350-900 ℃

의 온도영역에서 열분해를 통해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열분해 조건을 통해 얻어진 오일의 수율은 약 23%에 도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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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25
The Effects of the Size of Graphene Sheets as Support 

Material on Electrocatalytic Reactions  

노유성, 김윤곤1, 김영민2, 한현수1, 이창민1, 김원배†
 

포항공과대학교; 1광주과학기술원; 2한국화학연구원 

(kimwb@postech.ac.kr†) 

 Pt-deposited graphene catalysts are prepared over the reduced 

graphene oxide (RGO)  sheets with different sizes. The size-

selected graphene oxide (GO) sheets used as support 

material are synthesized by the modified Hummers method and 

subsequent pH-induced size fractionation procedure. Two 

prepared catalysts of Pt nanoparticles on the smaller RGO sheets 

(Pt/S-RGO) and larger RGO sheets (Pt/L-RGO) are applied for 

electrocatalytic reactions of methanol oxidation reaction (MOR) 

and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in acidic media. The Pt/S-

RGO presented the higher MOR and ORR activities than the 

Pt/L-RGO, indicating that the performances of the catalysts 

could be influenced by the sheet size of graphene. Superior 

electrocatalytic performances of Pt/S-RGO might be attributed to 

the synergetic effects of the improved accessibility of reactants 

and dispersion of Pt nanoparticles caused by the small sized 

RGO sheets with higher surface area.  

P촉매금-26
Selective oxidation of H2 in the presence of CO over 

Pd/Al2O3 catalysts modified by chlorine addition  

김은정, 강동창1, 이송호2, 문흥만2, 신채호†
 

충북대학교; 1KAUST; 2대성산업가스 

(chshin@chungbuk.ac.kr†)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는 Boudouard 반응, 역 수성가

스 반응, 메탄 스팀 리포밍 반응, 개미산 분해반응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개미산 분해 반응은 고순도의 CO를 생성하는데 적합하

다. 하지만 개미산이 열분해나 탈수소 반응로 분해되는 경우 불
순물로 CO2와 H2가 생성된다. CO2의 경우 분자체로 제거가 용

이하나 CO와 H2의 분리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따라 고순도 CO 생산을 위해서는 불순물로 작용하는 H2의 

선택적 제거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d/Al2O3에 NH4Cl을 함침하여 Cl 함량(1-10 

wt%)에 따른 선택적 H2 산화 반응을 검토하였다. Cl 함량별로 

제조된 촉매의 소성온도를 300-600 oC 범위 내에서 변화하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소성온도가 낮을수록 CO의 선택도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촉매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 질소 물리흡착 및 탈착, 이소프로
판올 승온 탈착법 등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하였고, 선택적 H2 

산화반응을 통해 제조된 촉매의 Cl 영향 및 촉매의 활성을 분석

하였다.  

P촉매금-27
Comparison of Methanol and Higher Alcohol Synthesis 

over Cu/ZnO/Al2O3 Catalyst  

박지인1, 정재선2,3, 주가영2,3, 이관영1, 문동주2,3,†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djmoon@kist.re.kr†) 

Increasing concerns over reducing pollution and emission such 
as NOx, CO, and unburned hydrocarbon in the exhaust, higher 

alcohol has been considered as gasoline additive for oxygenation 

of conventional fuel and for gasoline octane enhancer.  
In this work, Cu/ZnO/Al2O3 catalysts were prepared under 

different pH conditions in co-precipitation step and the lithium 
were promoted on Cu/ZnO/Al2O3 catalysts via impregnation 

step. The purpose of this work is comparing Methanol Synthesis 

(MS) with Higher Alcohol Synthesis (HAS). All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N2 physisorption, XRD, XRF, H2-TPR/TP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under the pressure of 45 bar, the GHSV 
of 4000 h-1, the molar ratio of H2/CO = 1, and the temperature 

of 240 °C for MS and 280 °C for HAS.  

It was found that the catalyst with a large amount of malachite 

phase is favorable for methanol synthesis and the selectivity to 

higher alcohol was correlated with Cu surface area.  

P촉매금-28
재생 조건에 따른 Pt-Sn/Al2O3촉매의 프로판 탈수소 활

성 연구 

최이선, 고형림†
 

한경대학교 

(hlkoh@hknu.ac.kr†) 

촉매의 불활성화 원인에는 poisoning, sintering, 코크 침적, 활성

점의 손실 등이 있는데 고온에서 반응하는 프로판 탈수소에서 

촉매 불활성화의 주원인은 탄소 침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백금 등의 귀

금속이 담지된 촉매는 귀금속의 희귀성과 높은가격으로 인해 활

성회복을 위한 촉매의 재생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생을 통하여 촉매에 담지된 물질이 재분산을 통하여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에 사용한 촉매의 재생은 다양한 

인자들(불활성화의 메카니즘, 실험적 재생 조건, 촉매의 구조적 

특성, 금속상의 성질 등)로 인해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에서는 촉매의 재생에서 산소농도, 재생온도, 접촉시간의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다. Pt-Sn/Al2O3 촉매를 제조하여 다양한 조건

에서 반응 실험 후 특성분석 및 실험데이터를 통해 재생 조건에 

따라 활성변화를 확인하고 최적의 재생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특성분석에서는 비표면적, 기공크기, 기공부피를 측정하기 

위해 질소합탈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응 전 후, 재생 후의 

금속성분의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XRD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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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29
화재 시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산소발생식  

일산화탄소 정화기  

성동민†, 김현진, 김지현, 구현정, 최아란, 강은진
 

경상대학교 화학공학과 

(sdm6230@naver.com†) 

최근 여러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

한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재 사고의 경우 불길

에 의한 사망자보다 불길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자의 수가 월등

히 많다. 불길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요 사망원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다. 

이때 생존 골든타임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재 시 유독가스를 제

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안하였다. 유독가스 중 일산화탄소

를 정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를 홉칼라이트 촉매를 이용하여 이

산화탄소로 반응시키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초산화칼륨을 이

용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홉칼라이트 촉매와 초산화칼슘을 대체하는 과산화나트륨을 이

용하여 실험을 통해 산소 발생 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번개탄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 

뒤, 홉칼라이트 촉매 관을 통과시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이후 이산화탄소를 과산화나트륨을 채운 관에 

통과시켜 산소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의 일산화탄소 정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화재 시 고립된 공간에

서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의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P촉매금-30
Aqueous-phase hydrodeoxygenation of  

bio-derived phenols on Ru clusters  

정대운†
 

창원대학교 

(dwjeong@changwon.ac.kr†) 

The catalytic deoxygenation of phenolic compounds has 

become a major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because they are 

produced during the pyrolysis of lignin and are present in 

biofuels. Hydrodeoxygenation (HDO) of lignin monomers 

requires the initial hydrogen insertions into unsaturated aromatic 

ring to weaken the C-O linkages, which followed by successive 

desired C-O cleavage and undesired further hydrogen-insertions 

that occurs in parallel. The catalytic pathways for lignin-monomer 

HDO have been reported, but the generalized reaction pathway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 among these typical lignin 

monomer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lize the reaction 

pathways for lignin-monomers (phenol, anisole, catechol, and 

guaiacol) during HDO in aqueous phase with hydrogen of these 

model compounds on nano-sized Ru clusters.  

P촉매금-31
Highly selective transformation of glycerol to 

dihydroxyacetone without using oxidants by PtSb/C-
catalyzed electrooxidation process  

노유성, 이선화1, 김형주2, 임은자3, 김영민2, 한현수1, 김원

배† 

포항공과대학교; 1광주과학기술원; 2한국화학연구원; 3LG전

자 

  

We demonstrate an electrocatalytic reactor system for the partial 

oxidation of glycerol in an acid solution to produce value-added 

chemicals such as dihydroxyacetone (DHA), glyceraldehyde 

(GAD), glyceric acid (GLA), and glycolic acid (GCA). Under 

optimized conditions, carbon-supported bimetallic PtSb (PtSb/C) 

catalyst was identified as the highly active catalyst for the 

selective oxidation of glycerol in the electrocatalytic reactor. The 

product selectivity can be strongly accommodated as a function 

of applied electrode potentials and catalyst surface composition. 

The main products for the electrocatalytic oxidation of glycerol 

were DHA, showing a yield of 61.4% of DHA production at a 

conversion of 90.3% of glycerol, which can be achieved even 

without using any oxidants over the PtSb/C catalyst at 0.797 V 

(vs. SHE, standard hydrogen electrode). The electrocatalytic 

oxidation of biomass-derived glycerol presents a promising 

method of chemical transformation to value-added molecules.  

P촉매금-32
탄화수소 개질기에 열 공급을 위한 백금계 연소  

촉매의 고온 비활성화거동 연구  

정용한, 박창준, 최원영, 이진욱, 김민정, 박노국1, 이태진†
 

영남대학교; 1청정기술연구소 

(tjlee@ynu.ac.kr†) 

본 연구에서는 개질기-연소기 통합개질반응기에 적용 가능한 

백금계 연소촉매의 고온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통합개질반응기

는 판형 개질기와 연소기가 적층된 형태로 제작되어, 연소기에

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얻어지는 반응열(연소열)을 이용하여 분

리판을 경계로 적층된 개질기로 열이 공급된다. 이 때 연료의 연

소는 촉매연소방식을 채택하여 연소효율 및 열효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공기중 질소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화염연소방식에 의한 열 공급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

을 가진다. 그러나 촉매연소기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과열상태

가 되면, 백금계 촉매의 비활성화가 초래될 수 있다. 백금계 촉

매의 비활성화는 과열로 인한 귀금속 활성점의 소결과 백금산화

물의 형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활성화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응온도에 따른 촉매 활성점의 소결 및 산화

거동을 XRD, TEM, XPS으로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응온도

는 800 - 1200℃의 범위에서 수행하였고,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미량의 백금이 소결과 산화가 관찰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촉매반

응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비활성화는 1100℃ 이상의 조건에서 일

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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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33
Coal Gasification in Steam + CO2 Mixtures using 

mineral catalysts 

이루세, 손정민†, 황종하, 김수현, 손은남
 

전북대학교 

(jmsohn@chonbuk.ac.kr†) 

In this study, the coal gasification using Steam + CO2 mixtures 

was investigated and the synergistic effect in catalyst coal 

gasification was revealed. The gasific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over a temperature range of 800–900 ℃ at 

atmospheric pressure. Adaro coal was mixed three mineral 

catalysts such as Dolomite, Silica sand and Kaolin. Experimental 

samples were then gasified four environments ranging from pure 
CO2 300 cc/min to pure Steam 300 cc/min in 100 cc/min 

increm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CO2 

improved the char reactivity, which is higher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reactivity using either Steam or CO2. The modified 

volumetric reaction model of the gas-solid reaction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data to obtain kinetic information. The 

catalytic activity of single catalysts followed the sequence 

Dolomite ＞ Kaolin ＞ Silica sand ＞ No catalyst. Using Steam + 
CO2 mixtures gas in gasification and catalytic activity of Dolomite 

was the critical factor. 

P촉매금-34
담지 과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도입한 니켈/알루미나  
제로젤 촉매 상에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유재경, 한승주, 박승원, 송지환,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최근 연료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그 원료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주요 수소 공급원으로서 현재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이 이용되고 있으며, 개질 반응에 이용되는 촉매의 활성 및 

안정성은 활성 금속의 분산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 금속인 니켈을 지지체인 알루

미나 표면에 담지시키는 과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도입하여 높은 

분산도를 갖는 니켈/알루미나 촉매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제조

된 촉매는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적용하여 계면활

성제의 도입이 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

조된 촉매의 특성과 반응 활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N2 adsorption-desorption, XRD, TPR, H2-TPD 및 TEM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 글

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10031575)).  

P촉매금-35
니켈-붕소-알루미나 제로젤 촉매 상에서 수소 가스  

생산을 위한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  

박승원, 한승주, 유재경, 송지환, 이어진,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화석연료는 현재 가장 막대한 에너지원이며 동시에 화학원료의 

공급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때문에 장차 도래할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한 대체자원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대

체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소 가스

는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 연료전지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많은 용량의 수소 가스가 수증기 개질반응을 통

해 생산되고 있으며 개질반응용 촉매의 반응활성 및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개질 촉

매인 니켈 촉매에 비금속 조촉매인 붕소를 도입하여 탄소 침적

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반응활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에

폭사이드 기반 졸-겔법을 통해 조촉매로서 붕소가 도입된 중형

기공성 니켈-붕소-알루미나 제로젤 촉매를 제조하고, 제조된 

촉매를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적용하였다. 촉매의 
특성을 질소 흡탈착, CH4-TPD, H2-TPD 및 TPR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여 조촉매로서 붕소의 도입이 환원된 니켈의 표면적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

단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10031575)).  

P촉매금-36
니켈-스트론튬-알루미나-지르코니아 에어로젤 촉매 상
에서의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송지환, 한승주, 유재경, 박승원,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수소 에너지는 높은 효율성, 친환경성 및 다양한 적용 분야를 가

진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원

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이 주목받

고 있으며, 이때 니켈-알루미나 기반의 촉매계가 보편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기존의 니켈-알루미나 기반 촉매계의 활성 및 안

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스트론튬과 지르코니아 

화학종이 도입된 니켈-스트론튬-알루미나-지르코니아 촉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켈-스트론

튬-알루미나-지르코니아 촉매의 제조 단계에서 초임계 건조 과

정의 도입이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수소 수율 향상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니켈-스트론튬-알루미

나-지르코니아 촉매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질소흡탈착 분석, 

XRD, TPR 및 TPD 등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제조 방식의 변화에 

따른 에어로젤 및 제로젤 촉매의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 활성 

추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

단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100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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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37
Ni/α-Alumina 촉매에 Ti 비율에 따른 Methanol Steam 

Reforming(MSR) 수소 제조 성능 평가  

김강민, 박노국, 이태진, 이상태1, 강미숙†
 

영남대학교; 1(주)우신산업 

(mskang@ynu.ac.kr†) 

수소는 에너지로써 효율이 뛰어나고, 연료전지에 활용하여 전기

를 생산해내는 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넓다는 장점

이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탄화수소 연료개질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그 중 메탄올은 개질 반응의 Feed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는 널리 진행해왔다. 기존 촉매는 고온에서 신터
링 되어 스피넬 형태인 NiAl2O4 형태로 바뀌어 그 성능이 떨어지

는 단점이 있었다. 본연구에서는 고온에서도 안정한 담지체인 
α-Al2O3를 사용하고 개질 촉매로 우수한 Ni을 사용하였고, 산소 

캐리어 역할로 Ti를 소량 도핑한 촉매를 합성하여 메탄올 개질반

응에 사용하여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EM, XRD, TPD, XPS 등을 통하여 측

정하였으며, MSR 반응은 촉매를 500 ℃에서 수소 기체로 환원

처리 후 200 ℃부터 500 ℃까지 50 ℃간격으로 승온하면서 측정

하였다. 그 결과, 400 ℃에서 가장 우수한 수소 선택율과 메탄올 

전환율을 확인하였다. 

P촉매금-38
Steam-CO2-Reforming of methane over doped ceria 

promoted Ni/MgO-MgAl2O4 structural catalyst  

임상진1,2, 김종혁1,3, 안병성1,4, 문동주1,4, 이관영2, 김상우
1,4,† 

1KIST; 2고려대; 3서울과학기술대; 4UST 

(swkim@kist.re.kr†) 

 Steam-CO2-Reforming of methane (SCR) produces syngas 

using both carbon dioxide which is main source of greenhouse 

effect and methane, main compound of natural gas. The SCR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production of gasoline 

and diesel from Fischer-Tropsch synthesis, production of 

methanol and hydrogen. Nickel is one of the best promising 

metals in SCR because having high catalytic activity and it is 

much less expensive than any other noble metals. Regardless of 

those advantages, nickel catalysts have critical defects that can 

be deactivated by coke deposition and sintering of catalyst 

particles at high temperatures. To prevent deactivation,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o downsizing of nickel particles to nano-size 

or using alkaline earth metals or rare-earth metals as a promotor. 

In promoter studies, ceria is one of the best candidate materials, 

which has basicity and high oxygen storage capacity to prevent 

coke. However, the ceria is usually hard to apply to structural 

catalysts because it leads to degrade thermal and mechanical 

stability. Thus, we focused on catalytic performances of 
Ni/MgO-MgAl2O4 structural catalysts promoted by doped ceria 

to prevent coke.  

P촉매금-39
Synthesis of LaNiO3 Perovskite by EDTA-Cellulose 

Method and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Pechini 
Method: Application to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양은혁, 노영수1, 홍기훈1, 신설아1, 문동주1,†
 

UST-KIST; 1KIST 

(djmoon@kist.re.kr†) 

LaNiO3 type perovskite was synthesized by two different 

methods, and characterized by various techniques such as in-

situ and ex-situ XRD, TPR, N2 physisorption, CO chemisorption, 

TGA, FT - IR, XPS, TPH, TPSR and TEM - EDX. It was found 

that dried Pechini and EDTA precursors had different 

polymerization networks, and these two dissimilar bonding and 

coordination states of each precursor led to differenc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fter the calcination. Thus, 

differences in particle size of perovskite and textural pores, which 

caused different nickel particle size and nickel particle dispersion 

after reduction, were obtained for both catalysts. The calcined 

catalysts were applied to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It 

was found that the uniform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smaller 

nickel particle size for LaNiO3 - EDTA brought positive effect on 

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with better carbon resistance for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P촉매금-40
Study of deactivation mechanism over SiO2 supported 

Ni catalysts for direct internal reforming in molten 
carbonate fuel cell  

김학민,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나현석, 이열림,  

이다위, 노현석† 

연세대학교 

(hsroh@yonsei.ac.kr†) 

A direct internal reforming (DIR) reaction for a 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was carried out using SiO2 supported catalysts, 

which are known to be a highly stable. The SiO2 supported Ni 

catalysts rapidly deactivated in DIR-MCFC.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the catalyst deactivation, various characteristic 
analyses (BET, H2-chemisorption, FT-IR, and SEM) of fresh and 

used catalysts were employed. It was found that the SiO2 

species changed to Si(OH)4 in the presence of both H2O and K. 

This transformation caused a significant decrease in Ni 

dispersion and BET surface area resulting in the deactivation of 

the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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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41
The effect of promoters (MgO, CaO, and La2O3) on the 

performance over Ni-Ce0.8Zr0.2O2 catalysts for low 

temperature steam reforming of methane  

임예지, 김경진, 강준우, 김학민, 노현석†
 

연세대학교 

(hsroh@yonsei.ac.kr†) 

The promoted Ni-Ce0.8Zr0.2O2 catalysts have been applied to 

low temperature steam reforming of methane (SRM) reaction. 
The metal oxides (La2O3, CaO, and MgO) were introduced as a 

promoter to Ni-Ce0.8Zr0.2O2 catalysts. Among the prepared 

catalysts, the Ni-La2O3-Ce0.8Zr0.2O2 catalyst exhibited high 

activity as well as stability for the SRM reaction, even at a high 

GHSV of 621,704 h-1. The remarkable catalytic performance of 
the Ni-La2O3-Ce0.8Zr0.2O2 catalyst is mainly ascribed to the 

high Ni dispersion and proper interaction between Ni and La2O3.  

P촉매금-42
Synthesis of higher alcohols over K-promoted Cu-Zn/ 

γ-Al2O3 nanorods Catalyst  

최가혜1,2, 강영종2, 문동주1, 김상우1,†
 

1KIST; 2한양대학교 

(swkim@kist.re.kr†) 

Many researchers have been experimented to synthesis of cu 

based catalysts in order to produce higher alcohols. Its selectivity 

is high, but the conversion rate is low and/or the sintering by heat 

and pressure cause shortens the catalyst life. Researchers 

studied to reduce sintering through co-precipitation with the 

fusion of Cu and the transition metal like Zn and Al. To reduce the 
sintering and enhance the reactivity, we apply to γ-Al2O3 

nanorods, which have excellent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and high surface area. The nanorods are expected to important 

role in the catalysts as a support. Also, to improve the selectivity, 

we promoted alkali metals.  

The object of this experiment is the synthesis of the more efficient 
and reliable Cu based catalysts with γ-Al2O3 nanorods for 

production of higher alcohols.  

P촉매금-43
A study on Cu-catalysts over anodic aluminum oxide 

supports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ol 

김정현, 장영신, 임은지, 김동현†
 

경북대학교 

(dhkim@knu.ac.kr†) 

Metal monolith type catalyst has been suggested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ol (SRM). However, these type catalysts 

were suffered from peeling of the catalyst layer caused by the 

weak bonding between the metal plate and the catalyst.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atalyst bonding on Al plate, the 

anodic aluminum oxide (AAO) layer was prepared on Al plate by 

anodizing in oxalic acid electrolyte solution. Cu/AAO and Cu-

Zn/AAO catalysts were prepared by impregnating Cu-alone salt 

solution or Cu-Zn combined salt solution.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the Cu salt solution in the range of 1-3 M during 

the impregnation, the activity of the prepared catalyst increased. 

The catalyst activity has increased further when the impregnation 

procedure repeated up to 3 times. Also, the catalytic activity of 

Cu/AAO catalysts rapid decreased, caused by the poor thermal 

stability. The Cu-Zn/AAO catalysts exhibited higher activity and 

stability due to the effect of Zn. 

P촉매금-44
Studies on Nickel Based Granule Type Catalysts for 

Steam CO2 Reforming of Methane  

노영수, 양은혁, 김상우, 이관영1, 문동주†
 

KIST; 1고려대학교 

(djmoon@kist.re.kr†) 

Catalytic conversion of methane to syngas, a versatile feedstock 

for methanol and Fischer-Tropsch synthesis is of great practical 
importance. Syngas with the molar ratio of H2/CO = 2.0 is 

required for Fischer-Tropsch synthesis over Co based catalyst. 
Steam CO2 reforming (SCR) of methane is an attractive process 

for controlling syngas ratio. In GTL(gas to liquids) process, 

Generally small spherical granule or pellet type catalysts are 

commonly used in industrial reformer system.  

Catalyst effectiveness factors are essential data for accurately 

simulating reforming processes, as well as for properly optimizing 

reactor design. Therefore, the effectiveness factors of nickel 

based granule type catalysts prepared by extruding and 

marumerizing methods was investigated and discussed for 

applications in SCR of 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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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45
Dry reforming of methane over Ni/ZrO2 catalysts: Effect 

of zirconium precursors 

방선우, 박정현1, 신채호†
 

충북대학교; 1한국화학연구원 

(chshin@chungbuk.ac.kr†) 

메탄의 이산화탄소 개질반응을 통한 합성가스의 생산은 원유자

원의 한계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니켈기반 촉매에서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

었지만 수증기를 이용한 메탄 개질반응에 비해 탄소침적이 심하

여 촉매의 비활성화가 빨리 진행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절

한 지지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의 고유한 화학적 특성과 높은 안정성을 갖는 특성 때문에 지르
코니아(ZrO2) 지지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지지체 합성 시 지르코늄 전구체의 종류를 변화시켜 
ZrO2를 합성하였다. 옥시질산염, 황산염, 아세트산염, 옥시염화 

지르코늄 전구체를 대상으로 수산화암모늄을 침전제로 활용한 
침전법으로 지르코니아 지지체를 합성하여 N2-sorption, XRD, 

SEM 등을 통해 물리 화학적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지

르코니아 지지체에 니켈 금속을 함침하여 지지체의 물리 화학적 

변화에 따른 메탄의 이산화탄소 개질반응 특성을 연구하였다. 

P촉매금-46
Synergistic Combination of High Aromatization Activity 
and Suppressed Hydrogenolysis in Hierarchical Pt/KL  

이경호, 최민기†
 

KAIST 

(mkchoi@kaist.ac.kr†) 

Pt/KL is a highly active aromatization catalyst due to its 1-

dimensional micropores. However, the unique micropore 

structure of the KL can inhibit the diffusion of bulky aromatic 

products, which can cause side reactions that can decrease the 

aromatic yield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condary mesoporosity in Pt/KL during C6 – C8 alkane 

aromatizations. Hierarchical Pt/KL exhibited enhanced aromatic 

yields. Also, the hierarchical Pt/KL showed less formation of 

dealkylated aromatic products than the Pt/KL due to suppressed 

secondary hydrogenolysis. It indicates that fast diffusion of 

alkylaromatics is important for suppressing the hydrogenolysis. 
Pt/γ-Al2O3 showed lower aromatization activities than the KL-

supported catalysts, which indicates Pt located inside the 

micropore is crucial for high aromatization activity. Therefore 

hierarchical Pt/KL provides the synergistically combined high 

aromatization activity and suppressed hydrogenolysis activity. 

P촉매금-47
함수 에탄올 개질에 적용한 가능한  

메탈폼형 Rh계 촉매의 반응거동 조사  

최원영, 김민정, 박창준, 이진욱, 정용한, 박노국, 이태진†
 

영남대학교 

(tjlee@ynu.ac.kr†)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을 위한 연료개질기 및 메탈폼 형태의 

개질 촉매를 개발하였다. 수소생산을 위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함수에탄올을 이용하여 개질을 실시 하였

다. 에탄올 개질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촉매라 졸 알려진 

로둠계 개질 촉매를 열적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합금 

재질인 메탈폼상에 코팅하여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개질 반응은 

3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인 수소 수득율이 가장 높은 

스팀 리포밍을 선택하여 반응 거동을 조사 하였다. 스팀 리포밍

을 진행 하면서 온도 와 S/C 비율에 따른 영향을 확인 하였으며, 

배출되는 액상의 성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간속도는 6000 h-

1 로 진행 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수소 생산량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S/C 비율은 3, 2.5, 2, 1.5 로 진행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메탈폼 형태의 개질용 촉매의 성능을 확일 할 

수 있었다.   

P촉매금-48
Study of Mixed Gas Diesel Reforming using Hydrogen 

Production Catalyst System under Hard conditions 

황주순, 전유권, 송현우, 송순호, 설용건†
 

연세대학교 

(shulyg@yonsei.ac.kr†) 

There are several mechanisms already known for producing 

hydrogen from reforming of hydrocarbon fuels such as steam 

reforming, partial oxidation and autothermal reforming. However, 

recently, situations arise where these methods are hard to 

implement, also data for reforming operation on these conditions 

is insufficient. Exhaust gas diesel reforming which we research is 

one of them. Exhaust gas contain various gases such as O2, 

CO2, H2O and temperature of 200 to 600℃. Compared with 

general fuel reforming, the operation condition of Diesel 

Reforming using exhaust gas are burdening due to several 

reasons such as lower temperature, rapid gas flow, carbon 

coking, catalyst. We observed diesel reforming operated on 

these conditions using commercial Ni as a catalyst, researched 

new catalyst systems for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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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49
메탄올 수증기 개질용 금속담체 기반 고성능  

monolith catalyst의 반응 특성  

김기영, 최종진, 안철우, 김종우, 한병동, 류정호,  

윤운하, 최준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jchoi@kims.re.kr†) 

최근 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청정 에너지

와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

한 탄화수소 화합물을 이용한 수증기 개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며, 그 중 메탄올은 낮은 온도에서 개질 반응이 잘 

일어나며 보관 및 수송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honeycomb 형상의 금속 담체에 촉매를 코팅한 monolith 

촉매를 사용한 메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에 대한 연구를 했다. 기

존에는 pellet 촉매를 이용한 시스템은 제작이 쉽고 간단하여 많

은 반응에 사용되어왔지만 pellet의 경우 pressure drop, 

channeling, 느린 응답 특성, 부피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pellet 에 비해 금속담체에 촉매를 코팅한 monolith catalyst

는 pressure drop이 pellet에 비해 크게 낮아 물질전달에 효과적

이며, Pellet 대비 동일 부피에서 촉매의 양을 1/10 이상 줄일 수 

있어 귀금속 촉매를 사용할 경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금속담체를 사용한 촉매의 반응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lab 

bench reactor를 사용하였다. 이 reactor는 monolith type의 촉매 

반응을 위한 고유량 반응기다. 반응 후 배출 가스는 GC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촉매 및 지지체에 

따른 성능 평가와 함께 GHSV 및 S/C ratio, temperature등 을 변

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P촉매금-50
A study of catalytic methanol oxidation processes : 
combination of combustion and steam reforming  

장영신, 김정현, 김동현†
 

경북대학교 

(dhkim@knu.ac.kr†)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을 원료로 수소를 생성하는 메탄올 수증기

개질반응, 부분산화반응, 자열개질반응을 연구하였다. 온도를 

150℃ ~ 280℃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진행한 부분산화반응에서, 

저온영역에서는 메탄올의 연소반응이 지배적이었으며 산소가 

연소반응에 모두 소진된 후에는 생성된 물과 남아있는 메탄올이 

반응하는 수증기개질반응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부분산

화반응과 자열개질반응은 메탄올의 연소반응과 수증기개잘반

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기에

서의 열전달 효과에 의한 다중정상상태(multiple steady states)현

상이 관찰되었다.  

P촉매금-51
Microstructure development of coke resistant internal 
reforming Ni-GDC anode catalyst in direct methane 

fuel cells  

전옥성, 이진구, 지윤성, 권오찬, 설용건†
 

연세대학교 

(shulyg@yonsei.ac.kr†) 

 We developed a coated nickel catalysts for enhancing a coke-

tolerance in anode of low 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s. 

Microstructural change being core-shell structure in functional 

layer at the anode side enhances the coking resistances as a 

result of the GDC shells protecting the coke-susceptible Ni 

surfaces. Because of their structure expanding 2PB sites and 
nano-pores, catalytic activities for CH4 and CO oxidations also 

increased with GDC coated catalysts. Highly active anode 

catalayst layer is beneficial to prevent carbon formations induced 

by CO disproportionation at low temperature and it boosts a 

durability in dry methane. A powder density of this cell was 1.42 

W cm-2 at 610 oC in dry methane and it operated over 1000 h at 

a current density of 1.2 A cm-2. As a result, effective structure of 

core-shell like anode catalyst layer enhance catalytic activities 
and avoid degradation by long-term operation with CH4.  

P촉매금-52
Aromatization of Alcohols over Metal-loaded 

Mesoporous H-ZSM-5  

모용환, 최혜정, 최영주, 박상언†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Mesoporous ZSM-5 was prepared by the desilication-

reassembly method using microwave at 100 oC with 0.5N NaOH 

and CTAB. Fast re-crysllined ZSM-5 structure with surfactant 

has unique advantage on distribution of mesoporisity. It 

supposed to overcome disadvantage of high coke formation 

rates and diffusional limitation as well, which attributes to get the 

enhanced activity and stability.   

Bio-Alcohols from fermented derivatives are required to be 

further converted into high value-added chemicals such as 

olefins and aromatics. In this presentation, the alcohol 

aromatization was investigated by using desilicated mesoporous 

ZSM-5 after loading metallic components such as In, Zn and Ga 

species.  Moreover, due to the hydrogen-evolving reactions 

during aromatization of alcohols followed by dehydration, CO2 

was co-fed for the hydrogen scavenging via reverse water-gas 

shift reaction. The enhancement in aromatics yields was found 

under CO2 flow during the aromatization with bifunctional metal-

loaded mesoporous H-ZSM-5 as bifunctional catalysts. 

Keywords: BTX, ZSM-5, CO2, Aromatics, Metal (In, Ga and Zn), 

Bifunctional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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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53
Methane aromatization over In-HZSM-5 prepared via 

Microwave Synthesis  

Liya Musavirova, 최영주, 모용환, 박상언†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The direct conversion of methane to aromatics hydrocarbon as 

an upgrading into high-value chemicals is of extending 

importance due to diminishing aromatics resources in current 

changing petrochemical industries. Indium belongs to one of the 

elements which are able to activate methane, which has been 

proven in SCR with methane. Also Indium exchanged HZSM-5 

have been found to be an effective catalyst in the 

dehydrocyclization and aromatization of light olefins and paraffins 

as well. Different ways of preparation of indium loaded ZSM type 

zeolites were expected to give differences in activity and 

selectivity on aromatics. So far reductive or oxidative solid-state 

ion exchange between indium precursors and ZSM-5 zeolite had 

been typical methods for indium incorporation into ZSM-5 

framework.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synthesized indium containing 

ZSM-5 zeolites prepared by incorporation of indium onto ZSM-5 

framework by using microwave and compared with ion-

exchanged and impregnated In-HZSM-5 in the methane 

aromatization reaction.   

P촉매금-54
고분산된 Hydrotalcite구조를 포함한 알루미나 젤의 합

성  

성준기1, 엄희찬1, 김진홍2, 이진원1,2,†
 

1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서강대학교 C1 리파이너리 사업단 

(jinwonlee1@gmail.com†) 

Hydrotalcite는 잘 알려진 염기촉매로서 Alkylation, Isomerization, 

Dehydration, Condensation등 유기화학반응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또 한편으로는 음이온 교환 수지로서도 활용되고 있는 매우 

유용한 물질이지만, 인공적인 합성법으로 잘 발달된 적층의 결

정구조를 가진 Hydrotalcite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2가 양이온과 

3가의 양이온의 비율을 3:1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결

과적으로 얻어진 인공 Hydrotalcite는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며 

염기도를 제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제한적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비표면적과 우수한 기공구조를 가져 염

기촉매 또는 그 전구체로서의 활용도가 우수함과 동시에 Mg2+

과 Al3+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염기도의 제어가 가능한 인공 

Hydrotalcite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솔-젤법으로 Mg2+와 Al3+의 

비율이 3:1에서부터 1:2까지 조절된 일련의 샘플을 제조해 본 결

과 Mg2+와 Al3+의 비율이 2이하에서도 하이드로탈싸이트 고유

의 적층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의 비율이 높

아질수록 더욱 미세하게 형성된 적층의 결정구조가 무정형의 알

루미나 내부에 고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표면적 또한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N2 물리흡착, X선 회절분석, 적외선분

광법, 열중량 분석, TEM을 활용하여 표면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

하였고, 이온교환 성능은 UV-vis로 확인하였다.  

P촉매금-55
클로로포름의 탈염수소화 반응 메커니즘 및  

kinetic 개발 연구  

손민지, 박명준†, 조재민1, 이새롬1, 배종욱1
 

아주대학교; 1성균관대학교 

(mjpark@ajou.ac.kr†) 

클로로포름(CHCl3) 탈염수소화(hydrodechlorination) 반응의 생

성물은 염화메틸렌(CH2Cl2), 염화메틸(CH3Cl) 및 메탄(CH4)이

며 미량의 에틸렌과 에탄 (C2)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C2는 관

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클로로포름에서 염화메틸렌을 거쳐 

염화메틸과 메탄이 생성되는 2단계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특

히 기존 문헌에서는 수소가 과량인 조건(H2/CHCl3 비 100 이상)

이기 때문에 수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소비가 적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소의 농도 영향을 

보고자 다양한 형태의 속도식을 개발하였다. 반응온도, 압력, 공

간속도 및 반응물 조성의 변화에 따른 실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제안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세 가지 생성물의 생성반응을 모두 

고려하였다. 수소의 반응차수 유/무와 흡착에 고려된 물질에 따

른 다양한 속도식을 개발하고 속도상수를 추정한 뒤, 가장 타당

한 속도식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속도식을 이용하여 운전조건에 

따른 클로로포름 전환율과 생성물의 선택도를 살펴보았으며 목

적생성물인 염화메틸렌의 수득률이 최대가 되는 운전조건을 결

정하였다.  

P촉매금-56
Highly ordered mesoporus WOx/SnO2 as an efficient 

catalyst for acetalization of glycerol  

이정화, LI CHENGBIN, 홍경희, 박진서, 박수빈,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jimankim@skku.edu†) 

In the present work, the acetalization of glycerol with acetone to 

yield 2,2-dimethyl-1,3-dioxolane-4-methanol (solketal) was 
successfully catalyzed by mesoporous WOx/SnO2 catalysts 

under solvent-free conditions. In this work, a series of 
mesoporous WOx/SnO2 catalysts with various tungsten oxide 

loadings (5~20) wt.% were prepared by wet-impregnation 

method. The synthesized catalys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various techniques, namely, X-ray diffraction (XRD), N2–

sorp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Raman 
spectroscopy, FT-IR, H2-TPR and NH3-TPD. Characterizat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WOx (≤ 20 wt.%) was highly dispersed 

on the surface of mesoporous SnO2, and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WOx and SnO2. Catalytic acetalization over 20wt% 

WOx/SnO2 catalyst resulted in the highest glycerol conversion 

(100%) and solketal selectivity, due to the addition of tungsten 

oxide enhances the surface acidic properties of mesoporous 
SnO2. Additionally, there was no obvious decrease in activity of 

the used catalyst after several times recycle-test which indicated 

the reusability of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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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57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탄소 침적 방지를 위한 니

켈기반촉매의 조성 최적화: 귀금속과  
각종 금속산화물 첨가 영향성  

전지윤, 조의현, 고창현†
 

전남대학교 

(chko@jna.ac.kr†) 

최근 세일가스가 대량으로 얻어지게 되면서 세일가스의 주성분

인 메탄을 이용한 메탄의 수증기개질반응(Steam Methane 

Reforming, SMR)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상용화된 가정용 

개질기의 경우 수증기개질반응에 귀금속(Rh, Ru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하면 가격이 저렴한 니켈(Ni)을 주성분으

로 사용해야 한다. 니켈을 촉매 주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개질반

응이 진행될수록 촉매 표면의 탄소침적(coking)과 Ni 금속입자

끼리 서로 뭉치는 소결현상(sintering)이 일어나 활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장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니켈을 담지한 알루미나(Ni/Alumina) 촉매에 

금속산화물(MgO, CaO, SrO, BaO)과 소량의 귀금속을 담지 시

켜 촉매의 안정성을 높여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특

히 탄소 침적이 많이 발생하는 가혹한 조건에서 짧은 반응시간 

안에 촉매의 탄소침적에 대한 안정성을 관측하였다. 수증기개질

반응 실험을 통하여 CH4 전환율과 H2 수율을 측정하고 열중량 

무게 분석 법을 이용하여 반응 후 촉매의 탄소침적 양을 확인하

고 XRD, CO-Chemisorption을 통해 금속의 입자크기와 분산도

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최적조성의 촉매를 

합성하였고 장시간 반응 실험을 통해 해당 촉매의 안정성을 입

증하였다.  

P촉매금-58
Acidity control of SiO2-ZrO2 catalysts synthesized by 

variation of Si/(Si + Zr) ratio in the dehydration of iso-
propanol  

편승희, 신채호1,†, 강동창2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2KAUST 

(chshin@cbnu.ac.kr†) 

부분적인 산-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학적으로 안정한 
ZrO2는 다소 약한 산세기를 지니는 산화물이지만 많은 염기 자

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 촉매반응에 높은 활성과 선택성을 나
타내어 많은 공정에서 사용되어 왔다. 또한 SiO2는 높은 비표면

적과 높은 열적,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으며 촉매 담체로 널리 

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r과 Si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SiO2- ZrO2 복합 산화물 촉매를 제조하여 이에 따른 산 세

기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산-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화물
인 ZrO2에 산점이 없는 SiO2가 첨가 되었을 때 비표면적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산 세기 또한 변화하게 된다. 산 세기는 Si/
(Si+Zr)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XRD, SEM, IPA-TPD, N2-sorption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IPA

탈수반응에서의 촉매활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P촉매금-59
The Case Study of the Catalyst Packing Method in the 

Fixed-Bed Reactor for Fischer-Tropsch Synthesis  

홍기훈1,2, 정재선1, 주가영1, 양은혁1, 노영수1, 신설아1, 
 

박지인1, 문동주1,† 
1KIST; 2UST 

  

Recently, there has been a revival of interest in eco-friendly fuels 

and alternative routes for oil production. The Gas to Liquid (GTL) 

process is one of the promising technologies for clean energy 

production. In the GTL process, Fischer-Tropsch synthesis (FTS) 

reaction is a key catalytic process that converts synthesis gas 
(CO + H2) to hydrocarbon products. In this study, Ru/Co/Al2O3 

catalysts were prepared by impregnation method and 
characterized by N2 physisorption, XRD, and TGA analysis, and 

evaluated in the fixed-bed reactor with inert material such as α-
Al2O3.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at different weight fraction 

and packing methods with FTS catalyst and inert material. The 

catalytic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liquid fuel productivity 

under the same linear velocity of reactant gas in reactor and 

discussed the effect of inert material in catalyst packing method.  

P촉매금-60
Na2WO4/Mn/Mg/Ti/SiOy mixed oxide catalysts for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Rika T. Yunarti1,2, 하정명1,2,†, 최재욱1, 서동진1
 

1KIST; 2UST 

(jmha@kist.re.kr†) 

A vast number of catalytic materials have been studied for the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OCM) reaction to achieve high 
selectivity of C2 products at high methane conversion in order to 

make an approv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In this study, 
Na2WO4/Mn/Mgx/Ti0.05/Si1-(x+0.05)Oy mixed oxide-supported 

catalysts through one-pot synthesis were prepared to develop 

favorable mixed oxide properties as feasible component to 

determine the OCM performance and process efficiency. The 

reaction was performed in high temperature (750-850 °C) to 
obtain high C2 yield, and the catalyst consisting 

Na2WO4/Mn/Mg0.05/Ti0.05/Si0.90Oy exhibited the highest C2 

yield (19.3% at 775 °C and 23.1% at 800 °C). The specific 

compounds of Na, W, and Mn play important role for highly 

active OCM catalyst. The addition of Mg into 
Na2WO4/Mn/Ti0.05/Si0.95Oy increased the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of Mn at the catalyst surface to improve OC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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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61
형상제어된 팔라듐과 지르코니아 요크-쉘 구조  

촉매를 과산화수소 직접합성반응에 적용  

한근호1, 서명기1, 이관영1,2,†
 

1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KU-KIST 융합대학원 

(kylee@korea.ac.kr†) 

과산화수소는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산화제로, 그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다. 과산화수소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적

인 직접합성반응이 있다. 이는 수소와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과

산화수소를 얻으며, 부산물로 물과 산소만이 생성되므로 상용 

안트라퀴논 공정에 비해 친환경적인 합성 방법이다 [1].  

상기 과산화수소 직접합성은 귀금속 계열 활성금속(Pd, Pt, Au 

등)을 사용하였을 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팔라

듐 금속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팔라듐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팔라듐 나노입자의 크기 및 형상

을 제어 할 경우 반응경로의 엔탈피 차이가 발생하여 큐브 형태

의 (100) 면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보다 옥타히드론 형태의 

(111) 면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과산화수소 선택도가 높게 나타

내었다 [2].  

또한 팔라듐 나노입자를 반응에 적용 할 때 팔라듐의 표면적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소결을 억제 할 수 있는 구조촉매로 

요크-쉘 구조가 연구되었다. 이는 속이 빈 구조로 인해 팔라듐 

나노입자의 표면이 반응물과 효율적으로 접촉하게 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큐브와 옥타히드론 형상으로 제어 한 팔라듐 나

노입자를 요크-쉘 구조촉매에 적용하였다. 형상제어된 팔라듐 

요크-쉘 구조촉매를 합성하여 과산화수소 직접합성 반응에 적

용 후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P촉매금-62
Ordered mesoporous mixed metal oxide catalysts for 

CO preferential oxidation in H2-rich gases  

LI CHENGBIN, 이정화, 홍경희, 박진서, 박수빈,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jimankim@skku.edu†) 

The preferential oxidation (PrOx) reaction is an efficient way to 

purity hydrogen produced by steam reforming of hydrocarbons 

and alcohols for application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for the removal of carbon monoxide, since the 
presence of CO impedes the H2/O2 reaction by the anode 

absorption of CO and the consequent poisoning. Optimum fuel 

cell efficiency requires complete removal of CO (＜ 10 ppm) from 

the hydrogen-rich gas feed.   

Generally for PrOx, supported noble metal alloy catalysts, based 

on Ru and Pt, are currently the benchmark systems.However, as 

a noble metal-free alternative, the Cu-Ce-O system is a 

promising candidate, thanks to its low cost and high selectivity.   

In this work, a series of mesoporous mixed metal oxide catalysts 

prepared by nano-replication method was evaluated in the PrOx 

reaction. The structure of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using 

powder X-ray diffraction (XRD), nitrogen adsorption & desorption 

isotherms, Raman spectrum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emperature programmed study experiments.   

P촉매금-63
메탄 산화이량화 반응에서 Perovskite 촉매의  

표면 산소 특성 및 활성에 관한 연구  

김일호, 이기훈, 나현빈, 정지철†
 

명지대학교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셰일가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셰일가스를 이용

하는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성분인 메탄의 고

부가가치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메탄의 고부가가치화 

방법 중 하나인 OCM반응은 메탄을 에탄, 에틸렌과 같은 탄화수

소로 전환하는 반응을 말한다. 또한 메탄을 C2 화합물로 전환하

여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OCM 

반응의 경우 높은 반응열과 메탄의 완전산화반응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어 반응온도를 낮추거나 C2 화합물로의 선택도를 높

이긴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촉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결

과 Na/W/Mn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금속산화물 촉매가 OCM 반

응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촉매의 안정성 문

제 및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활성점에 대한 해석이 힘든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조적 특성

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perovskite 촉매를 이용하여 OCM 반

응에 활용하고자 한다. ABO3 구조를 갖는 perovskite의 경우 금

속성분의 종류에 따라 물리화학적 및 표면의 산소특성이 변화하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A금속을 La으로 고정하고 다양한 B금속을 이용하여 촉매를 제

조 하였으며, B금속이 perovskite의 표면 산소 특성 및 반응활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촉매금-64
Effect on framework Al of Zeolite HY on Formation of 

Carbamate using Oxidative carbonylation of Aniline and 
methanol under Pd catalyst  

노종선1,2, 김태순2, 윤병태2, 장태선2, 이관영1, 김성보2,†
 

1고려대학교; 2한국화학연구원 

(sbkim@krict.re.kr†) 

환경 친화적인 화학공정 개발이 관심을 받으면서 합성가스로부

터 얻어진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연구

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온난화 문제

를 야기하고 이산화탄소를 메탄과의 개질반응으로 부터 얻어진 

일산화탄소를 Aniline의 산화 카르보닐화에 의해 메탄올을 이용

한 Methyl N-phenyl Carbamate 및 Diphenyl Urea 제조 연구를 수

행하였다. 촉매로 Palladium을 사용하여 Y-Zeolite 와 

dialuminated Y 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Al/Si framework 에 따른 변

화를 연구하였다. XRD,XPS,TPD, Solid-NMR를 이용하여 촉매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촉매의 활성과 전환율, 선택도를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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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65
Effect of Rare-Earth Elements on Ceria Catalyst for CO 

Oxidation  

노경종,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whan@uos.ac.kr†) 

Ceria has received many research interests due to their extensive 

use in several environmental and energy related, and catalytic 

applications. The importance of ceria had primarily emerged from 

its oxygen storage capacity and redox catalytic property. Rare-

earth metals have been used to modify the properties of ceria for 

technologically important catalysis, electrolyte, and various 

applications. In this study, two different compositions of rare-

earth (RE=Pr, La, Nd, and Sm) doped ceria were synthesized by 

EDTA-citrate complexing method,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highly pure and homogeneous nano-powders. Then, the doped 

ceria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SEM, and the 

surface area was quantified by BET measurement. The CO 

oxidation catalytic performance was measured by GC (CO and 
O2 in Ar gas condition). Our results will be useful to identify how 

the various RE dopants can effectively change the catalyst activity 

of CO oxidation on ceria.  

P촉매금-66
Alternative process for synthesis of glycerol carbonate 

by transesterification 

황준혁, 김훈식†
 

경희대학교 

(khs2004@khu.ac.kr†) 

Glycerol carbonate is a versatile product synthesized from 

glycerol which is the by-product of biomass production industry. 

In this research, the transesterification of glycerol with dimethyl 

carbonate has been performed as an alternative process of 

conventional phosgenation. Amine based catalysts are used, and 

KH-1 showed remarkable catalytic performances. Using KH-1 

as heterogeneous catalyst, reaction was tested through fixed-

bed semi-continuous type reactor for bench-scale study. 

P촉매금-67
Microwave mediated synthesis of Cu-TUD- 1 as an 

efficient oxidation catalyst 

Ranjit, 박상언†, 최혜정, 서동우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By the advantages of microwave synthesis metal loaded TUD-1

(Ti-TUD-1, Cu-TUD-1 etc.)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using triethanolamine (TEA) as both structure directing and 

chelating agent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hydrothermal 

synthesis of Cu-TUD-1 materials reported in literature, the CuO 

Peaks are less prominent over a wide range of Si/Cu ratios. This 

is attributed to the microwave effect, which resulted in rapid 

nucleation and fast crystallization. Further this M-TUD-1 catalysts 

were investigated in the liquid-phase oxidation of aromatic 

substrates.  The enhanced oxidation activity and improved 

selectivity on the oxygenate products were obtained under milder 

operating condition and can be attributed to the nano dispersed 

CuO species obtained as a result of microwave irradiation.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atalytic activity and 

selectivity such as reaction time, temperature,  molar ratio and 

copper loading were also investigated.  

P촉매금-68
Direct synthesis of di-n-butyl carbonate form the 

carboxylation of n-Butanol by CO2  

Khan Yeasin, 김훈식†
 

경희대학교 

(khs2004@khu.ac.kr†) 

Direct synthesis of di-n-butyl carbonate was investigated from 

the reaction of n-butanol with carbon dioxide in presence of 

various catalysts and iodoalkanes as promoters. Effect of 

catalysts, reaction conditions and promoters were also 

investigated. Products and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GC, 

GC-MS, FTIR and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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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69
Partial Oxidation of Methane to Methanol with CO2 over 

Metal Modified Zeolite Catalysts  

서동우, Ranjit, Abdelrahaman Rabie, 박상언†
 

인하대학교 

(separk@inha.ac.kr†)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are gaining prominence is the 
utilization of CO2 as an oxidant for catalytic transformations. Most 

of the oxidative transformation requires reductants when oxygen 

is used as an oxidant, however molecular oxygen, gives rise to 

combustion of hydrocarbons (especially at high quantities) 

and thus may not be particularly effective for improving selectivity. 

In the case of methane conversions into oxygenates such as 

methanol and acetic acid, simultaneous activation of C-H bond 

of methane and oxidant are required which have been known as 

very tough challenge due to the thermodynamic unfavorability. In 

this study we have successfully illustrated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of methanol using CO2 under concurrent feeding with 

methane in the continuous flow fixed-bed reactor over Cu 

loaded zeolite catalysts  

P촉매금-70
일산화탄소의 메탄화반응에서 CoxCex-1Oy 촉매의  

니켈 함량에 따른 영향  

김민식, 박은덕†
 

아주대학교 

(edpark@ajou.ac.kr†) 

석탄가스화 반응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등을 생산하

며 이때 발생한 가스들을 통해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성할 수 있

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메탄화반응을 통해 탄화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렇게 제조된 탄화수소는 개질공정 및 보조에너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소화반응 및 F-T반응에 높은 활성을 갖는다

고 알려진 코발트와 지지체의 역할로 세륨을 함께 공침법으로 

비율을 변경하며 제조하여 촉매로 사용하였다. 정해진 양의 코

발트와 세륨을 전구체에 녹인 뒤에 0.2 M 의 탄산나트륨으로 pH 

9.5 이상까지 침전시켰으며 3 시간 에이징을 거친 후에 증류수

로 여과하고 진공에서 하루 동안 건조하였다. 소성은 500 ℃ 에

서 공기로 3 시간 동안 하였고, 실험 전에 500 ℃ 에서 1시간 수

소로 환원하였다. 제조된 촉매는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질소물리흡착(N2 Physisorption), 승온환원분석 (Temperature 

Programed Reduction)을 통하여 특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반응

물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하였다. 

P촉매금-71
Co-Mn-Ce-O 촉매를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선택적 산화반응에서 Ce의 영향  

김태욱, 박은덕†
 

아주대학교 

(edpark@ajou.ac.kr†)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이란 문

제에서 주목 받고 있는 청정기술 중에서 하나의 장치이다. 연료

전지의 운전에 필요한 수소는 화석연료를 수증기 개질반응, 부

분산화반응, 자열 개질반응을 하면서 생성이 된다. 이 과정 중에

서 남아있는 일산화탄소는 연료전지 내에서 백금 전극을 피독시

킴으로써 전지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므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반드시 10ppm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산화반응(PrOx)을 통해 일산화탄소의 농

도를 낮추고자한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는 코발트-망간 복합 

산화물촉매는 코발트와 망간을 공침법으로 제조하고 24시간 동

안 110℃로 진공에서 건조 후, 350℃에서 공기를 흘려주면서 5

시간 동안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소성된 코발트-망간 촉매

에 고온에서의 활성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세륨을 코발트-망간 

촉매에 담지하였다. 생성물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TCD)로 

분석하였다.  

P촉매금-72
구리가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 촉매 상에서  

메탄으로부터 메탄올 제조 연구  

이새하†, 박은덕
 

아주대학교 

(newanew@hanmail.net†) 

메탄은 안정적인 C-H 결합으로 인해 부분 산화 반응이 어렵지

만 메탄올, 포름 알데하이드 등 가치 있는 화학 연료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메탄의 부분 산화 반응이 연구 되고 있

다. 현재 메탄올을 생성하는 상용화된  공정에서는 메탄 개질반

응을 통해 합성가스를 우선적으로 생성하는 중간 단계가 포함된

다. 또한 이 공정은 고온, 고압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

치지 않고 메탄의 직접 산화 반응으로 높은 수율의 메탄올을 생

성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등온 조건하에 메탄

올을 직접제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촉매는 수용액 이온교환 

방법과 고체 이온교환 방법으로 구리가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

를 400℃에서 공기로 소성하여 제조하였다. 산소를 산화제로 사

용하고 고압에서 고순도 메탄을 흘리며 300℃ 등온 조건에서 반

응을 진행하였다. 상용 제올라이트를 대상으로 반응 조건을 달

리하여 최적의 촉매 및 반응조건을 연구하였다. 가스크로마토그

래프-불꽃이온화검출기 (GC-FID)를 통해 메탄올을 정량분석하

고 승온탈착분석기-질량분석기 (TPD-MS)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를 이용하여 촉매를 특성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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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73
High COx Hydrogenation to Methane over CoaCe1-aOx 

at Low Temperature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LE THIEN AN, 박은덕†
 

아주대학교 

(edpark@ajou.ac.kr†) 

Conversion of CO2 to methane,which is a versatile feedstock,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solve the global warming 
problem by increasing CO2 concentration. Noble metal-based 

catalysts are believed to be more active in COz 

methanation,however, those catalysts are limited in industrial 

applications due to their higher volatility, higher cost than other 

catalysts as well as easy sintering at relatively high temperature. 
Therefore, COz methanation via heterogeneous catalysts has 

recently attract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Cobalt-Ceria catalysts, CoaCe1-aOx, with various Co2+/Ce4+ 

molar ratios from 3:7 to 9:1 were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and calcined at 500oC for 5 h in the air stream, then 

were subsequently characterized by means of X-ray diffraction 
(XRD), N2 physisorption and desorption and H2-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H2-TPR). The effects of CeO2 content 

on catalytic performance were evaluated in the separated CO 
and CO2 methanation reaction in the fixed-bed reactor by the 

excess of H2 at the temperature range of 120oC-350oC. The 

calcination temperature effects were also investigated at 350oC 
and 500oC of Co3O4 and Co0.9Ce0.1Ox catalysts.  

P촉매금-74
산특성이 조절된 중형기공 카본에 팔라듐이 담지된  
촉매에 의한 과산화수소 직접 합성 반응에 관한 연구  

이종원, 강기혁, 이어진,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과산화수소는 뛰어난 산화력과 환경친화적 특성을 지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상업적 생산 공정(앤트라퀴

논 산화 공정)의 환경적/원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와 산

소로부터 과산화수소를 직접 합성하는 연구가 주목받아 왔다. 

귀금속을 실리카, 지르코니아, 카본 등에 담지하여 첨가제로 할

로겐 및 산을 사용할 경우 과산화수소의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산첨가제로 인한 반응기 부식 및 생성

물 정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성 담체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는 주형법을 

사용하여 중형기공성 카본을 합성하였으며, 여기에 불용성 헤테

로폴리산을 고정하고 팔라듐을 담지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촉매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과산화수소를 직접 제조하는 반

응에 이용되었으며, 촉매의 산특성 변화가 과산화수소 직접 합

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C1가스리파이너

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M3D3A1A01913252), 본 연구는 또한 2016년도 정부(미래

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R1A5A1009592)).  

P촉매금-75
MSE-Type Zeolites: A Promising Catalyst for the 

Conversion of Ethene to Propene  

이경환, 차승혁, 홍석봉†
 

포항공과대학교 

(sbhong@postech.ac.kr†) 

The direct conversion of ethene to propene (ETP) is a potentially 

important route for the selective production of the latter olefin. 

Here we report that after some time on stream, H-UZM-35, an 

MSE-type large-pore zeolite, shows much better propene yield 

than H-SSZ-13, the best catalyst for the ETP reaction thus far. 

The key to this improvement is the presence of large cylindrical 

cages in H-UZM-35 that allows the easy formation of 

isopropylnaphthalene-based reaction centers for ETP catalysis, 

while being relatively resistant to coke formation. In addition, mild 

dealumination with nitric acid was found to further mitigate 

catalyst deactivation.  

P촉매금-76
방향족화합물의 선택적 수소탈알킬화 반응을 위한 

ZSM-5 촉매의 결정크기 영향 연구  

최영일, 임동욱, 남대현,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정밀화학과 석유화학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C9+ 방향족화합

물에서 Ethyltoluene (ET)은 선택적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의 

trimethylbenzene (TMB)은 회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벤젠의 알킬기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t/H-ZSM-5 촉매(Si/Al 비율 : 50)를 

합성하여 방향족혼합물을 중 ET를 benzene, toluene, xylenes 

(BTX)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탈알킬화 반응에 적용하였다. 촉매

합성 과정 중 결정화 단계 전에 에이징 시간을 0 ~ 96시간까지 

변화시켜 결정크기를 조절하였다. 촉매 물성은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Brunauer-Emmett-

Teller (BET),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선택적 탈알킬화 

반응은 반응기를 거친 후 gas chromatography (GC)를 통해 분석

하였다. ET 전환율과 TMB 회수율을 관찰한 결과 촉매 결정 크기

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합성한 촉매 중 결정 

크기가 5 μm인 촉매가 선택적 수소탈알킬화 반응에 가장 높은 

ET 전환율과 TMB 회수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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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77
Improved Photocatalytic Activity of Nanoporous WOx-

TiO2 composites using Nano-Propping Effect  

박수빈, 이정화, 박귀옥,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jimankim@skku.edu†) 

Among various kinds of waste water treatments, photocatlysis is 

environmetally friendly, becuase it requires sunlight only without 

any other oxidants which could also contaminate environments. 

In order to apply photocatalysis to the water treatment processes, 

photocatalysts should degrade most of organic wastes in the 

early stage. Obtaining nano-propping effect by impregnated 
WOx in pores increased pore structure stability during annealing 

for high crystallinity of TiO2 at high temperature. Amorphous WOx 

and TiO2 would form a type II heterojunction, and it allows the 

excited electrons from TiO2 to transfer to WOx, and holes in the 

opposite way. Therefore, WOx-TiO2 composite would be 

effective heterostructured materials for photocatalysis in the early 
reaction stage. In this study, amorphous WOx  was promoted (or 

impregnated) on mesoporous TiO2 via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and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up 

to 700 oC.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prepared materials are 

evaluated with model dyes under UV light. The initial 

photocatalytic activity was calculated by pseudo-1st order kinetic 

model during initial 1 h. 

P촉매금-78
Active species over ZnAl mixed oxide catalysts for 

carbonylation of glycerol with urea: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catalysis 

박찬이, Huy Nguyen-Phu1, 신은우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ewshin@ulsan.ac.kr†) 

Glycerol carbonate is an emerging compound with various 

applications. Glycerol carbonate can be synthesized by a eco-

friendly reaction route, carbonylation of glycerol with urea using 

Zn/Al mixed oxide catalyst. In this work, Zn/Al mixed oxide 

materials with different metal molar ratios were prepared by co-

precipitation method using polystyrene template and 

experimented for the synthesis of glycerol carbonate from 

glycerol and urea at 140oC under vacuum condition (3kPa). 

Active species over Zn/Al mixed oxide catalysts and possible 

reaction routes for glycerol carbonylation to glycerol carbonate 

were investigated through XRD and FT-IR analysis of liquid 

products, fresh catalysts and spent catalysts. In the fresh Zn/Al 
mixed oxide catalysts, two crystalline phases (ZnO, ZnAl2O4) 

were observed. ZnO phase was dissolved into the reaction 

solution under the reaction condition to make Zn complexes with 

a functional group NCO and then, the complexes promoted the 

glycerol carbonylation via a homogeneous reaction route. On the 
contrary,   ZnAl2O4 kept the solid phase, which involved in the 

glycerol carbonylation via a heterogeneous reaction route. 

P촉매금-79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서 Ni/Al2O3 촉매의  

증진제 효과  

박남국†, 조샤론, 김영철
 

전남대학교 

(ncpark@chonnam.ac.kr†) 

바이오 공정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고부가 가치의 화학적 물질

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체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반응

을 연구하였다. 촉매의 경제적 측면과 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산화물 담체에 니켈계 촉매를 주로 사용한다. 알루미나에 담지

한 니켈 촉매의 신터링과 탄소 침적을 억제하기 K, Mg 및 Ce의 

조촉매를 첨가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촉매의 물리적 특성

은 BET, XRD, TPR, SEM 및 TGA로 조사하였다. 표면 니켈입자

의 크기, Ni입자의 환원성, 침적 탄소의 형태 및 침적양을 조사하

며 촉매의 활성과 비교하였다. 글리세롤 전화율의 서열은 K > 

Mg > Ce ≅ Ni/Al2O3 였고 K를 첨가할때 82.4%, 증진제를 첨가하

지 않은 Ni/Al2O3는 62.5%였다. 활성이 가장 높은 K는 반응 전후 

Ni의 입자 크기가 다른 촉매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고, TPR의 

결과 낮은 온도 (384°C)에서도 Ni2+가 Ni0로 환원되어 니켈 입자

의 신터링이 적고 쉬운 환원성이 촉매활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다. 반응 후 필라멘트 형태의 탄소침적은 Ce < Ni ≅ Mg 

≅ K 순이었으나 촉매의 활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P촉매금-80
Study of W doped nickel-based catalyst for for Steam-

CO2 reforming 

조샤론†, 김영철
 

전남대학교 

(ronyspace@naver.com†) 

We prepared tungsten doped nickel based catalyst for combined 

Steam-CO2 reforming of methan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inspected by XRD, TPR, TEM, 

SEM and the amount of deposit coke was examined by TGA 

analysis. The outcome showed that small amount of tungsten 

with silver promoter had identical crystalline structure to the one 

with silver only and resulted in the similar coke resistance to that. 

By the result, it can be postulated that doping additional transition 

metal can play the equivalent role as noble metal does in nickel 

based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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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81
Independent Effects of Size and Support on Ni 

Catalysts for Dry Reforming of Methane 

최민석,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원 

(azhyun@kaist.ac.kr†) 

The dry reforming of methane (DRM; CH4 + CO2 → 2H2 + 2CO) 

is a good way to convert greenhouse gases to valuable synthesis 

gas. Ni-based catalysts have been studied for this reaction, 

however, the independent effect of Ni size and support have not 

been reported yet. In this study, designed catalyst in which the Ni 

nanoparticle size and support can be varied independently was 

synthesized. 2.6, 5.2, 9.0, 17.3 nm sized Ni nanoparticles were 

tested for DRM at 800 ˚C without a significant Ni size change, 
and different metal oxides of SiO2, Al2O3, MgO, ZrO2, TiO2 

were tested with 5.2 nm of Ni nanoparticles. The effect of Ni size 
and support on CH4 or CO2 turnover frequency was evaluated 

separately. In result, Ni nanoparticles with a size of 2.6 nm 
showed 4.2 times higher CH4 turnover frequency than those with 

a size of 17.3 nm. Among various supports, Al2O3 showed 4.3 

times higher CH4 turnover frequency than SiO2. The seperated 

observation of Ni size effect and support effect would contribute 

to effective catalytic system for methane dry reforming. 

P촉매금-82
정렬된 중형기공을 갖는 니켈-알루미나-지르코니아  

상의 에탄올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한승주, 송지환, 유재경, 박승원, 강기혁,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니켈 촉매를 기반으로 하는 에탄올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촉

매의 활성은 촉매의 분산도 및 기공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촉매의 분산도 및 기공특성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소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특

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양쪽성 물질인 P123을 

주형물질로 사용하여 증발유도 자가조립법을 통해 정렬된 중형

기공을 갖는 니켈-알루미나-지르코니아 촉매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BET, XRD, 

TPR 및 수소 승온탈착 실험 등을 수행하였으며, 에탄올의 수증

기 개질 반응에 적용하여 제조된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반

응 활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

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케

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10031575)).  

P촉매금-83
몰리브덴 및 텅스텐 옥사이드 증진제를 포함하는  

지르코늄 지지화 은 촉매 상에서 프로필렌 직접산화  
반응을 통한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제조  

이어진, 이중원1, 서영종1, 이종원, 노영수, 이종협, 송인규†
 

서울대학교; 1롯데케미칼 

  

Polyol을 원료로 하는 폴리우레탄 및 Propylene Glycol 시장의 성

장에 따라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프로필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대비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업적으로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Chlorohydrin 공법 혹은 Hydroperoxide 공법에 의해 제조되고 있

다. 그러나, 상기 공법들은 반응물로 추가적인 유기물질이 필요

하며 그로 인한 부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프로

필렌과 산소만을 원료로 이용하는 직접산화 공정이 크게 각광받

고 있다. 프로필렌의 직접 산화를 통한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제

조 반응은 프로필렌과 산소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 쉬우며 추가 부산물의 생성없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합

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우 낮은 프로필

렌 옥사이드 수율로 인하여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연구 수준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필렌 직접산화 반응

에서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높은 선택도로 생산할 수 있는 몰리

브덴 및 텅스텐 옥사이드 증진제를 포함하는 지르코늄 지지화 

은 벌크 촉매를 제조하였고, 다양한 특성분석을 통해 상기 촉매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반응활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롯데케미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촉매금-84
CrOy/γ-Al2O3 촉매 상에서 프로판 탈수소화  

반응을 통한 프로필렌의 제조  

김태협, 강기혁1, 김민영1, 최원춘2, 박용기2, 홍웅기3, 박덕

수3, 송인규1,† 

서울대학교; 1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공정연구센터; 3SK Gas R&D 

center 

(inksong@snu.ac.kr†) 

프로필렌은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료물

질 중 하나로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필

렌은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과 함께 생산되었지만 에틸

렌이 경제적인 가스 분해공정을 통해 독자적인 생산이 가능해짐

에 따라 프로필렌만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프로판의 가격하락 및 친환

경 공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프로판의 탈수소화 반응으로부터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공정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상기 프로판 

탈수소화 공정에 적용될 촉매를 연구한 결과 크로미아가 감마 

알루미나 지지체에 담지된 촉매가 가장 우수한 반응활성을 나타

냈다. 그러나 감마 알루미나 지지체의 산특성이 프로판의 크래

킹 반응을 유발하여 프로필렌의 선택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조촉매 성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금속인 크로미

아를 감마 알루미나에 담지한 촉매 상에서 프로필렌의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조촉매 성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화

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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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85
Oxidative Dehydrogenation of Propane with CO2 over 

Cr-TUD-1 Type Mesoporous Catalysts modified with 
Zr and Ce-oxides  

최혜정, Abhishek Burri1, Ranjit1, 박상언†
 

인하대학교; 1inha university 

(separk@inha.ac.kr†) 

 It has been proposed that CO2 can play a role as a soft oxidant 

especially in dehydrogenation of alkanes into the corresponding 

olefins. The soft oxidant showed enhanced activity and stability of 

catalysts with less byproducts, which is mainly due to moderate 
oxidizing ability. Even though such advantageous role of CO2 

has been observed, sole use of CO2 in dehydrogenation of 

propane is still challenging because of heavy coke formation and 
fast deactivation. In the present work, CO2 assisted oxidative 

dehydrogenation of propane was investigated as a new on-

purpose propylene process over different amount of Cr-loaded 

TUD-1 mesoporous catalysts. Different combination of metal 

oxides such as Zr and Ce-oxides as a promoter was 
investigated to enforce the effect of CO2.  

P촉매금-86
Direct Conversion of C6-carbohydrate to 2,5-

Furandicarbaldehyde in One-pot System by a 
Tungstate and Oxovanadium complex functionalized 

catalyst  

Neha Mittal†, Teklebrehan G. Krstos, Anelyn Bendoy, 
 

Grace Nisola, 이성풍, 정욱진 

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E2FTC),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Myongji University 

(nehamittal432@gmail.com†) 

2,5-furandicarbaldehyde (2,5-FDC), is a significant precursor for 

syntheses of pharmaceuticals, macrocyclic ligands and 

polymers. It is synthesized by chemoselective-oxidation of 5-

hydroxymethylfurfural (5-HMF), a dehydration-product of 

fructose. Commercial and large-scale synthesis of 2,5-FDC 

remains limited due to high price and tedious purification process 

of 5-HMF. A lucrative strategy is to synthesize 2,5-FDC from 

cheap fructose via one-pot system, involving dehydration of 

fructose and oxidation of intermediate 5-HMF.  In current work, 

tungstate and oxovanadium complex-functionalized magnetic 

nanocatalyst was designed. It facilitated remarkable activity for 

fructose conversion, yielding 70% 2,5-FDC at mild reaction 

temperatur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steps of 5-HMF were 

eliminat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2015R1C1A2A01054605) an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grant funded by Ministry of 

Education (No. 2009-0093816).  

P촉매금-87
전이금속산화물이 담지된 중형 기공성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메탄과 프로판의 탈수소방향족화 반응을  
통한 BTX 생산  

김민영, 백민성1, 김도희1, 이관영2, 송인규1,†
 

서울대학교; 1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inksong@snu.ac.kr†)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

데 온실가스의 성분인 메탄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메탄은 천연가스 및 셰일가스의 형태로 분포하

고 있으며, 셰일 가스의 발견으로 인해 메탄의 생산량이 증가함

에 따라 메탄의 고부가가치화에 관한 공정 개발 및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메탄과 프로판으로부터 BTX를 생산하는 공

정은 메탄의 직접탈수소방향족화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편

적으로 전이금속산화물 기반의 제올라이트 담지촉매가 이용되

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미세 기공을 지닌 제올라이트 담

지촉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코크 침적에 의한 

촉매 비활성화로 인하여 반응활성의 저하가 급격히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 주형물

질을 도입하여 중형 기공이 형성된 전이금속산화물 기반 제올라

이트 담지 촉매를 제조하였고, 이를 메탄과 프로판의 탈수소방

향족화 반응에 적용하였다. 또한 탄소 주형물질의 함량이 촉매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질소흡탈착 분석, XRD, 

TPD 및 FT-IR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

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C1가스리파이너리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M3D3A1A01913252)).  

P촉매금-88
산화탈황을 위한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제조 및 성능 평

가 

오현우, 허광선1, 우희철†
 

부경대학교; 1경남정보대학교 

(woohc@pknu.ac.kr†) 

경유는 다른 액체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성이 높

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연료로서 매우 적합한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에 포함된 황화합물은 연료전지의 개질기에 

사용되는 촉매 또는 전극에 피독 현상을 일으켜 연료전지의 효

율을 감소시킨다. 이에 연료전지에 경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황 농도를 1 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탈황공정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탈황공정으로는 수첨탈황공정

(HDS, hydro-desulfurization)이 있으나 경유에 포함된 대부분의 

방향족 황화합물에 대해서는 탈황효율이 낮게 나타난다. 산화탈

황공정(ODS, oxidative-desulfurization)은 방향족 황화합물의 제

거에 효과적이며, 낮은 온도와 압력하에서 수행 가능하기 때문

에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황 농도 250 

ppm) 속의 황화합물의 제거를 위한 산화탈황 공정의 산화 촉매
로 다양한 담체(SiO2, MCM-41, γ-Al2O3, activated carbon)에 

헤테로폴리산([H3PW12O40]∙xH2O)을 다양한 농도로 담지한 촉

매를 제조하였다. 이후, 산화제로 과산화수소(H2O2)를 사용한 

산화공정과 아세토니트릴(CH3CN)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공정

을 통해 제조한 산화 촉매의 산화 성능을 비교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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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89
DFT study for the adsorption phenomena and catalytic 

reduction of CO2 on Bi surface  

오우석, 한정우1, 송봉근†
 

충남대학교; 1서울시립대학교 

(bshong@cnu.ac.kr†) 

이산화탄소의 환원을 통한 태양연료의 합성은 기후변화의 완화 

및 고부가가치 물질 합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최
근 비스무트 전극을 이용한 CO2의 전해환원반응에서 액체연료

인 개미산(HCOOH)이 선택적으로 합성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Bi 표면에서의 흡착현상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적어 반

응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을 통하여 CO2의 환원반응과 관련된 Bi(111) 에서의 

흡착현상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하여 밝혔다. 나아가 C1 흡착종

의 환원 반응 경로에 따른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구함으로써, Bi 
표면에서 CO2의 환원반응은 HCOO 중간체를 거쳐 진행될 것임

을 제안하였다.  

P촉매금-90
Glycerol carbonylation with CO2 using La2O2CO3/ZnO 

catalysts prepared by two different methods  

박찬이, Huy Nguyen-Phu1, 고지은1, 신은우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ewshin@ulsan.ac.kr†) 

Glycerol carbonlylation with CO2 to produce glycerol carbonat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an alternative route to 
simultaneously utilize glycerol, a byproduct of biodiesel and CO2, 

a greenhouse gas. La2O2CO3/ZnO materials were used as a 

conventional catalyst for this reaction. In this study, we prepared 
La2O2CO3/ZnO catalyst by two different methods – 

coprecipitation, a conventional method and ethylene glycol-

ligation/solution combustion, a novel method and investigated 

their catalytic performance as well as materials’ properties related 

to catalytic activity through FE-SEM, HR-TEM, FT-IR, Raman, 

XRD, N2 adsorption/desorption technique and reaction tests. In 
the reaction results, La2O2CO3/ZnO catalysts prepared by the 

novel method (NLZ) showed higher yields of glycerol carbonate 
than La2O2CO3/ZnO catalysts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CLZ), which was caused by extremely high selectivities 

of glycerol carbonate of NLZ catalysts even with low glycerol 

conversions. Depending on the preparation methods, the 
dominant La2O2CO3 phase in the catalysts were different: 

monoclinic La2O2CO3 phase for NLZ catalysts and hexagonal 

La2O2CO3 phase for CLZ catalysts.  

P촉매금-91
Palladium Supported on a Thermochemically Stable 

Poison-Containing Polymer Support for Tuning 
Chemoselectivity 

윤성호, 최민기†
 

한국과학기술원 

(mkchoi@kaist.ac.kr†) 

Partial hydrogenation of alkynes to alkenes is an important model 

reaction for studying chemoselectivity. It has been reported that 

Pd-based catalysts are the most promising choice for partial 

hydrogenation. Various selectivity modifiers are added either 

during the catalyst preparation or to the reactant feeds during the 

reaction. These modifiers can be adsorbed on the catalyst 

surface in moderate strength, which modulates the 

adsorption/desorption behaviors of reactants/intermediates. 

However, the modifiers should be continuously supplied to the 

reaction feeds to maintain selectivity, because they are readily 

decomposed or leached out during reactions.   

In the present work, we supported Pd catalysts on a 

thermochemically stable covalent organic polymer (COP) 

containing diphenyl sulfide linkages which can act as a 

permanent modifier. Pd clusters were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polymer matrix, where the sulfide groups of the polymer 

framework can cover the entire Pd surface. This leads to highly 

selective hydrogenation of various alkynes to alkenes with 

minimal conversion of other functional groups.   

P촉매금-92
Catalytic depolymerization of kraft lignin in supercritical 

ethanol over Ru/C and base catalysts  

수잔 올리비아1,2, 서동진1, 제정호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jjae@kist.re.kr†) 

The depolymerization of kraft lignin to aromatic bio-oil in 

supercritical ethanol was investigated using a physical mixture of 

Ru/C and base catalysts. The main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inhibit the bio-oil repolymerization into heavier products and char. 

Lignin was initially depolymerized into smaller reactive fragments 

through hydrogenolysis over Ru/C. These reactive compounds 

were then simultaneously stabilized into monomers through 

alkylation, guerbet and esterification reaction catalyzed by base 
catalysts (MgO/ZrO2). The combined catalyst system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for the production of bio-oil with 

high yield and low molecular weight. Under optimal process 

conditions, the bio-oil yield of 65.13 wt% was obtained, leaving 

around 10 wt% solid residue (SR) with the lowest molecular 

weight (Mw) of 718 g/mol and 9.11% monomer yield. Hydrogen 

addition and base loading effects were also investigated. In 

hydrogen atmosphere, Mw was significantly lowered, while 

increasing base loading reduced Mw and increased the 

monomer yield in bio-oil. Supercritical ethanol was found to be 

the better solvent compared to 2-propanol in lignin 

de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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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93
탈수공정을 적용한 DMC 합성공정 개발  

문종호1,†, 우제민2,1, 유지인1, 이동호1, 김현욱1, 박영철1, 
 

이형근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탄소공정연구실;  

2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moon_jongho@kier.re.kr†) 

DMC(dimethyl carbonate)를 합성하기 위하여 ceria 계열의 촉매

를 이용하여 반응 조건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촉매의 

합성 조건을 찾기 위하여 소성 온도와 Cu(Ⅱ)의 함량을 조절하

였고, 완성된 촉매는 NH3-TPD를 이용하여 반응성(산점)을 확인

하였다. DMC를 합성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메탄올

과 반응시키는 산화카르보닐화법 (oxidative carbonylation), 이산

화탄소를 메탄올과 반응시키는 직접합성법 (direct synthesis)을 

적용하였다.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따라, 반응 중 생성되는 물을 

제거하여 반응성(메탄올 전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를 위해 화학적 탈수제(chemical dehydration agent)인 2-

cyanopyridine를 사용하였다. 화학적 탈수 반응을 산화카르보닐

화법에 적용하였을 경우, 메탄올 전환율은 15.1%에서 38.7%, 

DMC 선택도는 0%에서 98.8%까지 향상되었다. 이를 직접합성

법에 적용하였을 경우, 메탄올 전환율은 1.0%에서 77.8%, DMC 

선택도는 41.2%에서 100.0%까지 향상되었다.    

P촉매금-94
붕소가 첨가된 Re-Ru/C 촉매 상에서 숙신산의  

수소화를 통한 1,4-부탄디올의 제조  

강기혁, 한승주, 이종원, 유재경, 박승원, 이어진, 송인규†
 

서울대학교 

(inksong@snu.ac.kr†) 

1,4-부탄디올은 PBT나 PBS와 같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제조

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물질로서 최근 자동차 및 전자 소재의 

수요 증가로 그 사용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1,4-부탄디

올 생산 공정은 주로 아세틸렌이나 부타디엔을 반응물로 사용하

였으나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숙신산을 활용하

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1,4-부탄디올의 제조가 가능하다. 상

기 반응은 다양한 부반응물들을 수반하지만 Re-Ru/C 촉매를 사

용할 경우 숙신산으로부터 1,4-부탄디올의 선택적 생산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상기 촉매의 활성 금속인 레늄과 루

세늄의 수소화 능력은 탄소 담체의 물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Ru/C 촉매의 반응활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탄소 담체에 붕소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분석

을 통해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반응활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10031575)).  

P촉매금-95
Selective Hydrogenation of Carbonyl Group in Furanic 

Aldehydes Using Ni Nanoparticle Catalysts 

정호진,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원 

(azhyun@kaist.ac.kr†) 

The various sizes (3.7, 5.1, 6.8, 10.4 nm) of Ni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in the presence of organic surface capping 

agents. They were used to selective hydrogenate of unsaturated 

furanic aldehydes to their corresponding alcohols. The 6.8 nm Ni 

nanoparticles showed the highest yield because approach to the 

surface active sites on the smaller and larger nanoparticles was 

inhibited by the densely packed surface organic molecules and 

by their agglomeration due to magnetic attraction, respectively. In 

the case of selective hydrogenation of furfural (FFR), the capped 

Ni nanoparticles showed a high furfuryl alcohol (FFA) yield of 

96%. Wheareas, significant over-hydrogenation was occurred 
over uncapped calcined Ni/SiO2 with similar sized Ni 

nanoparticles. The steric hindrance of the surface active sites 

induced by the organic surface molecules led to 

selective hydrogenation of FFR to FFA. The capped Ni 

nanoparticles could be recycled repeatedly without any significant 

loss catalytic activity and selectivity. They also catalyzed the 

selective hydrogenation of other unsaturated furanic aldehydes to 

unsaturated furanic alcohols with high selectivity (> 90%). 

P촉매금-96
리조시놀-포름알데하이드 중합체로 만든 탄소를  

이용한 팔라듐 탄소 촉매 합성과 포름산 분해 활성에  
대한 연구  

문민호, 최영일, 임동욱, 백성현†
 

인하대학교 

(shbaeck@inha.ac.kr†) 

청정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는 연소 후에 공해물

질이 발생하지 전혀 않으며 직접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연료전지의 연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등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연소하기 쉽고 폭발위험성이 많기 때문

에 그 저장방식에 어려움을 갖는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저장된 화

학물질에서 수소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를 포름산으로 저장하였다가 다시 수소로 만

들어내는 반응 중에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포름산을 수소로 

분해시키는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 탄소 지지체로는 다공성 구

조를 가졌다고 알려진 리조시놀-포름알데하이드 중합체를 탄화

시킨 탄소를 사용하였다.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탄소

를 만든 후 폴리올 방법을 이용하여 팔라듐을 탄소에 올리는 방

법과 팔라듐 전구체를 리조시놀-포름알데하이드 전구체와 동시

에 섞어 탄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합성 방법을 

달리하여준 두 촉매를 이용하여 SEM과 TEM을 이용하여 촉매의 

표면형상을 확인하였으며 XRD와 XPS를 이용하여 결정구조와 

금속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TG를 이용하여 촉매에 올라간 팔라

듐의 양을 확인하였으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로 각 촉매의 

활성을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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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97
HY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 bicycle[2.2.1]hepta-2,5-

diene의 이량화 반응에 미치는 Solvent의 효과  

김종진, 정관형1, 조동인1, 한정식2, 정병훈2, 전종기1,†
 

공주대학교; 1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2국방과학연구소 

(jkjeon@kongju.ac.kr†) 

Bicycle[2.2.1]hepta-2,5-diene(norbornadiene, NBD) 이량체인 

norbornadiene dimer (NBDD)는 고에너지밀도 연료로써 각광받

고 있다. 기존의 NBDD 합성공정은 균일계촉매를 이용하여 진행

되었지만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균일계 촉매인 HY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하

여 NBD 이량화 반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용매가 NBD의 

conversion과 NBDD의 yiel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반응기는 bacth반응기를 사용하였으며, 반응 실험은 

250oC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에 쓰인 solvent는 1,2,4-

trimethylbenzene, n-octane, tetrahydrodicyclopentadiene과 

tetrahydrofuran을 사용하였다.  

P촉매금-98
글루코오스 이성화반응용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  

촉매의 염기적 특성 조절에 관한 연구  

강지연, 정지철1,†, 이기훈1, 양인찬1
 

명지대학교; 1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jcjung@mju.ac.kr†) 

금속수산화물 M(OH)2 의 층상구조와 M2+ 금속 양이온 자리의 

일부를 M3+이 치환되면서 생기는 양전하로 인해 내부 층에 음

이온이 위치한 형태로 존재하는 하이드로탈사이트는 대표적인 

염기 촉매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균일계 염기촉매로 

알려진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촉매 반응에

서는 열처리된 형태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성되지 않은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해당 연구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침법, urea 합성법 등으로 제조되는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는 금속 양이온의 비율, 내부 층에 존재

하는 음이온의 종류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구조적 성질과 염

기적 성질이 달라진다. 특히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를 이루는 

Mg/Al의 비율이 2~4 범위 내로 유지되었을 때 하이드로탈사이

트의 구조가 형성됨을 이전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 양이온으로 사용된 Mg와 Al의 비율을 변화시

켜 공침법으로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를 제조하였으며, 각 촉

매의 물리적, 염기적 특성을 XRD, FT-IR, SEM, 유기산 흡착실험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촉매의 활성은 글루코오스의 이성화 반응

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글루코오스 이성화반응에서 사용되는 

용매에 따른 Mg-Al 하이드로탈사이트 촉매의 표면 염기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촉매금-99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 from Epoxide and CO2 

using Cu(II)Tryptophan MOF catalyst  

정경선, 김현준, 리이신, Amal Cherian Kathalikkattil, Robin 

Babu, 박대원† 

부산대학교 

(dwpark@pusan.ac.kr†) 

Carbon dioxide is an abundant, non-toxic and 

thermodynamically stable C1 feedstock. Engaging them for the 

synthesis of five-membered cyclic carbonates represent an 

attractive means of CO2 utilization while viewing from an atom-

economic perspective and also for its splendid applications such 

as solvents, precursors for synthesis of polycarbonates, and 

intermediates in organic material synthesis. Especially, MOFs 

made from natural/biological units (amino acids) are prospective 

candidates in CO2 chemistry owing to their natural origin, rich 

Lewis acid/base sites and functional groups. Herein, we report 

the Cu based amino acid catalyst designated as CuTrp (Trp=L-

Tryptophan). CuTrp was synthesized by direct mixing in room 

temperature. CuTrp was used as catalyst in the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 from epoxide and CO2, which operates in 

synergistic manner with the TBAB as co-catalyst under ambient 

and solvent-free conditions. Study of several reaction parameters 

were performed to examine optimum reaction conditions and a 

reaction mechanism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experimental 

evidences and previous literature.  

P촉매금-100
Solventless Synthesis of Propylene Carbonate using 

ZIF-95 as a Catalyst 

박대원†, 최각규, 김설희, 빈경미, Robin Babu
 

부산대학교 

(dwpark@pusan.ac.kr†)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s (ZIFs) are a large emerging class 

of porous crystalline MOFs with tetrahedral networks that 

resemble those of zeolites: transition metals (Zn, Co) replace 

tetrahedrally coordinated atoms (for example, Si), and imidazolate 

links replace oxygen bridges. The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s 

from epoxides and CO2 under mild conditions have drawn much 

attention because of its 100 % atom economicity. ZIF-95 being 

a microporous material shows high affinity & capacity for CO2 

adsorption. Here, in the present work we have prepared highly 

porous ZIF-95 crystals and employed it as a catalyst for the 

epoxide-CO2 cycloaddition. Synthesized ZIF-95 was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cochemical methods. 

Cycloaddition reactions carried out by using propylene oxide as 

substrate with TBAB as co-catalysts showed very high PO 

conversion with almost 100% selectivity. The effects of different 

reaction parameters like catalyst amount, reaction time, reaction 

temperature, and CO2 pressure have been also investigated. 

Possible mechanism was proposed based on the experimental 

i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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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01
헥사노익산의 케톤화 반응의 반응경로 규명을 위한 

kinetic 모델 연구 

우예솔, 박명준†, 이윤수1, 최재욱1, 서동진1, 하정명1
 

아주대학교;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mjpark@ajou.ac.kr†)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을 이용하여 케톤(ketone)을 생성하

는 반응에 대하여 케텐(ketene), 카르복실산염(carboxylate), 베타 

케토산(β–ketoacid), 그리고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이 중간

체로 생성된다고 보고되었으며, 헥사노익산(hexanoic acid)을 

이용한 케톤화 반응에서도 산무수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케톤화 반응에서 산무수물이 반응경로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1)케

톤화 반응과 무관하게 카르복실산의 탈수·이량화 반응으로 산

무수물이 생성되는 경우와 2)케톤화 반응의 중간체로 산무수물

이 생성되는 경우, 3)생성된 케톤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산

무수물을 생성하는 경로. Langmuir-Hinshelwood 속도식을 기반

으로 각 경로에 대하여 속도식을 유도하였다. 여러 온도 및 공간

속도, 피드 조성에서 확보한 kinetic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모델

의 반응속도 상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의 통계 결과로부터 

2)번 경로, 즉 두 개의 헥사노익산이 중간체인 산무수물로 결합

되며, 산무수물의 탈카르복실화 반응에 의해 케톤이 생성되는 

경로가 최적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P촉매금-102
Ethanol dehydration on γ-Al2O3: effects of partial 

pressure and temperature 

이재경, János Szanyi1, 곽자훈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2UNIST 

(jhkwak@unist.ac.kr†) 

In this study, ethanol dehydration was carried out on platelet γ-
Al2O3 as catalyst over a wide range of reaction temperature (180 

- 300 °C) and ethanol partial pressure (0.5-2 kPa). Ethanol 

dehydration reaction measurements and TPD demonstrate that 

the ethoxide is a key intermediate for ethylene formation by 
ethanol dehydration on Al2O3,possibly suggesting an E1 

mechanism for ethylene formation. The reaction order for both 

ethylene and ether form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ies also changed with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ethanol partial pressur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change of surface coverage in the 

catalytic active sites for alcohol dehydration as reaction 

temperature varies. 

P촉매금-103
Catalytic decomposition of ammonia by Ru/La(x)-

Al2O3 (x=0, 1, 5, 10, and 50 mol%)  

김효영1,2, 김영천2, 장성철2, 박현서2, 한종희2, 
 

남석우2, 윤창원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cwyoon@kist.re.kr†) 

Owing to the facile transportability and high hydrogen storage 

density (17.7 wt% and 108 g/L @ 0.86 MPa and 20 ℃), 

ammonia has been considered as an attractive hydrogen energy 
carrier. In addition, ammonia decomposition releases no COx, 

and the spent-fuel N2 can be regenerated via the well-

established Haber-Bosch process. Due to the high kinetic 
barrier, however, the NH3 dehydrogenation needs high 

tempera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highly active and 

thermally stable catalysts for practical applications. We 

investigated Ru-based catalysts supported on La-doped 

alumina, and found that the as-developed catalyst showed 

superior activities at 550 ℃ with the conversion of ＞ 99.5%. The 

Influence of La doping was further assessed as a function of La 

concentration.  

Key words : Ammonia dehydrogenation, Hydrogen storage, 
Catalyst, Ru, La doped alumina, LaAlO3  

P촉매금-104
Bio-Glycerol Acetalization for Highly Ordered 

Mesoporous Metal Oxides as Solid Acid Catalysts  

홍경희, 이정화, LI CHENGBIN, 박진서,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jimankim@skku.edu†) 

Glycerol is produced at a large amount as a 10% by-product 

from biodiesel production via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outlets from waste glycerol to 

value-added chemicals is of great importance to enhance the 

economic profitability of biodiesel. In the present work, 

acetalization of glycerol has been carried out using highly ordered 
mesoporous metal oxides such as meso-MoO2, meso-WO3, 

meso-SnO2, meso-Co3O4 as a solid acid catalyst. The 

materials were well-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N2–

sorp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NH3-TPD. Among the various catalysts, the 

meso-MoO2 catalyst showed highest activity than the other 

mesoporous metal oxides due to the presence of a large amount 

of acidic sites. The most excellent conversion of glycerol (96%) 

was obtained in 1h at 20℃ with 98% selectivity for the 2,2-

dimethyl-1,3-dioxolane-4-methanol (solketal) using meso-
MoO2.  Also, the meso-MoO2 catalyst was stable and reusable 

in most cases. These results indicate the potential of this catalyst 

for the acetalization of glycerol for an environmentally ben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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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05
Acetalization of glycerol with acetone over highly 
ordered mesoporous WO3/rod-type SBA-15 acid 

catalysts  

박진서, 이정화, LI CHENGBIN, 홍경희,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jimankim@skku.edu†) 

Acetalization of glycerol has a great industrial importance due to 

the large production of glycerol in biodiesel industry. The 

products of glycerol acetalization have been widely used as fuel 

additives, surfactant bases and scents. In this research, glycerol 

conversion with acetone has been studied using mesoporous 
WO3/rod-type SBA-15 as a catalyst. A series of WO3/rod-type 

SBA-15 catalyst with varying WO3 loadings (5-20wt%) were 

prepared by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The 

catalysts were physicochemically characterized with X-ray 

diffraction (XRD), Raman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N2 adsorption-desorption analysis and NH3 

temperature-programmed desorption (NH3-TPD). Among the 

catalysts, 15wt% WO3/rod-type SBA-15 was found to be the 

most active catalyst in acetalization reaction at 30℃. The catalyst 

exhibited 99% glycerol conversion with 97% selectivity for five-

membered (1, 3-dioxolane) cyclic product.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catalyst is mainly due to their high specific 

surface areas, high pore volumes and strong surface acid 
proper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O3/rod-type SBA-15 is 

highly active catalyst for glycerol acetalization. 

P촉매금-106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Di-amino silane CO2 

sorbent  

전재완, 표성원, Pacia Rose Mardie, 고영수†
 

공주대학교 

(ysko@kongju.ac.kr†) 

아민과 실리카로 구성된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흡수제는 CO2

에 대해 빠른 흡수속도 및 선택성이 좋으며 성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CO2 흡수 특성을 지닌 N-[3-(Trimethoxysilyl)

propyl]ethylenediamine (2NS)는 실리카 표면 개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Di-amino silane 물질이다. 그러나 합성된 2NS에 포함
된 1차 아민은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CO2와 반응하여 urea가 형

성되고 2차 아민은 O2와 반응하여 amide 형성으로 인한 

deactivation이 발생된다. 본 연구는 TSA 공정 적용 시 urea와 

amide가 모두 발생되는 2NS 물질의 deactivation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해당 흡수제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

다. 

P촉매금-107
Cu함침 방법에 따른 제올라이트 계열 촉매의 DMC

(dimethyl carbonate) 합성반응 비교 

우제민, 문종호1,†, 박영성
 

대전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oon_jongho@kier.re.kr†) 

Dimethyl carbonate(DMC)는 환경 친화적인 카르보닐화제 혹은 

메틸화제로써 여러 가지 정밀화학제품의 중간체로 매우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메탄올의 산화카르보닐화법에 의한 DMC 합성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2CH3OH + CO +1/2O2 → (CH3O)2CO + H2O  

본 연구에서는 Copper 금속을 Zeolite Y에 함침하는 방법으로 제

조하여 batch 고압반응기에서 Cu촉매를 이용한 디메틸카보네

이트(DMC) 합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DMC는 메탄올을 일산화

탄소와 산소로 직접 산화성 카르보닐화하여 합성되었다.  

촉매에 구리함량을 일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금속을 liquid-

phase ion exchange, solid-state ion-exchange법으로 함침하고, 

액상이온결합 시 용매종류별(물, 메탄올, 에탄올, 암모니아수) 

그리고 제조과정별(Micro wave, Ultra sonic)로 변화시켜 제조하

였다.  

촉매 특성 분석은 BET, NH3-TPD, XRD, XRF, TG 등을 이용하였

다. DMC 합성반응은 메탄올과 촉매를 넣은 후 MFC를 이용하여 

주입가스(CO, O2, N2)을 반응기에 주입하여 30bar, 130℃로 실

험하였다. 반응 후 생성물은 막 필터로 여과하여 GC(FID)를 이

용해 분석하였다.  

반응조건(온도, 압력,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촉매제조방법

에 따른 반응성을 연구하였다. 

P촉매금-108
Sinter-resistant SiO2@Pd@CeO2 nano-composite 

catalyst for carbon monoxide and propylene oxidation 

이민우1, 서명기1, 이관영1,2,†
 

1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KU-KIST 융합대학원 

(kylee@korea.ac.kr†) 

Automobiles exhaust harmful air pollutants so that considerable 

researches on automotive catalysts, especially on the oxidation 

of CO and HC, have been proceeded.   

Pd is well-known oxidation catalysts for removal of CO and HC. 

Ceria is widely used as a support due to its abilities to enhance 

oxidation activity and to promote noble metal dispersion.  

Since catalytic converters in automobiles are exposed to severe 

condition, developing sinter-resistant catalyst is main issue for 

recent studies. High temperature reaction condition results in 

obvious decrease of its catalytic activity due to sintering of Pd.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maintain activity of Pd catalysts by 
encapsulating Pd  with mesoporous CeO2. As well as thermal 

stability of catalysts by CeO2 encapsulation, suggested 

nanostructure can improve catalytic activity of Pd in CO and HC 
oxidation due to its synergistic interaction with CeO2. Here we 

report synthesis of CeO2-shell nano-composite catalyst to 

prevent sintering of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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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09
VOCs 저온 산화를 위한 구리기반 복합 산화물 촉매 개

발  

유영우, 안치웅, 허일정, 박호식, 서정권†
 

한국화학연구원 

(jksuh@krict.re.kr†)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VOCs를 제거하는 방법 중, 에너지, 

비용, 환경적인 측면에서 촉매산화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VOCs를 제거하기 위한 촉매로는 크게 귀금속 

촉매와 전이금속산화물 촉매가 있다. 귀금속 촉매는 저온에서도 

VOCs를 쉽게 산화시킬 수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촉매로서 전이금속 산화물 촉매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전이금속 산화물 촉매인 구리를 기반으로

한 복합산화물 촉매를 합성하여 벤젠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구리 기반 복합산화물 촉매는 구리와 다른 전이금속들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온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P촉매금-110
MOF-74 구조체의 금속 종류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에폭사이드의 고리화 반응에 대한 연구  

구윤장1,2, 이진우1,2, 김남경1,2, 정해영1, 박대원2, 임동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dongha4u@kitech.re.kr†) 

최근 유엔기후변환 총회(COP21)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를 교토의정서 규제와 달리 기존의 선

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지게 되

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저장, 포집, 전환 기술 등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에폭사이드의 고리화 반응에 의한 오원환 

카보네이트 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원환 카보네이트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 폴리카보네이트 및 폴리우레탄의 전구체, 

제약공정의 중간체, 유화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본 연구

에서는 규칙적이며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다공성 유기 금속 

구조체(Metal-Organic Frameworks)의 한 종류인 MOF-74 촉매

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에폭사이드의 고리화 반응 연구를 수

행하였다. 특히, MOF-74를 구성하는 금속(Zn, Ni, Mg) 종류에 

따른 오원환 카보네이트로의 전환율을 비교하였으며, 이들 촉매

에 대한 특성화 분석을 통해 오원환 카보네이트 고리화 반응과

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P촉매금-111
알루미나 지지체에 담지된 몰리브덴-바나듐-인  
산화물 촉매의 제조 방법 및 프로판의 암모산화  

반응을 통한 아크릴로니트릴 생산  

백민성, 강흥중1, 권범진1, 이지혜1, 송인규†
 

서울대학교; 1에쓰-오일 주식회사 

(inksong@snu.ac.kr†) 

현재 아크릴로니트릴은 프로필렌을 이용한 SOHIO 공법을 통해 

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 프

로판을 반응물로 이용한 공정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

로판을 직접 이용하여 아크릴로니트릴을 생산하는 단일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

서는 알루미나 담체에 담지된 몰리브덴-바나듐-인 복합 산화물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인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최적의 활성을 

갖는 프로판 암모산화 반응용 촉매를 탐색하였다. 또한, 제조된 

촉매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질소 흡탈착 분석, XRD 및 TPR 등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인의 양에 따른 촉매의 특성이 프로판 암

모산화 반응 활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

구는 2015년 에쓰-오일 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P촉매금-112
용매로 추출된 카르복실산을 이용한 케톤화 반응의  

특성 연구  

이윤수, 김창현1, 하정명†, 최재욱, 서동진, 이창하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아주대학교; 2연세대학교 

(jmha@kist.re.kr†) 

석유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식물성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연

료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식물성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 공정 및 열분해 공정으

로부터 카르복실산 (carboxylic acid)이 상당량 생성된다. 이러한 

카르복실산은 연료로 사용함에 있어 저장탱크 및 내연기관의 부

식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제거 하거나 부가가치 

있는 생성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카르복실산을 케톤화 

반응 (ketonization)으로 케톤 (ketone)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료 또

는 화학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Glucose의 발효 공정으로 

butyric aicd, hexanoic acid, octanoic acid등 카르복실산이 생성

되는데, 이를 유기 용매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카르복실산을 

추출 할 수 있다. 유기 용매로 추출된 카르복실산을 케톤화 반응

을 통하여 케톤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gasoline/diesel 연료와 혼

합하여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케톤화 반응 활성

에 뛰어난 zirconia aerogel 촉매를 이용하여 유기 용매에 추출된 

카르복실산을 케톤화 반응으로 케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기 용매로 추출된 카르복실산의 케톤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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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13
Highly active ordered mesoporous Fe/N/C 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lkaline 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문영동, 김민정1, 성영은1,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1서울대학교 

(jinwoo03@postech.ac.kr†)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FC) 는 차세대 에너지 동력원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PEFC 의 양극에서는 산소환원 반응 

(ORR) 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의 높은 과전압은 PEFC 가 상용화 

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과전압을 줄이기 위

해서 백금 촉매를 양극에 사용하게 되고, 백금 전극의 높은 가격

과 낮은 안정성은 PEFC 의 가격을 크게 올리는 요인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귀금속계 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e/N/C 는 비-귀금속계 촉매 중 가장 

높은 ORR 촉매활성을 보이는 물질이다. Fe/N/C 의 촉매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적절

한 촉매점의 생성이다. 철 이온이 탄소 basal plane 에 있는 질소

작용기에 다중 배위되어 있는 형태인 Fe-Nx/C 촉매점이 높은 

ORR 활성을 가지는 촉매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촉매점 외 또 다

른 중요한 요소는 촉매 입자 내에서의 물질전달 저항이다.  촉매

의 다공성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물질전달 저항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질주형법을 이용하여 Fe-Nx/C site 를 가지고 

있으면서 규칙적 메조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Fe/N/C 촉매를 간

단하게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Fe/N/C 촉매는 반쪽 전

지실험에서 Pt/C 와 같은 수준의 동역학적 활성을 보였으며, 단

전지 실험에서 Pt/C 보다 40% 높은 출력 밀도를 보였다.   

P촉매금-114
제조법을 달리한 PtSn 합금에 따른  

프로판 탈수소 반응  

이학범, 최이선, 김수영, 고형림†
 

한경대학교 

(hlkoh@hknu.ac.kr†) 

프로필렌의 수요증가로 인해 프로필렌이 부산물이 아닌 주생산

물로 생산하는 공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프로판 

탈수소 공정은 두 개의 C-H결합의 수소를 끊어내어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것이다.  활성이 좋은 백금의 비활성화를 낮춰주는 주

석을 첨가하는 것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Pt-Sn alloy 중 
Pt3sn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wt%Pt- 1.8wt%Sn을 공동 합

침법을 통하여 γ-Al2O3에 담지하여 건조 후 소성을 하지 않고 

direct reduction과 Oxidation-reduction 처리를 통하여 제조하였
다. XRD 분석을 통하여 PtSn과 Pt3Sn alloy를 확인하고 프로판 

탈수소 반응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활성 후 촉매를 재생하여 
재반응실험을 하여 Pt3Sn과 코크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

다.  

P촉매금-115
Theoretical study of NO adsorption in 6MR/8MR of Cu

(I)/Cu(II)-SSZ-13 zeolite  

김소희, 김진철, 이정현,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Metal-exchanged-zeolites have been commercia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emission control. In particular, Cu-

exchanged SSZ-13 zeolite with a chabazite (CHA) structure 

having good hydrothermal stability exhibited superior activity to 
remove NOx compounds. Cu-SSZ-13 zeolite has the 4-, 6- 

and 8-membered rings (4, 6, and 8 MRs). Cu (I, II) ions, which 

can be located on the faces of those rings, serve a role of active 
sites for the NOx adsorption. 8-MR was known energetically 

favorable NO adsorption site while 4- , 6-MRs were known for 

unstable NO adsorption sites. However, based on our 

calculations of binding energy, activation energy and Gibbs free 

energy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we 

conjecture that NO adsorption is possible when Cu ion (I) is 

located on the face of 6 MR. This theoretical result showed a 

possible proof to increase, maximally up to twice as much as NO 

in the adsorbent.  

P촉매금-116
열처리 온도에 따른 Ilmenite의  
산화환원반응거동 변화 조사  

박창준, 이태진†, 최원영, 이진욱, 김민정, 정용한, 박노국1, 
 

강미숙, 류시옥, 류호정2, 백점인3 

영남대학교; 1청정기술연구소;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한국전력연구원 

(tjlee@ynu.ac.kr†) 

매체순환연소기술(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은 기존 
CCS CO2포집기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저

하 없이 CO2를 원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CLC는 공기대신 

산화상태의 고체금속산화물(산소전달입자)이 연료를 연소시키
므로 연료연소 후 CO2와 수증기만 배출하게 된다. 산소전달입

자에 함유된 산소가 연료로 전달되면서 입자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연로반응기와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아 입자가 산화되

는 반응이 일어나는 유동층 반응기가 서로 연결된 순환유동층공

정(Circulating fluidized-bed process)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연료 연소에 적합한 저가의 산소전달입자로 천연광물인 

Ilmenite의 산화환원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lmenite를 열처

리를 하지않은 fresh한 상태와 1300 ℃로 소성한 상태로 나누어

서 소성 전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Ilmenite sample의 산화

환원 반응 전후의 표면분석은 SEM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산화환원 특성을 TGA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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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17
페브로스카이트 금속산화물촉매의 피리딘 산화반응 실

시간 관찰 

송경호1,2, 김성보3, 송광섭4, 고문규1,†
 

1건양대학교; 2한국표준과학연구원; 3한국화학연구원; 4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mkko@konyang.ac.kr†) 

페브로스카이트 금속산화물촉매는 산화반응에 효율적으로 알
려져 있다. 페브로스카이트 금속산화물촉매는 ABO3 구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전이금속으로 이루어진 B가 두 상태로 변화하면

서 산화반응에 활성을 나타낸다. 두 형태의 산소가 페브로스카

이트 구조의 최외각 층에서 흡착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페브로스카이트 금속산화물 촉매를 피리딘 

부분산화반응에 사용하여 과산화수소와 반응시키고 온도 변화

를 주어 FT-IR을 통해 실시간 관찰하였다. 반응에 사용된 촉매

는 XRD, UV-Vis, IR, Pyridine-TPD 등을 이용하여 촉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P촉매금-118
Density Functional Theory Based Screening of 

Transition Metal Catalysts for Co-Electrolysis of Steam 
and Carbon Dioxide  

조아라, 고정현,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whan@uos.ac.kr†) 

Carbon dioxide emitted by burning carbon-based fossil fuel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s. 
The high temperature steam/CO2 co-electrolysis has been 

regard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reduce CO2 by converting 

the feeding gases to syngas. Moreover, the product gases can 

be main resources in useful chemical reactions such as Fischer-

Tropsch process. Conventionally, the monometallic Ni has been 

used for the fuel electrode material of high temperature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s (SOEC) due to its good electrical 

conductivity and low cost. However, Ni catalyst still has several 

issues for high performance SOEC such as high overpotential 

and low poisoning resistance. Therefore,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computational screening of transition metal 

catalyst to totally or partially replace the Ni catalyst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Based on our results, we 

found that Fe- or Co-doped Ni bimetallic catalysts would be 

good candidate materials.  

P촉매금-119
Hydrodeoxygenation of pyrolysis oils over tungstate-
zirconia-supported Ru catalysts using the fixed-bed 

contiunous flow system  

김가영, 최재욱, 서동진, 하정명†, 이관영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고려대학교 

(jmha@kist.re.kr†) 

The woood-derived bio-oil has a severe problem. Because high 

oxygen contents, which result in high acidity and viscosity, low 

energy density and so on. The high oxygen contents of bio-oil 

by producing oxgen-free products. However, technology of 

conversion of bio-oil came up aganist some difficulties especially 

coke formation, resulting in catalyst deactivation and plugging in 

reactor.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determine catalyst having 

high catalytic activity and showing less formation of cokes for 

bio-oil HDO reaction using fixed-bed continuous reactor. 

Thngstate-zirconia-supported Ru catalyst was regarded as an 

optimum catalyst for the bio-oil upgrading. 

P촉매금-120
금속 산화물과 백금 촉매의 혼합 비율에 따른  

프로판탈수소 반응  

정재원, 변현준1, 고형림1,†
 

한경대학교; 1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hlkoh@hknu.ac.kr†) 

금속 산화물과 백금 촉매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프로판 탈수

소 반응을 수행하였다. 고체 산화물의 격자 산소를 활용하여 프

로판 탈수소 반응에 접목시켜 촉매 성능을 향상시키는 점이 주

된 연구 목적이다. 또한 반응실험 후에 산소로 재생시켰을때 격

자산소의 활용성이 얼마나 처음만큼 회복되는지를 확인하여 반

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응횟

수와 재생횟수를 4-5회이상 늘려서 장기반복 사용에 대한 내구

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백금촉매와 불활성 물질인 

glass bead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촉매 특성분석은 XRD와 

산화물의 격자산소의 환원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소를 바탕가

스로 한 수소혼합가스를 사용하여 TGA를 승혼하면서 산화물에 

대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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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21
Methanol synthesis from CO2 hydrogenation using 

alcohol co-feeding  

최은경1,2, 송경호1,2, 안소라1,2, 이관영2, 김학주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hakjukim@kier.re.kr†) 

 온실가스의 한 종류로서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

히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수소화하여 메탄올

로 전환시키는 연구는 기초연구 단계부터 pilot plant 실증연구 

단계까지 진행되어왔다.   

 열역학적으로, 상기 반응은 낮은 반응온도와 높은 반응압력에

서 유리하다. 하지만, 본 반응에서 사용되는 Cu계 촉매는 200℃

이하에서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물인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의 고급 

알코올을 기존 반응의 feed gas와 함께 반응물로 동시에 공급하

였을 때, 낮은 반응온도에서 Cu계 촉매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알코올을 반응물로 동시 공급하는 경

우의 반응 mechanism을 제시하고자 한다. 

P촉매금-122
Syn gas로부터 액상 메탄올 합성 특성 연구  

김원식, 장현성, 정헌도, 박종기, 박종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ongho@kier.re.kr†) 

화학∙정유 공정에서 최종 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원료는 메탄올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탄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메탄올 합성을 위한 상업적 방법으로는 기존의 석탄 및 바이오

매스의 가스화, 매립가스 및 천연가스의 개질반응을 통하여 얻

어지는 합성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기상 메탄올 합성 촉

매 공정은 반응 온도 및 반응 압력이 매우 높아 합성 시 에너지 

소비가 크고 고온 고압에 의한 설계 안정성 문제와 메탄올 합성 

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합성 과정에서는 극심한 발열 반응

으로 열역학적 한계를 보여 메탄올 수율이 더욱 낮아진다. 이는 

메탄올 공정에 있어 원가와 자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용매에 분산된 Cu/Zn 촉매상에

서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로 전환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

성가스와 에탄올 비율, 압력과 온도에 따른 합성물을 GC-Mass

로 정성정량 분석하여 메탄올의 합성 특성을 연구하였다.  

키워드: 메탄올, 수소첨가반응, Semi-batch reactor  

P촉매금-123
메체순환연소용 삼성분계 복합 전이금속산화물의  

산소전달성능 특성 비교  

곽병섭, 박노국, 류시옥, 백점인1, 류호정2, 강미숙†
 

영남대학교; 1한국전력연구원; 2에너지기술연구원 

(mskang@ynu.ac.kr†)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의 발

생량이 급증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많은 자연재해

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많은 연구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CCS 기술이다. 그중 NOx 발생이 없고 공정내 

별도의 분리 설비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할수 

있는 메체순환연소 (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 기술 주

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C용 산소전달 입자로서 삼성분

계 복합 전이금속산화물 결정체를 sol-gel 법을 이용하여 합성

하였고, X-ray diffraction을 통해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합성

된 입자들의 산소전달성능은 열 중량 분석기(TGA, Thermal 

gravity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비교하였다.  

P촉매금-124
Hydrogen production by propane steam reforming of 

30Co1-xRuxO/70γ-Al2O3 catalyst  

박민규, 박노국, 이태진, 이상태1, 강미숙†
 

영남대학교; 1(주)우신산업 

(mskang@ynu.ac.kr†)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에 주

목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무한정, 무공해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 받는 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

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프로판 

연료를 사용할 경우 프로판 1분자 당 10몰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전이금속을 사용한 수증기 개질 반응

은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희토류 금속

을 사용하여 수소 생성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희토류 금

속은 값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량의 첨가로도 

뛰어난 효율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희토류 금속의 연구 결과, 루테늄의 성능이 가장 뛰

어나 루테늄의 양에 따른 수소 생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반응에 사용한 촉매는 γ-Al2O3를 지지체로 사용하고 산화속도

가 우수하고 고온 내구성을 지닌 코발트와 루테늄을 졸-겔법으

로 다양한 비율로 합성하였다. 수소로 환원 처리를 한 후, 최적

의 온도를 찾아 프로판 수증기 개질 반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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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25
30(Ni2-xPdxMnO4)/70γ-Al2O3  (x=0.01, 0.02, 0.03, 

0.04, 0.05) catalysts for hydrogen production via steam 
reforming of propane gas  

도정연, 박노국, 이태진, 이상태1, 강미숙†
 

영남대학교; 1(주)우신산업 

(mskang@ynu.ac.kr†) 

화석 연료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석

유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수소는 자원 제약이 없을뿐더러 다른 연료에 비

해 환경적 장점이 있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를 제조하는 여러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인 수

증기 개질 반응법을 이용했으며, 연료 공급원으로 LPG가스(특

히 프로판)를 사용하였다. LPG 가스는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

어 매우 경제적인 연료 공급원이다. 기존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사용된 촉매들은 주로 귀금속류로 효율 대비 가격이 비싼 단점

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 연구에서 저가의 전이금속을 담체에 분
산시켜 내열,  내구성이 우수한 저가촉매로 Ni2MnO4/r-Al2O3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번 개발한 저가 촉매에 조촉매

로 Pd을 소량 첨가하여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촉진과 효율 향상

을 기대하였다. 프로판 수증기 개질 반응 결과, Ni의 2% Pd이 첨
가된 30(Ni1.96Pd0.04MnO4)/70(γ-Al2O3) 촉매가 기존 촉매에 

비해 가장 크게 수소 생성률이 증가하였으며, CO 감소와 함께 
CO2 양이 증가하여 수성 가스 전환 반응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촉매금-126
Gas-phase glycerol dehydration to produce acrolein 
using PO4/Nb2O5 catalysts modified with activated 

carbon  

유희경, 김영철†, 이규암
 

전남대학교 

(youngck@chonnam.ac.kr†)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3wt% of activated carbon supported 

on phosphoric acid modified niobium oxide for gas-phase 

glycerol dehydration to figure out the addictive effects on the 

catalytic performance. The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N2 

adsorption/Desorption, X-ray diffraction (XRD), NH3-Temprature 

Programmed Desorption (NH3-TP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The amount of activated carbon was fixed 

at 3 wt% and phosphoric acid was 10 wt% and 20 wt% in 

niobium. As a result, the highest glycerol conversion was 

achieved over 20 wt% PO4/Nb2O5 with activated carbon under 

atmospheric pressure, feed rate of 0.1ml/min, WHSV of 17.6 g/g 

and temperature of 300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al 

amount of phosphoric acid leads the catalyst to have appropriate 

acidit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for gas-phase glycerol 

dehydration. And it is postulated that added activated carbon 

may countervail the decrease in surface area caused by 

phosphoric acid.  

P촉매금-127
Hydrocracking of Plant Heavy-Aromatics for Xylene-

rich BTX 

신재욱, 최예슬, 한원지, 오영석, 류혜원, 이정규†
 

동아대학교 

(jklee88@dau.ac.kr†) 

BTX (Benzene/Toluene/Xylene) are important raw chemicals for 

plastics, resins, fibers, elastomers and lubricants etc. In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processes, chemically-refractory 

heavy aromatic hydrocarbons such as LCO (light cycle oil) from 

FCC unit, PFO (pyrolysis fuel oil) from NCC and C10+ heavy-

aromatics from p-xylene plants are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as by-products. Due to high aromatic contents, these fractions 

cannot be blended into DSL pool but are being disposed as 

blending stocks for viscosity adjustment of heavy fuel oil or plant 

fuels. One option for upgrading these fractions is to produce 

high-value chemicals such as BTX.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 two-step catalytic process for converting the plant C10+ 

heavy-aromatics into BTX. For this purpose, the C10+ heavy-

aromatics comprised mainly of 2- and 3-ring aromatics was first 

hydrogenated to 1-ring aromatics followed by selective 

hydrocracking of 1-ring aromatics into BTX. Compared to direct 

hydrocracking of the C10+ heavy-aromatics, the two-step 

catalytic process showed much enhanced BTX yield. Feed 

compositions for selective hydrocracking leading to Xylene-rich 

BTX will be discussed. 

P촉매금-128
Study of NiK/yCexZr1-xO2-MaAl2O3 catalysts in 

cracking reaction of vacuum residue with steam  

Pham Thanh Truc, 도티리엔1, 전홍비, 신은우1,†
 

울산대학교; 1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ewshin@ulsan.ac.kr†) 

In this study, NiK/yCexZr1-xO2-MaAl2O3 catalysts were 

synthesized by dispersing different amounts of CexZr1-xO2 

phase onto macroporous -Al2O3 as supports, and then 

subsequently impregnating Ni and K into the supports, which 

possessed advantageous properties, such as a high surface 

area, ordered macropores and high oxygen storage capacity.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Ni and K metals into these supports 

created more oxygen vacancies in them. These catalysts were 

applied to the cracking of vacuum residual oil with steam in a 

fixed bed reactor under atmospheric pressure. The macroporous 

alumin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large molecules to the active sites, while the high oxygen storage 
capacity (OSC) over the CexZr1-xO2 phase improved the 

oxidative cracking rate. Therefore, the lighter oil fraction from the 

vacuum residue increas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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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29
산처리 활성탄에 담지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직접 제조 반응  

권석진, 정영민†, 김보미, 정휘람
 

군산대학교 

(ymchung@kunsan.ac.kr†)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과 카본 블랙에 산처리를 통해 산소 기능

기를 도입한 후 팔라듐을 담지하는 방법으로 촉매를 제조하고, 

제조한 촉매를 과산화수소 직접 제조 반응에 적용하여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수소 전환유르 수소 선택도, 과산화수소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담체 표면의 산소 기능기 도

입은 질산 또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산처리 

방법에 따른 담체의 표면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NaOH, 
Na2CO3, NaHCO3와 HCl을 이용한 역적정 실험과 BET, 

DRIFTS-IR, XPS, TPD-Mass등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팔라
듐 담지는 H2PdCl4를 담체에 흡착시킨 후 H2가스를 불어 넣는 

방법으로 환원시켜 제조하였다. 담지된 팔라듐의 결정성 및 입

자크기 분포는 XRD와 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산화수소 

직접 제조 반응은 고압반응기에 메탄올과 촉매를 넣고 
H2/O2/N2(5/40/55) 혼합가스를 40ml/min의 속도로 주입하며 

20℃, 20Bar 조건에서 4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반응 후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적정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반응 중 채취한 
반응 가스의 GC 분석을 통해 H2 전환율, H2 선택도를 계산하였

으며, 과산화수소의 생성량과 H2 전환율을 기반으로 과산화수

소 생산성을 계산하였다. 반응실험 결과 촉매 활성은 담체의 물

리화학적 표면특성 및 금속의 담지 상태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

하였다.  

P촉매금-130
Cycloaddition between CO2 and Epoxides Using Novel 

Titanium Catalysts  

김혜진, 현경림1, 김영조1,†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과 

(ykim@chungbuk.ac.kr†) 

The facile and exclusive synthesis of dimeric titanium (IV) 

complex with a terminal Ti=O moiety from reaction between novel 

pyridine-based tridentate ligand(LH2) and Ti(O-i-Pr)4 under the 

bubbling of wet air is 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same 

dimeric Ti complex was obtained via wet air bubbling of 

monomeric LTi(O-i-Pr)2 or addition of the same equiv of H2O 

into LTi(O-i-Pr)2. All compounds including LH2 and two titanium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single crystal X-ray analyses. 

Synthesized terminal oxo-titanium compound is the first example 

of structurally characterized dimeric terminal oxo-titanium 

compound with no Ti=O→Ti bonds. We will also report two 

titanium complexes could be used as effective catalysts for the 

cycloaddition of CO2 to propylene oxide in the presence of 

various kinds of cocatalysts.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2014H1C1A106687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P촉매금-131
Zinc Acetate-based Catalysts for the Cycloaddition 

Reaction between CO2 and Epoxides  

신민석, 오범진1, 김영조1,†
 

충북대학교; 1충북대학교 화학과 

(ykim@chungbuk.ac.kr†) 

The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zinc(II) complexes such as 

[Py(Pz)2]Zn(OC(=O)Me)2 (1) and [Py(Me2Pz)2]Zn(OC(=O)Me)

2 (2), where ligands Py(Pz)2 and Py(Me2Pz)2 are tridentate 2,6-

bis(pyrazol-1-yl)pyridine and 2,6-bis(3,5-dimethylpyrazol-1-yl)

pyridine, respectively, will be shown. The single crystal X-ray 

diffract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compound 2 was 

monomeric with six-coordinated zinc center. We will present their 

application of new zinc compounds 1 and 2 as effective catalysts 

for the cycloaddition between CO2 and epoxides in the presence 

of various kinds of cocatalysts such as n-Bu4PBr, n-Bu4NI, n-

Bu4NBr, n-Bu4NCl, PPNCl, and DMAP.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2014H1C1A106687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P촉매금-132
활성탄에 담지 된 팔라듐 촉매 상에서 개미산  

탈수소화 반응에 의한 수소 제조 연구  

전효진, 정영민†, 정휘람
 

군산대학교 

(ymchung@kunsan.ac.kr†) 

수소연료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가

스를 배출하는 장점을 가진 청정원료로 현재 많은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실생활에 수소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미산 탈

수소화 반응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 작동되어야하며, 폭발의 위

험성이 적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에 흡착, 이온 교환, 

나노입자 제조 등의 방법을 통해 제조된 팔라듐을 담지한 촉매

들을 이용하여 개미산의 탈수소화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촉매는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과 반응성능과의 연관 관

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활성 평가는 초자 반응기를 이용하여 

50℃에서 6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반응 중 생성되는 가스는 

반응기와 연결된 가스 뷰렛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촉매 활

성은 Pd 나노입자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며, Pd/C를 통한 개미산 

탈수소화 반응에서 Pd입자의 크기가 약5.2nm일 때가 가장 우수

하였다. GC 분석을 통해 제조된 모든 촉매는 반응 중 촉매독으

로 작용하는 CO가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촉매 활성은 

Pd의 산화상태 및 Phase Ratio과도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제조된 촉매 중 이온교환 방법으로 제조한 촉매가 활성

이 가장 우수 하였으며, 86.8h-1의 Turnover Frequency와 

26.14kJ/mol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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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33
Preparation of Advance Nano-hybrid Catalyst using N-

heterocyclic Carbene-metal Adduct  

노현준, 정호영1,†, 문건오1, 임민화1, 박미정1, 
 

Sadhasivam Thangarasu1, Thong Pham tan1,  

Dhanabalan Karmegam1 

전남대학교; 1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jungho@chonnam.ac.kr†) 

Advanced nano-hybrid catalyst was prepared for contorlling the 

reaction rate in the synthesis of polyurethane (PU). Bead type of 

polystyrene divinylbenzene (PSDVB) was used as a supporting 

material and imidazolium salt was added to PSDVB for the 

synthesis of supporting material. N-heterocyclic carbene (NHC)-

Fe was successfully adsorbed on the surface of the supporter for 

the preparation of advanced polyurenet catalyst. We confirmed 

the synthesis of catalyst using FT-IR, XRD, XPS, EDX, SEM, and 

TEM analysis. PSDVB supported NHC-Fe catalyst showed the 

good performance for controlling the reaction rate in the 

synthesis of PU due to the good catalytic activity. It means that 

DVBPS supported NHC-Fe Catalys can ben effectively used for 

the PU industry owing to the control of curing time of PUR.  

Key Words : Polyurethane, Chloromethyl Polystyrene, N-

heterocylic carbene, Fe 

P촉매금-134
Pd 나노 입자를 이용한 구리도금 씨앗층 제조 및 전기화

학적 특성화  

조보영, 임하나1, 김한성, 김현종1,†
 

연세대학교;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hjkim23@kitech.re.kr†) 

Palladium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Platinum을 대체할 수 있는 촉

매 재료로써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BH4과 Oleylamine(OAM)을 사용하여 Palladium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다. 이로부터 입자크기가 균일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고

농도의 나노입자 분산액을 만들었고, Polyimide 필름에 

Palladium 나노입자 층을 코팅하였다. 안정화제인 OAM의 경우 

나노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코팅 공정

에서 필름의 두께, 밀착성, 전도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

처리를 통해 제거하였다. 합성된 나노 입자는 XRD와 TEM 분석

을 통하여 결정구조와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하였으며, Four 

point probe(FPP) 측정을 통해 전기전도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바이오센서, 구리도금, 연료전지 등

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촉매금-135
타이타늄계 제올라이트의 특성 비교분석  

송언수, 선지나, 심수연, 서금동, 고문규†
 

건양대학교 

(mkko@konyang.ac.kr†) 

 그린화학공정의 증가와 함께 균일계 반응에서 반응 후 촉매의 

분리 관점에서 볼 때 반응 혼합물로부터 촉매의 분리는 지지체

촉매가 촉매의 안정도 및 분리의 용이한 장점이 있다. 타이타늄

을 함유하는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한 부분산화반응에 적용을 

위하여 타이타늄을 함유하는 제올라이트계 촉매를 제조하여 특

성을 비교하였다. 선정된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하여 촉매에 

다량의 타이타늄을 함유시켜 고함량의 타이타늄이 포함된 제올

라이트를 합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ZSM-5에 타이

타늄을 치환시켜 제올라이트를 만들고 TS-1과 특성비교를 하였

다.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UV-Vis, Pyridine TPD, XRD를 통해 특

성 확인을 하였다.  

P촉매금-136
질산, 황산의 혼합산을 이용한  protonation 및 nitration 

반응 연구  

김영익, 박상태, 송광호†
 

고려대학교 

(khsong@korea.ac.kr†) 

질산화 반응은 주로 폭약(nitroguadine, trinitrotoluene)을 제조하

거나 화학반응의 전구체 혹은 중간생성물을 합성하기 위해 연간 

수백만 톤이 생산된다. 질산을 강한 산화제인 황산과 혼합할 경

우 황산으로부터 질산으로 수소이온 (H+)이 이동하는 

protonation이 진행되며, nitronium ion이 형성된다. 형성된 

nitronium ion은 알코올 및 phenol류의 aromatic compound와 반

응하여 질산화 반응이 진행된다. 질산화 반응은 일반적으로 매

우 빠른 발열반응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응속도를 조절하기 위

해 반응물간 몰비, 반응 온도, 혼합산의 조성 등을 변화시켜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iso-ocatnol의 질산화 반응을 대상반응으로 

하였으며, 이 반응의 경우 혼합산과 iso-ocatnol의 계면에서 반

응이 일어나는 불균일계 반응이므로 효율적인 혼합이 반응 결과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 Temperature runaway 현상이 일

어나지 않는 온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건에 대해 온도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반응 결과 생성된 생성물의 양은 GC를 이

용하여 정량 분석하여 전환율 및 선택도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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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37
Room Temperature Synthesizable ZIF-71 Catalyst for 
the Solvent Free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s from 

Epoxides and CO2 

Robin Babu, Jintu Francis K, 김현준, 최각규, 박대원†
 

부산대학교 

(dwpark@pusan.ac.kr†) 

Development of heterogeneous catalyst systems capable of 
materializing the CO2 - epoxide cycloaddition reactions under 

mild reaction conditions is highly desirable.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s from CO2 and epoxides is 100% atom economical 

and is the most promising pathway since it avoids the use of 
toxic raw materials such as phosgene or isocyanates. While CO2 

is considered to be a thermodynamically and chemically stable 
molecule under standard conditions, the inertness of CO2 has to 

be breakdown via catalysis.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s 

(ZIF's) are a subclass of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 

generally made from imidazolate linkers and tetrahedrally 

coordinated metal atoms such as Co and Zn. In this work, ZIF-

71 was synthesized under room temperature conditions instantly 

and was characterized using various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 cycloaddition reactions were performed by using different 

epoxides under room temperature conditions. The effect of 

various reaction parameters such as the temperature, catalyst 
loading, CO2 pressure, and time were evaluated. A plausible 

reaction mechanism also was also proposed. 

P촉매금-138
Zirconium oxide based isoreticular MOF for the 

Chemical Fixation of CO2 with Epoxides 

김현준, 최각규, 김설희, 정혜민, Kuruppathparambil Roshith 

Roshan, 황규영, 박대원† 

부산대학교 

(dwpark@pusan.ac.kr†) 

CO2 is a main greenhouse gas that leads to global warming. 

However it is a cheap, nontoxic, abundant and renewable C1 

feedstock. Thus the chemical fixation of CO2 into useful products 

is of general interest from 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The coupling reaction of epoxide with CO2 forming five 

membered cyclic carbonates is a highly atom economical way of 

fixing CO2. Five membered cyclic carbonates are employed as 

polar aprotic solvents, electrolyte solvents for lithium batteries, 

monomers for polymer synthesis, various chemical intermediates, 

degreasing agents etc. We studied the catalytic potential of 

zirconium oxide based MIL metal-organic framework (MIL-140 

C) for the above transformation. Various physico-analytical 

techniques were used to characterize MOF. The MOF is active at 

room temperature and lower pressures of CO2 under co-catalyst 

free conditions. 

P촉매금-139
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on graphene surface 

activated by mono-and di-vacancies by DFT 
calculation  

박성오,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kkwak@unist.ac.kr†) 

When graphene is exposed to ion/electron irradiation, vacancy 

defects, which activate the graphene surface, were easily 

formed. In this theoretical study, we showed defective graphene 

could be used as good electrochemical catalyst for water splitting 

reaction. First, vacancy site on defective graphene was 

investigated by electron/spin density and orbital analysis. 

Electrons were localized on dangling carbon atoms, which 

became active sites for the reaction. On mono-vacancy defect, 

oxygen molecule was strongly adsorbed. On the other hand, 

dangling carbon atoms on di-vacancy defect could form 

pentagonal ring (i.e. 5-8-5 defect) with neighboring carbon 

atoms. This hexagon-pentagon transition facilitated the 

graphene surface to produce oxygen molecule as a product of 

water splitting. By estimating the Gibbs free energy of 

intermediate structure of water splitting reaction (e.g. OH*, O*, 

and OOH*), we demonstrated that, indeed, di-vacancy defects 

made the graphene surface a possibly good catalyst for the 

oxygen evolution reaction using water.  

P촉매금-140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촉매의 브뢴스테드  
산 점에서 글리세롤 탈수반응 메커니즘 연구  

윤다님, 윤양식1, 김태용1, 박홍석1, 한정우2, 이종협1,†
 

서울대학교; 1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jyi@snu.ac.kr†)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고체산 촉매로써 높은 활성을 보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주기성을 갖는 양자역학 이론 계산(density 

functional theory)에서 비정질성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정질 실리

카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베타-크리스토발라

이트(β-cristobalite) 모델을 기반으로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

트 고체산 표면을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비정질 알루미노실

리케이트 촉매의 브뢴스테드 산점에서 글리세롤 탈수반응 메커

니즘을 양자역학 이론 계산을 통해 탐색하였다. 글리세롤의 흡

착 구조 및 흡착력, 단계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한 결

과, 비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고체산에서의 글리세롤 탈수반

응 메커니즘은 기존에 알려진 H-ZSM-5 제올라이트 촉매에서

의 반응 및 코크형성 메커니즘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반응활성실험, 원소분석, 13C-NMR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 결과는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13R1A2A2A01067164)”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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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41
암모니아 산화반응용 정방형 백금 촉매의  

합성 및 특성 분석  

손연선, 김행수, 박진후, 정재영, 김 필†
 

전북대학교 

(kimpil1@jbnu.ac.kr†) 

암모니아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수소

보다 폭발 범위가 좁고, 저압에서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

과 운반이 쉬워 연료전지의 연료로써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암

모니아 산화반응은 수소 산화반응에 비해 반응이 매우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암모니아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이 높은 촉매 개

발이 필요하다. 백금의 여러 결정면 중 (100)면은 암모니아 산화

에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백금입자

의 특정 결정면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정과 표면 

안정제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N,N-Dimethylformamide(DMF)를 용매 겸 환원제

로 사용하여 정방형 구조의 백금 촉매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촉

매의 다양한 물성 분석을 통해 촉매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P촉매금-142
Synthesis of Zeolite UZM-35 and Catalytic Properties 

of Copper-Exchanged UZM-35 for Ammonia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정환, 김영진, 류태경, 김평순1, 김창환1, 남인식, 홍석봉†
 

포항공과대학교; 1Hyundai Motor Group 

(sbhong@postech.ac.kr†) 

The synthesis of zeolite UZM-35 with the MSE topology and the 

catalytic properties of copper-exchanged UZM-35 (Cu-UZM-
35) for th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f NOx with NH3 (NH3-

SCR) are presented. When the simple 

dimethyldipropylammonium cation is used as an organic 

structure-directing agent together with Na+ and K+, crystallization 

of pure UZM-35 is very sensitive not only to the types of Al and 
Si sources employed, but also to the SiO2/Al2O3 and K2O/

(Na2O + K2O) ratios in the synthesis mixture. In the temperature 

range studied, fresh Cu-UZM-35 shows comparable deNOx 
performance to fresh Cu-SSZ-13, the best NH3-SCR catalyst 

known to date. When hydrothermally aged at 750 °C, although 

the latter catalyst outperforms the former one, the operating 

temperature window of Cu-UZM-35 is considerably wider than 

that of Cu-SSZ-13. The overall characterization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highly stable nature of framework Al atoms 

in the large-pore zeolite UZM-35 and their strong interactions 

with Cu2+ ions. This may lead to a moderate alteration of 
exchanged Cu2+ ions to CuOx and CuAl2O4 phases at high 

temperatures, thus rendering Cu-UZM-35 hydrothermally stable 
during NH3-SCR. 

P촉매금-143
Single step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over 

tailored polymer-silver(I) complex catalyst  

Raghavendra Shavi, Vishwanath Hiremath, 서정길†
 

명지대학교 

(jgseo@mju.ac.kr†) 

Global warming has been growing due to worldwide 

industrialization, misbalancing contents of natural gas. Methane 
(CH4) involves faster than CO2 in global warming process. 

Hence, current main strategy is to utilize CH4 gas as major 

feedstock to produce industrially most important chemicals such 
as methanol, acetic acid and etc. Activating CH4 has been 

challenging for catalytic science as it requires high activation 

energy. Here in this work we have tailored properties of the 
catalyst for CH4 conversion providing acidity, N-O denting 

ligands, and noble metal for catalysis. The catalyst was prepared 

from D-glucosamine with silver chelation, and was confirmed by 

XRD, FT-IR, XPS, TEM, and SEM-EDX. The catalyst produced 

175 µmoles of methanol when 0.15g of catalyst in each case 

was used at 30 bar pressure. With the addition of halide ion 

containing molten salts as reaction promoter, 11 times higher 

conversion of methane was archiv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RF-2016R1C1B2008694).  

P촉매금-144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for the long-term 

stability of dry reforming catalysts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eeyeon@kier.re.kr†) 

건식개질반응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메탄 및 이

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여 청정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

이다. 건식개질반응을 통하여, 합성가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

소와 일산화탄소를 최적 비율로 생산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매의 심각한 비활성화, 즉 코킹으

로 인하여 해당 공정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식개질반응의 니켈 금속 촉매를 공정에 투입되기 

이전에 전처리 함으로써 촉매의 장기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전처리는 탄소 계열이나 세라믹 계열의 물

질을 사용하여 니켈 촉매의 표면을 개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으며, 최적 구조로 표면이 개질된 알루미나 담지 개질 촉매는 기

존의 모델 촉매에 비하여 장기내구성이 7%이상 향상되는 결과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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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45
독성가스 흡착용 첨착활성탄 제조 및 흡착성능  

조장호, 윤현준, 이경민, 김수빈, 권용철, 이명석1, 
 

진용옥1, 안호근† 

순천대학교; 1(주)엔에이시 

(hgahn@sunchon.ac.kr†) 

화생방 대피시설의 공기정화에 사용하는 입자가스 여과기는 독

성가스로부터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해 주어야 하나, 일정기준 

이상의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GB 

화학 작용제(Sarin)의 모의가스인 DMMP(Dimethyl methyl 

phosphonate)와 CK 화학 작용제(Cyanogen chloride)의 모의가

스인 HCl 제거에 효과적인 첨착활성탄을 제조하여 흡착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활성탄은 야자계 활성탄(16-

30mesh)이었고, 함침법으로 필요한 금속성분을 첨착하였다. 첨

착활성탄은 정제방법, pH 변화, 함침방법 및 소성온도 등의 조

건을 변경하여 제조하였다. DMMP와 HCl 흡착성능은 기상흐름 

흡착장치를 사용하여 파과곡선을 얻어 평가하였다. 증류수 정

제, 함침액 pH 9.5 및 Incipient wetness method로 제조하여 

100℃에서 2hr, 150℃에서 1hr 건조한 첨착활성탄이 상용제품 

대비 약 20% 상대파과시간이 증가하였다. 향후 HCl 흡착성능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DMMP, HCl, 함침법, ASZM 첨착활성탄, 파과곡선 

P촉매금-146
An online monitoring and measurement system of 

elemental mercury from contaminated solis  

박중호, 김문현†, 홍용석
 

대구대학교 환경공학과 

(moonkim@daegu.ac.kr†) 

We have studied ways of continuously monitoring and 

determining concentrations of gas-phase elemental mercury 

using an appropriate technique with the help of a continuous 

generation and detection of the mercury to simulate its thermal 

desorption from contaminated soils and capture. An online 

system consisting of a permeation tube of elemental mercury 

and its high precision detector was built up and tested. The rate 

of the mercury permeation at chosen conditions was carefully 

calibrated and compared to that calculated theoretically. The 

detection in a wide range of mercury concentrations was 

conducted using a commercial monitor that had been extensively 

modified for allowing real time measurements. Optimal 

photomultiplier voltages with relatively very narrow intervals less 

than 50 V existed to make a continuous detection of the 

elemental mercury with high concentrations.  

P촉매금-147
메조포러스 MnO2-CNF 촉매 상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관한 연구  

김민준1, 이관영2,3,†, 서명기2
 

1고려대학교; 2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3KU-KIST 융합대학원 

(kylee@korea.ac.kr†) 

과산화수소는 친환경 산화제로서 소독, 직물 산업, 오염 물질 처

리에 널리 이용된다.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는 다른 화학 물질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중에 남

아있으면 생태계에 위험하게 작용 하므로 과산화수소를 효과적

으로 분해하는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다.  

과산화수소는 Fenton reaction을 통하여 분해 가능하다. 

Fe2+/Fe3+ 이온을 이용한 이 분해 반응의 활성은 우수하지만 회

수에 어려움이 있어 불균일계 촉매의 개발이 오래 연구되었다. 

전이 금속 산화물은 과산화수소 분해 촉매의 활성을 가지는데 
이 중 MnO2는 뛰어난 활성을 보인다. 하지만 bulk oxide 상태에

선 일반적으로 낮은 비표면적을 가져 활성 증진을 위해서는 비

표면적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메조포러스 금속 산화물은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bulk oxide에 
비하여 뛰어난 촉매 활성을 보인다. 특히 Meso-MnO2는 귀금속

인 Pt를 대체하기 위한 비귀금속 촉매로 개발되어 전극 및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에 적용된 많은 연구가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선 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 (CTAB)을 
template으로 사용한 MnO2-carbon nanofiber (CNF)를 제조하여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적용을 하였다.  

P촉매금-148
Ru catalyst with promoted zirconia : Enhanced activity 

and durability in dry reforming of methane  

황호석,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원 

(azhyun@kaist.ac.kr†) 

Global warm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o be 

solved. Dry reforming of methane (DRM) is an eco-friendly 

process to convert two greenhouse gases into valuable gases. 

So, dry reforming of methane (DRM) has received a remarkable 

attention. However, the formation of carbon deposition at surface 

of catalyst i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dry reforming reaction. 

Noble metals have been known to be active without severe coke 

formation. We report that small amount of Ru (0.13wt%) is used 

for synthesis of the catalyst with zirconia and silica. The catalyst 

shows high activity and durability for dry reforming reaction in 800 
oC. Without zirconia, when Ru is deposited on silica, the size of 

Ru was 6.3 nm. However, with zirconia, the size of Ru was 

decreased as much as 1.4 nm due to strong metal support 

interaction(SMSI) between Ru and ZrO2. We confirmed the 

strong metal support interaction (SMSI) by TPR and XANES 

measurement. The carbon deposition was confirmed after dry 

reforming reaction in Co-Ru/ZrO2-SiO2 catalyst. However, in 

Ru/ZrO2-SiO2 catalyst, there is no carbon deposition. It shows 

stable activity during the reaction at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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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49
균일용매침전법을 이용한 Ba-헥사알루미네트 

연소촉매의 제조  

박지윤, 안승호, 정유식1, 이영우†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1㈜지엔티엔에스 

(ywrhee@cnu.ac.kr†)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환경보전정책들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4년까지 인구집중의 심화,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해 오염도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

기환경 관리대상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은 인체에 장

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및 폐기종, 위장병, 불면증 등의 

위험이 있으며, 광화학적 반응이 대기 중의 오존 농도를 증가시

키고 다른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광화학스

모그를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중 하나인 촉매 연소는 천연가스나 탄화수소, 일산화

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화염연소보다 낮은 온도에서 안

정적으로 완전 산화시키는 촉매를 이용한  기술이다. 기존의 연

소촉매의 개발은 대부분 귀금속계 연소촉매에 관한 것이며, 비

교적 저렴한 비귀금속계 연소촉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용매침전법을 이용하

여 Ba-헥사알루미네이트 촉매를 합성하였다.  

P촉매금-150
DeNOx-SCR 반응을 위한 Cu/제올라이트 촉매의  

내황성 연구  

한종대†, 하호정1, 최준환2
 

창원대학교; 1(주)케라; 2재료연구소 

(jdhan@changwon.ac.kr†) 

선박용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질소산화물이 많

이 배출되고 있어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규제를 계속적으로 강

화하고 있다. 이동식 디젤엔진의 NOx 제거 기술로 선택적 촉매

환원반응(SCR)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

져 있다. 암모니아를 이용한 선택적 촉매환원반응에서 우수한 

촉매로 알려진 Cu/제올라이트 촉매로 저온에서의 DeNOx 선택
적 촉매환원반응 활성에 미치는 반응가스 중의 수분과 SO2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촉매는 BEA와 ZSM-5 제올라이트에  Cu를 

담지시켜 제조하였고 내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Mn, Zr과 Ce

의 조촉매를 첨가하였다. 내황성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Mn을 첨가한 Cu/제올라이트 촉매를 중심으로 첨가제의 작용을 
XPS, H2-TPR, SEM/EDS와 XRD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P촉매금-151
Degradation of Phenol by Electro Fenton reaction using 
stainless steel mesh coated with sulfur-modified iron 

oxide  

최윤정1,2, Thi May Do1, 변지영1, 김상훈1, 주재백2,†
 

1KIST; 2홍익대학교 

(jbju@hongik.ac.kr†)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페놀은 발암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바다 또는 강에 버려지는 공장 및 실험실의 폐수처리 시 

분해가 필요하다. 페놀은 공명 구조의 비교적 안정한 구조를 지

니고 있어 분해가 쉽지 않지만, 펜톤산화반응을 이용하면 과산

화수소에 철이온이 촉매로 작용하여 생성된 OH radical을 이용

하여 페놀을 분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강한 산성조건에

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과산화수소 비용 및 처리 후 생성되는 다

량의 슬러지 처리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기펜톤산화법을 적용하여 과산

화수소를 투입하는 대신 전압을 가하여 폐수내에서 과산화수소 

발생시켰다. 또한 철이온 대신에 스테인리스스틸 메쉬에 황이 

도핑된 산화철 복합체(MS-Fe)를 코팅함으로써, 기존의 분말형 

촉매가 아닌 일체형 촉매로서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고, 메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하였

다. 코팅에 사용된 MS-Fe 복합체는 최근 중성조건에서 과산화

수소를 분해해 OH radical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밝혀졌

다 [1]. 이 새로운 촉매재료를 이용해 기존 펜톤반응의 제한요소 

중 하나인 강산성조건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P촉매금-152
Highly active cobalt based catalyst for N2O 

decomposition in the presence of NO  

김민재1,2, 이승재2, 유인수2, 노현석1, 전상구2,†
 

1연세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gjeon@kier.re.kr†) 

Annually, Greenhouse gas emissions by nature and 

anthropogenic source have been increased. Among these 
gases, N2O has a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which is 

310 times higher than that of CO2.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move N2O in aerosphere. It is reported that Co3O4 is active for 

N2O decomposition due to its relatively high redox ability. 

However, Cobalt spinel synthesized by the co-precipitation 

method was significantly deactivated by NO at low temperature 

(below 400 °C). Many researchers reported that competitive 
adsorption between NO and N2O inhibit the catalytic activity for 

N2O decomposi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a, Co-

Cu catalyst was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This 

catalyst showed high activities in the presence of NO. The 
modified cobalt catalysts exhibit slightly decreased N2O 

conversion compared to that of Co3O4 at low temperature when 

NO is introduced into reactor. To identify this phenomena, the 
prepared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XRD, BET, H2-TPR, 

O2-TPD, NO-TPD and 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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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금-153
Catalytic N2O decomposition over modified cobalt 

oxide catalysts  

김민재1,2, 김혜정3,2, 이승재2, 유인수2, 노현석1, 전상구2,†
 

1연세대학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충남대학교 

(sgjeon@kier.re.kr†) 

During the last decade,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N2O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due to the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It has 310 times higher than that 
of CO2. It is reported that Co3O4 is active for direct N2O 

decomposition owing to its relatively high redox property. 

However, Cobalt spinel catalyst was significantly deactivated by 

inhibition gas at low temperature (＜400℃). To solve this 

problem, several researchers changed the composition of 
catalyst. In this study, the catalytic activity of modified Co3O4 for 

decomposition of N2O was tested at low temperature (<400℃). 

These catalysts showed higher activities in the presence of 

inhibition gas compared to that of pure cobalt spinel oxide. 

Modified cobalt based catalysts in this experiment were 

synthesized by co-precipitation method (Co:M=9:1, molar ratio). 
Methods of XRD, BET, O2-TPD and H2-TPR were used to 

characterize these catalysts.  

P촉매금-154
A Study of Vanadium leaching effect of Spent RHDM 

Catalyst  

나우진, 방종성, 김다혜, 이해인, 서준영, 문미영, 박세진, 이

선희, 박해경† 

한서대학교 

(jhkp@hanseo.ac.kr†) 

In the recent trend of oil refining industries,  the capacity of Heavy 

Oil Upgrading(HOU) facility has increased remarkably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light fuels such as gasoline and diesel. Prior to 

HOU process, the hydro-catalytic treatment of heavy oil is 

indispensable to eliminate the heavy metals(mainly V, Ni) and 

sulfur contained in heavy oil by using RHDM

(Residue  Hydrodemetallation) and RHDS(Residue 

Hydrodesulfurization) catalyst respectively. But there are  seve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disposal of spent 

hydrotreating catalyst because of very short of life span. The 

utilization of spent  RHDM catalyst is limited to the reclamation of 

metals  compared to that of spent  RHDS catalyst which has 

been tried to be regenerated or to be rejuven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use as SCR catalyst was investigated 

by adequate leaching of vanadium from spent RHDM catalyst 

because vanadium component deposited over spent RHDM 

catalyst surface can be acted as the active component of SCR 

catalyst. 

P촉매금-155
Improvement of Hydrothermal Stability and NH3-SCR 

Activity of High Silica Cu-UZM-12  

박순희, 박진희1, 정하나1, 조성준1,†
 

고려대학교; 1전남대학교 

(sjcho@chonnam.ac.kr†) 

Small pore zeolites have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due to 

improved hydrothermal stability for th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f NO with NH3 (NH3-SCR). Especially, high silica 

zeolite with low aluminum contents of their frameworks is more 

stable even hydrothermal treatment up to 800 oC. In this work, 

copper ion exchanged UZM-12 (ERI) with different Si/Al ratios 

was synthesized through hydrothermal reaction from various gel 

composition by using the hexamethonium and 

tetraethylammonium ions as organic structure-directing agents 
(OSDAs). Their NH3-SCR reaction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after hydrothermal treatment at 750 oC which is similar to exhaust 
gases containing water. NH3-TPD, NO-TPD, H2-TPR analysis 

results revealed a change of their acidic properties and reactant 

adsorption abilities. In-situ ESR and in-situ XAFS measurement 
also provided the change of Cu2+ ion during the NH3-SCR 

reaction on Cu-UZM-12.  

P촉매금-156
BEA zeolite에 Fe를 이온교환과 함침으로 제조한  

촉매의 N2O/NO 환원 반응 연구  

전민욱, 이승재1, 유인수1, 이영우, 전상구1,†
 

충남대학교;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gjeon@kier.re.kr†)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심각한 지구 온
난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N2O는 발생

량은 CO2에 비해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온

실가스로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원에서 N2O의 

저감이 필요하다. N2O가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대개 질소 산화

물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N2O와 NOx의 동시저감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Fe-BEA 촉매를 사용한 NH3-SCR 공정은 

N2O/NO를 동시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Fe-BEA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제올라이트에 Fe를 이온교환 하는 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온교환 제조법은 시

간이 오래 걸리며 제조 공정이 단순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

조 공정을 단순화 하기 위해 함침법을 통해 Fe 함량별로 제조하

여 활성반응을 조사하였으며 이온교환으로 제조한 촉매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조된 촉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성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또한 H2O에 의한 비활성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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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안전



O안전J목-1
Application and effect of indoor release model to 

dispersion of hazardous materials  

허창환, 신서린, 최솔지, 양시엽, 전경우,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There are chemical releases that occur indoors because leaking 

pipes or vessels are located inside the building. In such cases, 

the building may confine released materials and restrict their 

dispersion. To accurately calculate consequences of hazardous 

material release from interior, additional model should be applied 

to discharge models to modify flowrate. Cases of carbon 

monoxide release was simulated through FLACS to calculate the 

dispersion and the concentration over time near surrounded area 

from the source. Indoor release model was applied to the cases 

to show the model describes release from interior appropriately, 

a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oor and outdoor 

releases. 

O안전J목-2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다기능 협업체계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나리오 개발  

김영진, 최준영, 이광희, 은종화, 문 일†
 

연세대학교 

(tytyuj@yonsei.ac.kr†) 

현재 국내에서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훈

련, 안전한국훈련, 소방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

은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서 자원 조달의 문제, 유사 훈련 반복으

로 인한 훈련자의 부담 가중,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와 자원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기능 협업체계를 적용한 새로운 훈련체계

를 통해 기존 재난대응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훈련 시뮬레이터 

제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는 상황설정, 주요 이슈 선정, 대응 방법으로 구성하였

다. 시나리오의 대상 도시인 울산의 풍향, 풍속 등 기상통계와 

화학사고 214건의 통계조사를 통해 사고 다발 물질, 사고 장소 

등을 선정하였다. 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기존 재난 대응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 이슈 23개를 제

시하였다. 또한, 재난대응의 단계를 초기대응 단계, 초동대응 단

계, 수습복구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재난대응 SOP들과 각 지자체별 행동

대응 매뉴얼을 종합하여 대응 지침을 제시하였다. 통합지원본부 

시나리오에는 통합지원본부와 사고 초기 유관기관의 역할을 함

께 나타내어서 담당 공무원의 대응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O안전J목-3
Risk Management of CO2 Injection Process on Topside 

Platform for CO2 Storage  

이영근, 안진주, 이건학, 최솔지,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Amount of usage of fossil fuel is still high due to growth of energy 

demand by developing country such as mainly China, India and 

so on. As effect of that, greenhouse effect, which increase 

temperature of earth, is still continued. CCSU technology is being 

considered as key solution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 

which give rise to greenhouse effect.   

In this study, CO2 injection process for geological sequestration 

of captured CO2 is handled. Also safety of topside platform for 

this CO2 injection process to be built in Pohang basin near 

Youngil bay in Korea is covered. Specifically, quantitative risk 

analysis (QRA) is implemented to topside CO2 injection system 

for quantifying risks in the system. After the QRA, risk reduction 

strategies based on QRA results are applied to reduce risk into 

proper risk range.  

O안전J목-4
플랜트 경계면 이동식 센서의 이동경로 최적화를 통한 

감지성능 향상  

조재훈, Addis Lulu, 김현승, 신동일†
 

명지대학교 

(dongil@mju.ac.kr†) 

최근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

에 시설의 노후화, 기계적 결함, 인적오류 등으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는 군집특성으

로 인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인근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

되어 큰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공정의 누출조건, 환경조건을 반영한 다양한 누출시나리

오를 토대로 빠른 감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 고정식 센서에 국한

된 연구에서 나아가 드론이나 로봇 탑재와 같은 이동형 플랫폼

을 활용하는 이동식 센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드웨어 플랫폼

이 오픈소스로 구축 가능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동식 센서

의 활용도 제고에 요구되는 이동경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FD를 이용하여 누출시나리오를 해석하였

고, 이러한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감지확률, 감지시간 등 각 

항목마다 중요도를 부여한 수리계획 모델의 개발을 통해 최적 

이동 경로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델 개발시 예상치 못한 

지역의 누출사고 발생에 관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타당

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이동식 센서의 배치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고, 이상의 개발 결과는  센서의 농도데이터를 기반

으로 누출원 역추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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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안전J목-5
화학공정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해손실 비용 분석  

최완균, 이광희, 조성현, 박진우, 문 일†
 

연세대학교 

(woan.gyoon.choi@yonsei.ac.kr†) 

현재 국내의 경우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적 손실비용의 체계적인 분석방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

제적 손실 비용의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재해손실비용, Allocation Cost비보험비용 

등 사고 발생에 따라 손실비용을 간접비용 또는 보험비용 등 항

목별로 계산하는 연구는 미진하여 내·외부 정황의 인식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재해비용 산정의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재해

손실비용은 실질적인 상해와 손실이 야기되는 재해비용, 현장에 

투입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를 근거로 한 예방

비용, 검사비용에 의한 재해손실비용의 최적화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안전문화정착을 이루어 손실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검사비용에 의

한 재해손실비용의 최적화를 분석하여 조직의 안전문화정착을 

이루고 손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장착을 위하여 사고의 확률이 

높은 비 관리 근로자의 참여사항확보와 비관리 근로자에 대한 

협의사항 강화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비용과 검사비용(모니터링 

및 점검비용)에 대한 항목과 지불비용 산정하여 최적의 cost투

입을 제시하였다.  

O안전J목-6
FPSO용 Turret의 ESDV의 PST적용 및  

SIL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박진형†
 

한국요꼬가와전기 

(jinhyung.park@kr.yokogawa.com†) 

FPSO용 Turret에서 가장 많은 설비가 ESDV (Emergency 

Shutdown Valve)이다. FPSO용 ESDV는 NORSOK규정에 의거 최

소한 SIL2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PST (Partial Stroke 

Test)적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밸브의 경우 PST를 실시하지 않

으면 Detected Failure Rate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

지 못하는 경우 PST에 의한 Diagnostic을 중복적용하여 Valve의 

고장율을 과도하게 낮추게 되어 잘못된 SIL계산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Valve의 PST주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IEC61508 PART 2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이런 잘못된 SIL계산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PST적용에 대한 

SIL계산방법을 조사하고 미국 exida사에서 개발한 exSILentia 

Tool을 사용하여 적합한 고장율을 적용하여 SIL계산에 적용하는 

몇가지 방법을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과제 수

행을 지원해 주신 산업기술평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안전J목-7
록소프로펜산 분말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xplosion Hazard of Loxoprofen Acid Powder)  

이주엽†, 이근원, 한우섭, 박상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leejuyup@kosha.or.kr†) 

2016년 1월 충남 소재 OO제약 원료의약품 합성공장에서 소염

제 및 진통제 원료로 사용되는 록소프로펜 나트륨((Loxoprofen 

Sodium)을 제조하기 위해 분말상태의 록소프로펜산(Loxoprofen 

acid)을 아세톤과 정제수 혼합물이 들어있는 반응기에 투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약품 분말로 인한 분진폭발 

사고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

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상태인 록소프로펜산(Loxoprofen acid)의 최

대폭발압력, 최대압력상승속도, 폭발하한농도, 최소점화에너지, 

최소점화온도 등의 분진폭발특성을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진폭발지수((Kst)와 폭발지수(Explosion index)의 

등급을 결정하여 폭발 위험성을 금속분진 등과 비교·평가하였

다.    

그 결과 분진폭발지수는 St2 등급으로 폭발에 의한 위험성이 큰 

분진(Strong explosion), 폭발지수에 의한 상대적 폭발위험등급

은 심각(Severe)으로 분류되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점화원 제거와 더불어 이너팅(Inerting), 방폭설계 등의 안전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O안전J목-8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고려사항 검

토  

류영돈†,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rydon9424@hanmail.net†) 

바이오 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유기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혐기상태)에서 혐기소화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며, 그 주성분은  메탄가스

와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가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공해 및 온

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그린에너지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육상 직매립 금지,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수슬러지 및 축산분뇨 등의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급

증하고 있다. 아울러,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

계획(‘09.7)」수립 이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

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바이오가스화

시설 10여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의 안전장치, 방폭구역 설정 및 검토, 소화조 내부 점검시 안전 

고려사항, 가동 전, 가동 후의 안전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또한, 현재 가동중인 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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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1
고압가스 안전밸브 운전 중 검사 국외 기준 및  

운용현황 검토  

장유리, 장갑만†, 곽영환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에스씨에스주식회사 

(kapman1006@kgs.or.kr†) 

국가 산업단지 내 가스설비의 안전밸브는 높은 압력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사업주

는 주기적으로 작동성능을 점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안전밸브의 작동성능 확인을 위해 국내 현장에서 안전밸브를 탈

착하여 테스트 벤치에서 popping 시험을 하는 직접검사법은 밸

브 탈착을 위한 부대비용이 검사 금액의 상당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overhaul기간 중 전체의 안전밸브를 탈착하여 검

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 검사 업체들

은 현장에서 설비 운용 중 점검이 가능한 온라인 검사법(간접검

사법)으로 이루어 지지않아 불가피한 경우, 극히 제한적인 부분

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검사법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 중 검사법을 인정하고, 필수 기반 

시설에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간접 검사법을 적용·확대 하고 있

는 국외의 기준 및 운용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6222010090) 

P안전목-2
TYPE-1용기과 TYPE-3용기의 내압 및 파열 경향에 대

한 연구  

장갑만, 김정환1,†, 임상식1, 이진한1, 조영도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한국가스안전공사 

(abbu2k@kgs.or.kr†) 

TYPE-1 용기는 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 금속제 용기로 

복합재료에 의한 구조적 강화 없이 금속 재료만으로 압력하중을 

견디도록 만든 용기이다. 일반적으로 Steel이 재료로 많이 사용

되고 있고 Seamless Tube를 소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TYPE-3 용기는 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 얇은 금속제 라

이너 위에 수지를 함침시킨 탄소섬유나 유리섬유를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으로 감아서 만든 용기로 금속제 라이너는 하중을 부담

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부담하고 복합재가 대부분의 하중

을 분담하는 형태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등반성을 가진 TYPE-1용기와 이방성을 가진 

TYPE-3 용기에 결함발생시 파열을 예측하기 위해 용기의 외면

에 흠을 가공하여 수압 및 기압 파열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

은 TYPE-1 7.6리터 알루미늄 용기 및 TYPE-3 6.8리터 복합재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흠가공은 용기 동판부 외면으로부터 폭 

3mm, 길이 150m, 깊이는 4~5mm를 가공하여 각 용기 형태에 

따른 파열 경향을 살펴보았다. 

  

P안전목-3
독성가스(염소)의 토양 침적 경향에 대한 연구  

송보희, 이경은1, 이진한1, 조영도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한국가스안전공사 

(ydjo@kgs.or.kr†) 

독성가스에 의한 누출 및 폭발 사고는 단순화재나 가스 사고 등

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피해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초동

조치가 중요하지만, 초동대응 및 사후처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하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독성가스의 토양 침적은 피해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침적 관계를 검증할 

실험적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누출 확산 해석 모

델에는 토양 침적의 영향이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범위가 보수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정밀해석이 불가능하고,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성가스 중 염소의 토양 침적 특성의 경향을 실

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장치는 미국의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에서 구축한 장치를 기본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 구축하였으며, 염소 토양 침적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침적 이온량을 측정하

였다. 다양한 조성을 지닌 합성토양을 이용하여 토양 침적실험

을 진행한 결과, 일반적으로 토양의 깊이에 따른 침적량은 감소

하였으나, 일정 깊이이하로는 감소량의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또한 염소 노출 시간 및 유기물 함량에 따른 침적량은 비례관계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안전목-4
석유화학단지 내 고압가스용 PSV의 점검 방법 효율 향

상에 대한 고찰  

임상식, 김정환†, 장갑만,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abbu2k@kgs.or.kr†) 

현재 석유화학단지 내 고압가스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거 주기적

으로 점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는 탈

황, 탈수 등의 정제 및 제품 생산 등의 복잡한 공정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있어, 안전밸브의 점검 기간이 제한적이다. 고압가

스 안전밸브는 overhaul 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탈착식 점

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탈착이 불가능한 기간시설

(utility facility)의 안전밸브 및 용접된 안전밸브는 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공정 시설에 포함된 다수의 안전밸브

를 짧은 overhaul 기간에 전수 점검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며, 그 효용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항시 가동해야하므로, 전 

공정의 점검 기간인 overhaul 외에 안전밸브를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착식 

안전밸브 점검과 병행 할 수 있는 on-line test 적용방법을 제시

하고자 하며, 기존의 탈착식 안전밸브 점검 방법과 on-line test

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 점검 효율의 향상 및 안전관리 측면

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62220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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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5
Pressure Safety Valve의 on-line test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고찰  

양락영, 장갑만†, 곽영환1
 

한국가스안전공사; 1에스씨에스 

(kapman1006@kgs.or.kr†)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설치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대상 55%,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43.5%,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대상 1.0%, 전기사업법 대상 0.5%에 해당된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가연성·독성가스는 매년, 불연성

가스 2년마다,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4년마다 안

전밸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한된 overhaul기간에 

약 3,000개의 안전밸브를 탈착하여 작동성능을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는 overhaul기간 외에도 안전밸브를 점검하기 위해 

ASME PTC 25 CODE에 따라 on-line test 방법이 가능하도록 제

도화 되어 있다. on-line test 방법은 공정상태의 안전밸브를 유

압장치의 힘으로 개방하고 공정압력과 안전밸브 유효면적, 유압

의 힘으로 계산하여 배출압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shut-

down으로 인한 비용손실과 탈착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분해

가 불가능한 용접형태의 안전밸브와 가동중단이 어려운 유틸리

티용 안전밸브를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안전밸브의 작동점검

을 통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압가스용 PSV(Pressure 

safety valve)의 on-line test 적용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6222010090) 

P안전목-6
초저온 저장탱크 Cold-Stretching 공법 기준  

개발연구  

김정원, 장갑만†,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kapman1006@kgs.or.kr†) 

천연가스는 체적당 많은 양을 운반하기 위해 초저온에서 액화형

태로 저장되고 있다. 특히 Austenitic Stainless Steel은 극저온에

서 인성이 좋아 저온 취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우수한 기계적 피

로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저온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은 단위중량당 가격이 일반 탄소강에 비해 비싸서 

재료의 비용이 제작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재료비절감을 위

한 대안으로 콜드-스트레칭 공법이 제시되고 있다. 

콜드-스트레칭 공법은 저장 탱크에 일정시간동안 압력을 가하

여 항복강도를 높여서 동일 설계압력을 얇은 두께로 제작이 가

능하게 하여 운송시 에너지효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보하는 기술이다.  

국외에서는 콜드스트레칭 공법을 이용하여 약 20년전부터 초저

온 저장탱크를 제조하고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는 기준이 제정

되어 있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기준 

및 사례와, 재료의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콜드스트레칭 공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제사례 및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하여 콜드-스트레

칭 공법이 적용된 초저온 저장탱크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국가

스기술기준인 KGS AC111 코드 개정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

발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

아 수행하였습니다.(No. 2013101010176A) 

P안전목-7
산업용 매설 고압가스배관 설계 및 운전데이터 검토를 

통한 관리 방안  

하유진, 김정환†,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abbu2k@kgs.or.kr†) 

국내 산업단지 지하에 복잡하게 설치된 노후 고압가스 배관이 

3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대형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

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 실정이다. 지하의 복잡한 매설상

황으로 관리 및 점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대만 가오슝

시 프로필렌 이송배관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용 배관의 안

전 및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다. 배관 노후화에 따른 

배관 부식이 우려되고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공사 시 타 

공사에 의한 충격 발생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

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여수, 대산 등의 매설 고압가스 배관 설치 

경로 및 검사현황을 조사하고, 배관에 적용된 표준 운전 데이터 

조사를 통해 국내 매설 배관 손상원인을 분석하여 산업용 고압

가스 배관에 관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캐나다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배관설계 및 유지관리에 RBDA(Reliability-Based 

Design and Assessment)를 접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년 

째 노후된 파이프를 관리 및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 RBDA기법

은 캐나다 및 영국 기준으로도 RBDA 운영되고 있어서 이 절차

를 준용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RBDA절차와 모델을 적용하여 

배관 신뢰도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를 했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62220100030) 

P안전목-8
산업용 매설 고압가스배관의 종류에 따른 진단 및 안전

관리 제도에 관한연구  

김정환, 이경은†,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lke_0808@kgs.or.kr†) 

국내의 매설 고압가스배관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배관사이의 

공간이 매우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매설 배관을 관리

함에 있어서 사각지역 발생 등의 원인으로 그 관리가 매우 어려

운 것이 국내 현재 실정이다. 관리의 복잡함은 점검의 소홀함으

로 이어져 사고를 유발하고, 매설 배관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

발 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내에 경제적 피해 및 인

명사고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설 

고압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

전진단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설 고압가스배관의 종류와 운영현황을 조사하

고, 이를 관리하고 진단하는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매설 배관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국외 고압가스배관 안전관리 제도를 조사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함으로

써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62220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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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9
FLACS를 이용한 도시가스 시설별 누출 시뮬레이션  

이민경, 김정환†, 이진한,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abbu2k@kgs.or.kr†) 

국내 방폭구역 설계자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방폭구역을 설정하는 반면 소규

모 시공사들은 KGS의 검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방폭구역

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도시가스의 누출에 대한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방폭구역 기준

의 구체화, 방폭구역 및 설치기준 국제기준 호환성 확보 등의 근

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장소에 고가의 방폭기기를 설

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혼란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누출가스의 유동해석프로그램으로 GexCon에서 개발된 

FLACS를 사용하였다. FLACS는 누출, 폭발, 화재 등의 실제 구

현이 어려운 여러 상황에 대한 유동해석이 가능하다.  도시가스 

시설별 7종(정압기, 저장탱크, 기화기, 방산탑, 피그런처, 열교환

기, 압축기)에 대해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

누어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누출 후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

스는 대기 중으로 수직 확산하게 된다. 따라서 바람이 없는 경우

를 가정하여 수직 확산 최대 거리에 대해 유동해석 하였고, 바람

영향을 가정하여 수평으로 최대 확산거리를 유동해석 함으로써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에 대한 최대 확산 거리를 예측하였다. 연

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방폭구역 기준 구체화와 국제기준 호환

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안전목-10
울산산업단지 내 지하배관 대상 신뢰성기반 정량적 위
험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한 위험도 및 사고 비용 분석 

박건희, 정재훈, 이건학, 이원제,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국가산업단지 내 설치된 노후 지하배관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

으나 배관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할 방법이나 모델이 

미흡하여 배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

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배관의 위험성

을 평가하여 위험도 등급이 높은 배관을 우선적으로 배관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위험도(Risk)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 확률(PoF)은 사고이력에 기반한 방법론을 적용

하기 때문에 매설 배관의 불확정적요소들을 위험도에 반영하는

것과 충분한 사고이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 위험도 평가가 어렵

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불확정성 분석에 

기반한 RBDA방법론을 배관에 적용한 모델을 갖춰 각 배관의 정

량적인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고 비용, 보수 유지 비용과 

관련시켜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배관의 위험도를 낮

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보수 

유지 관리 계획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P안전목-11
A risk-assessment comparative study for Underground 

piping based on Reliability-based design  

정재훈, 박건희,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In Europe and other advanced country, RIMAP is used for 

managing pipe. RIMAP(Risk-Based Inspection and Maintance 

For European Industries) is method about safety. To use RIMAP, 

we can determine the grade of risk and establish a strategy of 

maintenance of pipe. However, this methodology is dependent 

on the accident data and it is not consider some uncertainty 

factor. To consider uncertainty factor, we can apply RBDA 

methodology. RBDA(Reliability-based design and assessment)

is method for calculate reliability of pipe. Failure probability is 

calculated by quantify resistance and load of pipe. Especially 

resistance and load is calculated from various defect which can 

occur in pipe. in this paper, calculate a risk of several example by 

RIMAP and RBDA and compare the result of RIMAP and RBDA 

method. Finally examine the level of confidence that is required 

for domestic pipe management  

P안전목-12
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손상모드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이진한†, 조영도1, 이연재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한국가스안전공사 

(imhappy@kgs.or.kr†) 

캐나다, 미국 등 배관운영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배관의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기반 설계 및 방법론을 표준화하

여 활용하여 배관의 설계화, 배관의 신뢰도를 관리한는 수단으

로 활용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 규정으로 ISO 16708:2006에 

RBDA방법 규정, 캐나다는 배관설계 및 유지관리 코드인 CSA 

Z662-07(2007)에 RBDA방법 포함, 미국 ASME도 관련 기술보고

서 SPP-PT-048(2012) 발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뢰도 기반 배관의 설계 및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이나 산업단지 주변 복잡하게 설

치된 노후배관 증가에 따라 대형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

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리기법을 

분석하고 그 방법의 국내 적용방안을 논하고 자 한다. 특히, 본 

고찰에서는 배관의 시간의존적 손상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부식

원인과 즉각적 손상을 대표하는 타공사 원인에 의한 손상에 대

해 손상모드를 분석하였다.   

부식원인과 타공사원인 손상의 경우 대별되는 손상모드로 누출

과 파단이 있다. 두 모드는 손상 메카니즘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손상원인은 같더라도 다른 손상모드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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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13
방폭구역 설정 기준(IEC 60079-10-1:2015) 개정에  

따른 검토 및 반영  

김정환†, 이민경, 이진한,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abbu2k@kgs.or.kr†) 

현행 국내의 가스 방폭구역 기준은 IEC 60079-10-1:2008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ve atmospheres)를 그대로 적용하여 KS C 

IEC60079-10-1:2012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IEC 31J 부위원회

의 활동으로 주요변화가 수반되는 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

루어졌고, 지난 2015년 9월 IEC60079-10-1:2015의 기준이 배

포되었다. 이는 IEC 방폭구역 설정 기준의 2번째 판(edition)이

며, 지난 7년 동안의 기술적 변화들을 대폭 수록하였다. 전체 65

페이지였던 기준은 107페이지로 많이 늘었고, 예시들을 더욱 더 

수록하고, 무엇보다 환기(ventilation)에 대한 개념을 희석

(dilution)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이 수록되어, 방폭구역 

설정 관련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방폭구역 설정 IEC 기준의 주요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방폭구역 설정 기준 제정시 반영토록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20142020500130)  

P안전목-14
Probabilistic Based Optimal Inspection and 
Replacement Planning of a Refinery Plant  

탁경재, 김정환, 문 일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연세대학교 

(kjtak@yonsei.ac.kr†) 

Refinery processes are in operation for several years without a 

shutdown. Pipes and equipment in a refinery plant are inspected 

and replaced during a shutdown.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plan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operating cycle because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economy. The more 

frequently shutdown and inspection, the safer the plant but the 

higher maintenance cos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 

inspection and replace planning model for the refinery plant.  

Since thicknesses of pipes and equipment becomes thinner and 

thinner by corrosion reactions, corrosion is one of major factors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the plant. Due to that reason, this 

study focused on optimizing inspection and replacement 

planning of a refinery plant considering corrosion cost. Total cost 

to be minimized consists of initial design cost, inspection cost, 

replacement cost, and failure cost. All the costs except initial 

design cost were related to corrosion reactions by probabilistic 

functions of remained pipe wall thicknes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llustrated by some case studies.  

P안전목-15
경험식과 NRTL 모델의 이성분계 파라미터  

최적화법에 의한 하부 인화점 예측  

이성진†
 

세명대학교 

(pappi68@hanmail.net†) 

액체의 표면에 시험 불꽃을 가했을 때, 인화가 발생하는 가장 낮

은 온도를 인화점이라 한다. 액체의 화재와 폭발 위험성을 나타

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화점이기도 하다. 인화점은 하부인

화점과 상부인화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종 문헌에서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인화점은 하부인화점을 의미한다. 인화점을 측정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방식 장치를 이용

하는 방법과 밀폐식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장치의 특성

에 따라 인화점은 다른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액체의 특성에 따

라 적합한 인화점 측정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성분계 혼합물의 인화점을 예측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험식을 통해 인

화점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NRTL 모델식의 이성분

계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다. 기존에 발표된 문헌자료

에 있는 2-Propanol+formic acid 계의 인화점 실험값을 사용하

여, 두 예측 방법의 실험값에 대한 근접성을 비교하였다.  

P안전목-16
Study on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in Sodium 

Experimental Facility  

정민환†, 김종만, 조영일, 정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minhwan@kaeri.re.kr†) 

The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s provide the operator with 

direction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a unexpected 

accidents and equipment failures. In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are required to follow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during emergency situation. Likewise, operators in experimental 

facility need to be trained by procedures that direct them actions 

necessary to minimize the damages from the situation. 

Especially, the procedures in Na(sodium) experimental facil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demonstrated in consideration of Na 

characteristics. The procedures in the facility consist of detailed 

guidelines including early detection of abnormal signal, situational 

understanding, evacuation except for essential personnel, Na 

draining to storage tank, and follow-up measures. The possible 

emergency situations in the facility are listed as follows.  By 

simulating each situation, the study on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procedure is under way in KAERI.  

1. Generation of the Na leak detection signal 

2. Interruption to the power supply  

3. Breakdown of compressed air system  

4. System communication failure  

5. Observation of the Na aerosol through surveillanc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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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17
The Evalu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Leakage 

from Storage Tanks Based on Mathematical Modeling   

박재연, 이창준1,†
 

부경대학교; 1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조교수 

(changjun.lee@gmail.com†) 

많은 공장에서 위험물 저장탱크 누출 시 누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예비탱크로 펌프를 이용하여 일부 위험물을 

이송시킨다. 이러한 이유에서 누출이 발생했을 때 누출되는 물

질의 정확한 누출량을 계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시에 누출구의 위치 및 누출 직경에 따

라 예비탱크로 빠져나가는 위험물질의 양과 외부로 누출되는 위

험물질의 양을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누출량의 계산으로 

hydraulic pressure에 의해 누출되는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는 

Torrichelli의 법칙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Bernoulli's priciple을 기반

으로 한다. 유도되어지는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액위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누출량 변화와 예비탱크로 빠져나가는 물질

의 양을 더하여 기존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위험물질의 양과 

차를 이용하여 누출이 발생할 때 생기는 누출량 모두를 계산하

였다. 계산되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피해분석 프로그램

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P안전목-18
고망간강 저장탱크 연결배관의 부식에 관한 연구  

송보희, 김정환1,†, 이진한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한국가스안전공사 

(abbu2k@kgs.or.kr†)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의 제작 및 사용이 시범적용됨에 따라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의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LNG를 수송 및 저장하기 위해서는 LNG 저장탱크와 배관이 연

결되어야한다. 이 경우 비용상의 이유로 저장탱크(고망간강)와 

배관(탄소강)을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게 된다. 따라

서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게되고 이로인하여 이음부 및 전위

가 낮은 쪽의 금속이 아노드(anode)로 되어, 부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망간강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이종

금속 부식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P안전목-19
Operator Training System with High Degree Of 

Freedom in Governor Station by Integrating Process 
and Accident Simulation 

이호동, 이용석, 고창준,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Up to now several operator training systems(OTS) that only focus 

on process or accident cases are develop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interactive simulation between process and accident 

simulations and confined training scenarios, their efficiency of 

training is not so remarkable. Governor station in which natural 

gas depressurize to the extent of adequate distribute pressure is 

a proper process model for developing OTS. Process upset, 

especially pressure rise that had to be regulated would result in 

severe accident such as high pressure gas release. To train field 

operator mandatory to take a measure when accidents occur, 

dynamic simulation is used to provide process upset situations 

and reliable results of operator’s practices and accident 

simulation is used to evaluate the consequence of that actions. In 

this research, we concentrate on expanding the scenarios to 

have high degree of freedom of trainee in developed OTS by 

adopting event tree analysis(ETA). Also, quantitative evaluations 

of practices will be provided for effective training feedback. 

Process simulation is carried out with Aspen Hysys v.8.8 and 

accident simulation is carried out with FLACS v.10.4.  

P안전목-20
열량계를 이용한 스티렌 모노머의 열안정성 평가 

최이락, 한인수, 한우섭,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leekw@kosha.or.kr†) 

2015년 8월 경기도 화성 OO사업장 야외 지하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의 유증기가 벤트관을 

통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닐기를 가지고 있는 스티

렌 모노머는 열, 과산화물, 촉매 등에 의해 쉽게 중합될 수 있어 

고분자 원료로 사용되며, 저장 및 운송 중 자기중합(self-

polymerization)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중합과정에서 빠른 열방

출속도로 인해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증발되어 폭발성 증

기운을 형성하고 점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반응시간, 활성화에너지, 전환율 변화 등을 계산하였으며, 가속

속도열량계(ARC)를 이용하여 발열개시온도,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의 변화, TMR(Time to maximum rate)등의 열안정성 특성

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시험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스티렌 모노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저장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38 / 2016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P안전목-21
CFD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감압부  

수소누출 환기 사례연구  

이재원, 조승식, 문 일†
 

연세대학교 

(jw_lee9011@yonsei.ac.kr†)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제한적인 양,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

점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울산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소타운을 설

치하여 운전 중에 있다. 그러나 수소는 넓은 폭발가능 농도 범

위, 낮은 점화에너지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 연료에 비해 사

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볍고 큰 부력으로 인하여 빠르게 확산

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면 누출 이후 적절한 환기를 통해 수

소 농도를 낮추어 폭발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울산수

소타운 감압부 시설을 모델링 하고 환기구가 설치된 시설에서 

수소 누출사고 시나리오 모사를 진행했다. 환기구의 위치를 상, 

중, 하단 및 환기구의 면적을 변화시켜가며 내부 수소 농도를 관

찰하였다. 그 결과, 상단 환기구를 설치한 경우가 하단 환기구 

시설보다 10~20% 더 낮은 장치 내부 수소 농도를 보였으며, 누

출량에 따른 적절한 환기구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설치 및 사용될 수소사용시설의 안전

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P안전목-22
Validation of Gas Dispersion with CHRC and Falcon 

Experiment data 

전경우, 양시엽, 강동주,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my.snu.ac.kr†) 

독성 가스 누출 예측 기술 및 확산 모델링 기술은 안전이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 받는 기술이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이러한 가스 확산 모델링 기술이 부족하여 피해 범위

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피 방안 또한 정

확한 근거를 가지고 세울 수가 없었다. 당시 가스 누출 확산 모

델링 기술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

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가스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인 FLACS

를 사용하여 CHRC, Falcon과 같은 3D 구조물이 있는 상황에서 

가스를 누출 및 확산 시킨 실험을 모델링하고 이를 실제 실험 데

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실험과 시뮬레이션이 얼마만큼 차이를 보

이는 가를 보이려고 한다. 

P안전목-23
CFD 전산 모사를 사용한 저압수소 사용시설의 폭발 

venting 적용과 효과 분석  

조승식, 조성현, 이재원, 문 일†
 

연세대학교 

(ilmoon@yonsei.ac.kr†) 

수소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자원이 한정적인 화석연료를 대

체하기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인식

을 반영하여 저압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타운이 완공되어 현재까

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폭발 한계 범위가 

넓고 (4~75%), 발화에너지는 0.2mJ정도로 약간의 전기 스파크

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폭발의 

경우 장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과압이 더 커지게 되므로 

vent로 배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LACS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폭발로 인해 발생한 과압을 사전에 외부로 배

출함으로써 내부시설에 피해를 줄여주는 vent 시스템을 적용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vent의 크기를 

세 가지로 변화시켜 가며 내부시설에 가해지는 과압의 변화를 

모사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vent의 위치와 개수를 변화시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배치를 구현하였다. Vent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최소 30% 이상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폭발로 발생하는 과압과 피해 범

위의 구체적인 수치 제공뿐만 아니라 폭발을 대비해 피해를 최

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울산 수소

타운 시설을 포함한 수소를 사용하는 여러 시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P안전목-24
LNG-FPSO 공정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와  

계산서 자동화  

최준영, 김영진, 이광희, 단승규1, 은종화, 문 일†
 

연세대학교; 1삼성중공업 

(cjy4000@yonsei.ac.kr†) 

Piper alpha, Deep water horizon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 플

랜트 안에서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이는 적합한 대피 공간의 

부족과 밀집된 구조라는 해양 플랜트 공정의 장소적 특징에 기

인한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해양플랜트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해양플

랜트 공정인 LNG-FPSO 공정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진

행하였다.  

기체상과 액체상의 초기 누출 속도는 DNV의 문헌을 참조하였으

며 2-phase의 경우 Fauske model식을 이용하였다. 각 장치의 

구성 요소와 OGP release frequency data를 이용하여 공정의 

release frequency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초기 누출 속도와 해양 

공정에 대한 OGP ignition correlation data를 이용하여 Ignition 

probability를 계산하였다. Ignition probability와 Release 

frequency은 Ignited event frequency를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Ignited event frequency은 승무원 수를 나타내는 POB(Person on 

Board), Probit function을 이용하여 구한 Fatality factor와 결합되

어 잠재적 생명 손실((Potential Loss of Life, PLL) 지표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QRA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산서 자동화 과정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정량적 지표들에 대한 연구와 자동화 과정

은 향후 해양플랜트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편의성을 높

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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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전목-25
수소 동위원소 저장·공급 장치 공정 안전성평가  

정광진1,2, 김연진1,2, 정흥석1,2,†, 강희석2, 윤세훈3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3국가핵융합연구소 

(hschung1@kaeri.re.kr†) 

지속되는 에너지 수요증가와 빠르게 악화되는 자연환경으로 인

해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써 핵융합에너지는 반세기 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모여 국제핵융합실험

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

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한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연료주기의 핵

심품목인 수소 동위원소 저장·공급 장치(SDS, Hydrogen 

Isotopes Storage and Delivery System)의 조달을 맡고 있다. 수소 

동위원소 저장·공급 장치는 가연성 수소 동위원소를 다루며, 수

소 동위원소 공급은 폭발가능성이 높은 고온 및 고압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 및 완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전 실험 공정을 단위공

정으로 세분화하여 수행된 안전성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P안전목-26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피해예측모델 개발 

이현진, 고재욱†, 정창모, 정태준, 백주홍
 

광운대학교 

(jwko@kw.ac.kr†)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산업 현장에서 매해 크고 

작은 누출사고가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며, 대처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피해예측모델 연구

를 통하여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예측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피해예측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 모델이 규정하고 있는 대

상, 강도에 따른 피해 정의 및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상 및 강도에 따른 피해를 정의하였다.   

화재 피해예측모델은 인체와 환경(삼림)으로 대상을 정의하였

고, 피해는 사망, 1도 화상, 2도화상, CO에 의한 질식, 즉시 연소, 

지연 연소로 정의하였다. HSE, Eisenberg, Tsao and Perry, TNO 

네 개 기관의 Probit model을 분석하여 화재피해예측 모델을 개

발하였다.  

폭발 피해예측 모델은 인체와 환경(시설물)로 대상을 정의하고, 

사망, 부상, 구조물 손상으로 피해를 정의하였다. 폭발 피해예측

도 화재피해예측과 같이 네 기관의 Probit model을 분석하여 폭

발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P안전목-27
화학사고 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위기대응 상황시나리오 고려인자 도출  

이광희, 김영진, 은종화, 문 일†
 

연세대학교 

(lee_kh@yonsei.ac.kr†) 

현재 국내 화학 산업사고는 시설의 노후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

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잇따라 발생

하는 중대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모

든 것들이 개편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를 엄

격히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화학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대

응 통합훈련 시나리오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다. 

주로 도상훈련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대응훈련보다 효용성을 높

이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학사고의 지난 사례의 발생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대응에서의 시간전개, 사고 상황, 피해 수준 및 양상을 도출하였

다. 또한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분석을 통해 23가지의 주요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13개 협업기능별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황시나리오는 추후 대응시나리오와 

함께 화학사고 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에 탑재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협업기능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신속한 결정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재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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