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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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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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틸렌(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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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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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학(원)생 팀제공학연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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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1962년 창립된 한국화학공학회는 올해로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여, 

도약을 향한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화학산업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화학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학회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과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2019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는 청정의 자연환경으로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Chemical Engineering as a Platform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Society”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화학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기술, 그리고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등 3개의 특별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위원회가 주관하는 7개의 주제별 심포지엄, 2개의 Tutorial,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등 5개의 

일반심포지엄도 학술대회의 주제에 맞춰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풍성한 학술 및 인적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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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전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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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ary Talk / Keynote Lecture 안내
Plenary Talk

성명/소속 약력사항 발표제목

이우현

OCI

1992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6   The Wharton School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MBA)
1998   Credit Suisse First Boston(Hong Kong), 

Vice President
2007 OCI 사업총괄 부사장(CMO)
2013 OCI 대표이사 사장
2019 OCI 대표이사 부회장
수상   한국IR대상 유가증권부문 ‘BEST IRO’상

화학공학 분야에서의 환경과 안전

Keynote Lecture
성명/소속 세션명 발표제목 

박영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별 심포지엄)
2019 Chem-Tech-Biz Symposium
국내 화학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및 과정(촉매 및 분리기술)

석탄화력 발전소 연계 건식 CO2 포집 공정 
기술개발 현황

홍성창
경기대학교 

(특별 심포지엄)
2019 Chem-Tech-Biz Symposium
국내 화학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및 과정(촉매 및 분리기술)

SCR 탈질과 상온 산화 환경촉매의 성능 
개선과 상업화

김준형
LG화학

(공업화학,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제12회 기능성 코팅제의 기술 현황 심포지엄

잉크젯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물질 
도포 공정

최만수
서울대학교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미립자 응용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한 3차원 나노프린팅

이기봉
고려대학교 

(분리기술, 열역학 주제별 심포지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분리/열역학 융합기술

폐기물 기반 탄소 전구체를 활용한 다공성 
탄소 소재 제조 및 온실가스 포집에의 적용

Helge Knobbe
TUV 코리아

(화학공정안전 주제별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규제 심포지엄 

Digitalization of the chemical industry– 
How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안동준 
고려대학교

(구두 발표)
고분자

Chem-Bio interface augmentation: Organic 
semiconductor assembly with DNAs 

양대륙 
고려대학교

(구두 발표)
공정시스템

역삼투식 해수담수화 기술의 현황 및 향후 
에너지 소모량 감축 방안에 대한 고찰 

조희찬
서울대학교

(구두 발표)
미립자공학

자원분야에서의 분체공학 및 입자기반모델링

오현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두 발표)
분리기술

Rec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etal-organic frameworks for hydrogen 
isotopes separation

백승필
고려대학교

(구두 발표)
생물화공

Application of modified nucleobase: new 
design and study tool for biomolecular 
interaction and engineering

한윤봉 
전북대학교

(구두 발표)
재 료 

Stability enhancement of perovskite solar 
cells with functional nanocomposites and 
interface engineering

이관영 
고려대학교

(구두 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나노입자 합성기술과 DFT 계산화학을 활용한 
고선택적 과산화수소 직접합성용 촉매 개발

이정문 
세인인포테크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ICT를 결합한 SMART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Tutorial: 전기화학적 기초
(Electrochemical Basics)

주   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2019년 4월 24일(수), 14:00~18:00

Chairman: 송현곤, 울산과학기술원 (Hyun-Kon Song, UNIST)

14:00 전극론: 열역학과 속도론 송현곤, 울산과학기술원 

 (Electrodics: Thermodynamics and kinetics) (Hyun-Kon Song, UNIST)

15:00  전해질론 이호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onics) (Hochun Lee, DGIST)

16:00  순환 전압-전류법 양해식, 부산대학교

 (Cyclic voltammetry) (Haesik Yang, Pusan Nat’l Univ.)

17:00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장병용, 부경대학교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Byoung-Yong Chang, Pukyung Nat’l Univ.)

 등록비(교재 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Speaker
이호춘

2000 KAIST 화학 박사
2000   Brookhaven Nat’l Lab  

박사후 연구원 
현  재   DGIST 에너지공학전공 부교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A

Organizer/Chairman/Speaker

양해식

1997 KAIST 화학 박사
1998   Lawrence Berkeley Nat’l 

Lab 박사후 연구원 
현  재   부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송현곤

2000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2   Brown Univ. 박사후 연구원 
현  재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

장병용

2007 POSTECH 화학 박사
2008   Univ. of Texas at Austin  

박사후 연구원 
현  재   부경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4 Spring Symposium 2019 of K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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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공정제어 기초 및 현장 적용 실습 
(Basis of Process Control for Real Plant Application)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B 2019년 4월 24일(수), 13:00~18:00

Speaker

Chairman: 정재학, 영남대학교 (Jae Hak Jung, Yeungnam Univ.)

13:00  공정 Sequence 자동화를 위한 PLC 로직 기초 정재학, 영남대학교

 (Basic PLC logics for process sequence automation) (Jae Hak Jung, Yeungnam Univ.)

14:00  공정 제어: PID제어에서 모델 예측 제어 이재형, KAIST

 (Process control: From PID control to model predictive control) (Jay H. Lee, KAIST)

16:00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본 제어로직과 SCADA 시스템 입문 성수환, 경북대학교

 (Introduction to basic control logics and SCADA system for plant automation) (Su Whan Sung, Kyungpook Nat’l Univ.)

 등록비(교재 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정재학 

1994 POSTECH 화학공학 박사 
1997 MIT Post-doc. Fellow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성수환 

199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3   LG화학기술원 CRD 연구소  

연구원
현  재   경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재형 

1991 CALTECH 화학공학 박사 
1991   Auburn, Purdue, Georgia 

Tech 교수  
현  재   KAIST 화학공학부 교수

Organizer
류준형

2003 Imperial College 화학공학 박사
2007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책임  
현  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창의융합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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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진행표 1

4월 24일(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3:00~17:00 학술대회 등록(수요일부터 학술대회 등록 가능)

14:00~18:00 Tutorial: 전기화학적 기초(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주관)(삼다홀A)

13:00~18:00 Tutorial: 공정제어 기초 및 현장 적용 실습(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공동주관)(삼다홀B)

4월 24일(수): 제주 부영 호텔&리조트

15:30~16:30 업무위원장 / 지부장 / 부문위원장 회의(지하 2층 ‘사파이어’)

16:00~18:00 신진연구자 워크숍(지하 2층 ‘에메랄드B’)

16:30~17:00 평의원등록(지하 2층 ‘사파이어’)

17:00~18:00 평의원회(지하 2층 ‘사파이어’)

18:00~20:00 평의원만찬(지하 2층 ‘사파이어’)

4월 25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발표장
(삼다홀A)

B발표장
(삼다홀B)

C발표장
(한라홀A)

D발표장
(한라홀B)

E발표장
(301A호)

F발표장
(301B호)

G발표장
(302호)

H발표장
(303A호)

I발표장
(303B호)

J발표장
(401A호)

K발표장
(401B호)

L발표장
(402A호)

M발표장
(402B호)

08: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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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산업용 

보일러” 

열린 

연구발표회

(09:00~11:0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1:00)

고분자

구두발표 I

(08:50~11:00)

[여성위원회]

여성 화학공학 

엔지니어 

Networking 

Meeting

(09:30~11:0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 

(08:30~11: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10~11:00)

이동현상

구두발표

(08:30~11:00)

[주제별 

심포지엄 1]

리그닌의 

화학적

전환기술 

심포지엄

(09:00~11: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0:50)

열역학

구두발표

(08:30~11:00)

재 료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10~11:00)

11:00~11:10 휴     식

11:10~12:00 Plenary talk: 화학공학 분야에서의 환경과 안전 [이우현(OCI)] (5층 오션뷰)

12:00~12:40 총     회 (5층 오션뷰)

12:50~14:00 간친회(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총회 참석 정회원) (5층 오션뷰)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2]

이동현상과 

화학공학 

교육의 방향 

심포지엄

(14:00~17:4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I

(14:00~17:20)

[특별 

심포지엄 1]

2019

Chem-Tech-

Biz Symposium: 

국내 화학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및 과정

(촉매 및 

분리기술)

(14:00~17:30)

[특별 

심포지엄 2]

제1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14:00~17:10)

고분자

구두발표 II

(14:00~17:05)

생물화공

구두발표 I

(14:00~17:4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I, III 

(14:00~17:45)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

(14:00~16:50)

미립자공학

구두발표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1]

리그닌의 

화학적

전환기술 

심포지엄

(14:00~16:45)

[주제별 

심포지엄 3]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분리/열역학 

융합기술 

심포지엄

(14:00~16:45)

[주제별 

심포지엄 4]

다상반응기 및 

유동층 

심포지엄

(14:00~17:40)

재 료 

구두발표 II

(14:00~17:45)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고분자부문위원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17:40~18:00 경품 추첨(1층 이벤트홀) 

1층 이벤트홀
포스터 발표 I (09:00~10:30): 미립자공학, 분리기술, 생물화공, 유동층, 이동현상

포스터 발표 II (16:00~17:30): 공업화학, 열역학, 재  료, 화학공정안전

3층 로비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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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시간 안내

2019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진행표 2

4월 25일(목)

고분자부문위원회 E발표장(301A호) 17:10~17:4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H발표장(303A호) 16:50~17:20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I 발표장(303B호) 17:40~17:5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K발표장(401B호) 16:50~17:10

생물화공부문위원회 F 발표장(301B호) 17:40~17:50

열역학부문위원회 K발표장(401B호) 17:10~17:30

촉매부문위원회 B발표장(삼다홀B) 17:20~17:40 

4월 26일(금)

공업화학부문위원회 E발표장(301A호) 11:30~12:0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L 발표장(402A호) 12:30~13:00

4월 25일(목): 제주 부영 호텔&리조트 지하 2층 ‘사파이어’

제11차 CEO 포럼(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CEO 클럽 회원)

15:30~16:00 등  록

16:00~16:05 참석자 소개 및 환영 김영섭(한국화학공학회 산업계 부회장) 

16:05~16:15 개회사 전해상(한국화학공학회 회장/CEO 클럽 위원장)

16:15~17:15 TA, 실행경영과 CEO LETTER 오장수(LG하우시스 고문)

17:15~17:30 Break time 

17:30~18:30 인문학의 세 가지 질문 김상근(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18:30~20:00 만찬교류회 

4월 26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발표장
(삼다홀A)

B발표장
(삼다홀B)

C발표장
(한라홀A)

D발표장
(한라홀B)

E발표장
(301A호)

F발표장
(301B호)

G발표장
(302호)

H발표장
(303A호)

I발표장
(303B호)

J발표장
(401A호)

K발표장
(401B호)

L발표장
(402A호)

M발표장
(402B호)

08:00~12:00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09:00~12:00

“에너지

하베스팅” 

열린 

연구발표회

(09:00~12:00)

[특별 

심포지엄 3]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기술의 

방향성:  

현재부터 

미래까지 

심포지엄

(09:00~12:00)

합성가스 

기반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공청회

(09:30~12:30)

[주제별 

심포지엄 5]

제12회 기능성 

코팅제의 기술 

현황 심포지엄

(09:00~11:30)

생물화공

구두발표 II

(학생 구두발표)

(09:00~10:40)

분리기술

구두발표

(09:00~12:10)

[주제별 

심포지엄 6]

미립자 응용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심포지엄

(09:00~12: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

(09:00~11:40)

화학공정안전

구두발표

(09:00~12:25)

[주제별 

심포지엄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규제

심포지엄

(09:15~12:00)

재 료

구두발표 III

(09:00~12:45)

공업화학부문위원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13:30~14:00 Closing ceremony (시상 및 경품추첨) (1층 이벤트홀)

1층 이벤트홀
포스터 발표 III (09:00~10:30): 고분자, 에너지 환경

포스터 발표 IV (11:00~12:30): 공정시스템, 촉매 및 반응공학

3층 로비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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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오션뷰

총  회
간친회

5F

ML4F

●총회 및 간친회: 5F 오션뷰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3F -  A ~ I 발표장,  4F -  J ~ M 발표장

●  포스터발표, 경품추첨, 회명 대학원 연구상/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 시상식: 1F 이벤트홀
●  홍보전시회: 3F 로비
●VIP Lounge: 3F 304호                    ●연사휴게실: 3F 300호

※ 무선인터넷은 3층 로비에 있는 와이파이존에서만 사용 가능

1F

3F

와이파이존
삼다홀B

한라홀A 한라홀B

물품보관소
삼다홀A

301A호

301B호
I

Coffee Launge

홍
보
전
시

홍
보
전
시

※ 총회/간친회 
장소인 5층 ‘오션뷰’로 

 이동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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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심
포

지
엄

  

2019 Chem-Tech-Biz Symposium
국내 화학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및 과정(촉매 및 분리기술)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Case and Its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t Domestic Chemical Industries) 

공동주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Chairman: 김우경, 영남대학교 (Woo Kyoung Kim, Yeungnam Univ.)
  신은우, 울산대학교 (Eun Woo Shin, Univ. of Ulsan)

14:00 개회사 박해경, 한서대학교
 (Opening remark) (Heakyung Park, Hanseo Univ.)

14:10  [Keynote Lecture] 석탄화력 발전소 연계 건식 CO2 포집 공정 기술개발 현황 박영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ing dry-sorbent CO2 capture process  (Young Cheol Park, KIER)
 integrated with coal-fired power plant)

14:40  막분리공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로부터 고순도 메탄 및 이산화탄소  김정훈, 한국화학연구원 
 분리정제기술 (Jeong-Hoon Kim, KRICT)
 (Membrane-based purification process for production of high purity methane and   
 carbon dioxide from biogas mixture)

15:10  초저온 공기분리 플랜트 개발과 파생기술의 활용 문흥만, 대성산업가스
 (Development of cryogenic air separation plant and application of derived technology) (Hung-Man Moon, Daesung Industrial Gases)

15:40  Coffee break 

16:00  [Keynote Lecture] SCR 탈질과 상온 산화 환경촉매의 성능 개선과 상업화 홍성창, 경기대학교
 (Performance improv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SCR denitrification and room  (Sung Chang Hong, Kyonggi Univ.) 
 temperature oxidation environment catalysts)

16:30  Dual catalytic reaction을 응용한 선박 및 제철소 소결로 질소산화물  하헌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처리용 저온 탈질촉매  (Heon Phil Ha, KIST)
 (Low temperature de NOx catalyst with dual catalytic property and its application)

17:00  아크릴산 제조용 부분산화 촉매연구개발 최준선, LG화학
 (R&D of LG CHEM partial oxidation catalyst for manufacturing of acrylic acid)  (Junseon Choi, LG Chem, Ltd.)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발표장(한라홀A) 2019년 4월 25일(목), 14:00~17: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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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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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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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만

1990 Nihon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대성산업가스㈜ 초저온연구소 

소장

박영철

2007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온실가스연구실 실장

최준선

2000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4 Univ. of Houston Post-doc.
현  재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촉매개발센터 무기촉매개발 
2팀장

신은우

2000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4   Univ. Wisconsin-Madison 

바이오시스템공학부 Post-doc.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홍성창

1991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창하

1993   Univ. of Pittsburgh  
화학공학 박사 

1994   Merck & Co. Post-doc. 
Fellow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Speaker
김정훈

1999 KAIST 화학 박사
2001   캐나다 워터루대 Post-doc. 
현  재   KRICT 탄소자원화연구소 

C1가스 분리전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하헌필

1998 Oxford Univ. 박사
현  재   KIST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본부장

ChairmanOrganizer



특
별

 심
포

지
엄

  

제1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The 1st Symposium on Propylene and Downstream Technology)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Chairman: 이기수, LG화학 (Ki-Soo Lee, LG Chem, Ltd.)

14:00 경질올레핀 선택도 조절을 위한 나프타 촉매분해반응 박용기, 한국화학연구원

 (Product flexibility in catalytic naphtha cracking) (Yong-Ki Park, KRICT)

14:30 Pt-Sn/Alumina 촉매를 이용한 프로판 탈수소화 촉매개발 유영산, 희성촉매(주)

 (Dehydrogenation of propane over Pt-Sn/alumina catalyst) (Young San Yoo, Heesung Catalysts Corp.)

15:00 Coffee break

15:20 폴리프로필렌 제조 기술 동향 송보근, 롯데케미칼(주)

 (Production technology of polypropylene) (Bo Geun Song, Lotte Chemical Corp.)

15:50 C3 기반 OXO Chemical 생산 기술 및 관련 산업 동향 고동현, LG화학

 (C3 based OXO chemical production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y trend) (Dong-Hyun Ko, LG Chem, Ltd.)

16:20 아크릴로니트릴 개요 황태영, 태광산업주식회사

 (Overview of acrylonitrile) (Tae-Young Hwang, Taekwang Industrial Co., Ltd.)

제주국제컨벤션센터 D발표장(한라홀B) 2019년 4월 25일(목), 14:00~17:10

Speaker

황태영

1996 태광산업 울산공장
2008 태광산업 기획팀
현 재 태광산업 AN영업팀

유영산

2000 전남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희성촉매연구소 화학촉매개발팀 

선임수석 연구원

박용기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U.C. Berkeley Post-doc.

현 재 KRICT CCP융합연구단 단장

고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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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현

1987 인하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1987 ㈜럭키 중앙연구소
현 재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촉매개발센터 연구위원

송보근

1993 호남석유화학 입사
201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롯데케미칼 연구소 상무

10 Spring Symposium 2019 of KIChE

이기수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1 LG화학 PO연구소
현 재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촉매개발센터 센터장

Organizer/Chairman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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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기술의 방향성: 
현재부터 미래까지 심포지엄

(Special Symposium o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Technology 
for Plastic Recycling: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SK이노베이션 

 후      원: SK이노베이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B발표장(삼다홀B) 2019년 4월 26일(금), 09:00~12:00

Speaker

Chairman: 김진국, 한양대학교 (Jin-Kuk Kim, Hanyang Univ.)

09:00 자원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허  탁, 건국대학교

 (Towards circular economy and more sustainable plastics) (Tak Hur, Konkuk Univ.)

09:30 폐비닐류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열분해 유화기술의 적용방안 정수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pplication strategies by thermal pyrolysis technology producing fuel oil for  (Soo Hyun Chung, KIER) 

 environmental friendly treatments of waste vinyls)  

10:00 국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과 환경성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Manufacturing, use and environmental impact of domestic solid refuse fuel) (Kyoon Duk Yoon, Korea Testing Laboratory)

10:30 폐기물 가스화 기술개발 동향 김성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gasification of waste) (Seong-Soo Kim, KIER)

11:00  폐기물관리와 에너지화 기술의 역사 서용칠, 연세대학교

 (History of waste management and WtE technologies in Korea) (Yong-Chil Seo, Yonsei Univ.)

11:30  국내 폐플라스틱의 제도적 및 기술적 현황과 이슈 오세천, 공주대학교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tatus and issues of domestic waste plastics) (Seachen Oh, Kongju Nat’l Univ.)

정수현

1990 전남대 화학공학 박사
2012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기술분야 전문위원
현 재   KIER 전문연구위원

오세천

1997 한양대 화학공학 박사
1998 ㈜ 현대엔지니어링 과장 
현 재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성수

1993   Univ. of Pittsburgh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열환경공학회 부회장 
KIER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책임연구원

허   탁

1998   Lehigh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건국대 교학부총장, 화학공학부 
교수

윤균덕

2000 서울시립대 환경공학 박사
현 재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부회장 
KTL 환경평가센터 수석연구원

김진국

2001   UMIST Process Integration 
박사

2011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서용칠

1985   Illinois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201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현 재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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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닌의 화학적 전환 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Chemical Valorization of Lignin)

공동주관: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J발표장(401A호) 2019년 4월 25일(목), 09:00~16:45

김재훈

2005   North Carolina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3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기계공학/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교수 

이현주

2003 서강대 화학 박사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

전원진

2015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6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현  재   KIER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선임연구원

Organizer Chairman/Speaker
민병권

2004   Texas A&M Univ. 화학 박사
2006   Harvard Univ. 박사후 연구원
현  재   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조성무

1991 연세대 고분자화학 박사 
1995   Carnegie Mellon Univ. 

박사후 연구원  
현  재   KIST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Feng Wang

2005   Ph.D, Dalian Inst. of 
Chemical Physics, CAS 

2006   Post-doc, Catalysis 
Research Center at 
Hokkaido Univ.

현  재   Group Leader, Dalian 
Inst. of Chemical 
Physics, CAS 

박호석

2008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0 MIT 박사후 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 

공학부 부교수

하정명

2006   Univ. of Minnesota at 
Twin Cities 화학공학 박사

2010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박사후 연구원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시한 

1996 서울대 임산공학과 농학박사 
2000 한국제지 차장 
현  재   무림P&P 펄프·신소재연구

소장 

Speaker
최준원

1999 독일 함부르크대학 박사
2002   Washington State Univ. 

at Pullman 박사후 연구원 
현  재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황경란

2012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책임연구원/실장

Chairman

Chairman: 하정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Jeong-Myeong Ha, KIST)

09:00 리그닌 탄소-산소 및 탄소-탄소 결합의 촉매화학적 분해 Feng Wang,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Catalytic cleavage of lignin carbon-oxygen and carbon-carbon bonds) 

10:00 리그닌의 구조특성이 열화학적 탈중합 반응에 미치는 영향 최준원, 서울대학교

 (Effect of structural features of lignin on it’s pyrolytic degradation) (Joon Weon Choi, Seoul Nat‘l Univ.)

10:25 리그닌 기반 저가형 탄소섬유 조성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ignin based low-cost carbon fibers) (Seong Mu Jo, KIST)

Chairman: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yunjoo Lee, KIST)

14:00 상용화를 위한 펄핑 공정 유래 리그닌의 고부가가치화  박시한, 무림P&P

 (Value-added applications of lignin from pulping process for commercialization) (Seehan Park, Moorim P&P)

14:30 리그닌의 열분해 기술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Pyrolysis of lignin) (Young-Kwon Park, Univ. of Seoul)

14:55 목재폐기물 유도 에너지저장 소재 박호석, 성균관대학교

 (Wood biomass-derived energy storage materials) (Ho Seok Park, Sungkyunkwan Univ.)

Chairman: 전원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onjin Jeon, KIER)

15:30 리그닌 산화반응을 통한 방향족알데하이드 생산 황경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xidative depolymerization of lignins into the aromatic aldehydes) (Kyung-Ran Hwang, KIER)

15:55 리그닌으로부터 연료 및 화학소재 합성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A rational way for lignin-to-x (x=fuel, chemicals)) (Jaehoon Kim, Sungkyunkwan Univ.)

16:20 리그닌의 촉매화학적 분해 하정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atalytic depolymerization of lignin) (Jeong-Myeong Ha, KIST)

Organizer/Speaker
박영권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2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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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상과 화학공학 교육의 방향 심포지엄
(Symposium on Transport Phenomena and Chemical 

Engineering Education)
 주   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후   원: 코팅기반 화학공정 연구센터

Chairman: 정현욱, 고려대학교 (Hyun Wook Jung, Korea Univ.)

14:00  개회사 
 (Opening remark)
14:05  축   사  이현구, 서울대학교
 (Congratulatory address) (Hyun-Ku Rhee, Seoul Nat’l Univ.)
14:15  이동현상 교육과 전망 안경현, 서울대학교
 (Education and prospect of transport phenomena) (Kyung Hyun Ahn, Seoul Nat’l Univ.) 

14:30 화공수학 및 화공수치해석 교육: 포스텍 사례 강인석, 포항공과대학교
 (Educ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mathematics and numerical analysis at POSTECH) (In Seok Kang, POSTECH)

14:45 화학공학 교육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불확도 강정원, 고려대학교
 (Database and uncertainties in chemical engineering education) (Jeong Won Kang, Korea Univ.)

15:00 유체 전달현상을 바탕으로 한 반응공학 교육 하경수, 서강대학교
 (Education of reaction engineering based on transport phenomena) (Kyoung-Su Ha, Sogang Univ.) 

15:15  공정 시스템 및 제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재형, KAIST
 (Process systems engineering and control: Pres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Jay H. Lee, KAIST) 

15:30  Coffee break

15:50  장치산업에서 근무하는 화공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역량 장순철, S-Oil
 (The capabilities required for chemical engineers working in the process industry) (Soon-Cheol Chang, S-Oil)

16:05  LG화학 R&D에서 바라본 대학교육 권영운, LG화학
 (Thoughts on the education at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LG Chem’s R&D) (Youngwoon Kwon, LG Chem. Ltd.)

16:20  중소기업에서 바라본 화공 엔지니어의 교육과정 김동표, NPK
 (Educ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iew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ng-Pyo Kim, NPK)

16:35  공학교육인증과 화학공학 조동환, 금오공과대학교 
 (Accredit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and chemical engineering) (Donghwan Cho, Kumoh Nat’l Inst. of Tech.)

16:50  공학교육의 방향 김종엽, 고려대학교
 (Reorien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Chongyoup Kim, Korea Univ.)

17:20  폐회사
 (Closing remark)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발표장(삼다홀A) 2019년 4월 25일(목), 14:00~17:40

권영운

199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8 LG화학 미래기술 연구센터장
현  재   LG화학 그린바이오 연구센터장

정현욱

1999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01 미네소타대학 박사후 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최낙원

2010 Cornell Univ.  Ph.D.
2011   Novar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MIT Post-doc.

현  재   KIST 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OrganizerOrganizer/Chairman
조동환

1990   Univ. of Akron  
고분자과학/공학 박사

1991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금오공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교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EAC  
부위원장 및 평가단장

강정원

2001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미국 NIST 객원연구원

안경현

199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고분자 나노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 센터장

이재형

1991   Caltech, Chemical 
Engineering Ph. D.

2010   조지아 공대 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종엽

1983 Princeton Univ. Ph.D.
1988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001 충남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현  재   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하경수

200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4 KRICT 책임연구원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Speaker
강인석

1988 CALTECH 화학공학 박사
1988 CALTECH Post-doc.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장순철

199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8   S-OIL 온산공장 기술부서 

부장/상무
현  재   S-OIL 생산운영본부 

Special Assignment

김동표

1992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2 LG화학
현  재   ㈜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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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분리/열역학 융합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Convergence Technology of 

Separation/Thermodynamics for the Sustainable Society)
공동주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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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준, 고려대학교 (June Huh, Korea Univ.)

14:00 [Keynote Lecture] 폐기물 기반 탄소 전구체를 활용한 다공성 탄소 소재 제조 및  이기봉, 고려대학교 

 온실가스 포집에의 적용  (Ki Bong Lee, Korea Univ.)
 (Upcycling of waste-based carbon precursors to porous carbon materials for greenhouse 
 gas capture)

14:25 기체 흡착 분리를 위한 나노다공성 흡착제 개발 배윤상, 연세대학교
 (Development of nanoporous adsorbents for adsorptive gas separations) (Youn-Sang Bae, Yonsei Univ.)

14:45 에너지 효율적 분리막 기반 탄화수소 분리공정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원
 (Enegy-efficient membrane based hydrocarbon separation processes) (Dong-Yeun Koh, KAIST)

15:05 Coffee break

15:25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배태현, 난양공과대학교
 (Membrane technology for biogas recovery and purification) (Tae-Hyun Bae, Nanyang Technological Univ.)

15:45 열역학 기반의 나노구조 박막 제어 허수미, 전남대학교
 (Role of thermodynamics on controlling nanostructured thin film) (Su-Mi Hur, Chonnam Nat’l Univ.)

16:05 신규 무차원 평가지표를 활용한 복합 압력지연삼투공정 성능평가 및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시뮬레이션 연구 (Joon Ha Kim, GIST)
   (A simulation study with a new performance index for pressure-retarded osmosis  

processes hybridized with seawater reverse osmosis and membranes distillation)

16:25 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및 이를 이용한 흡착기술 개발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
 (Development of energy-efficient porous hybrid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Jong-San Chang, KRICT) 
 to sorption technologies)

제주국제컨벤션센터 K발표장(401B호) 2019년 4월 25일(목), 14:00~16:45

장종산

1996 KAIST 화학과 박사
200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현  재   KRICT 책임연구원/팀장 

  성균관대 화학과 학연교수

허  준

1998   Groningen Univ. 화학 박사
2000   Univ. of Pittsburgh  

박사후 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Organizer/Chairman
이정현

2010   Georgia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2014   KIST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고동연

201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7   Georgia Inst. of Tech.  

박사후 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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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미

2012   UC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2015   Univ. of Chicago & 
Argonne Nat. Lab  
박사후 연구원

현  재   전남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부교수

서용원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4 AIST 박사후 연구원
현  재   UNIST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배태현

2010   Georgia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2013   UC Berkeley 박사후 연구원
현  재   난양공과대학 화학생의학공학부 

조교수

Speaker
배윤상

2006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1   Northwestern Univ.  

연구교수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김준하

2003 UC Irvine 화학공학 박사
201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현  재   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Chairman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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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반응기 및 유동층 심포지엄
(Multi-Phase Reactor & Fluidized Bed Symposium)

공동주관: 유동층부문위원회,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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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개회사

 (Opening remark)

14:30 Fluidiz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ircumtance 강  용, 충남대학교

   (Yong Kang, Chungnam Nat’l Univ.)

15:00  순환유동층 공정에서 입자 마모화 최정후, 건국대학교

 (Particle attrition in the circulating fluidized bed process) (Jeong-Hoo Choi, Konkuk Univ.)

15:30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저감기술 이영우, 충남대학교

 (Reduction technologies of air pollutants in an industrial complex) (Young Woo Rhee, Chungnam Nat’l Univ.)

16:00 Coffee break

16:10 CO2 원천분리를 위한 순산소 순환유동층 연소기술 연구 이재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 study on the Oxy-CFBC technology for CO2 separation) (Jaegoo Lee, KIER)

16:40 삼상유동층의 수력학적 특성 이동현, 성균관대학교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ree-phase fluidized beds) (Dong Hyun Lee, Sungkyunkwan Univ.)

17:10  미세유체 반응기를 이용한 양자점 합성 및 인공신경망 적용 이찬기, 고등기술연구원

 (Synthesis of quantum dot using a micro-fluidic reactor and application  (Chan Gi Lee, IAE)

 of neural network)

17:40 폐회사

 (Closing remark)

제주국제컨벤션센터 L발표장(402A호) 2019년 4월 25일(목), 14:00~17:40

Speaker
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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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용

1985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6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충남대 부총장
현  재   충남대 교수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장

이영우

1989 Auburn Univ. 화학공학 박사
1990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이찬기

2009 큐슈대 물질이공학 박사
2011 AIST 연구원 
현  재   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김성원

2002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7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수석연구원
현  재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 부교수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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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구

1997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3   KIER 기후변화연구본부장 
현  재   KIER FEP융합연구단장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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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정현욱, 고려대학교 (Hyun Wook Jung, Korea Univ.)

09:00 모세관 힘을 이용한 리튬 이온 전지 음극 슬러리 내부 구조 및 접착 특성 제어 박지은, 서울대학교 

 (Controlling microstructure and adhesive properties using capillary-driven network  (Jieun Park, Seoul Nat’l Univ.) 

 in Li-ion battery anode slurries)

09:20  Lattice Boltzmann simulation of drying colloidal film 전병진, 고려대학교

  (Byoungjin Chun, Korea Univ.)

09:40  연속 코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남재욱, 서울대학교

 (Several issues in the high-speed fabrication of coating layers) (Jaewook Nam, Seoul Nat’l Univ.)

Chairman: 송기창, 건양대학교 (Ki Chang Song, Konyang Univ.)

10:10 [Keynote Lecture] 잉크젯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물질 도포 공정 김준형, LG화학

 (Coating process of functional material for display using inkjet) (Joon-Hyung Kim, LG Chem, Ltd.)

10:30 Influence of material properties on scratch-healing performance  김진철, 한국화학연구원

 of intrinsic self-healing polymers (Jin Chul Kim, KRICT)

10:50 친환경 수성 폴리우레탄 소재의 응용 이영수, 흥인화학

 (Appl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queous polyurethane material) (Young Soo Lee, HI Chemical)

11:10 실란화합물을 이용한 강판용 발수 표면처리제 이병화, 대흥화학

 (Water-repellent surface treatment agent for steel sheet using silane compound) (Byoung Hwa Lee, Daeheung Chemical)

Speaker
박지은

2017 서울대 화학공학 석사
현  재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과정

전병진

2006   Univ. of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12 삼성전기 수석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연구교수

남재욱

2009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0 Rice Univ. Post-doc.
2012 성균관대 조교수
현  재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조교수

김준형

1991 서울대 공업화학 학사, 석사
1999   Carnegie Mellon Univ. 

Chem. Eng., Ph.D.
현  재   LG화학 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철

2012 POSTECH 화학 박사 
2013   Univ. of Minnesota 화학과/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이영수

1979 아주대 화학공학 학사  
2017 ㈜ 유니온화성고분자 전무
현  재   흥인화학(주) 고문

송기창

198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0 스위스 취리히공대 방문교수
현  재   건양대 의료신소재학과 교수

이병화

2017 한경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대흥화학공업(주) 연구소장

Organizer/Chairman Organizer

제12회 기능성 코팅제의 기술 현황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Functional Coatings Technology)

공동주관: 공업화학부문위원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발표장(301A호) 2019년 4월 26일(금), 09:00~11:30

정현욱

1999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01 미네소타대학 박사후 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Chairman

안경현

199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고분자 나노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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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 응용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Trends and Prospects in Application 

Technology of Fine Particles)
주  관: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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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김헌창, 호서대학교 (Heon Chang Kim, Hoseo Univ.)

09:00 에어로졸 기술로 제조한 3차원 형상 그래핀계 복합체들의 에너지 저장소재 응용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Aerosol synthesis of 3D graphene based composites for energy storage material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Hee Dong Jang, KIGAM & UST)

09:40 화염반응기를 이용한 나노구조 박막 제조 및 활용 김교선, 강원대학교

 (Preparation of nanostructured thin film by flame reactor and its application) (Kyo-Seon Kim, Kangwon Univ.)

10:20 Coffee break

10:40 [Keynote Lecture]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한 3차원 나노프린팅 최만수, 서울대학교

 (Three dimensional nanoprinting via aerosol technology) (Mansoo Choi, Seoul Nat’l Univ.)

11:20 탄소나노재료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어기술 오원춘, 한서대학교

 (Control technology of particulate matter using carbon nanomaterials) (Won-Chun Oh, Hanseo Univ.)

Speaker
장희동

1993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2005 히로시마대 나노소재 박사
현  재   Advanced Powder Tech., 

Executive Editor 
KIGAM 자원활용연구센터 우수
연구원 & UST 나노재료공학과 
교수

오원춘

1995 단국대 화학 박사 
2007 안휘건축대 객원교수 
현  재   한서대 항공신소재공학과 &  

안휘이공대 화공재료학과 교수

김헌창

1998 UCLA 화학공학 박사 
2010 한국공업화학회 국문지 편집이사 
현  재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최만수

1987   Univ. of California, Berkeley 
기계공학 박사

현  재   글로벌프론티어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장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교선

1989   Univ. of Cincinnati 화학공학 
박사

2003 미국 듀퐁 중앙연구소 방문교수 
현  재 강원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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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규제 심포지엄
(Symposium on Safety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공동주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후      원: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디지털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단

  Chairman: 권혁면, 연세대학교 (Hyuckmyun Kwon, Yonsei Univ.)

   신동일, 명지대학교 (Dongil Shin, Myongji Univ.)

09:15  인사말 신동일,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명지대학교

 (Introductory remark) (Dongil Shin, Chair of KIChE Process Safety Division, Myongji Univ.)

09:30 [Keynote Lecture] 화학산업의 디지탈화 헬게 노베, TUV 코리아

 (Digitalization of the chemical Industry – How to ensure safety and   (Helge Knobbe, TUV SUD Korea) 

 security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10: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규제 권혁면, 연세대학교

 (Safety & health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yuckmyun Kwon, Yonsei Univ.)

11:00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경찰의 교통안전 이슈 김  현, 한국교통대학교

 (Preparing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Hyun Kim,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traffic safety issues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11:30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안전보건정책 방향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Safety and health policy trend with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Hmhak Cho, KOSHA) 

 safety and health act)

제주국제컨벤션센터 L발표장(402A호) 2019년 4월 26일(금), 09:15~12:00

Speaker

신동일

1997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Translational Genomics 

Research Inst. 겸임교수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재난안전학과 

교수

김   현

2006   Yamanashii Univ. 
환경사회창생공학 박사

2017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현  재   한국교통대 교수

조흠학

2004 단국대 법학 박사
20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팀장
현  재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Helge Knobbe 

2005   Univ. of Siegen, Research 
Associate, Ph.D. (Dr.-Ing.) 
in Materials Science

2011   TUV SUD Industrie Service 
GmbH

현  재   TUV SUD Korea, Head of 
Industry Service Department

권혁면

2003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현  재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Organizer/Chairman/Speaker Organizer/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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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G발표장(302호) 2019년 4월 25일(목), 08:30~11:0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
(KIChE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I)

Chairman: 정헌호, 전남대학교 (Heon-Ho Jeong, Chonnam Nat’l Univ.) 

[재료]
08:30 Mechanistic studies of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materials  유승호, 고려대학교
 via operando X-ray imaging (Seung-Ho Yu, Korea Univ.)

08:45 Ultrathin optoelectronic devices for wearable/implantable electronics 최문기, 울산과학기술원
  (Moon Kee Choi, UNIST)

09:00 Advanced inorganic materials for photoelectrochemical energy devices 김재엽, 단국대학교
  (Jae-Yup Kim, Dankook Univ.)

09:15 Developing the new active sites on metal oxides for enhanced  정형모, 강원대학교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Hyung Mo Jeong, Kangwon Univ.)

09:30 가역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골드 입자/폴리아닐린 코어쉘의 플라즈모닉 특성 전주원, 국민대학교
 (Responsive plasmonic behavior of tunable gold nanoparticle@polyaniline core/shell  (Ju-Won Jeon, Kookmin Univ.) 
 nanostructures)

09:45 Coffee break 

10:00 Development of electrocatalysts based on non-noble metals  원다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or electrochemical carbon dioxide reduction reaction (Dahye Won, KIST)

10:15 Aerosol-spray pyrolysis toward the synthesis of nanostructured  박승근, 공주대학교
 materials for rechargeable batteries (Seung-Keun Park, Kongju Nat'l Univ.)

10:30 Conductive MXene thin films for developing highly sensitive and  김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selective gas sensors (Seon Joon Kim, KIST)

[이동현상]
10:45 Rheological manifestation of microstructural change of colloidal  박준동, 금오공과대학교
 gel under oscillatory shear flow (Jun Dong Park, Kumoh Nat'l Inst. of Tech.)

김재엽

2012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KIST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Post-doc.
현  재 단국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박승근

2016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박사

2018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연구교수
현  재 공주대 화학공학부 조교수

윤정우

2007   Univ. of Missouri, Dept. 
of Chem. Eng. Ph.D.

2008   KIST 연료전지 연구센터 
Post-doc. Fellow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유승호

201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Cornell Univ. 화학과  

Post-doc.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전주원

2014   Texas A&M Univ. 화학공학 
박사

2016   The Univ. of Alabama, 
Chem. Eng. Assistant 
Professor

현  재 국민대 응용화학부 조교수

박준동

2016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6   Univ. of Illinoise at 

Urbana-Champaign, 
Dept. of Chem. and Bio.
Eng., Post-doc.

현  재   금오공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정헌호

2014 충남대 바이오응용화학 박사
2014   펜실베니아대 화학생명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현  재   전남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정형모

2014 KAIST 신소재공학 박사
2015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화학과  
Post-doc.

현  재 강원대 재료공학전공 조교수

김선준

2017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8   Drexel Nanomaterials 

Inst. Post-doc.
현  재   KIST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최시영

2011 UCSB 화학공학 박사
2012 미네소타 대학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Speaker
최문기

2016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7   UC Berkeley, Dept. of 

bioengineering, Post-
doc.

현  재 UNIST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원다혜

2016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8 KIST Post-doc.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용철

2013   Case Western Reserve 
Univ., Chem. Eng. Ph.D.

2016   Northwestern Univ.  
Post-doc. Fellow

현  재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Chairman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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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I
(KIChE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II)

제주국제컨벤션센터 G발표장(302호) 2019년 4월 25일(목), 14:00~15:30

정용철

2013   Case Western Reserve 
Univ., Chem. Eng. Ph.D.

2016   Northwestern Univ.  
Post-doc. Fellow

현  재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Organizer

Chairman: 이종석, 서강대학교 (Jong Suk Lee, Sogang Univ.)

[촉매]

14:00 Development of N-doped mesoporous graphitized carbon  정원석, 한경대학교

 for enhanced stability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Won Suk Jung, Hankyong Nat'l Univ.)

14:15 Lattice oxygen participation mechanism for the oxygen evolution  유종석, 서울시립대학교

 reaction on perovskites (Jong Suk Yoo, Univ. of Seoul)

14:30 Electrochemical synthesis of ammonia (NH3) under ambient  양성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temperature and pressure (Sungeun Yang, KIST)

[유동층]

14:45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석탄 가스화 특성 연구 라호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Ga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coal in an entrained flow gasifier for syngas production) (Ho Won Ra, KIER)

[에너지 환경]

15:00 Ionic liquid electrolyte for energy storage devices 유지영, 경북대학교

   (Jeeyoung Yoo, Kyungpook Nat'l Univ.)

[생물화공]

15:15 Protein engineering in biopharmaceutical research 임성인, 부경대학교

   (Sung In Lim, Pukyung Nat'l Univ.)

15:30 Coffee break 

Speaker
정원석

2015   Univ. of South Carolina  
화학공학 박사 

2016   King Abdullah Univ. of 
Sci. and Tech. KAUST 
Catalysis Center 박사후 
연구원

현  재 한경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라호원 

2007   LG전자 PDP사업부  
선임연구원

2017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최시영

2011 UCSB 화학공학 박사
2012 미네소타 대학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윤정우

2007   Univ. of Missouri, Dept 
of Chem. Eng. Ph.D.

2008   KIST 연료전지 연구센터 
Post-doc. Fellow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유지영

2008 중앙대 화학공학 박사  
2017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21플러스스마트휴머니티 
사업단 BK조교수

현  재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조교수

임성인

2015   Univ. of Virginia 화학공학 
박사

2016   Georgia Tech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양성은

2015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8   Tech. Univ. of Denmark 

물리학과 Post-doc.
현  재   KIST 에너지소재연구단  

선임연구원

유종석

2016   Stanford Univ. Chem. 
Eng. 박사

2018 MIT 기계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현  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이종석

2011   Georgia Tech. 화학공학 
박사 

2016   KIST 환경복지연구단  
선임연구원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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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철

2013   Case Western Reserve 
Univ., Chem. Eng. Ph.D.

2016   Northwestern Univ.  
Post-doc. Fellow

현  재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Organizer
최시영

2011 UCSB 화학공학 박사
2012 미네소타 대학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윤정우

2007   Univ. of Missouri, Dept 
of Chem. Eng. Ph.D.

2008   KIST 연료전지 연구센터 
Post-doc. Fellow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종석

2011   Georgia Tech. 화학공학 
박사 

2016   KIST 환경복지연구단  
선임연구원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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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G발표장(302호) 2019년 4월 25일(목), 15:45~17:45

Speaker
권혁택

2015   Texas A&M Univ.  
화학공학 박사 

2019   Nat’l Energy Tech. 
Lab., Post-doc.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동훈

2014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Dept. 
of Chem. Eng., Ph. D.

2014   Univ. of Minnesota,  
Dept. of Chem. Eng. and 
Materials Sci., Post-doc. 
associate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조교수

권기옥

2017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8   KAIST 응용과학연구소  

Post-doc.
현  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화학 

응용소재그룹 선임 연구원

김대우

201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대통령 Post-doc. Fellow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조교수

김  정

2014   Imperial College London  
화학공학 박사

2016   KRICT 분리막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  

조교수

이찬현

2017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8   KIST 연료전지연구센터  

Post-doc.
현  재   KIER 청정연료연구실  

선임연구원

김규한

2013   UC Santa Barbara 화학
공학 박사 

2018   KAIST 생명화학공학과 
Reserch Fellow

현  재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홍석민

2016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현  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II
(KIChE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III)

Chairman: 이종석, 서강대학교 (Jong Suk Lee, Sogang Univ.)

[분리기술]
15:45 Heteroepitaxially-grown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권혁택, 부경대학교

 membranes with high-resolution propylene/propane   (Hyuk Taek Kwon, Pukyung Nat'l Univ.)

 separation performance

16:00 Morphology control of zeolite MFI crystals for membrane   김동훈, 전남대학교

 separation applications (Donghun Kim, Chonnam Nat'l Univ.)

16:15 New frontiers in membrane technology 김   정, 인천대학교

   (Jeong Kim, Inchon Nat'l Univ.)

16:30 Separation processes for high-purity hydrogen production 이찬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han Hyun Lee, KIER)

16:45 Evaluation of trapping characteristics of cesium and iodine from   홍석민, 한국원자력연구원

 pyroprocessing of spent fuel (Seok-Min Hong, KAERI)

[고분자]
17:00 Supramolecular dendrimer building block for sub-5nm pattering  권기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ok Kwon, KITECH)

17:15 Linear and non-linear microrheology of phospholipid monolayers at  김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e air-water interface (KyuHan Kim, Seoul Nat'l Univ.of Science  

   and Technology)

17:30 2D materials-based liquid crystalline hydrogel system for   김대우, 연세대학교

 ultrafast layer-by-layer nanocoating (Dae Woo Kim, Yonsei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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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학공학 엔지니어 Networking Meeting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F발표장(301B호) 2019년 4월 25일(목), 09:30~11:00

사회: 강혜원 / 홍수린,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간사

09:30  개회사

09:35  축  사 전해상,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09:40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소개  엄영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장

09:45  선배 여성화공인에게 듣는다 산학연 분야별 여성화공인

10:0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0:10  네트워킹/그룹별 멘토링

10:55  폐회사 및 사진촬영

Organizer
엄영순

2004   메일랜드 주립대학 화학공학 박사
2005   코네티컷 주립대학 화학공학 

Post-doc.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강혜원

1999 연세대 화학공학 석사
20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일반평가위원
2018   가톨릭대 공과대학원 생명공학과 

박사 2학기
현  재 동국제약 연구개발본부 부장

Chairman
홍수린

2010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4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현  재   차 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부교수, 

취업지원센터 & 창의인재센터  
센터장



23Spring Symposium 2019 of KIChE

합
성

가
스

 기
반

 수
소

생
산

 플
랜

트
 건

설
기

술
 개

발
사

업
 기

획
 공

청
회

합성가스 기반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공청회

(Forum on Technology Development Planning for Hydrogen 
Production Plant Based on Synthesis Gas)

 주   최: 국토교통부 

 주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발표장(한라홀A) 2019년 4월 26일(금), 09:30~12:30

Master of Ceremonies: 정시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Si Kyo Jung, KAIA)

09:30 등   록
 (Registration)

10:00 개회사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Introdutory remarks) (Sang Hoon Lee, KAIA)

10:05 인사말  엄정희, 국토교통부
 (Opening address) (Jung Hee Uhm, MOLIT)

10:10 합성가스 기반 수소생산의 국내외 기술현황과 전망  윤용승, 고등기술연구원
 (Technology Status and Prospect on Hydrogen Production based on Synthesis Gas)  (Yongseung Yun, IAE)

10:30 합성가스 기반 CO2-free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안) 성호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Technology development plan on CO2-free hydrogen production plant based  (Ho Jin Sung, KAIA) 
 on synthesis gas)

Chairman: 김형택, 아주대학교 (Hyung Taek Kim, Ajou Univ.)

10:50 패널 토론 김성수, 박기서, 성대진, 윤왕래,  
 (Panel discussion) 윤창원, 조기숙, 조원준, 엄정희

12:00 질의 응답 
 (Open floor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조원준

2001 한양대 화학공학 박사
1992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센터장
현  재   (주)바이오프랜즈 대표이사

정시교

2014   서울과기대 철도차량시스템
공학 박사

20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
연구위원

현  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3그룹장

김성수

2007   동국대 신재생에너지공학 박사
201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장
현  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융합PD

윤용승

1990 Univ. of Utah 화학공학 박사
2013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회장
현  재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본부장

성대진

2006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07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Post-doc.
현  재   현대오일뱅크(주) 중앙기술 

연구원 연구개발1팀장

박기서

2002   Portland State Univ.  
국제경영학 석사

1991 KC 코트렐 CTO
현  재   KC그린홀딩스 부사장/ 

KC그린소재 사장

엄정희

2016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2017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현  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

이상훈 

2017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
2018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발전

기획단 기획관
현  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

Speaker Panel
성호진

2005   동경농공대 생물시스템응용
과학 박사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사
현  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플랜트PD

윤왕래

1992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2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겸임교수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윤창원

2008   Univ. of Pennsylvania 
화학과 박사

2016   경희대 KHU-KIST 융합 
과학기술학과 학연교수

현  재   KIST 수소·연료전지 연구단장

조기숙

2010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 박사
20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  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혁신기획팀장

Master of CeremoniesOrganizer/Panel Introductory Remarks

김형택

1985   Pennsylvania State 
Univ. 연료공학 박사

2010 한국가스화기술협의회 회장
현  재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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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업용 보일러” 열린 연구발표회
(Open Research Presentation on the “Smart Industrial Boiler”)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발표장(삼다홀A) 2019년 4월 25일(목), 09:00~11:00

Chairman: 송동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Dong-Keun Song, KETEP)

09:00 한국형 스마트 산업용 보일러 시스템 개발 김세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smart industrial boiler system) (Sewon Kim, KITECH)

09:40 신개념 초고효율 산업용 보일러 시스템 개발 강새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industrial boiler system) (Sae Byul Kang, KIER)

10:20  미세먼지 대응 무오염 연소기술 및 고효율 운전기술 개발 김세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and pollution free combustion technology) (Sewon Kim, KITECH)

Speaker
김세원

1989   Iowa State Univ. 기계공학 박사
1989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KITECH 수석연구원

강새별

2003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 
2003 현대자동자 승용디젤엔진개발실
현  재   KIER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책임연구원

Organizer/Chairman
송동근

2005 KAIST 기계공학 박사
현  재   KIMM 책임연구원/연구실장 

KETEP 효율향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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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하베스팅” 열린 연구발표회
(Open Research Presentation on the “Energy Harvesting”)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후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A발표장(삼다홀A) 2019년 4월 26일(금), 09:00~12:00

Chairman: 송동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Dong-Keun Song, KETEP)

09:00 보급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용 하베스팅 기술 개발 성태현, 한양대학교

 (Development of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for low power smart sensor) (Tae Hyun Sung, Hanyang Univ.)

09:40  스마트 센서의 독립전원을 위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 및 모듈 개발 성태현, 한양대학교

 (Development of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materials and modules for  (Tae Hyun Sung, Hanyang Univ.) 

 autonomous power of smart sensors)

10:40  스마트 센서의 독립전원을 위한 광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 및 모듈 개발 임동찬, 재료연구소

 (Development of photovoltaic energy harvesting materials and modules for  (Dong Chan Lim, KIMS) 

 autonomous power of smart sensors)

11:20 저전력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 센서용 SoC 개발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Development of system on chip(SoC) for low-power energy harvesting  (Sang-Hak Lee, KETI) 

 smart sensors)

성태현

1991 동경공업대 재료공학 박사
현  재   한양대 전기공학과 교수

임동찬

2007 콘스탄츠대학 물리학 박사
현  재   재료연구소 에너지융합소재 

연구센터 센터장

이상학

2005 경희대 컴퓨터공학 박사
현  재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 

연구센터 센터장

Speaker

Organizer/Chairman
송동근

2005 KAIST 기계공학 박사
현  재   KIMM 책임연구원/연구실장 

KETEP 효율향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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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부영 호텔&리조트

본부호텔

호텔명
ICC 제주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세금, 봉사료포함) 연락처

제주 부영 호텔 & 
리조트

도보 2~3분 449

부영 호텔 
스탠다드 더블/트윈: 80,000원  
디럭스 더블/트윈: 120,000원  
디럭스 오션 더블/트윈: 140,000원 

TEL: 02-3774-5627 
E-mail: jejubyhotel@gmail.com

부영리조트 
프리미엄(21평형): 140,000원 
프리미엄 오션(21평형): 160,000원 
프리미엄 스위트(45평형): 210,000원 
프리미엄 오션 스위트(45평형): 230,000원 
* 조식: 25,000원(사전 예약시 환불불가)

주변호텔 

호텔명
ICC 제주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세금, 봉사료포함) 연락처

라마다 앙코르  
웨스트 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243

스탠다드 싱글: 40,000원  
디럭스 더블: 43,000원  
디럭스 트윈: 43,000원  
오션뷰 디럭스 더블: 55,000원  
프리미엄 더블: 53,000원 
* 조식 9,900원(사전예약시)

064-735-2010, 2014

베니키아 호텔 차량 이용시 20분 203
슈페리어 더블/트윈: 156,200원 
* 조식 22,000원

064-802-8888

엠스테이 서귀포 차량 이용시 20분 110
Superior Room: 60,000원 
* 조식 10,000원

064-800-6000

유어스 호텔 차량 이용시 5분 93
트윈더블: 50,000원  
트리플/패밀리트윈: 60,000원 
* 조식: 8,000원

064-733-7500

파크선샤인 호텔 차량 이용시 20분 103
더블/트윈: 66,000원 
패밀리트윈: 77,000원 
* 조식: 16,000원

064-766-1000

호텔하나 차량 이용시 15분 78
더블/트윈: 60,000원 
온돌스위트: 100,000원 
* 조식: 7,000원

064-738-7001

*   예약 안내사항: 한국화학공학회 할인 가격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예약하실 때 ‘한국화학공학회 행사’라고 말씀하시고 할인가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금)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 호텔 추가 안내: http://www.iccjeju.co.kr/Sightseeing/Stay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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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부영 호텔
&리조트

공항리무진 버스안내 (600번: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 운행표: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 → 하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 제주국제공항출발 (06:20~20:00):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 서귀포(칼호텔)출발 (06:20~21:50)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정문 국기게양대 20m 지나 로터리 정류장에 정차 (600번 제주공항 ↔ 서귀포)

- 이용요금: 공항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4,500원 (편도/성인), 매 18~20분 간격, 소요시간 50분

- 이용문의: 삼영교통 (064-746-3036)

택시안내 (제주공항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택시승차장 장거리, 단거리 확인 

제주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오시고, 요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승차전에 확인하세요. 

이용요금: 약 3만원, 거리: 40 km, 소요시간: 40~45분

※ 자세한 교통안내는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차량 주차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외부주차시설 및 건물내 1, 2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 028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Tel : (02)458-3078~9, Fax : (02)45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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