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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62

주요행사 
•총회 및 학술대회

- 봄 총회 및 학술대회: 2019년 4월 24일(수)~26일(금) / ICC 제주, 제주 부영 호텔&리조트

-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2019년 10월 23일(수)~25일(금) / 대전컨벤션센터, 롯데시티호텔 대전

•여름 특별 심포지엄: 2019년 7월 17일(수)~19일(금) / 대명 델피노 리조트

•부문위원회 및 지부 주최 심포지엄(국제.국내), 신기술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기타 행사

- CEO 포럼 / CEO 클럽 조찬간담회

-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 Chem-Tech-Biz 심포지엄

-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 산업체 기술교류회(에틸렌 기술교류회, 화학산업 안전 기술교류회, 프로필렌 기술교류회)

- 신진연구자 워크숍,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 Tutorial

-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및 포럼

- 여성위원회 화학공학 엔지니어 Networking Meeting, 진로상담,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워크숍

-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회장 워크숍

-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창의설계 경진대회,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도전 골든벨)

- 연구소 견학

-   대학생 경시대회[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학력경시대회(이동현상), 한국화학공학회 생명공학 경시대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정기간행물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국문지)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영문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기술정보지)(e-News Letter 발간: 매월 2, 4째주 월요일)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주요활동
•  출판사업(한국 화학공학의 과제, 화학교과서는 살아 있다, 화학공학 소개 책자 및 CD, 이동현상의 응용과 해법, 화학공학 술어집, 남북한 화학공학 술어 비교집) 

•  학회상 시상(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범석논문상, 심강논문상, 석명우수화공인상, 형당교육상, 윤창구상,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박선원 학술상, 양정 생물화공상,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우성일 재료상, 여성화공인상, 영문지논문상, 영문지공로상, 영문지발전상, 영문지진흥상, 국문지논문상, 

국문지공로상, 회명 대학원 연구상, 대림 대학원 논문상, 우수 구두 발표상, 우수 포스터 발표상)

•  국제협력사업(미국화학공학회/일본화학공학회/대만화학공학회/이란화학공학회/베트남화학공학회/미국세라믹학회와의 MOU 체결 및 Joint Symposium 개최, 

중국, 몽골 등과의 교류, AIChE Student Club 구성, 미국지부 Open Forum 참석 및 지원, APCChE 학생 프로그램 참여 등)

•정보화사업(화공 114, 학회 및 학술대회 모바일 웹, 전자투표 시스템, 논문투고/심사 시스템, 초록접수 시스템, 회원관리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의 혁신, 첨단소재의 개발, 창의적 인재 육성에 있어서 플랫폼 기술인 

화학공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1962년 창립된 한국화학공학회는 올해로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여, 도약을 향한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화학산업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화학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학회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과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중심도시인 대전에서 “Chemical Engineering as a 

Platform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Society”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친환경 

소재관련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IBS-한국화학공학회 공동심포지엄 등 3개의 특별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위원회가 

주관하는 11개의 주제별 심포지엄, 2개의 Tutorial, 산업체 기술교류회, 여성위원회와 전문대학위원회의 심포지엄도 학술대회의 주제에 맞춰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풍성한 학술 및 인적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단 국제 심포지엄,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학회 참가 학생들의 대덕연구단지 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가능한 플랫폼 기술로서의 화학공학이라는 가치 창조와 우리 학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학회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as a Platform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Society)

회장  전  해  상



사진 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박준형 

효성화학㈜

(특별 심포지엄)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화학공학의 미래: 친환경 소재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케톤

Can Li

Dalian Institute of Chem. Physics

(특별 심포지엄)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Artificial photosynthesis for solar fuel 

production: Fundamental and practice

Keiichi Tomishige

Tohoku Univ.

(특별 심포지엄)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CeO2-catalyzed synthesis of linear,  

cyclic and poly-carbonates from CO2 and 

alcohols using organic dehydrants

Ding Ma

Peking Univ.

(특별 심포지엄)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Au/α-MoC catalyst for water gas shift 

reaction

Paul Park

Caterpillar Inc.

(특별 심포지엄)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The trend of global emission standards   

on diesel engines and catalyst technology 

developments

박오옥 

KAIST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고분자 유체와 생체소재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고분자 유체 연구의 시작과 끝

이두성 

성균관대학교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고분자 유체와 생체소재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이중이온 pH 민감형 공중합체 하이드로겔의  

생체의료 응용연구

박종철 

순천대학교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6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화장품·의약품의 소재개발을 위한 

열대과일, 향신료 및 약초 자원

Song Li 

Huazhong Univ. of Sci. and Tech.

(열역학 주제별 심포지엄)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적용 연구 

심포지엄

흡착식 열펌프를 위한 금속-유기 골격체의 

전산 스크리닝

Wataru Ueda 

Kanagawa Univ.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Catalyst innovation for methane chemi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Yasushi Sekine 

Waseda Univ.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Surface ionics/protonics for catalysis  

at low temperatures

Rui Cai 

Dalian Institute of Chem. Physics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Recent R&D activities on clean coal 

technology in DICP

Xiulian Pan 

Dalian Institute of Chem. Physics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Development and challenges in methane 

and syngas conversion to value-added 

chemicals 

Mao Ye 

Dalian Institute of Chem. Physics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Innovative fluidized bed technologies in 

methanol to olefins(MTO) processes

백승우 

비에스써포트

(화학공정안전 주제별 심포지엄)

생물·화공 실험실의 안전관리 심포지엄 
생물 화공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

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3Fall Symposium 2019 of KIChE



사진 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Mathias Oppelt 

Siemens Process Automation

(일반 행사)

PSE-Siemens Seminar
Intelligent digital operations

Sean Bermingham

PSE

(일반 행사)

PSE-Siemens Seminar

Digital design for formulated products– 

pharma, food & specialty chemicals

김연상

서울대학교

(구두 발표)

고분자
Ionovoltaic analyses for various applications

임성갑

KAIST

(구두 발표)

고분자

Functional polymer films deposited in  

vapor phase for nanotechnology

김현욱

KAIST

(구두 발표)

생물화공

Computational platform technologies for 

the enhanced biological productions

봉기완 

고려대학교

(구두 발표)

이동현상

산소 윤활층을 이용한 비등방성 미세 입자 

제조

김익수 

Shinshu University

(구두 발표)

재  료
대량 생산 나노파이버의 연구동향

현택환

서울대학교

(구두 발표)

재  료

What and how can “Nano” do for 

“Medicine”?

이기수 

LG화학

(구두 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LG화학 촉매 R&D 및 사업전략

김태옥 

명지대학교

(구두 발표)

화학공정안전
석유화학공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전관리

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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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lounge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홍보전시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

경품추첨 및 시상식

사전·현장 등록처

물품
보관소

편의점

식당

M 108호

L 107호

I 104호

K 106호

J 105호

H

G

103호

102호

101호F

Coffee lounge

209+210+211호

207+208호

205호

206호

연사휴게실

VIP lounge

레스토랑

202호

간친회
A 201호

총   회
학회상 강연

D1

E

B
204호

C

D2

대전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총회, 학회상 수상자 강연, Fun&Fun Festival: A발표장(201호)

•간친회: 202호

•사전.현장등록처, 물품보관소: 1층 로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1~2층 발표장

•Coffee lounge: 1층 전시홀

※ 대전컨벤션센터 내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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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홍보전시회,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 Internet lounge: 1층 전시홀

•VIP lounge, 연사휴게실: 201호 맞은편

1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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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형당교육상

신채호

충북대학교

� 학력 및 경력 
1983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5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1989	 		Univ.	Pierre	Marie	Curie(Paris	6)(IFP/ENSPM)	

석유화학공학	DEA/	박사	

1990~1997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10~2011	 한국화학공학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2010~2016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2013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장	

2013~2015		 한국화학공학회	기술	정보지(NICE)	편집장	

2016~2017		 한국화학공학회	연구기술개발위원장	

2017~2018				 한국화학공학회	충북지부장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감사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형당교육상 수상 업적
-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대학원생	및	산업체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인	동계	촉매	강좌를		

1차로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1997년부터	주도적으로	동계	촉매	강좌	개최/유지를	위한	행정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현재	2019년	23차까지	진행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실질적인	행사	개최	담당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다음	예시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제2회	동계	촉매	강좌	

		일시:	1998년	2월	5일(목)~7일(토)

		장소:	샬롬	유스호스텔

		참석인원:	126명

		Chemisorption/BET/Pore	Size	Distribution	신채호	교수,	충북대학교

·제8회	동계	촉매	강좌

		일시:	2004년	1월	7일(수)~9일(금)

		장소:	한국토지공사	연수원

		주제:	촉매특성	분석기술

		Surface	Area/Pore	Size	Distribution	/	Chemisorption	신채호	교수,	충북대학교

·제10회	동계	촉매	강좌

		일시:	2006년	1월	18일(수)~20일(금)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참가자:	222명

		Surface	Area/Pore	Size	Distribution/Chemisorption	신채호	교수,	충북대학교

·제12회	동계	촉매	강좌	

		일시:	2008년	1월	9일(수)~11일(금)

		장소:	포항공과대학교

		참석:	180명

	Surface	Area/Pore	Size	Distribution/Chemisorption	신채호	교수,	충북대학교

·제13회	동계	촉매	강좌

		일시:	2009년	2월	11일(수)~13일(금)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목적:	촉매	입문자들을	위한	교육

		촉매	특성분석	신채호	교수,	충북대학교

화학공학 교육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11:10~11:35 / 장소: 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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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기술상

한현식

희성촉매 부사장 

� 학력 및 경력 

1987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해양학	학사	

198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	석사	

1994		 한국과학기술원	화학	박사	

1994~1999		 희성촉매	선임연구원	

1999~2001		 희성촉매	책임연구원	

2001~2004		 희성촉매	수석연구원	

2005~2007		 희성촉매	이사	

2008~2011		 희성촉매	상무이사	

2011~2015		 희성촉매	전무이사	

2016~현	재		 희성촉매	부사장(연구,	생산	부문)	

� 기술상 수상 업적

-			자동차 촉매 기술 개발 및 양산:	국내외의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촉매	기술(TWC,	

DOC,	DPF,	LNT,	SCR)을	개발하여	가솔린/디젤자동차에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촉매를	장착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함.	또한	자동차	촉매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	및	개발	역량을	

농업용	기계,	산업건설용	중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저감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육상에서	운전되는	모든	

종류의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음.

-			선박용 촉매 기술 개발 및 양산:	2016년	북미	연안부터	발효된	선박의	Tier-3	NOx	규제	대응이	가능한	SCR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선도적으로	적용하였음.	선박	연료	및	엔진	특성에	기인한	열악한	작동	환경에서도	높은	

저온활성과	내구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조선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인	NOx	배기규제	대응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			화학공정용 촉매 기술 개발 및 양산: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정용	촉매를	

국산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수소화공정,	탈수소화공정,	고분자	중합	공정,	탈황공정,	연료개질	공정을	

위한	Pt/Alumina,	 Pd/Alumina,	 Pd/Carbon,	 Zeolite	 type,	Mixed	 oxide	촉매들을	개발	및	양산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국내	화학촉매	기술	자립	및	산업의	토대를	마련함.

-			수상자는	위의	기술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111건(국내	72건,	해외	39건)의	등록	특허	실적을	보유함.

TWC:	Three-Way	Catalyst	

DOC:	Diesel	Oxidation	Catalyst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LNT:	Lean	NOx	Trap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Catalysis and Heesung Catalysts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11:35~12:00 / 장소: 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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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Speaker

이동현

199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1986	한화케미칼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이은도

2005	KAIST	기계공학	박사
2007	Sandia	Nat’l	Lab.	방문연구원
현		재			KITECH	고온에너지시스템그룹	

수석연구원

김성원

2002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5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수석연구원
현		재			한국교통대	화공신소재고분자공학부	

부교수

Organizer/Chairman

선도원

1990			Univ.	of	Utah	연료공학	박사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최정후

1989	KAIST	화학공학	박사
1981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건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2019년 10월 23일(수), 13:00~18:00

Theme: 산업계 요청에 따른 유동층 솔루션 (Solution for problems in industrial fluidized beds)

Chairman: 김성원, 한국교통대학교 (Sung Won Kim,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13:00  분체공학/유동층 원리 및 흐름영역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Powder, fluidization and flow regime) (Dong Hyun Lee, Sungkyunkwan Univ.)

14:00  순환 유동층 원리 및 설계 기초 최정후, 건국대학교

 (Principle and design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Jeong-Hoo Choi, Konkuk Univ.)

15:00  유동층 내 층물질 혼합특성 및 관련 이슈 선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ixing of bed materials in fluidized bed: related issues) (Do Won Sun, KIER)

16:00 유동층 Simulation: 이론 및 응용 사례 이은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PFD simulation of fluidized bed: theory and case study) (Uen Do Lee, KITECH)

17:00 산업체 이슈 설문조사관련 유동층 전문가 패널 열린 토크 김성원, 한국교통대학교

 (Open talks on possible solution for industrial issues) (Sung Won Kim,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70,000원 220,000원

대전컨벤션센터 101호

Tutorial: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 - 10 
(Introduction to Fluidized Bed Reactor-10)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다상흐름반응기술 포럼,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 한국교통대학교 응용화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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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허   준

1998			Univ.	of	Groningen	화학	박사
현		재		㈜후성	기술고문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한정우

2010			Georgia	Tech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2	MIT	박사후연구원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부교수

김동혁

2014	UCSD	Bioengineering	박사
2018	경희대	유전공학과	조교수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조교수

2019년 10월 23일(수), 13:30~17:40

Chairman: 김지한, 한국과학기술원 (Jihan Kim, KAIST)

13:30  분자 모델링/시뮬레이션의 기초 강정원,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to molecular modeling and simulation) (Jeong Won Kang, Korea Univ.)

14:20  화학공학자를 위한 밀도범함수이론의 실용적 소개 한정우, 포항공과대학교

 (A practical introduction to density functional theory for chemical engineers) (Jeong Woo Han, POSTECH)

15:10  분자모델링 입문: 몬테카를로 및 분자동력학 모사 허  준,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to molecular modeling: Monte Carlo an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June Huh, Korea Univ.)

16:00  Coarse-Grained MD Simulation의 이해와 응용 이환규, 단국대학교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coarse-grained MD simulation) (Hwankyu Lee, Dankook Univ.)

16:50  화학공학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김동혁, 울산과학기술원

       (Machine learning for image data analysis in chemical engineering) (Donghyuk Kim, UNIST)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70,000원 220,000원

대전컨벤션센터 102호

Tutorial: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방법론 기초 교육 
(Basics of Multiscale Computational Molecular Modeling)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고려대학교 열역학물성데이터센터

Speaker
강정원

2001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NIST	객원	연구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임형규

2017	KAIST	EEWS	박사
2012	LG화학	기술연구원	연구원
현		재			강원대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Organizer

이환규

2007			Univ.	of	Michigan	
Biomedical	Eng.	박사

2011			싱가폴	난양공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현	재	단국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김지한

2009	UIUC	전자공학	박사
201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hairman



2019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1

10월 23일(수): 대전컨벤션센터

13:00~17:00 학술대회 등록(수요일부터 학술대회 등록 가능)

13:00~18:00 Tutorial: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10(산업계 요청에 따른 유동층 솔루션)(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공동주관)(101호)

13:30~17:40 Tutorial: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방법론 기초 교육(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공동주관)(102호)

10월 23일(수):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5:30~16:30 업무위원장 / 지부장 / 부문위원장 회의

16:30~17:00 평의원회 등록 

17:00~18:20 평의원회(한국화학공학회 중장기발전 계획안 발표(이관영 수석부회장) 포함)

18:30~20:00 평의원 만찬

10월 24일(목):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호)

B발표장
(205호)

C발표장
(204호)

D1발표장
(206호)

D2발표장
(207+208호)

E발표장
(209+210+211호)

F발표장
(101호)

G발표장
(102호)

H발표장
(103호)

I발표장
(104호)

J발표장
(105호)

K발표장
(106호)

L발표장
(107호)

M발표장
(108호)

08:00~18:00
현장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10,000원, 정회원B-16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5,000원, 학생회원B-75,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60,000원)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08:30~11:00

이동현상
구두발표

(08:30~10:50)

[여성위원회]
공정개발 
분야의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09:30~11:00)

미립자공학
구두발표

(08:30~11:00)

[주제별  
심포지엄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과정 

개발 
심포지엄

(08:30~11:00)

[특별  
심포지엄 1]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08:30~11: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20~11:00)

[주제별  
심포지엄 2]
다차원 분자
모델링 및 
전산모사 
적용 연구 
심포지엄

(08:30~11:00)

[주제별  
심포지엄 3]
차세대 수소
생산 및 저장 
소재 기술 
심포지엄

(08:30~10:50)

재   료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20~11:0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1:00)

이동현상부문위원회

11:00~11:10 휴     식

11:10~12:00 학회상 수상자 강연[(1)형당교육상, (2)기술상)](A발표장(201호))

12:00~12:40 총     회(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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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4]
제16회 약물

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14:00~16:50)

유동층
구두발표

(14:00~16:30)

열역학
구두발표

(14:00~15:50)

[주제별  
심포지엄 5]
광촉매 기술  
심포지엄

(14:00~17:2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14:00~16:50)

[특별  
심포지엄 1]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14:00~17:10)

[특별  
심포지엄 2]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화학공학의 
미래:

친환경 소재
(14:00~17:30)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2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14:00~16:15)

[주제별  
심포지엄 6]
효소공학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14:00~16:45)

[주제별  
심포지엄 7]

Nexus of 
Separation 

and
Energy 

Technology
Symposium
(14:00~16:55)

[주제별  
심포지엄 8]

고분자 
유체와 

생체소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14:00~17:45)

재   료
구두발표 II
(14:00~17:5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I
(14:00~17:10)

공업화학부문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고분자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11:00~14:00 연구소 견학(LG화학/SK이노베이션, 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학생회원)

15:30~18:00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수요기업 협의체(참석대상: 사전신청자)(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루비룸’)

17:40~18:00 경품추첨(1층 전시홀)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09:00~10:30): 고분자, 공업화학, 분리기술, 유동층

포스터 발표 II(16:00~17:30): 에너지 환경, 열역학, 이동현상, 화학공정안전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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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2

10월 2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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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호)

M발표장
(108호)

08:00~17:30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09:00~12:00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11:00~1300)

WISET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결과
발표대회

(09:30~11:00)

[전문대학
위원회]
제2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10:00~11:40)

[주제별 
심포지엄 9]
생물·화공
 실험실의  
안전관리 
심포지엄

(09:30~12:00)

[주제별 
심포지엄 10]

광감응성 
미립자 
제조 및 
응용기술 
심포지엄

(10:00~12:00)

[특별 
심포지엄 3]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I
(08:55~12:00)

고분자
구두발표

(09:00~11:5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
(09:00~12:00)

생물화공
구두발표 

(09:00~11:40)

분리기술
구두발표 I
(09:00~11:50)

[주제별 
심포지엄 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C1 Gas 

Refinery I
(08:55~12:10)

재   료
구두발표 III
(09:00~12:3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12:00~13:00 점     심

13:00~17:00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동영상발표)
(13:20~17:00)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구두발표)
(13:20~16:00)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대학생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13:20~16:00)

화학공정안전
구두발표

(13:00~15: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
(13:00~16:00)

[특별 
심포지엄 3]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II
(13:30~16:45)

[산업체 
기술 교류회]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 
교류회

(14:00~17:30)

[PSE-
Siemens 
Seminar] 

Digital 
design, digital 
operations– 

practical 
approaches to 
deliver value 

NOW
(13:00~17:15)

분리기술
구두발표 II
(13:00~14:20)

[주제별 
심포지엄 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C1 Gas 

Refinery II
(13:30~16:00)

17:00~17:30
Closing ceremony(시상 및 경품추첨)(1층 전시홀)

시상: 회명 대학원 연구상, 대림 대학원 논문상, 우수 구두 발표상, 우수 포스터 발표상, 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1층 전시홀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13:20~16:00)

포스터 발표 III(09:00~10:30): 공정시스템, 미립자공학, 촉매 및 반응공학

포스터 발표 IV(14:00~15:30): 생물화공, 재 료

홍보전시회

부문위원회 시간 안내

10월 24일(목)

고분자부문위원회 K발표장(106호) 17:45~18:00

공업화학부문위원회 B발표장(205호) 16:50~17:2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E발표장(209+210+211호) 16:50~17:3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J발표장(105호) 16:55~17:40

생물화공부문위원회 I발표장(104호) 16:45~17:15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D2발표장(207+208호) 17:20~17:40

열역학부문위원회 D1발표장(206호) 16:00~16:30

유동층부문위원회 C발표장(204호) 16:30~17:00

이동현상부문위원회 B발표장(205호) 10:50~11:00

재료부문위원회 L발표장(107호) 17:50~18:00

촉매부문위원회 M발표장(108호) 17:10~17:40

10월 25일(금)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E발표장(209+210+211호) 12:00~12:3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D발표장(206+207+208호) 12:00~12:30

현장등록

회원: 종신/정회원A-110,000원, 정회원B-16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5,000원, 학생회원B-75,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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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9년 10월 24일(목), 08: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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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Chairman/Speaker

Da-Ming Wang

1992		 		Ph.D.,	Chem.	Eng.,		
Penn	State	Univ.

2017	 		President	of	Taiwan	
Membrane	Society

Present	 		Prof.,	Chem.	Eng.,		
Nat’l	Taiwan	Univ.

Chairman: Jeong Woo Han, POSTECH

08:30  Opening remarks Kwan-Young Lee, President-Elect of KIChE

    Da-Ming Wang, Nat’l Taiwan Univ.

08:45 Troubleshooting a zeolitic imidazolate  Jungkyu Choi, Korea Univ.

 framework membrane for the realization of  

 membrane reactor-based hydrogen production 

09:10 Zeolite/MOF membranes for antifogging coating  Dun-Yen Kang, Nat’l Taiwan Univ.

 and molecular separations

09:35 Coffee break

Chairman: Dun-Yen Kang, Nat’l Taiwan Univ.

09:45 Design of metal-organic polyhedra for  Kyungmin Choi, Sookmyung Women’s Univ.

 photocatalysis 

10:10 Stable metal–organic frameworks-based  Chung-Wei Kung, Nat’l Cheng Kung Univ.

 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10:35 Water splitting electrocatalysts for clean  Chia-Ying Chiang, Taiwan Tech.

 hydrogen production

Speaker
Jungkyu Choi

2008		 		Ph.D.,	Chem.	Eng.,		
Univ.	of	Minnesota

2011		 		Post-doc.,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Korea	Univ.

Kyungmin Choi

2012	 		Ph.D.,	Mater.	Sci.	&	Eng.,	
KAIST

2015	 		Post-doc.,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resent	 		Assistant	Prof.,	Chem.	Eng.,	
Sookmyung	Women’s	Univ.

Chung-Wei Kung

2015		 		Ph.D.,	Chem.	Eng.,		
Nat’l	Taiwan	Univ.	

2019		 		Post-doc.,	Northwestern	
Univ.

Present				Assistant	Prof.,	Chem.	Eng.,	
Nat’l	Cheng	Kung	Univ.

Dun-Yen Kang

2012		 		Ph.D.,	Chem.	Eng.,		
Geogia	Tech.

2013		 Post-doc.,	Geogia	Tech.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Nat’l	Taiwan	Univ.	

Organizer

Jeong Woo Han
2010		 		Ph.D.,	Chem.	Eng.,	Geogia	

Tech.
2012		 Post-doc.,	MIT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POSTECH

Organizer/Chairman

Kijung Yong

1997		 		Ph.D.,	Chem.	Eng.,		
Carnegie	Mellon	Univ.

2000		 		Post-doc.,	Univ.	of	Texas,	
Austin

Present		Prof.,	Chem.	Eng.,	POSTECH

Chia-Ying Chiang

2012		 		Ph.D.,	Chem.	Eng.,		
Univ.	of	Maryland

2013		 		Post-doc.,	Academia	Sinica,	
Taiwan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Taiwan	Tech.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Korea-Taiwan 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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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7:10

13Fall Symposium 2019 of KIChE

Chairman: Inho Nam, Chung-Ang Univ.

14:00 La-incorporated Zinc-based MOF for catalytic  Chechia Hu, Chung Yuan Christian Univ.
 glycerol carboxylation

14:25  Determination of active site in mesoporous oxides for  Kwangjin An, UNIST

 catalytic furfural hydrogenation

14:50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design of heterogeneous  Jong Suk Yoo, Univ. of Seoul 

 catalysis for efficient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15:15 Coffee break
Chairman: Kijung Yong, POSTECH

15:30 Chemical transformation and assembly of  Don-Hyung Ha, Chung-Ang Univ.

 nanoparticles for electrochemical energy application 

15:55  Atmospheric-pressure microplasmas: A versatile  Wei-Hung Chiang, Taiwan Tech.

 source for material synthesis and catalysis

16:20 Flexible electrodes for deformable energy storage  Inho Nam, Chung-Ang Univ.
 devices

16:45 Dispersion control through crystal ordering:  Yung-Tin Pan, Nat’l Tsing Hua Univ.
 The case of L11 Ag-Pt

Speaker
Chechia Hu

2010	 		Ph.D.,	Nat’l	Cheng	Kung	Univ.
2015	 		Researcher,	Taiwan	Textile	

Research	Institute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Chung	Yuan	Christian	Univ.

Jong Suk Yoo

2016		 		Ph.D.,	Chem.	Eng.,		
Stanford	Univ.

2018		 Post-doc.,	MIT
Present				Assistant	Prof.,	Chem.	Eng.,	

Univ.	of	Seoul

Don-Hyung Ha

2015		 		Ph.D.,	Mater.	Sci.	&	Eng.,	
Cornell	Univ.

2016		 		Post-doc.,	MIT
Present				Assistant	Prof.,	Integrative	

Eng.,	Chung-Ang	Univ.

Kwangjin An

2009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15		 		Post-doc.,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UNIST

Wei-Hung Chiang

2012		 		Ph.D.,	Chem.	Eng.,		
Case	Western	Reserve	Univ.

2011		 Post-doc.,	AIST,	Japan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Taiwan	Tech.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Korea-Taiwan 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Chairman/Speaker
Inho Nam

2016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18	 Post-doc.,	Stanford	Univ.
Present				Assistant	Prof.,	Chem.	Eng.,	

Chung-Ang	Univ.

Yung-Tin Pan

2017		 Ph.D.,	Chem.	Eng.,	UIUC
2018		 		Post-doc.,	Los	Alamos	Nat’l	

Lab.
Present				Assistant	Prof.,	Chem.	Eng.,	

Nat’l	Tsing	Hua	Univ.

Organizer
Jeong Woo Han
2010    Ph.D., Chem. Eng., Geogia 

Tech.
2012  Post-doc., MIT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POSTECH

Da-Ming Wang

1992		 		Ph.D.,	Chem.	Eng.,		
Penn	State	Univ.

2017	 		President	of	Taiwan	
Membrane	Society

Present	 		Prof.,	Chem.	Eng.,		
Nat’l	Taiwan	Univ.

Dun-Yen Kang

2012		 		Ph.D.,	Chem.	Eng.,		
Geogia	Tech.

2013		 Post-doc.,	Geogia	Tech.
Present				Associate	Prof.,	Chem.	Eng.,	

Nat’l	Taiwan	Univ.	

Organizer/Chairman
Kijung Yong

1997		 		Ph.D.,	Chem.	Eng.,		
Carnegie	Mellon	Univ.

2000		 		Post-doc.,	Univ.	of	Texas,	
Austin

Present		Prof.,	Chem.	Eng.,	POSTECH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화학공학의 미래: 친환경 소재

(Future of Chemical Engineering: Eco-friendly materials)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후    원: 효성화학㈜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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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박준형

1974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2009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현		재	효성화학㈜	대표이사

김중수 

1998	Stanford	Univ.	기계공학	박사	
	 		NASA-Ames	Research	

Center	연구원
현		재	ReCarbon,	Inc.	CEO

윤성균

2005	계명대	화학공학	석사	
현		재	㈜효성	ENPLA소재개발팀	팀장

이도훈 

2004			서울대	응용화학(공업화학)	박사	
2010	한화토탈	기초소재연구팀장
현		재	한화토탈	선행기술연구담당	

곽순종

1994	Univ.	of	Akron	화학공학	박사	
1995			Rensselaer	Polytechnic	

Inst.	Post-doc.
현		재	KIST	책임연구원

이종인 

1986	서강대	화학공학	석사	
1988			SK케미칼	화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재			SK케미칼	화학연구소	CRD그룹	

연구위원	

김영섭

1988	한양대	화학공학	석사	
2013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과정
현		재	도레이첨단소재	전무

박해경

1994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00	㈜코캣	대표이사
현		재	한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박영효 

1999	한양대	섬유고분자공학	석사	
2003			LG화학	Tech	Center	Eng.	

Plastic팀	연구원	
현		재			SK이노베이션	혁신기술연구원	

화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우경

2006	Univ.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08	Univ.	Delaware	Post-doc.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학부장/교수

Organizer/Chairman Chairman
정상문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0	LG화학	선임연구원
현		재	충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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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경, 영남대학교 (Woo Kyoung Kim, Yeungnam Univ.)

14:00  [Keynote Lecture]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케톤  박준형, 효성화학㈜
 (Eco-friendly engineering plastic polyketone) (Junhyoung Park, HYOSUNG Chemical Co.)

14:35  친환경 폴리케톤의 잠재력 윤성균, ㈜효성
 (Eco-friendly polyketone potential) (Sungkyoun Yoon, HYOSUNG Co.)

15:00  폴리케톤 기반 기체차단 필름 곽순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lyketone-based gas barrier films) (Soonjong Kwak, KIST)

15:25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이용한 탄소자원화 기술 김중수, ReCarbon, Inc.
 (Carbon utilization by microwave plasma technology) (Joongsoo Kim, ReCarbon, Inc.)

15:50  Coffee break

16:00  친환경 소재와 폴리올레핀 이도훈, 한화토탈
 (Eco-friendly materials and polyolefins) (Do Hoon Lee, Hanwha Total Petrochemical)

16:30  SK케미칼의 친환경 소재 이종인, SK케미칼
 (Eco-friendly materials of SK Chemicals) (Jong In Lee, SK Chemicals)

17:00  자동차 소재 경량화 기술 박영효, SK이노베이션
 (Light weight technology for automotive) (Younghyo Park, SK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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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I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IBS-Center for Nanoparticle Research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9년 10월 25일(금), 08:55~12:00

Chairman: Yung-Eun Sung, Seoul Nat’l Univ.

08:55 Opening remarks Taeghwan Hyeon, Seoul Nat’l Univ.

09:00  [Keynote Lecture] Artificial photosynthesis for solar  Can Li,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fuel production: Fundamental and practice

09:40 Charge transfer highway in bicontinuous nanoporous  Yong-Tae Kim, POSTECH 

 core-shell iridium/iridium oxide for oxygen evolution reaction 

10:05 Promoting renewable energy conversion electrocatalysis  Sang Hoon Joo, UNIST 

 by atomically dispersed catalysts

10:30 Coffee break

Chairman: Do Heui Kim, Seoul Nat’l Univ.

10:40 Development of nanoscale carbon for active and durable  Yung-Eun Sung, Seoul Nat’l Univ.

 electrocatalysts

11:05 Electrochemical quantification of active site density and  Chang Hyuck Choi, GIST

 turnover frequency: from single atom to bulk metal catalysts

11:30 [Keynote Lecture] CeO2-catalyzed synthesis of linear,  Keiichi Tomishige, Tohoku Univ.

 cyclic and poly-carbonates from CO2 and alcohols using 

 organic dehydrants

Speaker
Can Li

1988		 		Ph.D.,	Physical/Catalysis	
Chem.,	Dalian	Inst.	of	Chem.	
Physics

1996		 		Visiting	Prof.,	Center	for	
Catalysis	and	Surface	Sci.,	
Northwestern	Univ.

Present				Director,	State	Key	Lab.	of	
Catalysis,	Dalian	Inst.	of	
Chem.	Physics

Chang Hyuck Choi

2012		 		Ph.D.,	Chem.	and	Bio.	Eng.,	
KAIST

2016		 		Post-doc.,	Electrocatalysis	
Group,	MPIE

Present	 		Assistant	Prof.,	Dept.	of	Mat.	
Sci.	and	Eng.,	GIST

Yong-Tae Kim

2006		 		Ph.D.,	Material	Science,	
JAIST

2018		 		Prof.,	Mechanical	Eng.,		
Pusan	Nat’l	Univ.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Materials	Sci.	and	Eng.,	
POSTECH	

Keiichi Tomishige

1997	 		D.	S.,	Applied	Chem.,		
The	Univ.	of	Tokyo	

2004	 		Associate	Prof.,	Inst.	of	Mat.	
Sci.,	Univ.	of	Tsukuba

Present				Prof.,	Dept.	of	Applied	
Chem.,	Tohoku	Univ.

Sang Hoon Joo

2004		 Ph.D.,	Chem.,	KAIST	
2009		 		Post-doc.,	Chem.,		

UC	Berkeley
Present				Prof.,	School	of	Energy	and	

Chem.	Eng.,		UNIST	

Yung-Eun Sung

1996		 		Ph.D.,	Che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8		 		Assistant	Prof.,	Materials	Sci.	
and	Eng.,	GIST

Present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Organizer/Chairmam/SpeakerOrganizer
Taeghwan Hyeon 

1996	 		Ph.D.,	Che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resent	 		Distinguished	Univ.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Director,	IBS	Center	for	
Nanoparticle	Res.

Do Heui Kim

2000		 		Ph.D.,	Chem.	Eng.,	KAIST
2002		 		Senior	Res.	Scientist,	Pacific	

Northwest	Nat	Lab.
Present				Associate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Organizer/Chair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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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II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IBS-Center for Nanoparticle Research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9년 10월 25일(금), 13:30~16:45

Chairman: Sang Hoon Joo, UNIST

13:30 [Keynote Lecture] Au/α-MoC catalyst for water gas shift  Ding Ma, Peking Univ.

 reaction

14:10 Mechanistic investigation of electrochemical water oxidation Ki Tae Nam, Seoul Nat’l Univ.

14:35 Atomically dispersed electrocatalysts for low  Jinwoo Lee, KAIST

 temperature fuel cell and water electrolysis

15:00 Coffee break

 Chairman: Jinwoo Lee, KAIST

15:15 [Keynote Lecture] The trend of global emission standards  Paul Park, Caterpillar Inc.

 on diesel engines and catalyst technology developments

15:55 3D atomic structure analysis of heterogeneous catalyst  Jungwon Park, Seoul Nat’l Univ.

 by “one-particle reconstruction”

16:20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 (SMSI) in Pt/CeO2:  Do Heui Kim, Seoul Nat’l Univ.

 Nature and its effect on catalytic activity

Speaker
Ding Ma

2001		 		Ph.D.,	State	Key	Lab.	of	
Catalysis,	Dalian	Inst.	of	
Chem.	Physics	

2005		 		Associate	Prof.,	State	Key	
Lab.	of	Catalysis,	Dalian	Inst.	
of	Chem.	Physics

Present				Prof.,	Dept.	of	Chem.	and	
Mol.	Eng.,	Peking	Univ.

Jungwon Park

2012		 		Ph.D.,	Chem.,	UC	Berkeley	
2015		 		Post-doc.	SEAS,	Harvard	

Univ.	
Present				Assistant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Ki Tae Nam

2007		 		Ph.D.,	Mat.	Sci.	and	Eng,	MIT	
2010		 		Post-doc.,	Lawrence	

Berkeley	Nat’l	Lab	
Present				Prof.,	School	of	Mat.	Sci.	and	

Eng.,	Seoul	Nat’l	Univ.	

Paul Park

1996		 		Ph.D.,	Chem.,	Michigan	State	
Univ.

1998	 		Post-doc.,	Center	for	
Catalysis	and	Surface	Sci.,	
Northwestern	Univ.

Present	 		Project	Team	Leader,	
Aftertreatment	and	Exhaust	
Systems,	Caterpillar	Inc.

Do Heui Kim

2000		 		Ph.D.,	Chem.	Eng.,	KAIST
2002		 		Senior	Res.	Scientist,	Pacific	

Northwest	Nat	Lab.
Present				Associate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Chairman/SpeakerOrganizer/Speaker
Jinwoo Lee

2003		 		Ph.D.,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2018		 		Prof.,	Dept.	of	Chem.	and	
Bio.	Eng.,	POSTECH

Present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KAIST

Organizer
Taeghwan Hyeon 

1996	 		Ph.D.,	Che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resent	 		Distinguished	Univ.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Director,	IBS	Center	for	
Nanoparticle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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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Eun Sung

1996		 		Ph.D.,	Che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8		 		Assistant	Prof.,	Materials	Sci.	
and	Eng.,	GIST

Present				Prof.,	School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Sang Hoon Joo

2004		 Ph.D.,	Chem.,	KAIST	
2009		 		Post-doc.,	Chem.,		

UC	Berkeley
Present				Prof.,	School	of	Energy	and	

Chem.	Eng.,		UNIST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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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개발
(Symposium on Developing New Chemical Engineering 

Curriculum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주    관: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Chairman: 정재학, 영남대학교 (Jaehak Jung, Yeongnam Univ.)

08:30  LG 화학의 인공 지능 R&D 이규황, LG화학
 (LG Chemistry artificial intelligence R&D) (Kyuhwang Lee, LG Chemistry)

08:50  화학반응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변량분석 및 딥러닝 연구와 교육 채희엽, 성균관대학교
 (Research and education of multivariate analysis and deep learning for  (Heeyeop Chae, Sungkyunkwan Univ.)
 big data in complex chemical reactions)

09:10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남재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기초 교육 컨텐츠 개발 시도 사례  (Jaewook Nam, Seoul Nat’l Univ.)
 (Analog to digital: chem. eng.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case for 
 prepar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09:30  프로그래밍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전산응용 및 Capstone Design 사례 신동일, 명지대학교
 (Programming oriented, project-based learning: computing applications and  (Dongil Shin, Myongji Univ.)
 capstone design courses)

09:50 스마트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사업의 교과과정 개발 사례 정동휘, 서울대학교
 (Case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smart digital engineering  (Donghwi Jeong, Seoul Nat’l Univ.)
 staff training project)

10:05  PSE 분야의 공정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연구 동향 장교진, 연세대학교
 (Process data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research trends in PSE) (Kyojin Jang, Yonsei Univ.)

10:20  화학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공정시스템 교육의 중요성  유 준, 부경대학교
 (Importance of PSE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chemical industry) (Jay Liu, Pyukyung Nat’l Univ.)

10:40  화학산업에서 AI 응용 현황 Le Tran Huu Phuc, 영남대학교
 (Application of AI in chemical field) (Le Tran Huu Phuc, Yongnam Univ.)

대전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211호) 2019년 10월 24일(목), 08:30~11:00

남재욱

2009			미네소타대	화학공학	박사
2017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조교수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이규황 

2002	포항공대	화학공학	박사	
2006	Univ.	of	Maryland	연구원	
현		재			LG화학	CTO	R&D	책임	

장교진

2014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현		재			연세대	공정시스템	연구실	

석사	과정

정동휘

2018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9			Georgia	Tech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서울대	

엔지니어링연구개발센터	
연구조교수

유  준

2004			McMaster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교수

신동일

1997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Translational	Genomics	

Res.	Inst.	겸임교수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재난안전학과	교수

Le Tran Huu Phuc

2014			Univ.	of	Missouri–St.	
Louis,	경영정보학	학사

2016	영남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박사	수료

Speaker
채희엽

2000	M.I.T.	화학공학	박사
2004			Applied	Materials,		

Sr.	Process	Engineer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류준형

2003			Imperial	College		
화학공학	박사

2015			미국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NREL)	Visiting	
Scholar

현		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창의융합공학부	교수

Organizer Chairman
정재학 

1994	POSTECH	화학공학	박사	
1997	MIT	Post-doc	Fellow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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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적용 연구 심포지엄
(Symposium on Application Studies of Multiscale Molecular Modeling 

and Simulation in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
주    관: 열역학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J발표장(105호) 2019년 10월 24일(목), 08:30~11:00

Chairman: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Sang Kyu Kwak, UNIST)

08:30 [Keynote Lecture] 흡착식 열펌프를 위한 금속-유기 골격체의  송  리, 화종과학기술대학교

 전산 스크리닝 (Song Li, Huazhong Univ. of Sci. and Tech.)

 (Computational screening of metal-organic frameworks for adsorption heat pumps)

09:00 제일원리 계산을 활용한 촉매 설계 함형철, 인하대학교

 (Catalyst design from First-Principles calculation) (Hyung Chul Ham, Inha Univ.)

09:30 Coffee break

09:40  기계학습을 통한 고체화학 물질공간 탐색 정유성, 한국과학기술원

 (Exploring solid-state chemical space by machine learning) (Yousung Jung, KAIST)

10:10  기계학습 포텐셜을 이용한 분자동역학 한승우, 서울대학교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using machine-learning potential) (Seungwu Han, Seoul Nat’l Univ.)

10:40 머신러닝 기법과 분자모델링의 융합 연구를 통한 나노 다공성 물질 개발 이용진, 상해기술대학교

 (Development of nanoporous materials using computational modeling   (Yongjin Lee, ShanghaiTech Univ.)

 combined with machine learning)

Speaker
정유성

2005	UC	Berkeley	화학과	박사
2018	포플(Pople)	메달	수상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한승우

2000	서울대	물리학과	이학박사
2001	프린스턴대	연구원
현		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Song Li

2014			Ph.D.,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	
Vanderbilt	Univ.		

2014			Post-doc.,	Chem.	&	Bio.	
Eng.,	Northwestern	Univ.		

현		재			Associate	Prof.,	Current	
Huazhong	Univ.	of	Sci.	
and	Tech.	

함형철 

2011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19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책임연구원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용진

2014			Univ.	of	Texas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17	스위스	로잔공대	박사	후	과정
현		재	ShanghaiTech	Univ.	조교수

곽상규

2005			Univ.	at	Buffalo,	SUNY	
화학공학	박사	

2011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교수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부교수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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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수소생산 및 저장 소재 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Next-Generation Materials for  

Hydrogen Production and Storage)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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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에너지 소재용 방향족 유기 구조체 합성 백종범, 울산과학기술원

 (Forming fused aromatic organic networks for energy applications) (Jong-Beom Baek, UNIST)

08:55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기술 장종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PEMWE) to produce CO2-free H2) (Jong-Hyun Jang, KIST)

09:20 태양광 에너지 변환을 위한 광분해 및 전기분해  박종혁, 연세대학교

 (Photolysis and electrolysis for solar energy conversion) (Jong Hyuk Park, Yonsei Univ.)

09:45 Coffee break

10:00 액체수소 기반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최병일, 한국기계연구원

 (A Korean strategy for hydrogen society infrastructure based on the liquefied hydrogen) (Byungil Choi, KIMM)

10:25 효율적인 수소저장·운송을 위한 LOHC 기술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Towards the realization of efficient H2-storage and transportation based on LOHC) (Ji Hoon Park, KRICT)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9년 10월 24일(목), 08:30~10:50

Speaker
박종혁

2004	KAIST	박사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백종범

1998	Univ.	of	Akron	박사
현		재			차원조절	유기구조체	연구단장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장종현 

2004	서울대	공업화학	박사
현		재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	연구단장	
KIST	수소연료전지	연구단	
책임연구원

최병일 

2000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박사
현		재			국토교통부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	연구단장	
한국기계연구원	플랜트융합	
연구실	실장

Organizer

박지훈

2009	서울대	유기금속화학	박사
2014	성균관대	연구교수
현		재			KRICT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창원

2000			Univ.	of	Pennsylvania	화학	
박사

현		재			차세대	LOHC	
원천기술개발연구단장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단장	

이진우

200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원규

1995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강원대	화학공학과	교수	

한국화학공학회	재료부문위원장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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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박종철

1987	부산대	약학	박사	
2002	국립순천대	한의약연구소	소장	
현		재			국립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교수

백흠영

1994	원광대	약학	박사
1998	정우약품	공장장
현		재			휴비스트제약㈜	연구소장

임성인

2015	Univ.	of	Virginia	화학공학	박사
2016			Georgia	Tech.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동욱

1990			Illinois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1991	Rice	Univ.	Post-doc.
현		재			인제대	제약공학과	교수

박정훈

2000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05			Univ.	of	Cincinnati	방문	

연구원
2013	KIER	책임연구원
현		재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부교수

Organizer/Speaker Chairman

제16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16th Symposium on the Drug and Cosmetics Ingredients)

 주    관: 공업화학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6:50

Chairman: 박정훈, 동국대학교 (Jeong Hoon Park, Dongguk Univ.)

14:00  [Keynote Lecture] 화장품·의약품의 소재개발을 위한 열대과일,  박종철, 순천대학교

 향신료 및 약초 자원 (Jong Cheol Park, Sunchon Nat’l Univ.)

 (Tropical fruit, spice and medicinal plant for the deveopment of cosmetics  

 and medicines) 

14:40 한방의약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 과정 해설 백흠영, 휴비스트제약㈜

 (Explanation of oriental medicin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Hum Young Baek, Huvist Pharmaceutical Co., Ltd.)

15:30  다기능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한 바이오접합 및 자가결합 기술 임성인, 부경대학교

 (Bioconjugation and self-assembly technologies for multi-functional biologics)  (Sung In Lim, Pukyong Nat’l Univ.)

16:10  화장품소재 개발 김동욱, 인제대학교

 (Development of cosmetics ingredients) (Donguk Kim, Inj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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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Photocatalyst Tchnology)

주    관: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D2발표장(207+208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7:20

 Chairman: 김희탁, 한국과학기술원 (Hee-Tak Kim, KAIST)

  유태경, 경희대학교 (Taekyung Yu, Kyunghee Univ.)

14:00  탄화수소 연료로의 CO2 전환을 위한 스마트 광촉매 인수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Smart photocatalysts for CO2 conversion into hydrocarbon fuels) (Iinsu Il, DGIST)

14:30  환경 및 에너지 적용 위한 비균질 광촉매 반응 김우열, 숙명여자대학교

 (Heterogeneous photocatalysis for environmental and energy application) (Wooyul Kim, Sookmyung Women’s Univ.)

15:00  광전기 화학 물 분해 위한 실리콘 셀 연구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silicon cells) (Jihun Oh, KAIST)

15:30  Coffee break

15:50  가시광 구동 광촉매 개발 위한 두 가지 나노 구조의 하이브리드 전략 김태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ybrid strategy of two different nano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Tae Woo Kim, KIER)

 visible-light-driven photocatalysts)

16:20 태양 물 분해를 위한 BiVO4 photoanodes의 장기 광 안정성 향상 연구 이동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nhancing long-term photostability of BiVO4 photoanodes for solar water splitting) (Dong Ki Lee, KIST)

16:50 광합성 한계를 초과하는 효율로 확장 가능한 인공 산화물 잎사귀 연구 박현웅, 경북대학교

 (Scalable artificial oxide leaves with efficiency exceeding the photosynthesis limit) (Hyunwoong Park, Kyungpook Nat’l Univ.)

김희탁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3	삼성SDI	수석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유태경

2008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9			Washington	Univ.		

in	St.	Louis	박사후연구원
2011	성균관대	BK연구교수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Speaker
오지훈 

2010	MIT	재료공학	박사	
2013	NREL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박현웅

2004	포항공대	환경공학	박사
2008	Caltech	박사후연구원
현		재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이동기

2015	KAIST	신소재공학	박사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열 

2012			POSTECH	환경공학	박사
2016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김태우

2011	연세대	신소재공학	박사
2015			Univ.	of	Wisconsin-

Madison	화학과	Post-doc.
현		재			KIER	선임연구원

인수일 

2008			Cambridge	Univ.	화학	박사
2010	PSU	박사후연구원
현		재			DGIST	에너지공학전공	교수

Organizer/Chairman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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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이동우

2004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2010			펜실베니아대(UPenn)	

박사후연구원
현		재			연세대	생명공학과	부교수

김용환

1996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0	삼성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권인찬

2007	칼텍	화학공학	박사
2008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조교수
현		재			GIST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동명

1996	서울대	생물화학공학	박사
2003			Roche	Diagnostics,	

Research	Director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정기준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2	UT	Austin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박진병

2005			스위스	ETH	Zurich	생물공학	
박사

2005	UC	Berkeley	박사후연구원
현		재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최유성

200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8	UIUC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양영헌

200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0			MIT	생물학과	Research	

Associate
현		재			건국대	생물공학과	교수

Chairman

효소공학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Symposium on Enzyme Engineering: Present and Future)

주    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Chairman: 최유성, 충남대학교 (Yoo Seong Choi, Chungnam Nat’l Univ.)

14:00 Enzymatic CO2 conversion 김용환, 울산과학기술원

  (Yong Hwan Kim, UNIST)

14:25  나노리액터를 이용한 고효율 효소 고정화 및 다중반응  권인찬, 광주과학기술원

 (Nanoreactors for high yield enzyme immobilization and cascade reactions) (Inchan Kwon, GIST)

14:50  Development of a novel biological process for the production  이동우, 연세대학교

 of low calorie sweeteners (Dong-Woo Lee, Yeonsei Univ.)

15:15  Coffee break

Chairman: 양영헌, 건국대학교 (Yung-Hun Yang, Konkuk Univ.)

15:30  무세포 단백질 합성을 이용한 면역 분석 신호의 증폭  김동명, 충남대학교

 (Harnessing cell-free protein synthesis as a signal amplification module  (Dong-Myung Kim, Chungnam Nat’l Univ.)

 for immunoassays)

15:55  효소 및 생합성 경로 개량을 위한 FACS 기반 방향진화 정기준, 한국과학기술원

 (FACS-based directed evolution of enzyme and biosynthetic pathway) (Ki Jun Jeong, KAIST)

16:20  지방산으로부터 생물전환을 통한 고부가 소재 생합성 박진병, 이화여자대학교

 (Biosynthesis of bioactive compounds and biomaterials from fatty acids (Jin-Byung Park, Ewha Womans Univ.)

 through biotransformation) 

대전컨벤션센터 I발표장(104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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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of Separation and Energy Technology 
Symposium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Chairman: 이정현, 고려대학교 (Jung-Hyun Lee, Korea Univ.)

  김종학, 연세대학교 (Jong Hak Kim, Yonsei Univ.)

14:00  유기용매 나노분리막 기술의 연구동향 김   정, 인천대학교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eong Kim, Incheon Nat‘l Univ.)

14:25 이차원 탄소 소재 기반 고성능 나노여과막 김대우, 연세대학교

 (Two-dimensional carbon family for fast solvent nanofiltration) (Dae Woo Kim, Yonsei Univ.)

14:50  에너지 전환 응용을 위한 얇은 강화 이오노머 멤브레인의 개발 강문성, 상명대학교

 (Development of thin reinforced ionomer membranes for energy conversion applications) (Moon-Sung Kang, Sangmyung Univ.)

15:15 Coffee break

15:40 이산화탄소 포집를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모듈 및 시스템 개발 박정훈, 동국대학교

 (Development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and system for carbon dioxide capture) (Jung Hoon Park, Dongguk Univ.)

16:05 습식 스크러버를 이용한 NOx-SOx 동시 제거 기술 개발 윤형철, 한국에너지연구원

 (Development of simultaneous NOx-SOx removal technology using wet scrubber) (Hyung Chul Yoon, KIER)

16:30 혼합 아민 흡수액을 적용한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에서의  문종호, 충북대학교

 재생에너지 평가를 위한 이산화탄소 용해도 실험 및 모형 연구 (Jong-Ho Moon, Chungbuk Nat’l Univ.)

 (Experimental and modeling study of CO2 solubility in aqueous 

 blended amine solutions for estimating regeneration energy of post 

 combustion carbon capture process)

대전컨벤션센터 J발표장(105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6:55

Speaker
강문성

2003	GIST	환경공학	박사
2011			삼성SDI/SAIT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현		재			상명대	그린화학공학과	부교수

김  정

2014			Imperial	College	London	
화학공학	박사

2016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재			인천대	에너지화공학과	조교수

김대우

201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7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방문연구원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박정훈

2000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3	KIER	책임	연구원
현		재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부교수

Organizer/Chairman

윤형철

2008			Univ.	of	California,	Davis	
기계공학	박사

2011	스위스	취리히	공대	Post-doc.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문종호

2007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9	KIER	책임연구원
현		재			충북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이정현

2010			Georgia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2014	KIST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김종학

2003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05	MIT	박사후연구원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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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유체와 생체소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Symposium on Past, Present, and Future of  
Polymer Fluids and Biomaterials)

주    관: 고분자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7:45

 Chairman: 박종혁, 연세대학교 (Jong Hyeok Park, Yonsei Univ.)
  유필진, 성균관대학교 (Pil Jin Yoo, Sungkyunkwan Univ.)

14:00 개회사  김범상, 홍익대학교
 (Opening remark) (Bumsang Kim, Hongik Univ.)

14:05 유기 고분자 인공 신경 이태우, 서울대학교
 (Organic polymer artificial nerves) (Tae-Woo Lee, Seoul Nat’l Univ.)

14:30 모양, 구조 및 형태가 제어된 고기능성 나노소재 임상혁, 고려대학교
 (Advanced functional nanomaterials with controlled shapes, sizes and morphology) (Sang Hyuk Im, Korea Univ.)

14:55  유기/고분자 재료의 미세패터닝과 디스플레이 응용 진병두, 단국대학교
 (Micro-patterning of organic/polymer materials for display applications) (Byung Doo Chin, Dankook Univ.)

15:20 [Keynote lecture] 고분자 유체 연구의 시작과 끝 박오옥, 한국과학기술원
 (Recent research trends of polymer fluids) (O Ok Park, KAIST)

15:45  Coffee break

16:00  양친성 polyaspartamide 그라프팅 공중합체의 자기조립 마이셀을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이용한 독소루비신의 세포내섭취 및 pH 의존형 방출거동 연구 (Dukjoon Kim, Sungkyunkwan Univ.)
 (Intracellular uptake and pH dependent release of doxorubicin from the self-assembled 
 micelles based on amphiphilic polyaspartamide graft copolymers)

16:25  극저온 냉동보존기술을 위한 얼음-물 계면연구 안동준, 고려대학교
 (Ice-water interfacial engineering for cryoconservation) (Dong June Ahn, Korea Univ.)

16:50  고에너지 변환효율의 생체기반 압전소재 연구 김진곤, 포항공과대학교
 (Bio-based piezoelectric materials with high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Jin Kon Kim, POSTECH)

17:15  [Keynote lecture] 이중이온 pH 민감형 공중합체 하이드로겔의  이두성, 성균관대학교

 생체의료 응용연구 (Doo Sung Lee, Sungkyunkwan Univ.)
 (Dual-ionic pH-sensitive copolymers for hydrogel and versatile biomedical applications) 

17:40  폐회사 김범상, 홍익대학교
 (Closing remarks) (BumSang Kim, Hongik Univ.)

Speaker
이태우 

2002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3	미국	벨	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임상혁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7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진병두

2000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8	삼성SDI
현		재			단국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박오옥

1985	Stanford	화학공학	박사
2019	KAIST	부총장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명예교수

김진곤 

1982	KAIST	화학공학	석사
1990			Polytechnic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김덕준

1993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1994	Lehigh	Univ.	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교수

이두성

1984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0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ERC)장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교수

안동준

1993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5			한국화학공학회	고분자부문	

위원장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KU-KIST융합대학원	교수

Organizer
임성갑

2009	MIT	화학공학	박사
2010			Harvard	Medical	School	

research	fellow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유필진

2004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7	MIT	화학공학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교수

박종혁

200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7	LG화학기술연구원	과장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교수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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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공 실험실의 안전관리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Safety Management of  
Bio-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공동주관: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한국안전학회 화공안전분과 

 후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Chairman: 김태옥, 명지대학교 (Tae-Ok Kim, Myongji Univ.)

09:30  Opening remarks 신동일,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Dongil Shin, Chair of KIChE Process Safety Division)

  (Jongbae Baek, Vice-chairman of KOSOS)   

09:40 생물위해와 생물위해관리  장원종, 건국대학교

 (Bio-risk and bio-risk management) (Won Jong Jang, Konkuk Univ.)

10:05 [Keynote Lecture] 생물 화공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 백승우, ㈜비에스써포트

 (Biosafey management for bio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Seung Woo Baek, BS Supprot)

10:30 Coffee break

10:40 화학·생물분야 연구실의 사고통계 분석 이명환, 국가연구안전전관리본부

 (An analysis of accident statistics in chemical and biological laboratory) (Myung Hwan Lee, NRSH)

11:05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손병권, 서울대학교

 (Establishment cases of chemicals management system) (Byeong Gueon Son, Seoul Nat‘l Univ.)

11:30 연구활동종사자 필수 안전정보 DB구축   정승필, 국가연구안전전관리본부

 (Establishment of mandatory safety database for the researchers and students) (Seong-pil Chung, NRSH)

11:55 Closing remarks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eun Won Lee, KOSHA)

대전컨벤션센터 D발표장(206+207+208호) 2019년 10월25일(금), 09:30~12:00

Speaker
이명환

2011	충북대	안전공학	학사
현		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팀장/과기정통부	
연구실사고조사반원

장원종

1998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박사
2017	한국생물안전협회	회장	
현		재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백승우

2008	성균관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질병관리본부	LMO보건안전	

전문가회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	
㈜	비에스써포트	대표

손병권

1990	부경대	환경공학	학사
현		재			서울대	환경안전원	실장	

(사)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	
부회장

Organizer

정승필

2010			일본	Tokushima대학	의과학	
박사

2014	일본	Tokushima대학	조교수
현		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장

이근원

1993	숭실대	화학공학	박사
1997			Univ.	of	Canterbury	

방문교수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감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장/국장

김태옥

1983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17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한국가스학회	회장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	

과기부	우수연구실인증심사	
위원장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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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감응성 미립자 제조 및 응용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Light-responsive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주    관: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Chairman: 권우성, 숙명여자대학교 (Woosung Kwon, Sookmyung Women’s Univ.)

10:00  Photothermal carbon dots for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권우성, 숙명여자대학교

  (Woosung Kwon, Sookmyung Women’s Univ.)

10:30 Intracellular trafficking of nanoparticles determined by  주진명, 울산과학기술원

 spatiotemporal fluorescence tracking (Jinmyoung Joo, UNIST)

11:00  Moisture proof hole transport layers based on  박민우, 숙명여자대학교

 copper-indium-selenium(CISe) quantum dots for  (Minwoo Park, Sookmyung Women’s Univ.)

 highly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11:30  Harnessing long wavelength solar energy based on  김형일, 연세대학교

 upconversion assited hybrid photocatalysts for  (Hyung-il Kim, Yonsei Univ.)

 energy/environmental applications

대전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211호) 2019년 10월 25일(금), 10:00~12:00

Speaker
박민우

2014	연세대	신소재공학	박사
2016	KIST	박사후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김형일

2014	POSTECH	환경공학	박사	
2016			예일대	화공환경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조교수

주진명

201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6			Univ.	of	Carlifornia	San	

Diego	박사후연구원	
현		재			UNIST	생명공학과	조교수	

권우성

201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4			Stanford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Organizer/Chairman/Speaker
김정현

2003			Univ.	of	Maryland		
화학공학	박사

2006			Univ.	of	Minnesota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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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I
(International Symposium on C1 Gas Refinery I)

공동주관: 촉매부문위원회,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Chairman: Sungho Yoon, Chung-Ang Univ.

08:55  Opening remarks Jinwon Lee, C1 Gas Refinery R&D Center

09:00 [Keynote Lecture] Catalyst innovation for methane  Wataru Ueda, Kanagawa Univ.

 chemi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09:40 Methane oxidation to methanol in oleum medium:  Hyunjoo Lee, KIST

 Finding a solution to overcome limitations 

09:55 Methane oxidation under mild conditions Eun Duck Park, Ajou Univ.

10:10  Coffee break

Chairman: Eun Duck Park, Ajou Univ.

10:20  [Keynote Lecture] Surface ionics/protonics for  Yasushi Sekine, Waseda Univ.

 catalysis at low temperatures

11:00 Room temperature methane conversion Jun Hyuk Moon, Sogang Univ.

11:15  The synthesis of light hydrocarbons by  Kyung Su Ha, Sogang Univ.

 a nonthermal plasma method

11:30 [Keynote Lecture] Recent R&D activities on  Rui Cai,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clean coal technology in DICP

12:10 Lunch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9년 10월 25일(금), 08:55~12:10

Speaker
Yasushi Sekine

1998	 		Ph.D.,	in	Eng.	(Applied	
Chem.)	at	The	Univ.	of	
Tokyo	

2001	 		Res.	Associate,	Dept.	
of	Applied	Chem.,		
The	Univ.	of	Tokyo

Present	 		Prof.,	Dept.	of	Applied	
Chem.,	Waseda	Univ.

Wataru Ueda

1981	 		Ph.D.,	from	Dept.	of	
Environmental	Chem.	
and	Eng.,	Tokyo	Inst.	
of	Tech.

Present	 		Prof.,	at	the	Catalysis	
Res.	Center,	Hokkaido	
Univ.

	 Prof.,	Kanagawa	Univ.

Hyunjoo Lee

2003	 		Ph.D.,	Chem.,	Sogang	
Univ.

Present	 		Head,	Clean	Energy	
Res.	Center,	KIST		
Prof.,	Division	of	
Energy	&	Environment,	
KIST	School,	UST

Jun Hyuk Moon

2004	 		Ph.D.,	Chem.	and	Bio.	
Eng.,	KAIST		

2015		 		Visiting	scholar,	
Harvard	Univ.

Present	Prof.,	Sogang	Univ.

Organizer/Chairman/Speaker

Rui Cai

Present	 		Chinese	Academy	of	
Sci.	(CAS)

	 		Deputy	Director	of	Dalian	
Inst.	of	Chem.	Physics	
(DICP)	&	Qingdao	Inst.	
of	Bioenergy	and	
Bioprocess	Tech.	
(QIBEBT)

Eun Duck Park

2001	 		Ph.D.,	Chem.	Eng.,	
	 POSTECH	
Present	Vice	President	in	C1	
	 Gas	Refinery	R&D	
	 Center
	 Prof.,	Ajou	Univ.

Sungho Yoon

2004		 		Ph.D.,	Massachusetts	
Inst.	of	Tech.

2007		 		Senior	Res.,	LG	Chem.
2019		 Prof.,	Kookmin	Univ.
Present				Prof.,	Chung-Ang	Univ.

Chairman

Kyung Su Ha

2001	 		Ph.D.,	Chem.	Eng.	,	
Seoul	Nat’l	Univ.

2014	 		Principal	Res.,	KRICT
Present	 		Associate	Prof.,	

Sog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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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II
(International Symposium on C1 Gas Refinery II)

공동주관: 촉매부문위원회,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9년 10월 25일(금), 13:30~16:00

Chairman: Jong Wook Bae, Sungkyunkwan Univ.

13:30 [Keynote Lecture] Development and challenges in  Xiulian Pan, Dalian Institute of 

 methane and syngas conversion to value-added  Chemical Physics

 chemicals 

14:10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using modified  Jeong-Myeong Ha, KIST

 perovskite catalysts 

14:25  Porous organic polymers for the heterogeneous   Sungho Yoon, Chung-Ang Univ.

 ring expanding carbonylation of cyclic ethers  

 to lactones

14:40  Coffee break

Chairman: Kyung Su Ha, Sogang Univ.

14:50 [Keynote Lecture] Innovative fluidized bed  Mao Ye,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technologies in methanol to olefins(MTO) processes

15:30  Oxidative dehydrogenation of ethane and CO2   Jong Wook Bae, Sungkyunkwan Univ. 

 activation by cyclic redox reactions for chemical   

 looping applications

15:45  Progress report on the modeling and development   Myung Jun Park, Ajou Univ.

 of C1 conversion reaction

Speaker

Mao Ye 

2000	 Ph.D.,	Southeast	Univ.
2006	 		Res.	Fellow	at	Twente	

Univ.	and	Eindhoven	
Univ.	of	Tech.

Present	 		Prof.,	Dalian	Inst.	of	
Chem.	Physics	(DICP),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Xiulian Pan

2003	 		Post-doc.,	Fraunhofer	
Inst.	of	Interfacial	Eng.	
and	Bio.

Present	 		Prof.	of	the	State	Key	
Lab.	of	Catalysis	at	the	
Dalian	Inst.	of	Chem.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

Jeong-Myeong Ha

2006		 		Ph.D.,	Chem.	Eng.,	
Univ.	of	Minnesota	at	
Twin	Cities

2010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ost-doc.	

Present	 		Principal	Res.	Sci.,	
Clean	Energy	Res.	
Center,	KIST

Myung-June Park

2001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06	 		Post-doc.,	Univ.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Present	Prof.,	Ajou	Univ.

Jong Wook Bae

2003	 		Ph.D.,	Chem.	Eng.,	
POSTECH

2002	 		Senior	Res.,	LG	Chem.	
Res.	Park

Present	 		Associate	Prof.,	School	
of	Chem.	Eng.,	
Sungkyunkwan	Univ.	

Chairman/SpeakerOrganizer
Eun Duck Park

2001	 		Ph.D.,	Chem.	Eng.,	
	 POSTECH	
Present	Vice	President	in	C1	
	 Gas	Refinery	R&D	
	 Center
	 Prof.,	Ajou	Univ.

Kyung Su Ha

2001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14	 		Principal	Res.,	KRICT
Present	 		Associate	Prof.,	

Sogang	Univ.

Chairman

Sungho Yoon

2004		 		Ph.D.,	Massachusetts	
Inst.	of	Tech.

2007		 		Senior	Res.,	LG	Chem.
2019		 Prof.,	Kookmin	Univ.
Present				Prof.,	Chung-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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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The 2nd Symposium on Propylene and Downstream Technology)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Chairman: 고형림, 한경대학교(Hyoung-Lim Koh, Hankyong Nat’ㅣ Univ.)

14:00  PDH 공정 기술 동향 박덕수, SK가스

 (Trend of PDH technology) (Deuk Soo Park, SK Gas)

14:30 석유대체자원 기반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채호정, 한국화학연구원

 (On-purpose olefin production technology from alternative resources) (Hojeong Chae, KRICT)

15:00 Coffee break

15:15 OCU 기술 동향 김상무, 한화토탈

 (Olefin metathesis) (Sangmoo Kim, Hanwha Total Petrochemcial)

15:45  친환경/고기능성 신소재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홍대식, LG화학

 (High-performance metallocene polypropylene) (Dae Sik Hong, LG Chem)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2019년 10월 24일(목), 14:00~16:15

Speaker
김상무

현		재			한화토탈	CB&OCU	Plant	
Manager

홍대식

2006	KAIST생명화학공학	박사
2006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
현		재			LG화학	촉매연구개발센터	

연구위원

박덕수 

1987	중앙대	화학공학	석사
2003	SK에너지	수석연구원
현		재	SK가스	연구소장

채호정

2001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3	RICE	Univ.	Visiting	Scholar
현		재			KRICT	탄소자원화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기수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1	LG화학	PO연구소
현	재	 LG화학	촉매사업담당

고형림

2001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01	효성기술원	석유화학연구팀
현		재	한경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Organizer Organizer/Chairman



30 Fall Symposium 2019 of KIChE

산
업

체
 기

술
교

류
회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 교류회
(User session of 2nd Chemical Industry Safety)

공동주관: 울산지부, 화학산업 안전기술연구회 

Chairman: 성태환, 바커케미칼코리아 (Tae-hwan Sung, Wacker Chemicals Korea)

14:00 참가자 등록 

14:10 Opening ceremony 

14:20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Paradigm shift on OSH) (Gye Wan Bae, KOSHA)

15:00  Coffee break

15:10  화학산업 안전기술연구회 경과보고 변용위, 울산대학교

 (Progress report of chemical industry safety technology research group) (YongUi Byun, Univ. of Ulsan) 

 화학공정을 위한 SIS 소개 전성국, 한국바스프

 (Introduction of SIS for chemical process) (Sung Kook Chun, BASF Company)

 안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이진동, 한국트린지오

 (Case study: Safety on purpose with safety conversations) (JinDong Lee, Trinseo Korea)

 듀폰의 STOP®프로그램 윤병운, 듀폰코리아

 (STOP®Program of DuPont) (Byoung Woon Yoon, DuPont Korea)

 JSA(작업안전분석) 시행을 통한 작업위험 감소 김우식, 롯데비피화학

 (Risk reduction by utilizing JSA & PTW) (Woo Sik Kim, LOTTE BP Chemical)

 산업체에서의 안전 관리지수에 대한 개요  이종협, 에쓰오일

 (Overview on the safety indicators) (Jonghyup Lee, S-Oil)

17:00 종합토론 성태환, 바커케미칼코리아

 (General discussion) (Tae-hwan Sung, Wacker Chemicals Korea)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9년 10월 25일(금), 14:00~17:30

이종협

1996	울산대	전기공학	학사
2016	울산대	산학	외래강사
현		재	S-Oil㈜	안전정책팀장

Organizer

전성국

1986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1997	한국바스프㈜	입사
현		재			한국바스프㈜	안전환경품질	

팀장

배계완

1985	연세대	토목공학	학사
1998			영국	셰필드대학원	

토목구조공학	석사
현	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윤병운

1997	동아대	기계공학	학사
1999	듀폰코리아	입사
현		재	듀폰코리아	안전환경보건팀장

이진동

1994	울산대	전기공학	학사
1994	한국다우케미칼
현		재	한국트린지오	EH&S팀장

Speaker

김우식

1994	경기대	화학	학사
현		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외강사	
롯데비피화학㈜	
안전환경팀장

변용위

2008	이수화학㈜	공장장
20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한국화학공학회	울산지부장

Chairman
성태환

1999	동서대	환경공학	학사
1992			한국에어프로덱트	EH&S	

Manager
현		재			바커케미칼코리아	EH&S	

Manager

허승현 

200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9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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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김  영

2008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기계연구원	열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원

이현정 

2010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	박사	

2011	포스코	신성장사업실	Manager		
현		재			한화토탈	사업기획팀	Snr.	

Manager

김수현 

2011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2013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방문연구원	
현		재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엔지니어링센터	
책임연구원

엄영순

2004			Univ.	of	Maryland		
화학공학	박사	

2005			Univ.	of	Connecticut	
화학공학	Post-doc.	

현		재			KIST	책임연구원

공정개발 분야의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Women Leaders Symposium on Process Development)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Chairman: 엄영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Youngsoon Um, KIST)

09:30  Fischer-Tropsch Plant 최적화  이현정, 한화토탈

 (The optimization of Fischer-Tropsch plant) (Hyunjung Lee, Hanwha Total Petrochemical)

09:50 실험, 해석, 경제성 분석을 연계한 공정최적화 설계 사례 김수현, 고등기술연구원

 (Process design optimization based on experiment, simulation, and  (Suhyun Kim, IAE)

 economic analysis)

10:10 공정 시스템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신공정 설계 사례 김   영, 한국기계연구원

 (Main components and the novel process design in process systems engineering) (Young Kim, KIMM)

10:30 여성기술 리더와의 대화

 (Talk with women leaders in chemical engineering)

대전컨벤션센터 C발표장(204호) 2019년 10월 24일(목), 09:30~11:00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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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허광선

1992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남정보대	신소재화공계열	교수

김동회

1994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8	SK케미칼	선임연구원
현		재			동양미래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화수

2003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1996	이수화학㈜	기술부
현		재			동의과학대	화학공업과	교수

이재성

2005	UCSD	화학공학	박사
2009			SK이노베이션
현		재			인하공전	화공환경과	교수

박영해

1997	계명대	화학공학	박사
1985	한국알콜산업㈜	기술부
현		재			영남이공대	화장품화공계열	교수

제2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Symposium on Technical Education for Junior Collage)

주    관: 전문대학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C발표장(204호) 2019년 10월 25일(금), 10:00~11:40

Chairman: 이재성, 인하공업전문대학 (Jaesung Lee, Inha Technical College)

10:00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미래 생명공학 기술 과정’ 개발 사례 김동회, 동양미래대학교

 (Development of social demand type curriculum: “Future Biotechnology Course”) (Donhue Kim, Dongyang Mirae Univ.)

10:20 전공심화과정 운영사례  이재성, 인하공업전문대학

 (Case study of Bachelor’s degree course at junior colleges) (Jaesung Lee, Inha Technical College)

10:40 화학산업에서 변경관리 구축사례 이화수, 동의과학대학교

 (Case study of MOC(management of change) in the chemical industry) (Hwa-Soo Lee, Dong-Eui Institute of Tech.) 

11:00 화학공정에서 필요한 안전 관련 자격증 교육 사례  허광선, 경남정보대학교

 (Education case of safety-related certification required at chemical process) (Kwang-Sun Huh, Kyungnam College of 

  Info. & Tech.)

11:20 에너지화공전공 기업현장연계 기술교육 운영사례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Case study on technical education throug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YoungHae Park, Yeungnam Univ. College) 

 for energy chemical engineering )

Organizer/Chairman/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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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Mathias Oppelt

2008	 		BSc,	General	Eng.,	
Hamburg	Univ.	of	
Tech.

2015	 		Ph.D.,	Technical	Univ.	
of	Dresden

Present	 		Head	of	Modelling	&	
Simulation	at	Siemens

Steve Hall

1989	 		Ph.D.,	Chem.	Eng.,	
Univ.	of	Manchester

2012	 		COO,	Process	
Integration	Limited

2014	 CEO,	Nova	Process	
Present	 		Director	of	Digital	

Applications,	Operational	
Excellence	Solutions	at	
PSE

Sang Phil Han

1995	 		Ph.D.,	Chem.	Eng.,	
KAIST

1997	 		Project	Leader,		
LG	Chem

Present	 		President	of	PSE	
Korea/PSE	APAC

Chairman/Speaker
Sean Bermingham

2000	 		Ph.D.,	Chem.	Eng.,	
Delft	Univ.	of	Tech.

2010	 		Executive	MBA,	
Imperial	College	
London

Present	 		VP	of	Formulated	
Products	BU	at	PSE

Ravindra Aglave

1994	 		Master	in	Chem.	Eng.,	
Univ.	of	Bombay

2012	 		Ph.D.,	Natural	Sciences,	
Univ.	of	Heidelberg

Present	 		Director	of	Energy	&	
Process	(Computational	
Fluid	&	Particle	Simulations)	
at	Siemens

PSE-Siemens Seminar:
Digital design, digital operations– 

practical approaches to deliver value NOW
공동주관: Process Systems Enterprise(PSE), Siemens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2019년 10월 25일(금), 13:00~17:15

Chairman: Sean Bermingham, PSE

13:00  Digital design, digital operations － current practice and trends Mark Matzopoulos, PSE

13:30 [Keynote Lecture] Intelligent digital operations Mathias Oppelt,  

  Siemens Process Automation

14:00  Intelligent digital operations case studies Steve Hall, PSE

14:30  Reactor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operators Sang Phil Han, PSE Korea

15:00  Coffee break

Chairman: Sang Phil Han, PSE Korea

15:30  [Keynote Lecture] Digital design for formulated products– Sean Bermingham, PSE

 pharma, food & specialty chemicals

15:45  Case: Digital design of drug substance manufacture

15:55  Case:   Digital design of continuous drug manufacturing processes

16:05  Case:   Digital design of spray drying processes for food manufacture

16:15  Case: Digital design of lithium processing operations

16:25  Co-simulation for detailed equipment design – spray dryers Ravindra Aglave,  

  Siemens PLM Software

16:55  Wrap-up and discussion

Organizer/Speaker
Mark Matzopoulos

1979	 		BSc,	Chem.	Eng.,	
Univ.	of	Cape	Town	
Chem.	Engineer	with	
35	years’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	of	
simulation	and	
modelling	to	industrial	
processes

Present	 		VP	of	Energy	&	Chem.	/	
Head	of	Strategic	
Alliances,	Deputy	CEO	
at	PSE

Organizer/Chairman/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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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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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9년 10월 25일(금), 09:30~11:00

Chairman: 홍수린, 차 의과학대학교 (Surin Hong, CHA Univ.)  

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09:30~09:45 심(위셋)C금-1
High-performance 2D Siloxene-based Cathode for  

Lithium-Sulfur Batteries
강희주, 전남대학교

09:45~10:00 심(위셋)C금-2
알코올 첨가 시 알킬 사슬 길이에 의한 폴리티펜 용액 및 박막의 

분자결정 거동분석
권은혜, 인천대학교

10:00~10:15 심(위셋)C금-3
Polybenzimidazole/Nafion hybrid membrane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for vanadium redox flow battery application
안수민, 서울대학교

10:15~10:30 심(위셋)C금-4
쇠비름 추출물을 이용하여 그래핀 옥사이드에 지지된 

금속나노입자의 녹색합성법 및 촉매활성 연구
이유정, 인제대학교

10:30~10:45 심(위셋)C금-5
CsPbBr3 perovskite quantum dots film for high-resolution 

X-ray scintillator
최빛나, 성균관대학교

10:45~11:00 심사 총평 및 결과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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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19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The 15th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B발표장(205호), 1층 전시홀 2019년 10월 25일(금), 11:00~17:00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

13:00 개회사 및 인사말(A발표장(201호)) 전해상,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정찬화,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동영상발표 / 구두발표 / 작품전시 및 포스터발표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동영상발표: A발표장(201호)

V창의설계-1 마시면서 배우는 신나는 화공 김진형 명지대학교 Chem츄리꼬꼬
김도연, 김정섭, 박인준, 서예빈, 

안태영

V창의설계-2 미세플라스틱: 앤드게임 이재웅 강원대학교 강원대장 곽영진, 김여정, 추승연, 홍연경

V창의설계-3 화학공학전공 대학생 vlog 유예진 이화여자대학교 E-Luminous 권성현, 김하연, 채소민, 황현영

V창의설계-4 LINK 윤예진 부산대학교 LINK
김미주, 김소령, 김주영, 신종휘, 

유성준, 진현준, 하지현

V창의설계-5 스마트폰 속 화학공학 양홍명 인하대학교
ICE(Inha Chemical 

Engineering)

여운석, 이미영, 이혜림, 장소현, 

조미경, 최예지, 하경민

V창의설계-6 티오를 찾아서 박주영 경북대학교 말랑카우
김두희, 박미정, 이유민, 이재진, 

이정은, 주연홍 

V창의설계-7 돌아온 맥가이버(못말리는 화공쟁이) 서현중 충북대학교 청춘다움
박예린, 백남수, 이소민, 이승환, 

이영도, 이효민

V창의설계-8 소주학개론 장지원 영남대학교 A.H.A
김범준, 류다은, 박혜연, 안채리, 

양동규, 정진현, 하성수

V창의설계-9 새로운 형태의 선크림 박준희 금오공과대학교 캠프(chemf) 김나현, 박대규, 박채빈, 최석원 

V창의설계-10 지니야 분자요리를 부탁해! 정재윤 경상대학교 H.C.L
김희원, 소가영, 이동준, 이세희, 

정의대, 조가휘

V창의설계-11 응답하라 2019: 화공 청춘 in 대전 서준희 충남대학교 R.A.C.E.
김민규, 김윤하, 민효선, 박수진, 

이영규, 전병준, 정예송

구두발표: B발표장(205호)

O창의설계-1 조개 플라스틱 박종서 충북대학교 온고지신
김영탁, 김영민, 신범주, 이년경, 

장대웅, 조미선, 한지희

O창의설계-2 굴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치약 제작 계획서 이창협 부산대학교 Linkare(Link+care)
김혜지, 성병관, 심지은, 이도형, 

임수경, 장지수, 최영현

O창의설계-3
딥러닝 인공신경망 학습모델을 이용한 

해수온도별 LNG 기화기 운전 최적화
신용범 명지대학교

Myongji Intelligence 

Team
박  력, 허혜연

O창의설계-4 바차로 해봐요 이수진 동아대학교 금지옥엽 강혜림, 박송은, 이성찬

O창의설계-5 도심열섬현상 해결을 위한 콘크리트 개발 박   건 전남대학교 OTOCHE
김나연, 김원우, 김인영, 김지윤, 

이다은, 이준서, 최명빈

O창의설계-6 순수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태형 영남대학교 A.H.A
김규리, 김지희, 박지민, 윤현서, 

이경서, 이다은, 이재운

O창의설계-7 목재 펄프를 대체할 KENAF 펄프 강만길 경상대학교 H.C.L
강동훈, 김유경, 박성현, 서민정, 

심하영, 이유진

O창의설계-8 키토산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윤은혜 동아대학교 bpm 김수한, 이태우, 한주승

O창의설계-9 옷장 속의 화학공학 김재성 금오공과대학교 비스무트 김민찬, 김태호, 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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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B발표장(205호), 1층 전시홀 2019년 10월 25일(금), 11:00~17:00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구두발표: B발표장(205호)

O창의설계-10 hair 지지마 이선경 경북대학교 음무 박소영, 장윤선, 정승우, 정혜지 

O창의설계-11 너하고 너화공 만드는 Chemistry 송문경 영남대학교 A.H.A
김경호, 김시은, 노윤하, 류채원, 

배다솔, 백다혜, 최민철

O창의설계-12 커피박을 활용한 미세먼지 필터 박채영 금오공과대학교 봉쥬르카페 김연정, 남가현, 이가람, 조언정

O창의설계-13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는 섬유유연제 신현식 전남대학교 Cheqca
나혜인, 송승혁, 송진주, 양수영, 

양진영, 윤소교, 이영후

O창의설계-14 Citric acid를 이용한 담배필터 분해 심윤섭 강원대학교 EFF 김서윤, 사혜진, 홍재원

O창의설계-15
게를 활용한 키도산 추출 및 생분해성 필름 

제조
양범준 인하대학교 키틴 아메리카

김수정, 김태형, 박예서, 설은주, 

이선용, 정지오

작품전시 및 포스터발표: 1층 전시홀

P창의설계-1 광촉매를 이용한 폐목재 활용 방안 이은비 전남대학교
Photonic 

chemistron
문종석, 오수빈, 정성은

P창의설계-2 한지를 이용한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김영우 충북대학교 초한지
구성욱, 김채원, 문지훈, 민혜연, 

박현기, 채원규, 최현준

P창의설계-3
흡착제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CO중독사고 

예방 장치
김충록 강원대학교 유니버스 김예슬, 김지예, 이   윤

P창의설계-4
철킬레이트 수용액 촉매를 이용한 화장실 

황화수소 제거기
임하령 전남대학교 otoche

강동희, 김신욱, 김진수, 김현서, 

이재은, 장소희, 전혜민

P창의설계-5 산호초를 살리는 HAP 선크림 안도영 부산대학교 LINK 2조
강찬구, 박대원, 박지혜, 손준실, 

정민영, 조수민

P창의설계-6 선도 유지제가 살아있다 장혜원 전북대학교 신선 rho 유재영, 유지수, 최지선

P창의설계-7 버려지는 열, 열전소자로 재활용하기 박창훈 영남대학교 A.H.A
강유진, 권진리, 김근우, 박채윤, 

조동원

P창의설계-8 손 안 대고 코(CO) 막는 스프링클러 권세진 충남대학교 R.A.C.E.
김소희, 김예지, 김하연, 성재민, 

안예빈, 이승희, 최지원

P창의설계-9 닭털로 기름제거 배영진 부산대학교 LINK
김건희, 김보현, 김태연, 문성현, 

박시환, 배언아, 조예린 

P창의설계-10 NO! 미세플라水틱 김아현 영남대학교 A.H.A
김병호, 노영호, 유다민, 윤은정, 

정다연, 정해원, 천연진

16:00 도전 골든벨(A발표장(201호))

16:30 시상식 및 폐회사(A발표장(201호))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19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The 15th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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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19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대학생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Practice Competition for Technical College Students)

대전컨벤션센터 C발표장(204호) 2019년 10월 25일(금), 13:20~17:00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

13:00  개회사 및 인사말(A발표장(201호)) 전해상,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정찬화,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구두발표(C발표장(204호))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O전문대학-1
카제인나트륨을 이용한 

치아착색 방지제 개발
신지윤 동양미래대학교 biochem

강준묵, 문지현, 문호종, 박노아, 

서모건, 손동현, 오세라, 이건희, 

이다희, 이연주, 이채영, 임주영, 

임현섭, 정약용 

O전문대학-2 꿈의 신소재 에어로겔의 비밀 김륜현 경남정보대학교 화벤져스
권세정, 김시후, 이희호, 정지원, 

조인호

O전문대학-3 빛나리 골프공 이석준 동의과학대학교 그린스펙트라_19B 김재현, 이승훈, 정민호

O전문대학-4
3D Printer를 활용한 distillation 

Tower Tray design
노동규 인하공업전문대학 T.C.B. 김지광, 양승규

O전문대학-5
효율적 열차단을 위한 Hair 

paint 개발
김기연 경남정보대학교 헤어밴드 김종덕, 고진범, 이준영, 정강우

O전문대학-6 먹어도 안전한 연고 정나영 동양미래대학교 소스 구수진, 구유빈, 박지연, 최미화

O전문대학-7 화장품 성분 바로 알기! 김종섭 경남정보대학교 112 김도훈, 김태완, 박선렬, 정   준

O전문대학-8
세탁에도 뭉치지 않는 거위털 

대용 충전제 개발
이다원 동양미래대학교 NUKE

김서윤, 김수연, 문현명, 배대승, 

손준혁, 이남혁, 장희숙, 전유환, 

추유진

O전문대학-9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페트병전구
임정균 경남정보대학교 LOL(Light of Life, 생명의 빛) 윤성록, 임종범, 이채홍

O전문대학-10 미나리 추출액이 포함된 치약 윤승민 동의과학대학교 그린스펙트라_19A 남민식, 윤종오, 최성원, 최재형

O전문대학-11 TiO 광촉매를 이용한 반응 김태완 경남정보대학교 식스맨
김지훈, 김진홍, 예성주, 장정욱, 

최정재

O전문대학-12
인하 Petro-chemical plant 

model
박은주 인하공업전문대학 T.C.B. 김강현, 김대환, 유   민

O전문대학-13 폐소화약제의 재활용 이정훈 경남정보대학교 CSI 정재령, 홍진하

O전문대학-14
save_energy eco delivery 

box
이상훈 동양미래대학교 FOOD-ING

고다은, 김현진, 김효진, 박경란, 

박세희, 안수민, 이내경, 이도윤, 

이선민, 이세빈, 이재영, 정수민,  

최수연, 황익환

O전문대학-15
식물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 

연구
김영조 경남정보대학교

I.AMCE(Iam Advanced Materials 

& Chemical Engineering) 

김태경, 김현성, 우중언, 이정훈, 

하인강

16:00  도전 골든벨(A발표장(201호))

16:30  시상식 및 폐회사(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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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업체(기관) 및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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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업체(기관) 및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본부 호텔 / 평의원회 장소

호텔명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VAT 포함) 연락처 

롯데시티호텔 대전 도보 5분 312

할인가격:
스탠다드(싱글/트윈): 143,000원  

(조식불포함)
1인 조식 비용: 20,000원

예약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sv.city.daejeon@lotte.net)로 송부

☎ 02-771-1004

  주변 호텔

호텔명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VAT 포함) 연락처

호텔인터시티 차량 이용시 10분 174
스탠다드 더블/트윈: 125,000원 

1인 조식: 25000원
042) 600-6006

나무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49 1인: 66,000원, 2인: 77,000원 042) 822-3445

유성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191
스탠다드 온돌/트윈: 120,000원 

1인 조식: 16,000원
042) 820-0617

레지던스힐링호텔 차량 이용시 10분 126

스탠다드 더블: 50,000원,  

스탠다드 트윈: 55,000원,  

디럭스: 60,000원 

1인 조식: 6,000원(조식 이용시 호텔로 문의)

042) 485-0161

호텔ICC 차량 이용시 15분 49
스탠다드더블: 67,500원 

스탠다드or디럭스 트윈: 85,500원(조식 포함)
042) 866-5050

※예약 안내사항:   한국화학공학회의 가을 학술대회 기간에만 제공되는 할인가격이므로 예약하실 때 ‘한국화학공학회 행사’라고 말씀하시고 
할인가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대전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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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