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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New Normal Era

2021 KIChE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한국화학공학회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SK가스, 롯데케미칼 후원)

•ESG와 Sustainability 제고를 위한 촉매/공정기술 심포지엄(LG화학 후원)

•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주관, 해양에너지 후원)

Special Symposium

•2021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Special Program

※ 기술정보지(NICE) 39권 5호 별책부록



since 1962

주요행사 
•총회 및 학술대회

- 봄 총회 및 학술대회: 2021년 4월 21일(수)~23일(금) / 부산 BEXCO, 해운대 센텀 호텔

-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2021년 10월 27일(수)~29일(금)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여름 특별 심포지엄: 2021년 7월 14일(수)~16일(금) / 제천 포레스트 리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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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회, 화학산업 안전교류회)

- 신진연구자 워크숍,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 Tutorial

-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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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회장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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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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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한국화학공학회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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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 전민제 특별상, 도레이 화학공학상, 박선원 학술상, 

양정 생물화공상,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우성일 재료상, 여성화공인상, 영문지논문상, 영문지공로상, 국문지논문상, 국문지공로상, 회명 

대학원 연구상, DL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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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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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기술의 발전, 첨단소재/

공정의 개발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화학공학의 역할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1962년 창립된 한국화학공학회는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환을 선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화학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유연하게 대비하고자 학술대회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 지부/부문위원회 

활성화, 학회 운영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New Normal Era)”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 학술대회의 위상과 주제에 맞게 

‘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산업체와 협회의 후원과 참여로 구성된 ‘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SK가스, 롯데케미칼 후원)’, ‘ESG와 Sustainability 제고를 위한 촉매/공정기술 심포지엄(LG화학 후원)’및 

‘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주관, 해양에너지 후원)’의 특별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문위원회가 주관하는 11개의 주제별 심포지엄과 4개의 Tutorial,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화학공학인 리더 심포지엄’, 오피니언위원회 주관 ‘탄소중립과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심포지엄’, 전문대학위원회 주관 ‘제3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산업체 기술교류회로 ‘제3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과 부문위원회별 일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미래 창의적인 화학공학도 양성을 위하여 학부생들의 참여로 구성된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과 화학공학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 및 인재채용을 위한 ‘홍보전시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렇듯 학술대회의 주제에 맞춰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즐겁고 유익한 학술, 산학협력 및 인적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포스트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이라는 가치 창조와 내년도 60주년을 향한 우리 학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학회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New Normal Era)

회장  김 형 순



성명/소속 세션명 발표 제목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특별 심포지엄]

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 
수소에너지 전환에 따른 안전관리정책 현황

박주현

중앙대학교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Ⅱ

수용액상 전도성고분자와 금속의 하이브리드 

나노입자

안동준

고려대학교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Ⅱ
콜드체인 나노계면기술

황재성

경희대학교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8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혁신성장 K-뷰티 기반 기술개발 사업전략

정해성

창원대학교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미립자 활용 에너지 기술 심포지엄

산화환원 순환에 의한 망간 산화물 

나노입자의 변환 메커니즘 규명

이상협

KIST

[분리기술 주제별 심포지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분리기술 심포지엄

탄소중립 기술: 분리 흡수 저장 활용에서 

분리기술의 현재와 미래

Dorothée Laurenti

IRCELYON CNRS

[에너지 환경 주제별 심포지엄] 

바이오매스 전환기술의 최근 동향 심포지엄

Lignocellulosic biomass catalytic conversion: 

Where are we?

Seung Soon Jang

Georgia Tech.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DFT-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organic electrode materials for Li-ion 

battery

Furong Gao

Hong Kong Univ. of Sci. 

and Tech.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Batch process control and automation

정현욱

고려대학교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Particle dynamics in bidisperse suspension 

coating and drying systems

Alexander F. Routh

Univ. of Cambridge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Drying of colloidal dispersions

이시우

숙명여자대학교

[재료 주제별 심포지엄]

재료부문위원회 설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Frontiers in Materials

30 Years of materials division and  

another 30 years

황경순

Univ. of Texas at Austin 

[촉매 주제별 심포지엄]

탄소중립과 수소생산 심포지엄 
광촉매를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

Costas Pantelides

SPSE

[Siemens Process Systems Engineering Seminar]   

Digital Technologies to Accelerate Process 

Industry Decarbonization

Model-based digital technologies:  

Deploying deep process knowledge to 

accelerate decarbonization 

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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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성명/소속 세션명 발표 제목

최수형

전북대학교 

[구두 발표]

공정시스템
탄소순환 모델기반 탄소중립 평가기법

김동명

충남대학교 

[구두 발표]

생물화공

Recent advances in cell-free synthetic 

biology

김희탁

KAIST

[구두 발표]

에너지 환경

Controlled Zn electrodeposition/dissolution 

by interfacial engineering for aqueous 

Zn-based batteries

최장욱

서울대학교

[구두 발표]

에너지 환경

Connecting battery components: Advanced 

binder designs for emerging rechargeable 

batteries

김연상

서울대학교

[구두 발표]

재   료
Interface analysis in ionovoltaics

하돈형

중앙대학교

[구두 발표]

재   료

Assembling nanoparticles into macroscale 

film: Electrophoretic deposition of colloidal 

nanoparticles

Kouji Sakaki 

AIST

[구두 발표]

재   료

Development of Ti-based AB2 type 

hydrogen storage materials for a metal 

hydride compressor 

Yun Tang

Fudan Univ.

[구두 발표]

재   료

An aqueous route synthesis of 

transition-metal-ions-doped quantum dots 

by bimetallic cluster building 

4 Fall Symposium 2021 of KIChE



김대중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컨벤션동 4F 

전시동 1F

전시동 3F

Ⓘ
301호

Ⓙ
302+303호

Ⓚ
304호

Ⓛ
305+306호

전시동 2F
Ⓐ

201+202호
Ⓑ

203+204호

Ⓒ
206+207호

Ⓓ
208호

Ⓕ
211호

Ⓖ
212+213호

Ⓗ
214호Ⓔ

209호+210호

전시동

1~3층으로

이동

Ⓜ
컨벤션1홀

N1
컨벤션2홀

N2
컨벤션3홀

Ⓝ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

● 사전/현장등록처: 전시동 1층 로비
● 개회식, 학회상 강연, 총회: 컨벤션동 4층 N발표장(컨벤션2+3홀)
●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전시동 2, 3층 발표장 및 컨벤션동 4층 발표장
●   포스터발표, 경품추첨, Closing Ceremony, 회명 대학원 연구상/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우수 구두 발표상/
 우수 포스터 발표상 시상식, 홍보전시회: 전시동 1층 제3전시장
● 발열 및 QR코드 체크: 전시동 1층 입구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내 모든 구역에서 wifi 가능

사전 등록처

현장 등록처

제2전시장제1전시장

발열체크 및
QR코드체크

제3전시장

5Fall Symposium 2021 of KIChE



6 Fall Symposium 2021 of KIChE

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형당교육상

이영우

충남대학교 

� 학력 및 경력 

1979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1  KAIST 화학공학 석사

1989  미국 Auburn Univ. 화학공학 박사

1990~1995  KIER 선임연구원

2013~2014  한국화학공학회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2015~2017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개발/출제/자문위원

2016~2017    한국화학공학회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2017      한국화학공학회 부회장 

2010~현 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

2006~현 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위원/평가단장

1995~현 재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 형당교육상 수상 업적

I. 한국화학공학회 교육 관련 주요업적 

 1. 대학생을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교과목에 대한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2. 학문 후속세대 화공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3. 화공분야 교육의 비전 및 정책 제시

 4. 화공분야 공학교육인증사업 수행

  - 화학공학인증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정립

  - 화학공학인증사업 참여 대학 실태조사

  - 교과과정 조사/분석에 따른 표준 이수체계도 개발

  - 교과기반평가(CEA) 확산을 위한 방안 개발    

 5. 봄/가을 학술대회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6년 봄: 이차전지 입문, 화학공정 설계 입문, 화학공학에서 유변학의 이해

  2016년 가을: 미립자기술의 소재 및 환경분야 응용, 흡착과 흡착공정의 이해, 분리막의 원리 및 응용

  2017년 봄: 전기 화학 입문

  2017년 가을: 촉매(나노기술 중심), 결정화 현상의 기초 

II. 공학교육인증 관련 주요 업적 

 1. 공학교육연구

  - 공학교육 관련 프로젝트 수행

  -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 공학설계워크숍 개최

 2. 공학교육인증 평가 및 자문

  - 공학교육인증평가위원 15회, 평가단장 6회 수행

  - 총 17개 대학교의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자문

III.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관련 주요 업적

 1. 개발사업 참여(주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참여기관: 한국화학공학회)

  - 평가플랫폼 개발

  - 평가제도 고도화

  - 평가제도 운영

 2. 연구과제 참여(주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참여기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TOPEC과 유사제도간 관계설정 연구 

  - 공학실무역량평가 화공분야 학습가이드 편집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활용한 화학공학교육혁신 사례
일시: 2021년 10월 28일(목), 11:25~11:50 / 장소: N발표장(컨벤션2+3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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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기술상

박해경 

한서대학교

� 학력 및 경력 

1986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8  연세대학교 촉매공학 석사

1994  연세대학교 촉매공학 박사

1989~1990  호남정유 사업기획부

1996~2002  ㈜코캣 설립, 대표이사

2016  한국화학공학회 제47대 총무이사 

2018~2019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위원장 

2019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 위원장 

1999~현 재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평가위원 

2000~현 재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

2000~현 재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평가위원 

1994~현 재  한서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 기술상 수상 업적

-   한서대학교 근무중 학교내에 1996년에 환경촉매 전문회사인 ㈜코캣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2002년까지 근무하고 

이후 학교에서 촉매공정기술연구센터를 창업하여 우리나라 촉매산업의 상용화 발전에 기여함. 

-   공학(Engineering)은 과학(Science)과는 달리 연구개발의 목표를 상용화 공급으로 실제로 이루어야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그간의 모든 상용화 공급 환경촉매 및 흡착제를 본인이 직접 연구개발한 결과를 적용하여 외국사와 그 

성능이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촉매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국산화하여 다수의 대기업에 상용공급 

납품함.

-   1996년, 촉매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촉매를 

개발하고도 현장에서 실적이 없다고 납품을 거절 당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일일이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방문, 수요처를 설득하고 촉매의 검증을 위한 Pilot Plant를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지난 20여년간 최선의 노력으로 

촉매의 국산 상용화 공급에 기여하였음. 이러한 Pilot Plant에서 검증을 거친 후 비로소 대기업,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게 됨. 

-   개발한 환경촉매, 흡착제 분야는 NOx저감촉매, VOC저감촉매, CO제거촉매, 반도체 독성가스 제거 흡착제(레진) 

등으로 촉매회사 및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용납품을 한곳은 Lotte World㈜, 율촌화학㈜, 대림ENG㈜, 삼성석유㈜, 

LG전선㈜, 고합㈜, 남해화학㈜, 휴켐스㈜, 호남석유㈜, 삼남석유㈜, KOREA BASF㈜, GS파워㈜, 남동발전㈜, 

현대전자㈜ 등 많은 대기업이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중소기업에도 직접 생산 공급함. 

-   또한 신촉매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명을 다한 촉매를 재생, 재제조하는 기술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음. 특히 NOx 

저감촉매인 SCR촉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재생, 재제조하는 기술을 2000년에 개발하여 특허를 가졌고 바로 

한국전력기술㈜를 통해 오산화력 발전소에 공급을 하였으며 이후 국내의 다수의 재제조 업체가 창업을 하여 

현재는 한전의 거의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재생, 재제조된 촉매가 상용으로 납품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SCR촉매의 재제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중질유 탈황촉매인 RHDS(Residue Hydrodesulfurization)촉매의 재제조 기술개발에도 집중을 하여 촉매의 성능은 

신촉매와 동등하고 강도(Mechanical Strength)는 신촉매를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탈질 SCR촉매의 재제조 

기술과 함께 미국특허를 획득하고 재제조 Pilot공장을 KC코트렐의 KC환경서비스 여수공장에 건립하여 공정 

촉매분야에서도 촉매의 국산화에 기여함.

A Field Application History of Environmental Catalyst
일시: 2021년 10월 28일(목), 11:50~12:15 / 장소: N발표장(컨벤션2+3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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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Tutorial 1: 인공지능(AI) 기반 화학공정기술 -Ⅱ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Chemical Process Technologies -Ⅱ)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2021년 10월 27일(수)~11월 16일(화) 

Speaker
김경수

2019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21 KIST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ST 선임연구원

Organizer/Chair/Speaker Organizer/Speaker

정동휘

201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9   Georgia Inst. of Tech. 

박사후연구원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나종걸 

201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20 카네기멜론대학 박사후연구원
현  재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조교수

허성민

2015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20 KAIST 박사후연구원
현  재 단국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연수 

2019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20 카네기멜론대학 박사후연구원
현  재 광운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Chair: 나종걸, 이화여자대학교 (Jonggeol Na, Ewha Womans Univ.)

PART I: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 실험 계획과 모델 파라미터 추정

베이지안 추론을 활용한 모델 파라미터의 확률 분포 측정 김경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stimation of posterior distribution using Bayesian inference) (Kyeongsu Kim, KIST)
[코딩]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 파라미터 추정 예제

주요 파라미터 설정 및 공정 모델링에 활용  정동휘, 울산대학교
(Key parameter settings and applications to process modeling) (Dong Hwi Jeong, Univ. of Ulsan)
[코딩] 민감도분석, 공정데이터를 통한 파라미터 영향순위 등 예제 

능동학습 기법 및 공정시스템 분야에서의 활용  김연수, 광운대학교
(Active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in process system engineering) (Yeonsoo Kim, Kwangwoon Univ.)
[코딩] 능동학습 기법을 통한 최적화 기초 예제

PART II: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정시스템 설계

강화학습을 이용한 최적 설계: 수리계획법을 대체하는 관점으로 나종걸, 이화여자대학교
(Optimal design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Replacing mathematical programming) (Jonggeol Na, Ewha Womans Univ.)
[코딩] 강화학습 기반 불확실성 하에서의 에너지 공급망 최적화

대안모델과 베이지안 최적화를 활용한 최적 공정 설계 허성민, 단국대학교
(Optimal process design using surrogate models and Bayesian optimization) (Seongmin Heo, Dankook Univ.)
[코딩] 간단한 최적 공정 설계 예제

* 코딩에 사용되는 모든 코드는 python으로 진행되며, 해당 코드는 추후 Tutorial 온라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의 때는 강사가 미리 배포한 코드를 기반으로 직접 실행하며 설명을 진행합니다. 

  등록비(교재 포함) 

* 사전등록 마감: 10월 8일(금), 일반등록 마감: 10월 25일(월) 오후 3시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170,000원 200,000원

일반등록 120,000원 220,000원 250,000원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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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문종호

2007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9   KIER 온실가스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재 충북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조동우

2012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현  재   KIER 탄소전환 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용진

2014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20   ShanghaiTech Univ. 조교수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김진국

2001   UMIST Process Integration 
박사

2011   Univ. of Manchester 
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김선형

2014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현  재   KIER 청정연료연구실 

선임연구원

조정호

1998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7 대림산업 공정설계팀 과장
현  재 공주대 화학공학부 교수 

유정균

2008 KAIST 생명화공 박사
2012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Organizer/Chair

Tutorial 2: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역학과 분리기술 기반 공정설계 

(Process Design Based on Thermodynamics and Separation 
Technologies to Reach Net Zero by 2050)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2021년 10월 27일(수)~11월 16일(화) 

Chair: 문종호, 충북대학교 (Jong-Ho Moon, Chungbuk Nat’l Univ.)

 조동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ong Woo Cho, KIER)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 계산을 위한 열역학 이론과 모델의 이해 김선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ntroduction to thermodynamics for vapor-liquid phase equilibria of mixtures) (Sun Hyung Kim, KIER)

전산분자공학을 통한 이산화탄소 분리소재 개발 이용진, 인하대학교

(Computational molecular engineering for discovery of new materials for carbon capture) (Yongjin Lee, Inha Univ.)

화학흡수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 및 실증 사례 유정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O2 Separation using chemical absorption and demonstration projects) (Jong Kyun You, KIER)

미활용에너지로써 LNG 냉열의 활용 방안 조정호, 공주대학교

(How to use LNG cold heat as unused energy) (Jungho Cho, Kongju Nat’l Univ.)

분리막 공정 모사 및 최적화 설계 김진국, 한양대학교

(Computational simulation and optimized design of gas separation membrane processes) (Jin-Kuk Kim, Hanyang Univ.)

  등록비(교재 포함) 

* 사전등록 마감: 10월 8일(금), 일반등록 마감: 10월 25일(월) 오후 3시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170,000원 200,000원

일반등록 120,000원 220,000원 250,000원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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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Tutorial 3: 양자점 합성 및 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s of Colloidal Quantum Dots)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영남대학교 실전문제연구단(X-Corps)

 후      원: KAIST 양자소재연구센터(QMaRC)

2021년 10월 27일(수)~11월 16일(화) 

Chair: 강문성, 서강대학교 (Moon Sung Kang, Sogang Univ.)

콜로이드 양자점 소재의 합성과 기초 특성 임재훈, 성균관대학교

(Fundamentals of colloidal quantum dots: Synthesis and basic properties) (Jaehoon Lim, Sungkyunkwan Univ.)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기본 특성, 표면 구조 및 안정성 우주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Fundamental properties, surface structures and stability of perovskite nanocrystal quantum dots) (Ju Young Woo, KITECH)

양자점의 광학적 분석과 성질 박영신, 한국과학기술원

(Optical analysis and properties of colloidal quantum dots) (Youngshin Park, KAIST)

양자점 태양전지 소자 응용 최민재, 동국대학교

(Application of quantum dots to photovoltaic devices) (Min-Jae Choi, Dongguk Univ.)

양자점 전계발광소자의 효율 향상 전략 이동구, 경상대학교

(Strategy for efficient quantum dot electroluminescent device) (Donggu Lee, Gyeongsang Nat’l Univ.)

  등록비(교재 포함) 

* 사전등록 마감: 10월 8일(금), 일반등록 마감: 10월 18일(월) 오후 3시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170,000원 200,000원

일반등록 120,000원 220,000원 250,000원

Speaker
임재훈

201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20 아주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현  재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조교수

Organizer/Chair Organizer

우주영 

2018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8 한국기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TECH 선임연구원

이동구

2014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2017 LG화학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경상국립대 반도체공학과 조교수

최민재

2017 KAIST 신소재공학 박사
2020   Univ. Toronto 박사후연구원 
현  재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백태종 

2014   Univ. Pennsylvania  
화학 박사

2015   Univ. Pennsylvania 
박사후연구원

현  재 중앙대 융합공학부 부교수 

박영신

2009 Univ. Oregon 물리학 박사
2021   Univ. New Mexico, Center 

for High Tech. Materials 
연구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연구교수

강문성 

2011   Univ.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9 숭실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On-Line

김우경 

2006 Univ.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01 삼성토탈 선임연구원
현 재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영남대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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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4: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 - 12
(Introduction to Fluidized Bed Reactor-12)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다상흐름반응기술 포럼,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 한국교통대학교 응용화학기술연구소

2021년 10월 27일(수), 13:00~18:00

Theme: 환경변화 대응 유동층 연소로 - 기본과 응용 -  
(Fluidized bed combustor as a responding technology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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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개회사 및 유동층부문위원회 기념행사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pening remark and commemorative event of division) (Ho-Jung Ryu, KIER)

14:00  [특별 강연] 기체 유동층 반응기 해석 최정후, 건국대학교
 (Gas fluidized-bed reactor analysis) (Jeong-Hoo Choi, Konkuk Univ.)

15: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동층 기술의 CO2 포집 및 활용기술 적용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pplication of fluidized bed technology as CO2 capture and utilization technology for  (Ho-Jung Ryu, KIER)
 achievement of carbon neutral)

15:30  Coffee break

16:00  환경변화대응을 위한 순환유동층보일러 개조 현황 김규종,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Revamping status of CFBC boilers coping for environmental changes) (Kyu-Jong Kim, Hyundai Power Systems)

16:30  순환유동층 연소시스템에서의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감축 기술 개발 문태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oxide reduction technology in a circulating   (Tae-Young Mun, KIER)
 fluidized bed combustion system)

17:00  화력발전에서의 환경변화 대응기술 이종민, 한전 전력연구원
 (Technologies for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n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Jong Min Lee, KEPCO Res. Inst.)

17:30  폐회사
 (Closing remarks)

  등록비(교재 포함) 

* 사전등록 마감: 10월 8일(금)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17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20,000원 220,000원 250,000원

Speaker
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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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류호정

2000 건국대 화학공학 박사
2000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김규종

1995 건국대 화학공학 석사
현  재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기술개발부 부서장

이종민

1998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IEA-FBC 의장  

한전 전력연구원 
발전시스템연구실장

김성원

2002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5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수석연구원
현  재   한국교통대 응용화학에너지 

공학부 교수

문태영

2013   서울시립대 에너지환경시스템 
공학 박사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Organizer/Chair

Off-Line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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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진행표 1

10월 27일(수)~11월 16일(화): 온라인 개최 

Tutorial 1: 인공지능(AI) 기반 화학공정기술-II(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Tutorial 2: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역학과 분리기술 기반 공정설계(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Tutorial 3: 양자점 합성 및 응용(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영남대학교 실전문제연구단)

10월 27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13:00~18:00 Tutorial 4: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12(Theme: 환경변화 대응 유동층 연소로 -기본과 응용-)(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209+210호)

13:00~16:10 WISET 2021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화학공학분야-(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11호)

15:30~16:30 업무위원장 / 지부장 / 부문위원장 회의(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1')

16:30~17:00 평의원등록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1')

17:00~18:20 평의원회 (한국화학공학회 중장기발전 계획안 발표(이창하 수석부회장)포함)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1')

18:30~20:00 평의원만찬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1')

10월 28일(목):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202호)

B발표장
(203+204호)

C발표장
(206+207호)

D발표장
(208호)

E발표장
(209+210호)

F발표장
(211호)

G발표장
(212+213호)

H발표장
(214호)

I발표장
(301호)

J발표장
(302+303호)

K발표장
(304호)

L발표장
(305+306호)

M발표장
(컨벤션1홀)

N발표장
(컨벤션2+3홀)

08:00~18:00
온라인 등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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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11:00
고분자

구두발표
(08:30~10:50)

[여성위원회]
여성화학

공학인 리더 
심포지엄: 

여성화공인의 
변화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다
(08:50~11:00)

[특별 
심포지엄 1]
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09:00~10:50)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R&D 산업
기술 동향 
소개 및 
우수성과 
교류회

(09:10~11: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20~11:00)

[주제별 
심포지엄 1]

제18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08:40~11: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50~11:00)

생물화공
구두발표 I
(08:50~11:00)

열역학분자모사
구두발표

(08:20~10:55)

재 료 
구두발표 I
(08:30~11:00)

이동현상
구두발표

(08:30~11:00)

[오피니언
위원회]

탄소중립과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심포지엄
(08:30~11:1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1:00)

[특별 
심포지엄 2]

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I

(08:30~11:00)공업화학부문위원회

11:00~11:10 휴     식

11:10~11:25 개 회 식(N발표장(컨벤션2+3홀))

11:25~12:15 학회상 수상자 강연(형당교육상, 기술상)(N발표장(컨벤션2+3홀))

12:15~13:00 총     회(N발표장(컨벤션2+3홀))

13:00~14:00 간친회(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총회 참석 정회원)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2]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 II
(14:00~17:10)

유동층
구두발표
(14:00~17:30)

[특별 
심포지엄 1]
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14:00~17:05)

[주제별 
심포지엄 3]
그린뉴딜 

공정시스템
기술 

심포지엄 II
(14:00~17:20)

화학공정
안전

구두발표
(14:00~16:10)

[주제별 
심포지엄 4]
바이오매스 
전환기술의 
최근 동향 
심포지엄
(14:00~17:20)

[주제별 
심포지엄 5]
AI(Artificial 

Intelligence)
와 생물화학
공학 기술의 

만남 
심포지엄
(14:00~16:55)

미립자공학
구두발표
(14:00~16:50)

재 료 
구두발표 II
(14:00~17:25)

[주제별 
심포지엄 6]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
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14: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7]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분리기술 
심포지엄
(14:00~16:35)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I
(14:00~17:00)

[특별 
심포지엄 2]

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II

(14: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8]
결정화공정 
산업화의 
선구자 

심포지엄
(16:40~17:20)

고분자부문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17:40~18:00 경품 추첨(1층 제3전시장)

1층 제3전시장

포스터 발표 I(09:00~10:30): 공정시스템, 미립자공학, 분리기술, 열역학분자모사, 유동층, 화학공정안전

포스터 발표 II(15:00~16:30): 공업화학, 에너지 환경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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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진행표 2

10월 28일(목):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1' 

제23차 CEO 포럼(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CEO 클럽 회원)

16:00~16:30 등  록

16:30~16:35 참석자 소개 및 개회사 김철진(한국화학공학회 산업계 부회장) 

16:35~16:40 개회사 김형순(한국화학공학회 CEO클럽 위원장)

16:40~17:40 코로나 이후 경기예측 및 재테크 전략 미래에셋 전문가

17:40~19:00 만찬교류회 

10월 29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202호)

B발표장
(203+204호)

C발표장
(206+207호)

D발표장
(208호)

E발표장
(209+210호)

F발표장
(211호)

G발표장
(212+213호)

H발표장
(214호)

I발표장
(301호)

J발표장
(302+303호)

K발표장
(304호)

L발표장
(305+306호)

M발표장
(컨벤션1홀)

N1발표장
(컨벤션2홀)

N2발표장
(컨벤션3홀)

08:00~17:00 등     록

09:00~12:00

[SPSE 

Seminar]
Digital 

Technologies 
to Accelerate 

Process 
Industry 

Decarbon-
ization

(09:00~12:30)

분리기술
구두발표
(08:30~11:5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
(08:30~12:0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
(09:00~12:00)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3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09:00~11:50)

생물화공
구두발표 II
(09:00~10:30)

[주제별 
심포지엄 9]
미립자 활용 
에너지 기술 
심포지엄 
(09:00~11:00)

[주제별 

심포지엄 10]
재료부문

위원회 설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Frontiers in 
Materials I 
(09:00~12:00)

[주제별 
심포지엄 11]
탄소중립과 
수소생산 
심포지엄

(09:00~12:00)

[전문대학
위원회]
제3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10:00~11:00)

[특별 

심포지엄 3]
ESG와 

Sustainability 
제고를 위한 

촉매/
공정기술 
심포지엄
(09:00~11:50)

[특별 
심포지엄 4]
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
(09:00~11:30)

12:00~13:00 점     심

13: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10]

재료부문
위원회 설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Frontiers in 
Materials II
(13:40~16:00)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대학생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13:00~16:00)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구두 발표)
(13:00~15:00)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동영상발표)
(13:00~17:00)

17:00~17:30
Closing ceremony(시상 및 경품추첨)(1층 제3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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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벤션동 
4층 로비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13:00~16:00)

1층 제3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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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IV(14:00~15:30): 생물화공, 이동현상, 재 료

홍보전시회

부문위원회 시간 안내

10월 28일(목)

고분자부문위원회 A 발표장(201+202호) 17:10~17:40

공업화학부문위원회 F 발표장(211호) 11:00~11:10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E 발표장(209+210호) 17:20~17:40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I발표장(301호) 16:50~17:0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L 발표장(305+306호) 17:20~17:30

생물화공부문위원회 H 발표장(214호) 17:00~17:20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G 발표장(212+213호) 17:20~17:40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L 발표장(305+306호) 17:30~17:40

유동층부문위원회 B 발표장(203+204호) 17:30~17:40

이동현상부문위원회 K 발표장(304호) 17:00~17:20

재료부문위원회 J 발표장(302+303호) 17:25~17:40

촉매부문위원회 M 발표장(컨벤션1홀) 17:00~17:20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F 발표장(211호) 17:00~17:20

※ 한국화학공학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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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Korea-Taiwan-Japan 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C발표장(206+207호) 2021년 10월 28일(목), 09:00~10:50

Chair: Jeong Woo Han, POSTECH

09:00  Open remarks Chang Ha Lee, 

  President-Elect of KIChE

09:10  Water-based synthesis of metal-organic frameworks  Kevin C.-W. Wu, Nat’l Taiwan Univ.

 for chemical engineering applications 

09:35  Design of zeolite composite catalysts for selective  Norikazu Nishiyama, Osaka Univ.

 formation of light olefin and p-Xylene    

10:00  Hybrid catalysts derived from zeolitic imidazolate   Yuan-Yao Li, Nat’l Chung Cheng Univ.

 framework for rechargeable Zn-air batteries

10:25  Study on the enhancement of zeolite-based solid  Teruoki Tago, Tokyo Institute of Tech.

 catalysts by controlling crystal size and metal particle 

 encapsulation structure

Speaker
Kevin C.-W. Wu

2005    PhD, Mater. Sci. Eng.,  
Univ. of Tokyo

2006    Postdoc, Iowa State Univ.
Present  Prof., Chem. Eng., NTU

Teruoki Tago

1998   PhD, Chem. Eng., Kyoto Univ.
2015  Assoc. Prof., Hokkaido Univ.
Present    Prof., Chem. Eng.,  

Tokyo Inst. of Tech.

Norikazu Nishiyama

1997    PhD, Chem. Eng.,  
Osaka Univ.

2010    Assoc. Prof., Chem. Eng., 
Osaka Univ.

Present    Prof., Chem. Eng.,  
Osaka Univ.

Yuan-Yao Li

1998   PhD, Chem. Eng., Bath Univ.
2001    Postdoc, Univ. of Tokyo
Present    Prof., Chem. Eng.,  

Nat’l Chung Cheng Univ.

Insoo Choi

2013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15  Postdoc, Univ. of Michigan
Present    Assoc. Prof., Energy Eng., 

Kangwon Nat’l Univ.

Organizer/Chair Organizer
Jeong Woo Han

2010    PhD, Chem. Eng.,  
Geogia Tech.

2012  Postdoc, MIT
Present    Assoc. Prof., Chem. Eng., 

POSTECH

Yeon Ho Im

2001    PhD, Chem. Eng.,  
Jeonbuk Nat’l Univ.

2003    Principal Researcher, 
Samsun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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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Heui Kim

2000  PhD, Chem. Eng., KAIST
2011  Senior Researcher, PNNL
Present    Prof., Chem. Eng.,  

Seoul Nat’l Univ.

Masahiro Goto

1989    PhD, Appl. Chem.,  
Kyushu Univ.

1994  Visiting Prof., MIT
Present    Director of TDDS center, 

Kyushu Univ.

Bing-Hung Chen

1998    PhD, Chem. Eng., Rice Univ.
2002    Assist. Prof. Chem. Eng., 

Nat’l Univ. of Singapore
Present    Prof., Chem. Eng.,  

Nat’l Cheng Ku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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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Ho Im

2001    PhD, Chem. Eng., 
Jeonbuk Nat’l Univ.

2003    Principal Researcher, 
Samsung Electronics

Present    Prof., Chem. Eng., 
Jeonbuk Nat’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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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Korea-Taiwan-Japan 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I)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C발표장(206+207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05

Chair: Bing-Hung Chen, Nat’l Cheng Kung Univ.

14:00  Quantification of active site density and turnover frequency:  Chang Hyuck Choi, GIST
 From single atom to bulk metal catalysts  

14:25  Chemical reactions under vibrational strong coupling Kenji Hirai, Hokkaido Univ.

14:50  Characterization of ion transport near the electrolyte/cathode  Chi-Cheng Chiu, 
 interface within lithium-ion battery: A molecular dynamics  Nat’l Cheng Kung Univ.
 simulation study 

15:15  Photonic nano-/micro-structure arrays for photodetectors  Han-Don Um, Kangwon Nat’l Univ.
 and solar cells

15:40  Coffee break
Chair: Masahiro Goto, Kyushu Univ.

15:50  Physical properties of metal precursors in the bulk and  Ikuo Ushiki, Hiroshima Univ.
 nano spaces for design of supercritical fluid deposition 
 processes

16:15  Programmable materials and structures for next generation  Jiyun Kim, UNIST
 robotics

16:40  RNA therapeutics for regenerative medicine and vaccine  Yu-Chen Hu, Nat’l Tsing Hua Univ.
 development 

Chang Hyuck Choi

2012  PhD, Chem. Eng., KAIST
2016    Postdoc, Max-Planck-

inst. für Eisenforschung
Present    Assoc. Prof., Mater. Sci. 

Eng., GIST

Masahiro Goto

1989    PhD, Appl. Chem., 
Kyushu Univ.

1994  Visiting Prof., MIT
Present    Director of TDDS center, 

Kyushu Univ.

Han-Don Um

2006    PhD, Bionano,  
Hanyang Univ.

2021  Posdoc, Harvard Univ.
Present    Assist. Prof., Chem. Eng., 

Kangwon Nat’l Univ.

Chih-Cheng Chiu

2010    PhD, Chemistry, 
UT-Dallas

2012    Postdoc, Univ. of Chicago
Present   Assoc. Prof., Chem. Eng., 

Nat’l Cheng Kung Univ.

Jiyun Kim 

2013  PhD, EE Seoul Nat’l Univ.
2016  Visiting Scholar, NIH 
Present    Assoc. Prof., Mater. Sci. 

Eng., UNIST

Ikuo Ushiki

2014    PhD, Chem. Eng., 
Tohoku Univ.

2017    JSPS Research Fellow, 
Tohoku Univ.

Present    Assist. Prof., Chem. Eng.,  
Hiroshima Univ.

Speaker

Yu-Chen Hu

1999    PhD, Chem. Eng.,  
Univ. of Maryland

2000  Postdoc, NIH
Present    Chair Prof., Chem. Eng., 

Nat’l Tsing Hua Univ.

Kenji Hirai

2013  PhD, Eng., Kyoto Univ.
2014    Postdoc, Michigan Univ.
Present   Assoc. Prof., Research 

Inst. for Electronic 
Science, Hokkaido Univ.

Bing-Hung Chen

1998    PhD, Chem. Eng.,  
Rice Univ.

2002    Assist. Prof. Chem. Eng., 
Nat’l Univ.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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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er/Chair

Insoo Choi

2013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15  Postdoc, Univ. of Michigan
Present    Assoc. Prof., Energy Eng.,  

Kangwon Nat’l Univ.

Organizer
Jeong Woo Han

2010    PhD, Chem. Eng., 
Geogia Tech.

2012  Postdoc, MIT
Present    Assoc. Prof., Chem. 

Eng., POSTECH

Do Heui Kim

2000  PhD, Chem. Eng., KAIST
2011  Senior Researcher, PNNL
Present    Prof., Chem. Eng.,  

Seoul Nat’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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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I

(Symposium on Eco-Friendly Hydrogen Ecosystem Construction I)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후    원: SK가스, 롯데케미칼 

김대중컨벤션센터 N발표장(컨벤션2+3홀) 2021년 10월 28일(목), 08:30~11:00

Chair: 홍웅기, SK가스 (Ung Gi Hong, SK Gas) 

08:30 개회사 및 SK가스 수소사업 Vision 김철진, SK가스

 (Opening remarks & vision for SK Gas’s hydrogen business) (Chul Jin Kim, SK Gas)

08:40 한국 수소 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The current state of the economy and policy direction of hydrogen in Korea) (Sungbok Kim, H2KOREA)

09:05 철강 산업에서의 수소 이창훈, 포항산업과학연구원

 (Hydrogen in the iron & steel making industry) (Chang Houn Rhee, RIST)

09:30 Coffee break 

09:40 수소 액화 공정 기술개발 현황 및 방향             황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technology     (Jihyun Hwang, KENTECH)

 development)

10:05 수소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동향 김명환, 한국자동차연구원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hydrogen electric vehicle and hydrogen  (Myong-Hwan Kim, KATECH)

 commercial vehicle)

10:30 수소 혼소 가스터빈 발전기술 현황 손영창, 한화임팩트

 (Hydrogen co-firing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Young Chang Shon, Hanwha Impact Co.)

Speaker
김철진 

1990 서울대 화학공학 석사
2000   ㈜SK 사장실 과장 
현  재   SK가스 G-Cube본부 본부장(겸) 

SK어드밴스드 대표

황지현

2014   미국 SBM 극저온 액화 화공 담당
2021   독일 Linde 네덜란드 SBM 

수소액화/LNG 액화 화공 담당
현  재 KENTECH 교수

김성복

2009 카네기멜론대 정보과학 석사
201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현  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김명환

2019 한양대 기계공학 박사 수료
현  재   KATECH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센터장

이창훈

2005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8   LG화학기술연구원 CRD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RIST 수소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손영창

1994   프랑스 Poiters 계측제어공학 
석사

현  재 한화임팩트 수소사업부장/부사장

Organizer/Chair Organizer
홍웅기

2014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7 ㈜코캣 반도체사업부 연구원 
현  재 SK가스 연구소 PL

오미혜

2008 충북대 화학 박사
현 재   KIChE 산학연관 협력위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장

이민재

2017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한화솔루션 엔지니어
현  재 롯데케미칼 연구소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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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II

(Symposium on Eco-Friendly Hydrogen Ecosystem Construction II)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후    원: SK가스, 롯데케미칼 

김대중컨벤션센터 N발표장(컨벤션2+3홀)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00

Chair: 이민재, 롯데케미칼 (Minzae Lee, Lotte Chemical) 

14:00 롯데케미칼의 수소산업 전략 최영헌, 롯데케미칼

 (Color of hydrogen energy: Lotte Chemical’s hydrogen strategy) (Young Heon Choi, Lotte Chemical)

14:10 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국내외 동향 박병하, 한국원자력원구원

 (Technologies and trends in nuclear hydrogen) (Byung Ha Park, KAERI)

14:35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현황 정운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evelopment status of ammonia-based clea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Unho Jung, KIER)

15:00 수소 액화 단지 Front-End Loading 프로젝트 이한용, 삼성엔지니어링

 (Front-end loading project for hydrogen liquefaction facility) (Hanyong Lee, Samsung Engineering Co., Ltd.)

15:25 Coffee break 

15:35 Hydrogen refueling station 최현규, 에어리퀴드코리아

  (Hyunkyu Choi,  Air Liquide Korea)

16:00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 최낙운, 롯데정밀화학

 (Ammonia bunkering business) (Nakwoon Choi, Lotte Fine Chemical)

16:25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수소 저장용기 개발 동향      김세훈, 롯데케미칼

 (The industry of hydrogen mobility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hydrogen  (Sehoon Kim, Lotte Chemical)

 storage vessel(type 4))

Speaker
최영헌

200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1 롯데케미칼 수석연구원
현  재   롯데케미칼 친환경연구부문장/ 

상무

최현규 

2011 한양대 기계공학 석사
2011   에어리퀴드코리아 시니어 

엔지니어
현  재   에어리퀴드코리아 GM&T 

엔지니어링 팀장 

박병하 

2014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 박사
현 재   KAERI 선임연구원

정운호

2006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17 KIER 수소연구실 실장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최낙운

2003 일본대학 건축공학 박사
2012   롯데정밀화학 그린소재 

제품개발팀장
2018   롯데정밀화학 전략기획팀장/

신사업개발팀장
현 재 롯데정밀화학 연구개발부문장

이한용

2005   Univ. of Cincinnati  
화학공학 박사

2007   New Jersey Inst. of Tech. 
화학공학과 Research Fellow

현 재 삼성엔지니어링 PL4 프로

김세훈

200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3 롯데케미칼 수석연구원
현 재   롯데케미칼 모노머연구부문장/

상무

Organizer/Chair Organizer
홍웅기

2014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7 ㈜코캣 반도체사업부 연구원 
현 재 SK가스 연구소 PL

오미혜

2008 충북대 화학 박사
현 재   KIChE 산학연관 협력위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장

이민재

2017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한화솔루션 엔지니어
현 재 롯데케미칼 연구소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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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Sustainability 제고를 위한 
촉매/공정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Catalyst/Process Technology for  
ESG and Sustainability)

후    원: LG화학

김대중컨벤션센터 N1발표장(컨벤션2홀) 2021년 10월 29일(금), 09:00~11:50 

Chair: 김석기, 한국화학연구원 (Seok Ki Kim, KRICT)

09:00  이산화탄소 전환용 고활성 세슘계 촉매와 디카바메이트 제조기술 김용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ighly efficient Cs-based catalyst for CO2 conversion to generate dialkylurea as  (Yong Jin Kim, KITECH) 

 a precursor to dicarbamate)

09:20  아철산아연 촉매를 이용한 CO와 CO2 전환을 통한 알파-올레핀 생산 기술  김용태, 한국화학연구원

 (Alpha olefin production from CO and CO2 using zinc ferrite catalyst) (Yong Tae Kim, KRICT)

09:40  탄소중립적인 연료 및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전기화학적 CO2 전환 기술  박기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lectrochemical CO2 conversion to carbon-neutral fuels and chemicals) (Ki Tae Park, KIER)

10:00  이산화탄소 포집과 함산소화합물로의 열화학적 전환 서정길, 한양대학교

 (Carbon dioxide capture and thermochemical conversion to oxygenates)  (Jeong Gil Seo, Hanyang Univ.)

10:20  Coffee break

Chair: 백준현, 숙명여대 (Joon Hyun Baik, Sookmyung Women's Univ.)

10:30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및 수소 순환 전략: 기술적, 산업 생태학적 접근 김지용, 성균관대학교

 (Carbon and hydrogen circul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perspective)  (Jiyong Kim, Sungkyunkwan Univ.)

10:50  바이오리파이너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지훈, 전북대학교

 (Biorefineries: Sustainability assessment) (Jeehoon Han, Jeonbuk Nat’l Univ.)

11:10  탄소중립 바이오리파이너리 구현을 위한 제로컨셉 생물공정 개발  나정걸, 서강대학교

 (Bioprocess innovation to zero-concepts for carbon neutral biorefinery) (Jeong-Geol Na, Sogang Univ.)

11:30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바이오공정 개발 박시재, 이화여자대학교

 (Development of bio-based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Si Jae Park, Ewha Womans Univ.) 

김용진 

2003 서강대 화학 박사
2005 U.S. EPA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TECH 수석연구원 

Organizer/Chair
김석기

201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6 Brown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서정길

201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2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R&D 

Staff Member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박시재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2 KRICT 선임연구원
현  재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 

박기태

2011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1   KIER 온실가스연구실 

선임연구원
현  재   KIER 탄소전환연구실 

실장/책임연구원

한지훈 

2012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4   Univ. of Wisconsin- 

Madison 박사후연구원
현  재 전북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김지용 

2008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3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 

부교수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Speaker

나정걸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6   KIER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실장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김용태 

2011 아주대 화학공학 박사
2014   Univ. of Wisconsin-

Madison 박사후연구원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백준현

200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20   RIST 환경에너지연구그룹 

수석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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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Safety Technologies for Future Energy Sources)

 공동주관: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후      원: 해양에너지, 부경대학교 방재연구소, 안전전문기관협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N2발표장(컨벤션3홀) 2021년 10월 29일(금), 09:00~11:30

Speaker
김대현

2004 공주대 화학공학 학사
2013 서울과기대 가스공학 석사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수소안전점검부 부장

이재훈

2012 서울시립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배병호

2012 경희대 기계공학 학사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수소검사진단부 과장

이택홍

1995 네바다 주립대 화학 박사
현  재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충남 수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형

1997 경성대 물리학과 학사
현  재 한국요꼬가와전기 부장

탁송수

2001 고려대 화학공학 학사/석사
2011 서울과기대 가스공학 박사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

이창준

2007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2 삼성코닝정밀소재 용해기술팀
현  재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

Chair: 이창준, 부경대학교 (Chang Jun Lee, Pukyong Nat’l Univ.)

09:00  수소충전소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김대현, 한국가스안전공사

 (Status of the monitoring system of hydrogen filling station according to  (Daehyun Kim, Korea Gas Safety Corp.)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of hydrogen safety management)

09:25  수소충전소의 위험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배병호, 한국가스안전공사

 (Risk assessment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Byeongho Bae, Korea Gas Safety Corp.)

09:50  Hydrogen Fueling Protocol 통신안전기준에 대한 고찰 박진형, 한국요꼬가와전기

 (The communication safety criteria in hydrogen fueling protocol) (Jinhyung Park, Yokogawa Electric Korea)

10:15  액화수소 생산플랜트 실증기준 마련 동향 이재훈, 한국가스안전공사

 (Empirical code enactment overview for production of liquid hydrogen)  (Jae Hun Lee, Korea Gas Safety Corp.)

10:40  그린수소 생산의 기술 장벽 이택홍, 호서대학교

 (Technical barriers to green hydrogen production) (Taeckhong Lee, Hoseo Univ.)

11:05  [Keynote Lecture] 수소에너지 전환에 따른 안전관리정책 현황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Status of safety management policy for hydrogen energy)  (Tak Song Su, Korea Gas Safety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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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부용출

1999 서울대 농화학과 박사
1995 아모레퍼시픽 선임연구원
현   재 경북대 의학과 교수

노향선

2021 동국대 화학공학 박사
2000 푸른화장품 연구소장
현   재 나우코스 대표이사

박정훈 

2000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13   KIER 온실가스연구단 

선임/책임연구원 
현   재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부교수 

황재성

2003 아주대 의과대학 박사
2009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현   재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 교수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복지부) 단장 

박장서

1994   UC Davis Microbiology 박사
2019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현   재 LCS Biotech CTO 

진준형

2003 고려대 생명공학과 박사
2004 바이오첵 책임연구원 
현   재 경기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Organizer/Chair Chair

김인영

2004 숭실대 화학공학 박사
1997   CJ그룹 생활화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03   일본 NIKKO Chemicals 

Cosmos연구소 수석연구원
2008   프랑스 LOREAL SPC R&D 

Center 부장 
현   재 바이오뷰텍 기술연구소 대표이사

이준배

2019 한양대 바이오나노학과 박사 
2004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재   코스맥스R&I센터 

기반기술연구랩 이사 

김대중컨벤션센터 F발표장(211호) 2021년 10월 28일(목), 08:40~11:00

제18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18th Symposium on the Drug and Cosmetics Ingredients)

주  관: 공업화학부문위원회

Chair: 진준형, 경기대학교 (Joon-Hyung Jin, Kyonggi Univ.)

08:40 개회사 박정훈, 동국대학교

 (Opening remarks) (Jung Hoon Park, Dongguk Univ.)

08:45  피부효능증강을 위한 화장품 피부전달체 최신 기술동향 이준배, 코스맥스

 (Recent trends in cosmetic skin delivery technology for enhancing skin efficacy) (Jun Bae Lee, Cosmax)

09:05  이데베논의 나노 니오좀 봉입 및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김인영, 바이오뷰텍

 (Development of drug delivery system and capsulation of nano-niosome with idebenone) (In-Young Kim, Biobeautech)

09:25  글라이신아마이드와 시스테인아마이드의 미백 작용 발견 부용출, 경북대학교

 (Discovery of anti-melanogenic effects of glycinamide and cysteinamide) (Yong Chool Boo, Kyungpook Univ.)

09:45  Coffee break

     Chair: 박정훈, 동국대학교 (Jung Hoon Park, Dongguk Univ.)

09:50 [Keynote Lecture] 혁신성장 K-뷰티 기반 기술개발 사업전략 황재성, 경희대학교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or sustainable growth of K-beauty) (Jae Sung Hwang, Kyung Hee Univ.)

10:20  세라마이드 연구개발의 최신동향 박장서, 엘씨에스바이오텍

 (Trends in ceramide development and skin barrier research) (Chang Seo Park, LCS Biotech)

10:40  알로에 아보레센스 전잎과 알로에 베라 껍질에서 추출 발효물질을  노향선, 나우코스

 이용한 항 노화 화장품의 개발 (Hyang Sun Roh, Nowcos)

 (Development of anti-aging cosmetics using fermented substances extracted from  

 aloe arborescence leaves and aloe vera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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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이경진, 충남대학교 (Kyung Jin Lee, Chungnam Nat’l Univ.)

14:00  개회사 류두열, 연세대학교
 (Opening remarks) (Du Yeol Ryu, Yonsei Univ.)

14:05  [Keynote Lecture] 콜드체인 나노계면기술 안동준, 고려대학교
 (Interfacial nanotechnology for cold chain) (Dong June Ahn, Korea Univ.)

14:30  새로운 고분자 소재 연구 방법론 적용을 통한 고분자 물성 예측 및 합성 최적화 김성덕, 삼성전자종합기술원
 (Machine learning model and flow chemistry for polymer design and synthesis process optimization) (Sung Dug Kim, SAIT)

14:50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분자에 관한 연구  홍진기, 연세대학교
 (Polymers for sustainability) (Jinkee Hong, Yonsei Univ.)

15:10  자기조립 유도 나노파이버 기반 복합체 필름의 기계적 물성 증대와 응용 염봉준, 한양대학교
 (Enhancement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elf-assembled nanofibrillar composite  (Bongjun Yeom, Hanyang Univ.)
 films and their applications)

15:30  Coffee break

Chair: 염봉준, 한양대학교 (Bongjun Yeom, Hanyang Univ.)

15:45  [Keynote Lecture] 수용액상 전도성고분자와 금속의 하이브리드 나노입자 박주현, 중앙대학교
 (Hybrid nanoparticles of conjugated polymer and metals in aqueous medium) (Juhyun Park, Chung-Ang Univ.)

16:10  결정성 PEDOT: PSS 기반 생체전자 인터페이스  윤명한, 광주과학기술원
 (Crystalline PEDOT: PSS-based bioelectronic interfaces) (Myung-Han Yoon, GIST)

16:30  비등방성 고분자 마이크로섬유 제조 및 이의 3D 마이크로 패턴을 위한  이경진, 충남대학교

 역전압 전기방사법  (Kyung Jin Lee, Chungnam Nat’l Univ.)
 (Charge reversal electrojetting for anisotropic polymeric microfibers and their jet writing)

16:50  마랑고니 흐름을 이용한 고분자 박막 패터닝 김채빈, 부산대학교
 (Surface energy driven marangoni flow in polymer films to generate topographic patterns) (Chae Bin Kim, Pusan Nat’l Univ.)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 Ⅱ 
(Symposium on Future Polymer Technologies in the New Normal Era Ⅱ)

주  관: 고분자부문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A발표장(201+202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10

안동준

1993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장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Organizer Chair/Speaker
장재영

2012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5   Univ. of Chicago 

박사후연구원
현   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김채빈 

2016   Univ.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19 KIST 전북분원 위촉연구원
현   재 부산대 고분자공학과 조교수 

홍진기

2010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2 MIT 박사후연구원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윤명한

2006   Northwestern Univ.  
화학 박사

2020   LG전자 소재기술원 자문교수
현   재 GIST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주현

2006 MIT 재료공학/PPST 박사
2008 UCSB 박사후연구원 
현   재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교수 

Speaker
김성덕 

2000   Lehigh Univ. 고분자공학 박사
2010   General Electric Plastics 

연구원
현   재   삼성전자종합기술원 고분자소재 

랩장 

이경진 

2009 서울대 응용화학공학 박사 
2012   Univ. of Michigan 

박사후연구원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염봉준 

2009   서울대 나노과학기술협동과정 
박사

2015   Univ. of Michigan  
박사후연구원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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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S. Kwon

2015   PhD, Chem. Eng.,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2021   Assist. Prof.,  
Texas A&M Univ.

현  재   Assoc. Prof.,  
Texas A&M Univ.

Organizer/Chair/Speaker Chair

최경식

2002 고려대 기계공학 석사
현  재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수소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웅

2014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7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ST 선임연구원

송인협

2004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20   SK이노베이션 

공정Platform 팀장 
현  재   KRICT 공정기반연구센터 

센터장

김정환

2012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5 SK이노베이션 선임연구원 
현  재 KITECH 수석연구원

이철진

2012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4   삼성엔지니어링 기본설계팀 

책임엔지니어
현  재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부교수

Speaker
신준호

1997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3   SK건설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 

공정센터 센터장

홍기훈

2019 UST 청정연료화학공학 박사
현  재 IAE 선임연구원

황성원

2004 맨체스터대 화학공학 박사
2012   UOP PTE Technology 

Specialist 
현  재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원왕연

2012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2015   Univ. Wisconsin-

Madison 박사후연구원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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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공정시스템 기술개발 심포지엄 Ⅱ
(Symposium on Process Systems Engineering for Green New DealⅡ)

주  관: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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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Hybrid modeling approach to describe uncertain   Joseph S. Kwon, Texas A&M Univ.

 dynamic systems: What we are better than computer 

 scientists

14:20  공정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회분식 공정의 연속공정 전환  신준호, LG화학

 (Transformation of batch to continuous process using process systems technology) (Joonho Shin, LG Chem)

14:40  석유화학 산업을 위한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송인협, 한국화학연구원

 (Development of carbon neutral process technology for petrochemical industry) (In-Hyoup Song, KRICT)

15:00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공정설계의 가속화: CCU 공정 이철진, 중앙대학교

 (Accelerating sustainable process design using AI: CCU process) (Chul-Jin Lee, Chung-Ang Univ.)

15:20  인공신경망 기반 SMR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에너지 최적화 김정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Machine learning-based energy optimization for SMR hydrogen production) (Junghwan Kim, KITECH)

15:40  Coffee break

Chair: 원왕연, 경희대학교 (Wangyun Won, Kyung Hee Univ.)

16:00  The greenol process: an economical way of utilizing CO2 이   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Ung Lee, KIST)

16:20  친환경 분산형 복합에너지 허브 구축 및 실증연구 현황 최경식, 한국가스공사

 (An empirical study on eco-friendly & distributed multi energy hub) (Kyoung-shik Choi, KOGAS)

16:40  바이오가스 기반 온사이트 그린수소충전소의 타당성 분석 홍기훈, 고등기술연구원

 (Techno-economic analysis of on-site green hydrogen station using biogas) (Gi Hoon Hong, IAE)

17:00  수소 생산 및 액화, 이산화탄소 액화 통합 공정의 개발 및 경제성 평가 황성원, 인하대학교

 (Development and economic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process-hydrogen (Sungwon Hwang, Inha Univ.)

 production and its liquefaction and carbon dioxide lique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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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G발표장(212+213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20

김재훈

2005   North Carolina State Univ.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기계공학/
나노과학과 부교수 

하정명

2006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0   UC Berkeley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Speaker
정한섭

2016 서울대 환경재료과학 박사 
2018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박사연구원 
현  재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임업연구사

윤광남

2017   Univ. of Tokyo 
화학시스템공학 박사

2020   Virginia Tech.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주정찬

201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Univ. of Toronto 

박사후연구원
2020 KRICT 선임연구원
현  재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조교수 

서정길

201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20   명지대 에너지융합공학과 

조/부교수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선미

2014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20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Dorothée Laurenti
1999   PhD, Organic synthesis,  

Aix-Marseille Univ.
2001   Postdoc, York Univ.
2002   Postdoc, CPE Lyon
현  재   IRCELYON CNRS Researcher, 

Head of Heterogeneous 
Catalysis for Energy 
Transition(CATREN), 
IRCELYON

Organizer/Chair

Chair: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Jaehoon Kim, Sungkyunkwan Univ.)

14:00  [Keynote Lecture]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촉매화학적 전환:  Dorothée Laurenti, IRCELYON CNRS

 어디까지 와 있는가?

 (Lignocellulosic biomass catalytic conversion: Where are we?)

14:40  초임계수 가수분해를 이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당 생산 정한섭, 국립산림과학원

 (Sugar production from forest residues using supercritical water hydrolysis) (Hanseob Jeong, Nat’l Inst. of Forest Science)

15:10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과 가소제 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주정찬, 가톨릭대학교

 C5 플랫폼 생산기술 개발 (Jeong Chan Joo, The Catholic Univ.)

 (Biological production of C5 platform chemicals for the synthesis of bio-based 

 plastic and plasticizer)

15:4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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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환 연료 및 소재 생산 이선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Microbial conversion of biomass into carbon–neutral fuels and chemicals) (Sun-Mi Lee, KIST)

16:20  CoPdP/KUSY 촉매에 의한 벤조퓨란의 수첨탈산소화 반응메커니즘 연구 윤광남, 한국화학연구원

 (Reactivity and kinetic studies of hydrodeoxygenation of benzofuran on novel CoPdP  (Gwang-Nam Yun, KRICT)

 catalysts supported on potassium ion exchanged ultra-atable Y-Zeolites) 

16:50  레불린산의 수소화반응을 통한 녹색 용매 및 연료첨가제 생산 서정길, 한양대학교

 (Production of green solvent and fuel additive via hydrogenation of levunilic acid) (Jeong Gil Seo, Hanyang Univ.)

바이오매스 전환기술의 최근 동향 심포지엄 
(Symposium on Recent Trend of Biomass Conversion) 

주    관: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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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생물화학공학  
기술의 만남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Convergence of AI and Biochemical Engineering)
주    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Chair: 김현욱, 한국과학기술원 (Hyun Uk Kim, KAIST)

14:00  Opening remarks 차형준, 포항공과대학교

  (Hyung Joon Cha, POSTECH)

14:05  Predicting dynamic clinical outcomes of the chemotherapy for  구자민, 홍익대학교 

 canine lymphoma patients using a machine learning model (Jamin Koo, Hongik Univ.)

14:35  Image-based classification of acute myeloid leukemia 김유식, 한국과학기술원

  (Yoosik Kim, KAIST)

15:05  AI-powered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남호정, 광주과학기술원

  (Hojung Nam, GIST)

15:35  Coffee break

Chair: 김동혁, 울산과학기술원 (Donghyuk Kim, UNIST)

15:55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and  류재용, 덕성여자대학교 

 development (Jae Yong Ryu, Duksung Women’s Univ.)

16:25  Analysis of big data using multi-dimensional sociogram  박주한, 유클리드소프트

 methods (Juhan Park, Euclidsoft)

김대중컨벤션센터 H발표장(214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6:55

Speaker
남호정 

2009 KAIST 바이오및뇌공학 박사
2013   UCSD Bioengineering 

박사후연구원
현  재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부교수 

구자민 

2017 Stanford Univ. 화학공학 박사
2018 Stanford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홍익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유식

2011   Princeton Univ.  
화학생명공학 박사

2015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류재용 

2018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8   KRICT 정보융합신약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현  재 덕성여대 바이오공학전공 조교수

박주한

2018 고려대 경영정보 석사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AI분야 전문평가위원
현  재 유클리드소프트 CTO

김현욱

2011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4   Technical Univ. of 

Denmark 방문선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김동혁

2014 UCSD Bioengineering 박사
2016 경희대 유전공학과 조교수
현  재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부교수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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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eon Yeop Jung

2019    PhD,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2020    Postdoc, Univ. of  
Pennsylvania

Present    Assist. Prof., Chem. Eng., 
Dankook Univ.

Seung Soon Jang

1999    PhD, Mater. Sci. and Eng., 
Seoul Nat’l Univ. 

2001    Senior Res., Samsung 
Electronics Co., Ltd., 

Present    Prof., Mater. Sci. and Eng., 
Geogia Tech. 

Furong Gao

1993    PhD, Chem. Eng., McGill Univ.
1995    Senior Res. Engineer, 

Moldflow Pte Ltd  
(Now, Autodesk Inc)

Present    Chair Prof., Chem. & Biol. Eng., 
Hong Kong Univ. of Sci. and 
Tech.

Hyunwook Jung 

1999    PhD, Chem. Eng.,  
Korea Univ. 

2003    Res. Prof., Applied Rheology 
Center 

Present    Prof., Chem. & Biol. Eng., 
Korea Univ. 

Organizer/Chair Chair/Speaker

Alexander F. Routh

2000    PhD, Chem. Eng.,  
Princeton Univ.

2002    PDRA., Chemistry,  
Bristol Univ.

Present    Prof., Chem. Eng. and 
Biotech., Univ. of Cambridge

Yongjoo Kim

2013    PhD, Mater. Sci. and Eng., 
MIT

2019    Res. Assist. Prof., KAIST 
Institute for NanoCentury 

Present    Assist. Prof., Advanced Mat. 
Eng., Kookmin Univ.  

Kyung Hyun Ahn

1991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2000    Samsung Cheil Industries
Present    Prof.,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Jaewook Nam

2009    PhD, Chem. Eng.,  
Univ. of Minnesota

2017    Assist. Prof., Chem. Eng., 
Sungkyunkwan Univ.

Present    Assoc. Prof.,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Symposium on Recent Advance in 
Computational Research for Advanced 

Solution Processes 
 Host: Division of Transport Phenomena

 Sponsor:   Center for Coating Materials and Processing (CCMP)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Process integration research Center (EPiC)

Chair: Hyunwook Jung, Korea Univ.

14:00    [Keynote Lecture] DFT-Machine learning approach Seung Soon Jang, Georgia Tech.

 for organic electrode materials for Li-ion battery

14:30  [Keynote Lecture] Batch process control and  Furong Gao, 

 automation Hong Kong Univ. of Sci. and Tech.

15:00  Flow and mixing characteristics of Newtonian and  Seon Yeop Jung, Dankook Univ.

 non-Newtonian fluids in a static mixer

15:20  Coffee break

Chair: Jaewook Nam, Seoul Nat’l Univ. 

15:40    [Keynote Lecture] Particle dynamics in bidisperse  Hyunwook Jung, Korea Univ.

 suspension coating and drying systems

16:10  [Keynote Lecture] Drying of colloidal dispersions Alexander F. Routh, Univ. of Cambridge

16:40  Self-assembly of architecture controlled copolymers  Yongjoo Kim, Kookmin Univ.

 in solution using DPD simulation

김대중컨벤션센터 K발표장(304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7:0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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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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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L발표장(305+306호) 2021년 10월 28일(목), 14:00~16:35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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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철 

2001 UC Davis 기계공학 박사
2008 스위스 취리히 공대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Speaker
서용원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6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정용철

2013   Case Western Reserv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6   Northwestern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부교수

강상욱 

2008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9 MIT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김대우

201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7   Univ. of Minnesota 

방문연구원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이상협

1998   서울대 토목공학(도시공학전공) 
박사

현  재   KIST 책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단장

Organizer/Chair/Speaker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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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yung Chul Yoon, KIER)

14:00  [Keynote Lecture] 탄소중립 기술: 분리 흡수 저장 활용에서 분리기술의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재와 미래 (Sang-Hyup Lee, KIST)

 (Carbon neutral technologies: Present and future of separation technology in separation, 

 absorption, storage and utilization)

14:30  클러스레이트 기반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서용원, 울산과학기술원

 (Clathrate hydrate-based CO2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Yongwon Seo, UNIST)

14:55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복합체 분리막 강상욱, 상명대학교

 (Composite membranes for CO2 separation) (Sang Wook Kang, Sangmyung Univ.)

15:20 그래핀 나노리본을 이용한 ZIF 타입의 MOF 기공 구조 제어 및 이의 분리막 응용  김대우, 연세대학교

 (Pore tuning of ZIF type MOF membrane for CO2 separation enabled by graphene nanoribbon) (Dae Woo Kim, Yonsei Univ.)

15:45  흡착기반 이산화탄소 포집용 다공성 소재의 성능 지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용철, 부산대학교

 (Performance metrics for adsorption-based CO2 captur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Yongchul G. Chung, Pusan Nat’l Univ.)

16:10  이산화탄소 포집과 블루수소 생산 동시 구현을 위한 흡착촉진반응 이기봉, 고려대학교

 (Sorption-enhanced reaction for simultaneous CO2 capture and blue hydrogen production) (Ki Bong Lee, Korea Univ.)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분리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Separation Technologies for Carbon Neutrality)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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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분리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Separation Technologies for Carbon Neutrality)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Speaker
이광순 

1983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3 서강대 공과대학 학장 
현  재 서강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

김우식 

1992   Pennsylvania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4   결정기능화공정기술센터(ERC) 
센터장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Speaker
강정원

2002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2007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 센터장  
현  재 고려대 화학공학과 교수 

결정화공정 산업화의 선구자 심포지엄  
(Symposium on a Pioneer in the Industrial Crystallization Process)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후 원: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 결정기능화공정기술센터(ERC)

Chair: 강정원, 고려대학교 (Jeong Won Kang, Korea Univ.)

16:40  최청송 교수 약력 소개 강정원,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to professor Chung Song Choi) (Jeong Won Kang, Korea Univ.)

16:50  故 최청송 교수님을 추억하며 이광순, 서강대학교

 (In memory of professor Chung Song Choi) (Kwang Soon Lee, Sogang Univ.)

17:00  제약산업을 위한 결정화 기술  김우식, 경희대학교 

 (Crystallization technology for pharmaceutical industry)) (Woo-Sik Kim, Kyung Hee Univ.)

17:10  열역학 물성과 결정화 기술  강정원, 고려대학교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crystallization process) (Jeong Won Kang, Korea Univ.)

김대중컨벤션센터 L발표장(305+306호) 2021년 10월 28일(목), 16:4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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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송슬기

201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8   Max-Plank inst. für 

Kohlenforschung 
박사후연구원

2021 KRICT 선임 연구원
현  재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조교수

김경학 

2021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21 POSTECH 화학공학과 연구원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정해성

2017   Washington Univ. 
에너지환경&화학공학 박사

2020 Georgia Tech. 박사후연구원
현  재 창원대 화공시스템공학과 조교수

한구희

2018 NC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2021   Argonne Nat’l Lab. 

박사후과정
현  재 경북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정현

2003 Univ. of Maryland 박사
2006   Univ. of Minnesota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

미립자 활용 에너지 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Fine Particle-Based Energy Technologies)

주    관: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Chair: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ung Hyeun Kim, Univ. of Seoul)

09:00  세리아 기반 입자의 모델링 및 표면특성 분석 김경학, 한양대학교

 (Modeling of ceria based particles and analysis of their surface chemistry) (Kyeounghak Kim, Hanyang Univ.)

09:30  [Keynote Lecture] 산화환원 순환에 의한 망간 산화물 나노입자의  정해성, 창원대학교

 변환 메커니즘 규명 (Haesung Jung, Changwon Nat’l Univ.)

 (Elucidating redox cycling driven transformation of manganese oxide nanoparticles)

10:00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 입자의 활용 및 응용 송슬기, 충남대학교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photoactive perovskite particles for solar cells) (Seulki Song, Chungnam Nat’l Univ.)

10:30  자기/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이방성 미립자 기반 마이크로-디바이스의  한구희, 경북대학교

 원격 구동 및 제어 (Koohee Han, Kyungpook Nat’l Univ.)

 (Remote actuation and control of anisotropic particle-based micro-devices using 

 magnetic/electrical energy) 

김대중컨벤션센터 I발표장(301호) 2021년 10월 29일(금), 09:00~11:00

Organizer/Chair



29Fall Symposium 2021 of KIChE

부
문

위
원

회
 주

제
별

 심
포

지
엄

  

재료부문위원회 설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Frontiers in Materials I

(Materials Division 31st Anniversary Symposium: Frontiers in Materials I)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J발표장(302+303호) 2021년 10월 29일(금), 09: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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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Doh Chang Lee, KAIST)

9:00  첨단 산업과 함께 한 화공재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도형, 전남대학교

 (Progress and prospects of materials in chemical engineering for innovative technologies) (Do-Hyeoung Kim, Chonnam Nat’l Univ.)

9:30  탄소중립관련 에너지 이슈와 기술개발 전략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Carbon-neutral related challenges in energy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Chinho Park, KENTECH)

10:00  Highly stable and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with metal  한윤봉, 전북대학교

 oxide and graphene based functional composites (Yoon-Bong Hahn, Chonbuk Nat’l Univ.)

10:30  Coffee break 

11:00  Microwave processing of nanomaterials 이건홍, 포항공과대학교

  (Kun-Hong Lee, POSTECH)

11:30 [Keynote Lecture] 30 Years of materials division and  이시우, 숙명여자대학교

 another 30 years (Shi-Woo Rhee, Sookmyung Women’s Univ.)

12:00  기념 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

 (Photo session / Lunch break)

Speaker
박진호

1992   Univ. of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21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현  재   KENTECH 연구부총장 겸 

연구원장 

이도창

2007   Univ. of Texas 화학공학 박사
2010   Los Alamos Nat’l Lab.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시우 

1984 MIT 화학공학 박사
2015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석좌교수 

김도형 

1993   Rensselaer Polytechnic 
Inst. 화학공학 박사

1997   LG 반도체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15   KIChE 재료부문위원회 위원장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이건홍

1984   Univ. of Delaware  
화학공학 박사

2006 나노기술집적센터 소장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권우성

201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5   Stanford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부교수 

한윤봉

1988   Univ. of Utah 금속공학 박사
1991   LG Metals Research 

Center 책임연구원
현  재 전북대 화학공학부 석좌교수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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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전상민

2002   Univ. of Illinois 재료공학 박사
2004   Oak Ridge Nat’l Lab. 

박사후연구원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장윤정

201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20   Univ. of Wisconsin-

Madison 박사후연구원
현  재 한양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김은정

2014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9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후연구원
현  재 인천대 생명공학부 조교수 

이도창

2007   Univ. of Texas 화학공학 박사
2010   Los Alamos Nat’l Lab.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진우

200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8   Cornell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권우성

201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15   Stanford Univ. 박사후연구원
현  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부교수 

정찬화

199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7   Univ. of California 

박사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김영훈

2016 POSTECH 신소재공학 박사
2021   Nat’l Renewable Energy 

Lab. 박사후연구원
현  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조교수

Organizer/Chair

재료부문위원회 설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Frontiers in Materials II

(Materials Division 31st Anniversary Symposium: Frontiers in Materials II)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김대중컨벤션센터 J발표장(302+303호) 2021년 10월 29일(금), 13: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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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창, 한국과학기술원 (Doh Chang Lee, KAIST)

13:40  A highly efficient moisture-driven power generator fabricated  전상민, 포항공과대학교

 by laser-induced graphitization (Sangmin Jeon, POSTECH)

14:00  Utilization of saline resources using charge-transfer pathway  정찬화, 성균관대학교

 controlled hybrid E-Chem systems for carbon neutrality (Chan-Hwa Chung, Sungkyunkwan Univ.)

14:20  Next-generation sulfur cathode: Electrocatalyst to accelerate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sulfur conversion reaction (Jin-Woo Lee, KAIST)

14:40  Coffee break 

15:00  Programmable rolling circle technique-based DNA  김은정, 인천대학교

 architectur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Eunjung Kim, Incheon Nat’l Univ.)

15:20  A comparative study of Bi, Sb, and BiSb for electrochemical  장윤정, 한양대학교

 nitrogen reduction leading to a new catalyst design strategy (Youn Jeong Jang, Hanyang Univ.)

15:40  Chiral-induced spin selectivity enabling room temperature  김영훈, 한양대학교

 spin-LEDs (Young-Hoon Kim, Hany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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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윤창원

2008   Univ. of Pennsylvania  
화학 박사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RIST 수소연구센터 센터장 

윤여일

2004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현  재   KIER 온실가스연구단 

책임연구원 

황경순

1998 Caltech 응용물리 석사
1999 Caltech 화학공학 박사
현  재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석좌교수

윤성호

2004 MIT 무기화학 박사
2005 LG화학기술연구원 연구원
현  재 중앙대 화학과 교수

배종욱

2003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6   LG화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원왕연

2012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2015   GS건설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곽근재

2011 POSTECH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RICT 책임연구원

김유권

1999 KAIST 물리화학 박사
현  재 아주대 화학과 교수

탄소중립과 수소생산 심포지엄 
(Symposium on Carbon Neutral and Hydrogen Production)

주    관: 촉매부문위원회

Chair: 하경수, 서강대학교 (Kyoung-Su Ha, Sogang Univ.)

09:00  [Keynote Lecture] 광촉매를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 황경순, 텍사스대학교

 (First-principles understanding and design of metal oxides for solar hydrogen  (Gyeong S. Hwang, Univ. of Texas at Austin)

 production via water splitting)

09:30  수소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개발: 포름산 유도체 생산기술 윤성호, 중앙대학교

 (CO2 conversion into value added resource through hydrogenation:  (Sungho Yoon, Chung-Ang Univ.)

 Production of formic acid derivatives)

09: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도유망한 수소운반체, 암모니아 윤창원, 포항공과대학교

 (Ammonia as a promising hydrogen carrier for carbon neutrality) (Chang Won Yoon, POSTECH)

10:1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탄소자원화 기술 소개 곽근재, 한국화학연구원

 (Introduction to technology for utilization of carbon) (G. Kwak, KRICT)

10:30  Coffee break 

10:40  건식개질을 위한 코어쉘 구조의 Ni-Co@SiO2 촉매 연구 배종욱, 성균관대학교

 (Thermally stable monodispersed Ni-Co nanoparticles encapsulated with  (Jong Wook Bae, Sungkyunkwan Univ.)

 SiO2 shell for dry reforming of methane with CO2(DRM))

11:00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US 기술 활용 방안 윤여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ow to use CCUS technology for producing blue hydrogen)  (Yeoil Yoon, KIER)

11:20  Sn-Ni 액상합금촉매 기반 메탄열촉매 분해 반응의 공정 변수에 관한 연구 김유권, 아주대학교

 (Engineering parameters for catalytic methane pyrolysis in molten alloy catalysts and  (Yu Kwon Kim, Ajou Univ.)

 a demonstration in a Ni-Sn alloy)

11:40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원왕연, 경희대학교

 (Development trend of H2 energy technologies) (Wangyun Won, Kyung Hee Univ.)

김대중컨벤션센터 L발표장(305+306호) 2021년 10월 29일(금), 09:00~12:00

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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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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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3rd Symposium on Propylene and Downstream Technology)

주    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Chair: 이기라, 포항공과대학교 (Gi-Ra Yi, POSTECH)

  홍대식, LG화학 (Dae Sik Hong, LG Chem)

09:00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개론 고형림, 한경대학교

 (Overview of propylene and propylene derivative production technology) (Hyoung-Lim Koh, Hankyong Nat’l Univ.)

09:30  PO 공정 소개  박수현, SK picglobal

 (Introduction to PO process) (Soohyun Park, SK picglobal)

10:00  PDH 촉매 개발 및 기술 동향 김원일, 효성기술원

 (Technical trend & develop of PDH catalyst) (Won Il Kim, HYOSUNG R&DB Labs)

10:30  Coffee break

10:50  화학제조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 최희동, SK어드밴스드

 (Benchmarking of smart factory for chemical industry plant) (Heedong Choi, SK Advanced) 

11:20  프로필렌 제조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 송인협, 한국화학연구원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in propylene manufacturing process) (In Hyoup Song, KRICT)

김대중컨벤션센터 G발표장(212+213호) 2021년 10월 29일(금), 09:00~11:50 

Speaker
김원일

2003 단국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효성기술원 수석연구원 

최희동

1997 경북대 공정제어 석사
2013 롯데케미칼 생산/기술팀 
현  재 SK어드밴스드 기술팀장 

이기라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4   UC Santa Barbara 

박사후연구원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고형림

2000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2 효성기술원 연구팀장
현  재 한경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박수현

2005 POSTECH 화학공학 학사
현  재   SK picglobal 생산기술팀 산하 

DT추진그룹 PL

송인협

2004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20   SK이노베이션 공정Platform 

팀장
현  재   KRICT 공정기반연구센터 

센터장 

김철진 

1990 서울대 화학공학 석사
2000 SK 사장실 과장 
현  재   SK가스 G-Cube본부 본부장(겸) 

SK어드밴스드 대표

Organizer Organizer/Chair Chair
홍대식

2006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6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
현  재   LG화학 촉매연구개발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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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심포지엄 

(Symposium on Carbon Neutrality and Strategy of  
Oil Refinery/Petrochemical Industries)

주   관: 오피니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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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개회사 이창하, 연세대학교

 (Opening remarks) (Chang Ha Lee, Yonsei Univ.)

08:40  글로벌 화학기업의 지속가능 전략 - 탄소중립 중심 임지수, LG경제연구원

 (Sustainability in the chemical industry - Focus in carbon neutral strategy) (Jisoo Lim, LG Economy Research Institute)

09:10  SK이노베이션 2050 Net Zero 추진 방향 김태진, SK이노베이션

 (SK Innovation’s strategy for net zero emissions) (Taejin Kim, SK Innovation)

09:40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LG화학의 대응방안 이호경, LG화학

 (Carbon neutral growth strategy of LG Chem) (Hokyung Lee, LG Chem)

10:10  탄소중립에서 수소 기술의 역할과 개발 방향 한종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Role and strategy of hydrogen technologies for net zero) (Jonghee Han, KENTECH)

10:4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윤형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green ammonia for decarbonization) (Hyung Chul Yoon, KIER)

김대중컨벤션센터 L발표장(305+306호) 2021년 10월 28일(목), 08:30~11:10

Speaker
이호경 

1995 POSTECH 화학공학 박사
1998   Purdue Univ.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현  재 LG화학 기술기획담당 상무

한종희

1996   Univ. of Cincinnati  
화학공학 박사

2019 KIST 청정신기술연구소장
현  재   KENTECH 수소에너지  

교수/연구소장

윤형철 

2001 UC Davis 기계공학 박사
2008 스위스 취리히공대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임지수

1992 서강대 화공 학사
2003 서강대 경제 석사
2010 신한금투 애널리스트 
현  재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태진 

2003 인하대 화학공학 박사
2018 SK이노베이션 기반기술연구소장 
현  재   SK이노베이션 

환경기술연구센터장 

Organizer/Chair
이창하

1992   Univ. of Pittsburgh  
화학공학 박사

1994 Merck & Co. 박사후연구원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Organizer
이기봉

2005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8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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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학공학인 리더 심포지엄:  
여성화공인의 변화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다

(Leader Symposium for Women Chemical Engineer:  
Talking about the Changing Leadership Of Women Chemical Engineers)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8:50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소개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ntroduction of the women’s committee in KIChE) (Heeyeon Kim, KIER)

08:55 참석자 소개 강혜원, 국립암센터 

 (Introduction of the attendees) (Hye-Won Kang, Nat’l Cancer Center)

09:00    축   사 김형순,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Congratulatory address) (Hyung Soon Kim, President of KIChE) 

09:10    동반 성장의 리더쉽 주오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eadership for win-win growth) (Oh Shim Joo, KIST)

09:30 글로벌 이슈와 여성공학자의 만남 조숙경, 국립광주과학관

 (Public understanding of global issues with women engineers) (Sook-kyoung Cho, Gwangju Nat’l Sci. Museum)

09:50 여성과학기술인 활동의 새로운 모색 한은미, 전남대학교 

 (A new search for the activities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Eunmi Han, Chonnam Nat’l Univ.) 

10:10    여성화공인 리더와의 대화

 (Talk with women leaders in chemical engineering)

김대중컨벤션센터 B발표장(203+204호) 2021년 10월 28일(목), 08:50~11:00

Speaker
조숙경

1990   런던대 킹스칼리지(KCL) 
과학사과학철학 석사

2001 서울대 과학사과학철학 박사
2010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단장
2016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전시 

본부장
현  재     PCST Network 아시아ㆍ호주 

지역 대표 과학위원

김희연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6 KRICT 연구원
1998 KAERI 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UST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과 
전임교수

주오심

1996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ST 책임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은미

1996 일본  동경공업대학 박사
2020 전남대 부총장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전남대 교수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

Organizer Chair
강혜원

2001 연세대 화학공학 석사
2021   동국제약 사업개발/약물감시 

수석연구원
현  재   국립암센터 항암신약신치료개발 

사업단 본부장 
KIAT 소재개발/의약바이오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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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이재성, 인하공업전문대학 (Jaesung Lee, Inha Technical College)

10:00 4차 산업혁명기반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개편 사례 곽호석, 동양미래대학교

 (Case study of department and curriculum operation reform for  (Ho-Seok Kwak, Dongyang Mirae Univ.)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10:20 한영대학교 국가산단특성화계열 운영사례 정  문, 한영대학교

 (Case study on national industrial park specialization of Hanyeong University) (Moon Jeong, Hanyeong Univ.)

10:40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KIT 사업단 운영 사례  허광선, 경남정보대학교

 (Case  study of KIT project group at the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Kwangsun Huh, Kyungnam College of Info. & Tech.)

 of new energy industry)

김대중컨벤션센터 M발표장(컨벤션1홀) 2021년 10월 29일(금), 10:00~11:00

Speaker
허광선

1992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남정보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재성 

2005 UCSD 화학공학 박사
2010 SK이노베이션
현  재 인하공전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곽호석

2017 고려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현  재 동양미래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  문

2015 전남대 화학공학 석사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  재 한영대 화공산업공학전공 교수

제3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3rd Symposium on Technical Education for University College)
주   관: 전문대학위원회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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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기술 동향 소개 및 우수성과 교류회

(Introduction of R&D Trends in Industrial Technology and 
Excellent Performance Exchange Meeting)

주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Chair: 차혜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yeseon Cha, KEIT)

09:10  [KEIT] 석유화학 탄소중립 예타 사업 개요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R&D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 in chemical industry) (Jeong Woo Han, KEIT)

09:25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 동향 하정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Recent technology of plastic upcycling) (Jeong-Myeong Ha, KIST)

09:45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동향 허필호, 부산대학교

 (Bioplastic R&D trend) (PilHo Huh, Pusan Nat’l Univ.)

10:05  열충격/낙하충격 동시만족 고신뢰성 언더필 접착제 및 접합모듈 기술개발 백지원, 원케미컬

 (Development of underfill material and package module with high thermal-shock  (Ji Won Baek, Won Chemical)

 and mechanical drop reliability)

10:25  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 압출 시스템 개발 오상호, 선우엔지니어링

 (Development of energy-saving type constant-speed extrusion system for  (Sangho Oh, Sunwoo Engineering)

 high strength Al alloys)

10:45 [WPM] 고용량 저가격 125~150Wh/US$급 리튬이차전지  박용태, 포스코케미칼

 음극소재 개발 (Yongtae Park, POSCO Chemical)

 ([WPM] Development of anode material for rechargeable betteries 

 of 125~150Wh/US$ level)

김대중컨벤션센터 D발표장(208호) 2021년 10월 28일(목), 09:10~11:00

Speaker

오상호

2016 인하대 공학 석사
2017   포메탈 기술연구소 기술개발 부장
현  재 선우엔지니어링 연구소장

박용태

2006 인하대 화학공학 석사
현  재   포스코케미칼 음극재생산기술 

그룹 섹션리더

한정우

1992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5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상무 
현  재 KEIT 화학공정PD

하정명

2006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0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박사후연구원

현  재 KIST 책임연구원

허필호

2009   Univ. of Massachusetts 
Lowell 공학박사

2011   삼성전자 Solar R&D Center 
Senior Engineer

현  재 부산대 고분자공학과 부교수

백지원

2008 성균관대 고분자공학 석사
현  재   원케미컬 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

Organizer
도정연 

2020 영남대 화학 박사
현  재   KEIT 화학산업팀  

선임연구원 

Chair
차혜선

2010 GIST 생명과학 박사
현  재   KEIT 화학산업팀  

책임연구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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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ang Phil Han, SPSE

09:00  Welcome Sang Phil Han, SPSE

09:05 [Keynote Lecture] Model-based digital technologies:  Costas Pantelides, SPSE

 Deploying deep process knowledge to accelerate decarbonization 

09:30  Reducing daily plant CO2 emissions using site-wide utilities  Steve Hall, SPSE

 optimization and operator advisory tools

09:55  Enhancing polymer production with non-linear model-predictive  Chris Leingang, SPSE

 control to minimize waste and reduce environmental impact

10:20  Model-based engineering of carbon capture, utilization  Bart de Groot, SPSE

 and storage systems

10:45  Coffee break

11:00  Enabling the hydrogen economy: Digital design solutions  Bart de Groot, SPSE 

 to accelerate hydrogen applications Jorge Aguerrevere, SPSE 

11:25  Digital applications for high-performance hydrogen  Steve Hall, SPSE

 production via steam methane reforming 

11:50  Bioprocessing digital twins: From process development to  Edward Close, SPS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s

12:15  Discussion & Conclusion

김대중컨벤션센터 A발표장(201+202호) 2021년 10월 29일(금), 09:00~12:30

Speaker
Chris Leingang

2011    Master, Telecommunication, 
Karlsruhe 

2019    Lead Engineer Simulation and 
Optimization, Siemens

Present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Simulation and 
Optimization, SPSE

Edward Close

2009    MEng Chem. Eng., Univ. 
College London, UK

2013    EngD, Univ. College London, 
UK

Present    Bioprocessing Practice 
Director, SPSE

Sang Phil Han

1995  PhD, Chem. Eng., KAIST
2007  Project Leader, LG Chem
Present   Head of Energy & Chemicals 

Business Unit, SPSE

Costas Pantelides

1988    PhD, Chem. Eng.,  
Imperial College London

Present    CEO/CTO, SPSE
   Prof., Chem. Eng.,  

Imperial College London

Bart de Groot

2005    MSc Mechanical Eng. / 
Process & Energy Tech., Delft 
Univ. of Tech., Netherlands

2018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 
London, UK

Present  Sustainability Lead, SPSE

Steve Hall

1989    PhD, Univ. of Manchester Inst. 
of Sci. and Tech.

   Over 30 years in design, 
operations and consulting 
across all process industries

Present    Director of Digital Applications, 
SPSE

Jorge Aguerrevere

2012    BEng Chem. Eng., The 
Cooper Union, NY USA

2013    MSc Chemical Process Eng., 
Univ. College London, UK

Present   Practice Director-
Electrochemical Cells & 
Reactors, SPSE

Digital Technologies to Accelerate Process 
Industry Decarbonization

주   관: Siemens Process Systems Engineering (SPSE)

Organizer/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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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2021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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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2021년 10월 27일(수), 13: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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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번호 시  간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심(위셋)E수-1 13:00~13:20
Advanced NO2 sensor performance via newly synthesized 

MOF-derived carbon nanofibers
김미연, 인천대학교

심(위셋)E수-2 13:20~13:40
Impact of CO2 capture and methanation in coal power plants 

on global climate change
김세미, 한경대학교

심(위셋)E수-3 13:40~14:00 친환경 공정을 사용한 신재생 차세대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연구 김주은, 홍익대학교

심(위셋)E수-4 14:00~14:20
Total synthesis of 1-(2’,4’,6’)-trimethoxy-3’,5’-dimethylphenyl) 

-3-(4-dimethylaminophenyl)-2-propen-1-one
박래연, 중앙대학교

심(위셋)E수-5 14:20~14:40
A high-durability crosslinked polymer binder improves energy 

device stability and performance
박희경, 조선대학교

14:40~14:50 휴  식

심(위셋)E수-6 14:50~15:10
Electrocatalytic alloy synthesis using pulsed laser for 

improving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performance
유이슬, 경상대학교

심(위셋)E수-7 15:10~15:30
Multi-functional smart hybrid hydrogels as optical sensing 

probes and light-responsive drug carriers
유지은, 서울시립대학교

심(위셋)E수-8 15:30~15:50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한 페트병 기반 슈퍼커패시터용 

탄소전극물질의 제조
정민경, 명지대학교

심(위셋)E수-9 15:50~16:10 질화 제올라이트의 혼합을 통한 유기 가스 센서의 반응성 향상 함예은,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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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21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The 17th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김대중컨벤션센터 N1발표장(컨벤션2홀), N2발표장(컨벤션3홀), 컨벤션동 4층 로비 2021년 10월 29일(금), 13:00~17:00

13:00 개회사 및 인사말 김형순,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정진석,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동영상발표: N2발표장(컨벤션3홀 )

V창의설계-1 감자 함께 곽도영 강원대학교 감자들
김인혜, 김태민, 이강준, 이건호, 

최재연, 홍상범

V창의설계-2 식물성고기와 초록식탁 김다빈 충남대학교 R.A.C.E
김가은, 김유빈, 김은호, 김지은, 

조창한, 최윤형

V창의설계-3
[심야화공회] 태양전지 효율의 

비밀은…?
김수지 이화여자대학교 태양의후예들 김규리, 박서연, 조소현

V창의설계-4 화공 클라쓰 김시은 영남대학교 궁금화공
류다은, 박찬호, 서서영, 이준우, 

채범규, 한지우, 황효정

V창의설계-5 PET로 만드는 Ethanol 김정헌 부산대학교 LINK 3조
김다빈, 문충희, 신소망, 안철민, 

염동엽, 차정현, 최예지

V창의설계-6 폐수를 부탁해! 남수빈 명지대학교 ITIB2O
강소연, 권영은, 김기범, 유정은, 

이화은, 최현준, 황수경

V창의설계-7 이차전지 공정과정 박채윤 영남대학교 아하 3조
김세영, 도은영, 박미지, 장윤선, 

장은지, 장진영, 정효정

V창의설계-8 우리가 그린 Green City 서정원 울산대학교 Sh2art Grid
권은서, 김현송, 박나영, 박수아, 

백준성, 성제현, 손제성, 안성하, 임세경

V창의설계-9
항생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농업페기물 활성탄으로의 해결
서준형 전남대학교 오또케

김수지, 김성연, 김유신, 마채웅, 

박유빈, 배하영, 서효정, 이유민

V창의설계-10 맥주박의 재발견 양원석 경북대학교 맥친녀석들
김현지, 류도혁, 배순호, 신준진, 

이예은, 임주환

V창의설계-11 화학과 굴러가는 4차산업 윤혜진 경북대학교 Chempion 신윤기, 최지훈, 한정엽

V창의설계-12 PLA 필름을 활용한 친환경 종이 빨대 이수진 인하대학교 명란젓코난 성해민, 이윤지, 전혜린

V창의설계-13 미생: 화공인생 이철욱 울산대학교 캐치리그닌
송준섭, 윤유진, 정서현, 정하빈, 

조홍래, 황지연

V창의설계-14
Maillard Reaction을 이용한 MSG 

제작
이현지 경상대학교 HCL

강민지, 노현수, 박정현, 우승은, 

이수빈, 정희근

V창의설계-15 손 소독제는 ( ? )이다. 전   체 성균관대학교 율전파이브 김수민, 이지원, 이채원, 주가현, 편규비

V창의설계-16 식스센스 화공편 전   체 명지대학교 화공일체 김소연, 안유정, 양자현, 전윤정, 현지원

V창의설계-17
화이트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리파이너리)
한성현 전남대학교 첵카(Cheqca)

강승현, 고성빈, 김주미, 김   향, 

김회성, 서준영, 이혜준, 조승우, 최영은

V창의설계-18 발광발광 작은별 OLED 한정현 인하대학교 오 나의 OLED
김재욱, 김혜진, 박하연, 오현기, 

이건우, 장다희

구두발표: N1발표장(컨벤션2홀 )

O창의설계-1
옥수수 속대를 이용한 water 

treatment membrane 제조
강연우 이화여자대학교 오감자 김민주, 김예원, 홍희정

O창의설계-2 캠이즈트리(CHEM IS TREE) 김선경 경북대학교 캐미하우스 정용호, 차찬욱, 한현수

O창의설계-3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난연성 

도료의 제조 및 특성평가
김선미 인하대학교 아몬드 박주은, 이정의, 하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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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창의설계-4
다시(re)사이클: 다시마를 이용한 

친환경 필름 제작
김우림 충북대학교 너구리 강현지, 유지윤, 임경모, 최예진

O창의설계-5
생분해성 필름을 활용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방안
김지원 경기대학교 R.F.E.S / 아르피스 박현명, 안형균, 윤현준, 이소림

O창의설계-6 ‘전지’전능 Dendrite 제어 두하영 이화여자대학교 사랑의 밧데리 김한나, 신소연, 주연서, 최소연, 허채윤

O창의설계-7
Up-cycling 폐 PE 황산화 작업을 

통한 탄소재료 제작 
박수아 명지대학교 말하는 감자 공정오, 정한나, 정희진, 진희원

O창의설계-8 야자각 차콜 음극재를 이용한 전지 박지민 영남대학교 야자타임(A.H.A)
김민지, 김신정, 박혜연, 오원진, 전경원, 

전은영, 황지원

O창의설계-9 롤링페이퍼 백재현 울산대학교 Paper Company 류정선, 이동섭, 이진형, 최태영

O창의설계-10 펙틴을 이용한 라면스프 포장재 석진용 금오공과대학교 너와 나의 벤젠고리
김유진, 박범창, 박미선, 박수진, 장용찬, 

전지호, 천예진

O창의설계-11
옥수수를 이용한 택배 상자의 물성 

향상
송관우 인하대학교 비룡 강예진, 김래윤, 정재영

O창의설계-12
Acnes Ancne

(아크네 안크네: 여드름 치료제)
송문경 영남대학교 A.H.A

강민정, 김은채, 박진영, 성기협, 이수진, 

장윤희, 최  린

O창의설계-13

일상생활 속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액화유기수소운반체를 이용한 수소 

수송 공정 설계 및 분석

안병찬 경희대학교 Team. 1 정수지, 조수아

O창의설계-14
커피 찌꺼기 흡착제와 폐마스크를 

활용한 대기오염 필터
양명은 전남대학교 포토닉

강예함, 김유진, 김지원, 김창준, 도대성, 

류   영, 이다영, 이영은, 이윤지

O창의설계-15 친환경 발광소자 양세영 전북대학교 하이라이트(Hi Light) 김태헌, 유태희, 최수현

O창의설계-16
일회용 용기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

유하솜

허진옥
가천대학교 여름이었다

신은솔, 오수정, 윤유진, 정은영, 정의순, 

최주연

O창의설계-17 해파리 갱생 프로젝트 윤성준 전남대학교 좀개구리밥
김용재, 김창헌, 김희선, 윤상화, 이유현, 

임오령, 정해원, 조규상, 조보훈

O창의설계-18
굴 패각 티백필터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윤예지 울산대학교 화공의 얼굴 김경민, 김건우, 김태헌, 박근우, 서유리

O창의설계-19 생활 속 폐기물로 플라스틱 만들기 이수연 경희대학교 Chem Is Try 강찬희, 권나연, 홍효림

O창의설계-20
나를 벗어날 수는 없어, 

친환경 공기 필터
이유빈 서강대학교 오인조 김태완, 김혜인, 윤지희, 이주원

O창의설계-21
Molcular Property 분석을 통한 

향 예측 AI 설계
이재욱 명지대학교 Time is Code 오종연, 장용진

O창의설계-22

폐소화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 : 

폐소화약제를 이용한 CO2 

고부가가치화

이희원 부산대학교 명예소방관
강민영, 금한빈, 김민창, 김채빈, 김해원, 

조승환, 이용현

O창의설계-23
땅콩 폐기물을 활용한 비목재 펄프 

제작
장재원 충남대학교 WALL-E 김소연, 박경도, 이성규, 주세현, 황수연

O창의설계-24 버려지는 커피 가루 활용 전채란 대구한의대학교 하니네 약방
노유정, 박재남, 박현중, 박효기, 손은조, 

이유진, 이윤정, 최예빈, 한여정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21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The 17th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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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창의설계-25
삼다수

(삼투압으로 다시 수(물)를 만들어요) 
조영헌 동아대학교

투압투압

(to up to up)
고태현, 백수진, 서태웅, 조민혁

O창의설계-26 Under the chem 최대림 경북대학교 chempion 박기성, 신승훈, 유준혁

O창의설계-27
광촉매 성능 강화를 위한 

Ag-ZnO 나노복합체 합성
함채린 경상대학교 H. C. L.

강수민, 고재락, 곽라련, 이위진, 이한걸, 

장예원, 정수민

O창의설계-28 중금속 더 깨끗하게(crab) 홍세진 동아대학교 키토산 정화단 김혜진, 정대성, 박서영

O창의설계-29 Chem in life 황희영 경북대학교 케미월드 김소진, 김충렬, 이유진

작품전시 및 포스터발표: 컨벤션동 4층 로비

P창의설계-1 해조류를 이용한 생분해성 필름
강승목

허성은
강원대학교

‘ESG‘ 실천하게 

해조류
김보미, 김형윤, 박수혁, 최예지

P창의설계-2 초간단 접착 아연공기 이차전지 곽일우 군산대학교 Ah!!연전지 강범수, 정윤성

P창의설계-3
알긴산 필름 제작 및 시중의 필름과 

비교
김동효 영남대학교 Young-Ego

김가빈, 김동환, 김지원, 박혜선, 이현지,  

최민정

P창의설계-4
셀룰로오스와 PPS(PolyPhenylene 

Sulfide)를 이용한 이차전지 분리막
김지훈 부산대학교 팔남매

김민지, 이예진, 장희재, 정호원, 조서연, 

최재훈, 한지웅

P창의설계-5 귤껍질로 만든 손소독제 김채린 전남대학교 뽀또케
강승원, 김시온, 박준혁, 송화범, 오수빈, 

위서영, 이하나, 정하늘, 차지은

P창의설계-6 Green Alternative Container 김현암 부산대학교 일신우일신
김가현, 김건우, 김다은, 박주원, 빈지은, 

이동현, 조수민 

P창의설계-7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녹말 박기석 울산대학교
S.W.S.T

(Start With STarch)
김승은, 양희준, 윤동현

P창의설계-8 이런 아이디어 bone 사람? 반수정 울산대학교
합(HAp)!죽이가 

됩시다!
김나연, 김지수, 이유진, 정두윤, 정윤서

P창의설계-9 환경을 보호해조류 백금빈 인하대학교 Fine to Fine 강윤헌, 박현서, 서동인, 이경은, 이준엽

P창의설계-1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흘라스틱 폐기물의 저감
이승준 명지대학교 떡잎방범대

김희진, 박상희, 백문경, 전보은, 전지연, 

주나현, 한영은

P창의설계-11 습기제거 덴탈마스크 이오름 강원대학교 강화한돈
김재혁, 연지윤, 이상배, 정동연, 진유진, 

최시원

P창의설계-12 뛰뛰광(光)광(光) ‘빛’켜주세요 이현신 충남대학교 R.A.C.E.
김나영, 반수현, 이중녕, 이인우, 정유진, 

하경훈

P창의설계-13 친환경 살충제 임세연 인하대학교 살충에이스
공유진, 김수동, 김수민, 김혜원, 박종찬, 

이교민, 이재훈

P창의설계-14
CLAS

(Chemical Lab Assistant for Safety)
전성혁 명지대학교 NEXT Lab 박재성, 최대건

P창의설계-15
누에고치 구형 필터를 이용한 

염전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
최건희 충북대학교 안심해 염

김나래, 김혜원, 유호진, 이성지, 이현채, 

제해준

P창의설계-16
해양불청객 및 해양부산물을 이용한 

약포지
한석준 경기대학교 chempion

김연하, 김윤경, 양준호, 엄규진, 유병준, 

전원표, 채수인

P창의설계-17 식물의 재발견 황지융 전남대학교 상 타블게
고준성, 김용국, 박인호, 배금송, 윤지원, 

이주호, 임승열, 전지헌, 최문주

16:30 시상식 및 폐회사(N2발표장(컨벤션3홀))

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21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제17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The 17th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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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Fun&Fun Festival 2021 for Chemic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s)

대학생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Creative Design Competition for Technical College Students)

김대중컨벤션센터 M발표장(컨벤션1홀) 2021년 10월 29일(금), 13:20~16:00

13:00 개회사 및 인사말(N2발표장(컨벤션3홀)) 김형순,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정진석,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구두발표(M발표장(컨벤션1홀))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O전문대학-1 분리형 불티비산방지포 강명철 한영대학교 어울림
김의건, 김은솔, 김현빈, 제갈진, 
장정호

O전문대학-2
분리되지 않는 손소독제의 
비밀을 알고 싶다!!

강찬혁 경남정보대학교
B.C.E(Bio Chemical 

Engineering)
장경섭, 장종영, 정형섭

O전문대학-3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골프 티 (tee) 제조

권익환 경남정보대학교
P. T. shop  

(PLA golf tees shop)
김유미, 서태경, 장혜진

O전문대학-4 모기잡는 향초 트랩 김병하 동의과학대학교 그린스펙트라 21A
김병하, 손지훈, 안지용, 엄태현, 
이정주

O전문대학-5 폐수슬러지 처리기술 김성산 한영대학교 어울림 류성주, 박진우, 조상원 

O전문대학-6 염분 농도 측정 종이 김운용 경남정보대학교 NACL 신장훈, 천지환, 황대훈

O전문대학-7 사라지는 일거리 김은수 경남공업고등학교 화려한공학인들 김성로, 우현진, 최윤호

O전문대학-8 스마트 변색 스티커 김종건 울산과학대학교 지니어스 박강민, 변금찬, 정희창

O전문대학-9
키토산 수용액과 그라파이트를 
결합 시켰을 때 항균성 측정

김준형 경남정보대학교 CERO 기완석, 박민찬, 박영우, 이승준

O전문대학-10 갈조류 기반의 성분해 필름 전   체 동양미래대학교 푸딩(Food_ing) 박은결, 장준호, 정지원, 지수경

O전문대학-11
수세미 오이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 효능 검증

김혜원 동양미래대학교 BIOGHEM
백제하, 서문민우, 안지환, 
이승언

O전문대학-12 베타인을 이용한 립스틱 개발 류관우 동양미래대학교 BIOGHEM
김나현, 김인철, 김호준, 마예진, 
박민규, 임형빈, 정태인, 황정아

O전문대학-13 너했어? 안했어? 목정민 경남공업고등학교 세계 최강 화공 김남현, 김종강, 목정민

O전문대학-14
머리카락 열흡수 정도에 의한 
기름흡착 정도의 차이

박승민 경남정보대학교
BTS

(Bio Technician Sexy)
김성준, 박정현, 이재성, 최민혁

O전문대학-15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슈퍼 캐퍼시터 개발

박채은 동양미래대학교 Zero Waste 이도윤, 황익환

O전문대학-16
천연 재료 추출물을 첨가한 
해충기피제 섬유향수

사영환 동의과학대학교 그린스펙트라 21B 김태언, 박윤근, 이상수, 조대현

O전문대학-17
피부 상처 치료 약물 방출을 위한 
전도성 블랜드 하이드로젤 패치

심정현 영남이공대학교 CCTL 김윤우, 심정현, 이윤주, 임양호

O전문대학-18 휴대용 청정공기 공급장치 윤영웅 동양미래대학교 NUKE
가주현, 강소연, 김영섭, 나정원, 
박지현, 성경제, 이기찬, 이혜빈

O전문대학-19
해삼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임성엽 경남정보대학교 머큐리 김대성, 류한석, 박근무, 황민성

O전문대학-20 수소 자가발전 장현준  한영대학교 에스플러스
문창민, 송동림, 안효준, 장현준, 
조형주

O전문대학-21 EM 친환경 제설제 정성룡 울산과학대학교 3E 김주헌, 박기성, 류경민

O전문대학-22 공기질 측정 보조배터리 정인채 한영대학교 어울림 강경석, 김현서, 문정진, 송시원

O전문대학-23 진환경제품으로 재탄생한 커피찌꺼기 정지현 울산과학대학교 E.C.O 김건화, 김기현

O전문대학-24 고체 형태의 손 소독제 최정훈  한영대학교 어울림
공한솔, 송시원, 이민성, 이종욱, 
조민우, 최정훈

O전문대학-25 해파리 콜라겐을 활용한 친환경 접착제 전   체 동양미래대학교 푸딩(Food_ing)
박지원, 윤은수, 우나영, 이민지, 
이서현

O전문대학-26 폐식용유로 경유 대체하기 홍찬휘 동의과학대학교 Che-mic 김지환, 박윤섭, 박광호, 박윤섭

O전문대학-27 레몬을 활용한 친환경 고형발모세제 황대호 울산과학대학교 챌린지 박성민, 허  훈

16:30 시상식 및 폐회사(N2발표장(컨벤션3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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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 본부호텔

홀리데이인광주호텔

1인 킹 베드룸 148,000원 (1인 조식, 세금, 봉사료 포함)

2인 킹 베드룸 170,990원 (2인 조식, 세금, 봉사료 포함)

2인 트윈 베드룸 170,990원 (2인 조식, 세금, 봉사료 포함)

※학회 홈페이지에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예약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Tel: 062-610-7000, E-mail: res@higwangju.com)

* 인근호텔

호텔명 금액(세금, 봉사료 포함) 전화 홈페이지

호텔더 메이 60,000원 062) 383-0931 전화 예약접수 

두바이호텔 90,000원~ 062) 373-0700 전화 예약접수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150,000원~ 062) 717-7000
※학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resv@ramadagwangju.com

아우라 호텔 90,000원~ 062) 942-0060 전화 예약접수

애프엔티호텔 60,000원~ 062) 714-1003 전화 예약접수 

※예약 안내사항:   한국화학공학회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기간에만 제공되는 할인가격이므로 예약하실 때 ‘한국화학공학회 
행사’라고 말씀하시고 할인가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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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안내

위치: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Tel: 062-611-2000)

* 교통안내

◈ 자가용 이용시

· 서울 → 광주(경기, 대전, 전북):   호남고속도로 이용 - 서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 대구 → 광주(경주, 포항):   88고속도로 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 부산 → 광주(순천, 여수):   호남고속도로 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차안내: 기본 30분까지 500원, 이후 15분 초과시 250원, 일일 주차권 : 5,600원

◈ 항공 이용시

· 김포 → 광주: 50분 소요 / 1일 10~11회 운항: 광주공항 → 김대중컨벤션센터

· 제주 → 광주:   1시간 15분 소요 / 1일 12회 운항: 택시 : 약 10분 소요 / 지하철 : 약 6분 소요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마륵역) 하차)

◈ 고속버스 이용시 (광주고속버스터미널 → 김대중컨벤션센터)

·   택시 이용시:   약 15분 소요 (요금 : 약 5,000원) 버스 이용시 - 순환01번, 상무64, 일곡38, 518번 (김대중컨벤션센터 정류장 하차)

◈   기차 이용시 (용산출발 : 일반-4시간 20분 / KTX-2시간 30분 소요 / 대전출발 : 일반-2시간 30분 / KTX-2시간 소요)

· 광주송정리역 → 김대중컨벤션센터

 - 택시 이용시: 약 10분 소요 (요금 : 약 3,500원) 버스 이용시 - 상무02번 (종축장 정류장 하차)

 - 지하철 이용시: 약 10분 소요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마륵역) 하차)

· 광주역 → 김대중컨벤션센터

 - 택시 이용시: 약 30분 소요 (요금 : 약 8,000원)

 - 버스 이용시:   상무64, 일곡38, 518번 (김대중컨벤션센터 정류장 하차), 상무02, 상무62, 대촌27, 대촌69, 송정19, 송정39, 송암73, 첨단20번 

(종축장 정류장 하차)

◈ 인천공항 → 광주고속버스터미널행 리무진버스 이용시

· 배차간격: 80~180분, 소요시간 : 4시간 30분, 승차요금 : 30,900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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