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8 (월) - 7.20 (수)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7호

2022계산화학 여름학교
(이론+실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7호

● 승용차 이용
1. 경인고속도로
 (1)   도화 IC - 주안역 우회전 - 인천기계공고 - 용일사거리  

- 제운사거리 - 학익사거리 우회전 - 인하대학교 정문
 (2)   인천 IC - 능안삼거리 우회전 - 남부역사거리 - 용현소방  

파출소 - SK인천 정유소 - 비룡사거리 좌회전 - 인하대학교 
정문

2. 제2경인고속도로
 (1)   문학 IC - 주안방향 - 첫번째 사거리 지나 U턴 - 첫번째  

사거리 우회전 - 신동아아파트 1,2차 사거리 우회전 -  
장미아파트 - 인하대학교 정문

3. 김포공항
 (1)   김포공항 - 신월사거리 방향 - 신월 IC - 경인고속도로  

- 도화IC - 인천 IC 김포공항 - 신월 IC - 장수 IC  
- 제2경인고속도로 - 문학 IC

● 버스 이용
1. 광역버스
 1601(서울역), 9200(강남역), 3001(광명역)
2. 시내버스 / 마을버스
 5, 5-1, 8, 9, 13, 27, 46, 111-2
 511(주안역), 512(제물포역), 519(동인천역)

● 지하철 이용
1. 주안역(1호선)
 1번 출구: 마을버스 511 / 시내버스 5-1, 46
2. 인하대역(수인 · 분당선)
 4번 출구: 운동장 방향, 5번 출구: 정문 방향

● 참가인원:

	 선착순	100명	마감	(인원	초과시	사전	접수	마감)

● 참가신청 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	(http://www.kiche.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	(카드	또는	온라인	입금)

● 참가비용:

	 		사전등록:			학생	300,000원,	정(종신)회원	450,000원,	 

비회원	550,000원(사전등록	이후에는	30,000원	추가)			

	 사전등록마감:	2022년	7월	5일(화)	 

	 (등록비	환불은	7월	5일(화)까지만	가능)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 문의: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함형철	교수 

ham.hyungchul@inha.ac.kr,	032-860-7467 

강원대학교	화공·생물공학부	임형규	교수 

hklim@kangwon.ac.kr,	033-250-6339

● 결제 문의: 김순주 차장 (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02-458-3078~9	

	 Email:	kim@kiche.or.kr 

● 준비물:

	 개인용	Window	10	이상	노트북	(필참)	및	마우스	(권장)

	 Dual	core	CPU,	2GB	memory	이상	권장

● 숙소(개별부담):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9만원/1박 

(조식불포함,	단체할인가) 

연락처:	032-770-9500

	 (1)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	-	수인선	신포역	-	도보	10분	거리

	 (2)			버스:		인하대역	4번출구	정류장	 

·	72번	–			신포역	정류장	하차	–	도보	10분	/	 

배차간격	20분)

  ·	112번	–			신포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15분	/	 

배차간격	20분)

● 식사: 

	 점심/저녁	교직원	식당	쿠폰	제공	(3일차	저녁	제외)

주 최:   한국화학공학회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후 원:   고려대학교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서강대학교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 버추얼랩 

인하대학교 BK21 스마트 에너지 소재 및  

공정 교육연구단 

경원이앤씨

참가신청안내 장  소

(우) 028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Tel: (02)458-3078~9      E-mail: kiche@kiche.or.kr

Homepage: www.kiche.or.kr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공학회에서는 대학원 석⋅ 박사 과정 및 일반 연구자 분들

을 대상으로 계산화학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학습하실 수 있는 “2022  

계산화학 여름학교”를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하대학교에서 

2박 3일 간 개최합니다.

제일원리 양자역학(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및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계산화학 기술은 전자/원자/분자 

수준에서 물질 시스템의 핵심 물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써,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화학/물리/재료/환경 등 다양한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여름학교에서는 계산화학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핵심이  

되는 기초 이론과 응용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기존의 유사한 튜토리

얼과 차별화하여 분자/고체/액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열역학, 촉매 

반응, 및 동역학적 물성들을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해보는 실습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계산화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시고, 

여러 계산화학 전문가 분들과 폭 넓은 연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학생 및 일반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화학공학회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정상문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회 위원장 서용원

촉매부문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7월 18일 (월요일)

09:20	~	09:30	 개회사  

	 김지만	촉매부문위원장

09:30	~	11:00	  DFT(Density Functional Theory)의 

기본 개념  

김민호	교수,	경희대학교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2:00	 		계산환경 set-up (WSL, 리눅스 기본, 

VASP/Lammps/visualizer) 

임형규	교수,	강원대학교

12:00	~	13:00	 점		심

13:00	~	15:10	 DFT Tutorial: 분자 열역학 계산 

 (구조 최적화, 전자 구조, vibrational  

 frequency, 반응에너지) 

	 이용진	교수,	인하대학교

15:10	~	15:30	 Coffee	break

15:30	~	17:40	 DFT Tutorial: 고체 열역학 계산

   (Bulk 구조 최적화, 기계적 물성, 에너지, 

전자 구조 등)

	 이용진	교수,	인하대학교

7월 19일 (화요일)

09:30	~	11:00	 계산 촉매 화학 이론 및 응용 

	 유종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2:00	 		촉매 표면 모델 구축, 클러스터 컴퓨터  

사용 방법

	 함형철	교수,	인하대학교

12:00	~	13:00	 점		심

13:00	~	15:10	 		DFT Tutorial: 촉매 반응 계산 (열역학 및  

활성화 에너지, 속도 상수, 전자구조 계산 등)

	 함형철	교수,	인하대학교

15:10	~	15:30	 Coffee	break	/	사진	촬영

15:30	~	17:40	 		DFT Tutorial: 전기화학 반응 계산 

(산소환원반응 열역학, 과전위 계산) 

함형철	교수,	인하대학교

초대의 글 PROGRAM

7월 20일 (수요일)

09:30	~	11:00	  분자동역학 및 Monte-Carlo의  

기본 개념 및 응용

	 신혜영	교수,	충남대학교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2:00	  분자동역학 계산환경 set-up 

임형규	교수,	강원대학교

12:00	~	13:00	 점		심

13:00	~	15:10	 		MD Tutorial: 액체 열역학 및 전달 특성 계산 

(확산 계수, 증발열, RDF 등)

	 임형규	교수,	강원대학교

15:10	~	15:30	 Coffee	break

15:30	~	17:40	 MC Tutorial: 흡착 등온선 계산

	 임형규	교수,	강원대학교

17:40	~	18:00	 폐회사 

	 서용원	열역학분자모사부문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