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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Chemical Industry 4.0”
최근 전세계 제조업의 화두인 Industry 4.0(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조업에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프로젝트로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증기기관의 발명, 대량생산 및 자동화,
IT 기술로 대변되는 1~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 구축,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산업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회장 오 장 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는
“Chemical Industry 4.0”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전에서 10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베스트셀러 “축적의 시간” 저자인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의 plenary talk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 심포지엄으로 한국화학공학회-대만화학공학회 공동
국제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고, 화학공학산업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별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산업체 기술교류회,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전문대학(화학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WISET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결과 발표대회, 대학생 Fun&Fun
Festiva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화학산업계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2차 CEO 포럼(10월 26일(목)~27일(금))을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회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공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공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학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화학공학의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화학공학회 또한 회원 여러분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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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Talk 및 Keynote Lecture 안내
Plenary Talk
성명/소속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산업공학과, 대학원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약력사항
‘공학기술과 정책’, ‘효율성 분석이론’ 등의
저서와 번역서로 ‘진화경제이론’을 출판,
에디터로서 2권의 영문 책자를 출판.
‘축적의 시간’을 대표 집필하고, ‘축적의
길’을 출간

발표 제목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Keynote Lecture
성명/소속

세션명

발표 제목
Control of morphology of polymeric
membranes - roles of phase separation,
mass transport and solution rheology

Da-Ming Wang
Nat’l Taiwan University

(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심재진
영남대학교

(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upercapacitors, sensors, and
photocatalysts using graphene

강경보
롯데케미칼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이우형
SK Advanced/SK가스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Shale, 그리고 가스 산업의 미래

이민희
LG하우시스

(특별 심포지엄)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
(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건축장식자재 및 자동차 소재부품 제조를
위한 가공기술 및 新공정 소개

황인석
LG화학

(특별 심포지엄)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
(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고분자 제품의 가공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분자량 분포 및 Branch 최적 설계 기술

Masaru Ogura
University of Tokyo

(특별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In situ TEM observation of PM combustion
over Ag and alkali carbonate catalysts

Todd J. Toops
Oak Ridge Nat’l Lab.

(특별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Minimizing low temperature emissions
through advances in metal oxide catalysts,
supports and traps

권순조
인하대학교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조직공학기법과 미세유체역학기술을 활용한
실험동물 대체시험 개발동향

이사원
삼양바이오팜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양친성 및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전달체를
이용한 나노항암제 개발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3차원 형상의 그래핀 기반 복합체 제조 및
에너지 저장소재 응용

이상엽
연세대학교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아미노산 그룹을 가진 양친성 분자
자기조립체를 이용한 광에너지 전환

강수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동층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기후기술과 청정발전 시스템

신동일
명지대학교

(화학공정안전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심포지엄

인공지능의 활용과 화학공학 연구실의
스마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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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1
10월 25일(수): 대전컨벤션센터
13:00~18:00 Tutorial: 촉매(나노기술 중심)(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공동주관)(101+102호)
13:00~18:10 Tutorial: 결정화 현상의 기초(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결정화 연구회 공동주관)(103호)

10월 25일(수):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15:30~16:30 업무위원장 / 지부장 / 부문위원장 회의
16:30~17:00 평의원등록
17:00~17:50 평의원회의 전 세미나
18:00~18:50 평의원회의
18:50~20:30 평의원만찬

10월 26일(목):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
(205호)

C발표장
(204호)

D발표장
(206+207+208호)

E1발표장
(209호)

E2발표장
(210+211호)

F발표장
(101호)

G발표장
(102호)

H발표장
(103호)

I발표장
(104호)

J발표장
(105호)

K발표장
(106호)

L발표장
(107호)

M발표장
(108호)

사전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00,000원, 정회원B-14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0,000원, 학생회원B-65,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40,000원)
08:00~18:00 현장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10,000원, 정회원B-15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5,000원, 학생회원B-70,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50,000원)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LG하우시스 협찬 바리스타 커피 제공)

[교육
인재양성
위원회]
[여성위원회]
화학공학 에너지 환경
여성 기술
열역학
실무역량
구두발표 I
08:30~11:00
리더
구두발표
강화를 위한 (학생 구두발표)
심포지엄 (08:40~11:00)
교육과정 및 (08:30~11:00)
(09:00~10:40)
평가제도
심포지엄

[특별
[산업체
심포지엄 1] 기술교류회]
한·대만
제1차
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공동
에틸렌 기술
심포지엄 I
교류회 I
(08:40~11:05)

[특별
촉매 및
고분자
재료
심포지엄 4]
공정시스템
반응공학
에너지 저장
구두발표 I 구두발표 I
구두발표 I
구두발표 I
및 변환
(학생 구두발표) (학생 구두발표)
(08:40~11:00)
(학생 구두발표)
(09:00~10:40) (08:30~11:00)
심포지엄 I
(08:30~11:00)

(10:00~12:00)

(08:50~11:00)

(08:40~11:00)

11:00~11:10
11:10~12:00

휴

식

Plenary Talk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이정동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 / '축적의 시간' 저자)] (A발표장(201호))

12:00~12:40

총

12:40~14:00

회 (A발표장(201호))

간친회(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총회 참석 정회원) (202호)

[EDRC]
2017 EDRC
산학협력
14:00~17:40
연구성과
심포지엄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

생물화공
구두발표 I
(14:00~17:20)

(14:00~17:45)

(14:00~17:40)

[주제별
[특별
심포지엄 1]
유동층 미래 화학공학 심포지엄 1]
한·대만
구두발표
연구실의
화학공학회
(14:00~17:00)
안전관리
공동
발전방향
심포지엄 II
심포지엄
(14:00~17:00)

생물화공
부문위원회

(14:00~17:20)

유동층
부문위원회

[특별
심포지엄 2]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
혁명과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14:00~17:40)

[특별
심포지엄 3]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
(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14:00~17:00)
이동현상
부문위원회

11:00~12:30 연구단지 견학(LG화학/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학생회원)
17:40~18:00

경품추첨(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09:00~10:30): 공정시스템, 분리기술, 생물화공, 유동층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16:00~17:40): 공업화학, 미립자공학, 촉매 및 반응공학
홍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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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주제별
심포지엄 2]
심포지엄 3]
지속가능한
최첨단
사회를 위한
분리과학기술
고분자 기술
심포지엄
심포지엄
(14:00~17:40)

[특별
공정시스템 심포지엄 4] 촉매 및
구두발표 II 에너지 저장 반응공학
(학생 구두발표) 및 변환
구두발표 II
(14:00~16:40) 심포지엄 II (14:00~17:00)

(14:00~17:30)

분리기술부문위원회 공정시스템
고분자
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부문위원회

(14:00~17:10)

재료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2
10월 26일(목):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루비룸’
제2차 CEO 포럼(참석대상: 사전 신청한 CEO 클럽 회원)
16:00~16:20
16:20~16:30
16:30~17:50
17:50~18:05
18:05~18:10
18:10~18:40
18:40~18:50
18:50~20:00

등록 및 환영
개회사
오장수(한국화학공학회 회장/LG하우시스 대표이사)
재난메커니즘의 이해와 경영리더십
윤명오(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우수 엔지니어 양성, 공학교육인증제도
송동주(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휴식시간
패널토론(주제: 학계와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産·學·硏 협력)
산업계: 김철진(SK Advanced 대표이사), 이성준(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원장)
학 계: 이관영(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정진석(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연구소: 정순용(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기념촬영
만찬교류회

10월 27일(금):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
(201호)

B발표장
(205호)

C발표장
(204호)

08:00~17:30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G발표장
H발표장
I발표장
J발표장
(206+207+208호) (209+210+211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등 록(도너츠&커피 제공: LG하우시스 협찬 바리스타 커피 제공)

[전문대학
[주제별
위원회]
심포지엄
4]
[2017년도
전문대학 화학공정안전
제14회
화학공학
(화학분야)
구두발표
약물전달
대학생
09:00~12:00
현장 맞춤형 (09:00~11:40) 및 화장품
Fun&Fun
인력양성과정
기술 심포지엄
Festival]
운영사례
(09:00~12:00)
(11:00~17:00)
심포지엄
화학공정안전
공업화학
(10:00~12:00)

부문위원회

부문위원회

WISET 2017
[산업체
여대학(원)생
기술교류회]
공학연구팀제 생물화공
제1차
지원사업
구두발표 II
한국화학공학회
일반/심화과정 (학생 구두발표)
에틸렌 기술
결과발표대회 (10:00~11:20)
교류회 II
- 화학공학 분야 (09:00~12:00)

(09:00~12:10)

12:00~13:00

[주제별
심포지엄 5]
고분자
청정 발전
구두발표 II
시스템 응용
(09:00~12:10)
사례 심포지엄
(09:00~12:00)

K발표장
(106호)

L발표장
(107호)

M발표장
(108호)

[주제별
[특별
심포지엄 6]
심포지엄 5]
미립자의
재료
초저에너지
분리기술
에너지
구두발표 II
자동차
구두발표
기술 응용 (학생 구두발표) 초저배출
(09:00~11:50)
심포지엄 (09:00~11:50)
사업단
(09:30~12:00)
심포지엄
미립자공학
부문위원회

(09:00~12:00)

점심식사

에너지 환경
[2017년도
[2017년도 부문위원회
화학공학
화학공학
대학생
[주제별
대학생
Fun&Fun
Fun&Fun 심포지엄 7]
Festival]
13:00~17:00
Festival] 이차 전지 연구
제13회
동향 및
화학공학
화학공학
전문대학 실기 발전방안
창의설계
심포지엄
경진대회
경진대회
(13:30~17:00)
(11:00~17:00)

(13:20~15:30)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소재 및
소재부품
R&D사업
성과발표회
(수송기기용
소재 및
(13:00~16:00)
공정분야)

WISET 2017
[주제별
[산업체
여대학(원)생 심포지엄 8]
기술교류회]
공학연구팀제 4차 산업
제1차
지원사업
혁명에서
한국화학공학회
일반/심화과정 바이오의약품
에틸렌 기술
결과발표대회 연구 개발 동향
교류회 II
- 화학공학 분야 - 심포지엄
(13:30~16:40)

(13:30~16:45)

[주제별
심포지엄 9]
제6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13:00~16:20)

[특별
심포지엄 5]
초저에너지
재료
자동차
구두발표 III
초저배출
(13:00~16:00)
사업단
심포지엄
(13:30~15:15)

(13:00~17:00)

17:00~17:30 시상식(회명 대학원 연구상, 대림 대학원 논문상, 우수 구두 발표상, 우수 포스터 발표상, 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WISET 여대학(원)생 팀제공학연구상)및 경품추첨(1층 전시홀)
[2017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3회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13:20~16:00)
1층 전시홀

포스터 발표 III(09:00~11:00): 에너지 환경, 열역학, 이동현상
포스터 발표 IV(15:00~16:30): 고분자, 재 료, 화학공정안전
홍보전시회

부문위원회 시간 안내
10월 26일(목)
고분자부문위원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열역학부문위원회
유동층부문위원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재료부문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10월 27일(금)
I발표장(104호)
K발표장(106호)
J발표장(105호)
D발표장(206+207+208호)
J발표장(105호)
E1발표장(209호)
H발표장(103호)
L발표장(107호)
M발표장(108호)

17:40~18:00
17:00~17:30
17:30~17:45
17:20~17:50
17:45~18:00
17:00~17:30
17:00~17:30
17:10~17:40
17:00~17:30

공업화학부문위원회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D발표장(206+207+208호)
K발표장(106호)
C발표장(204호)
C발표장(204호)

12:00~12:30
12:00~12:30
13:00~13:30
12: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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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전 세미나 / 평의원회의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

2017년 10월 25일(수), 16:00~20:30
사회: 김창구, 한국화학공학회 조직이사

16:00
17:00
17:30

평의원등록
미래과학기술과 국가연구 방향
한국화학공학회 중장기 발전 계획안

문 일, 연세대학교 교수/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김우식,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사회: 송광호,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18:00

18:50

평의원회의
1. 보고사항
(1) 주요회무
(2)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2. 승인사항
(1) 기술정보지(NICE) 편집장 선출
3. 심의사항
(1) 정관 개정(안)
(2)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3) 제49대 임원 구성(안)
(4) 제49대 감사 선출
4. 학회상 시상
- 범석논문상, 심강논문상, 석명우수화공인상, 형당교육상, 윤창구상, 박선원 학술상, 양정 생물화공상,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우성일 재료상
5. 기타토의
평의원 만찬

제2차 CEO 포럼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루비룸

2017년 10월 26일(목), 16:00~20:30
사회: 이민희(한국화학공학회 산업계부회장/LG하우시스 연구소장)

16:00

등록 및 환영

16:20
16:30

개회사
재난메커니즘의 이해와 경영리더십

오장수, 한국화학공학회 회장/LG하우시스 대표이사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7:50
18:05

우수 엔지니어 양성, 공학교육인증제도
휴식시간

송동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18:10

패널토론(주제: 학계와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産·學·硏 협력)
산업계: 김철진(SK Advanced 대표이사), 이성준(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원장)

18:40
18:50

학 계: 이관영(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정진석(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연구소: 정순용(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기념촬영
만찬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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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코|드|
심포지엄
심포지엄//구두발표
구두발표코드
코드
O

고분

A

포스터발표 코드
목

-

1

P

발표종류 발표분야 발표장소 발표요일 발표순서
[발표종류별 코드]
심 = 심포지엄

O = 구두발표

공업

금

-

1

발표종류 발표분야 발표요일 발표순서

P = 포스터발표

[발표분야별 코드]
고분자 = 고분
미립자공학 = 미립

공업화학 = 공업
분리기술 = 분리

공정시스템 = 공정
생물화공 = 생물

에너지 환경 = 에환
이동현상 = 이동

열역학 = 열역
재료 = 재료

유동층 = 유동
촉매 및 반응공학 = 촉매

화학공정안전 = 안전
[심포지엄 코드]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심(국제)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심(마스)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심(이동)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심(재료)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심(촉매)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심포지엄-심(안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심포지엄-심(고분)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심(분리)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심(공업)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심(유동)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심(미립)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심(에환)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동향 심포지엄-심(생물)
제6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심(해양)
화학공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심포지엄-심(교육)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심(여성)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심(성과)
WISET 2017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심(위셋)

<협조 사항>
■ 발표자의 동의없이 포스터 및 구두발표장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 구두발표자
•구두발표자는 발표자료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시어 USB에 저장해 오시기 바랍니다.
•발표세션 시작전 미리 발표장에 준비된 노트북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발표자
•포스터 보드에 발표자료를 붙일 수 있는 크기는 약 가로 96cm×세로 120cm입니다(보드 전체 사이즈 100cm×200cm).
•발표 내용물을 부착할 수 있는 시침핀을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는 포스터 내용을 1~2페이지로 요약한 인쇄물(20~30부 정도)을 준비하여 각 보드를 찾아오는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발표자는 발표시작 30분전까지 자료를 게시하여 주시고, 포스터발표 시작 시간부터 40분 동안 반드시 포스터 앞에 있어야 합
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no show 처리됩니다.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후보자는 이와 관계없이 심사위원이 심사할 동
안에는 계속 포스터 앞에 있어야 합니다.
•포스터 게시와 철거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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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특별 심포지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Korea-Taiwan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I)
(Korea-Taiwan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주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F발표장(101호)
대전컨벤션센터

2017년
2017년 10월
10월 26일(목),
26일(목), 08:40~11:05
08:40~11:05
Chairman:
Chairman: Kijung
Kijung Yong,
Yong, POSTECH
POSTECH

08:40 Opening
Openingremarks
remarks
08:40

Woo-Sik Kim,
Woo-Sik
Kim, Senior
Senior Vice
VicePresident
Presidentof
ofKIChE
KIChE

08:50 [Keynote
[KeynoteLecture]
Lecture]Control
Control of
of morphology
morphology of
of
08:50

Da-Ming Wang,
Da-Ming
Wang, Nat’l
Nat’l Taiwan
Taiwan Univ.
Univ.

심(국제)F목-1
심(국제)F목-1

polymericmembranes
membranes - roles
roles of
of phase
phase separation,
separation,
polymeric
mass transport and solution rheology
mass
transport and solution rheology

09:20 [Keynote Lecture]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09:20 [Keynote Lecture]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심(국제)F목-2
심(국제)F목-2

Jae-Jin Shim, Yeungnam Univ.
Jae-Jin Shim, Yeungnam Univ.

of supercapacitors, sensors, and photocatalysts
of supercapacitors, sensors, and photocatalysts
using graphene
using graphene

09:50 Synthesis and modification of Na V (PO ) cathode
09:50 Synthesis and modification of Na33V22(PO44)33 cathode

심(국제)F목-3
심(국제)F목-3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10:15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for developing high
10:15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for developing high
심(국제)F목-4

심(국제)F목-4

Wei-Ren Liu, Chung Yuan Christian Univ.
Wei-Ren Liu, Chung Yuan Christian Univ.

Jeong Woo Han, Univ. of Seoul
Jeong Woo Han, Univ. of Seoul

performance solid oxide fuel cell electrodes
performance solid oxide fuel cell electrodes

10:40 Nanostructure engineering using microplasmas:
10:40
심(국제)F목-5 Nanostructure engineering using microplasmas:

Wei-Hung Chiang, Nat’l Taiwan Univ.
Wei-Hung Chiang, Nat’l Taiwan Univ.

심(국제)F목-5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Synthesis and applications
Synthesis and applications

Speaker
Speaker

Jae-Jin Shim
Jae-Jin
Shim, Dept. of Chem. Eng.,
1990
Ph.D.

Wei-Ren Liu
Wei-Ren
Liu, Chem. Eng., Nat’l
2006
Ph.D.

Jeong Woo Han
Jeong Woo
2010
Ph.D.,Han
School of Chem. &

Univ., of
Texas
at Austin
Ph.D.
Dept.
of Chem.
Eng.,
President,
Korean
Soc. of
Univ.
of Texas
at Austin
Clean
Tech.
2012
President, Korean Soc. of
Present Clean
Prof., Tech.
School of Chem. Eng.,
Yeungnam Univ.
Present Prof., School of Chem. Eng.,
Yeungnam Univ.

2006
2010

Taiwan
Univ. Eng., Nat’l
Ph.D.
, Chem.
Res. Mater.
Taiwan
Univ.and Chem. Lab.,
Ind. Tech.
Res.
Inst.,Lab.,
2010
Res.
Mater.of
and
Chem.
Hsinchu,
Ind.
Tech.Taiwan
of Res. Inst.,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Hsinchu, Taiwan
Chem. Eng., Chung Yuan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ristian Univ.
Chem. Eng., Chung Yuan
Christian Univ.

2010
2012

1990
2012

Wei-Hung Chiang
2009
Ph.D.
, Chem. Eng., Case
Wei-Hung
Chiang

Western Reserve Univ.
Ph.D.
, Chem.
Eng., AIST,
Case
Post-doc.
Fellow,
Western
Japan Reserve Univ.
2010
AIST,
Present Post-doc.
Associate Fellow,
Prof., Dept.
of
Japan
Chem. Eng., NTUST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NTUST

2009
2010

Organizer/Chairman/Speaker
Organizer/Chairman/Speaker
Da-Ming Wang
1992
Ph.D.
,Chem. Eng., Penn.
Da-Ming
Wang

State Univ.
1992
,Chem.
Eng.
, Penn.
Present Ph.D.
Professor,
Dept.
of
Chem.
State
Eng., Univ.
Nat’l Taiwan Univ. /
Present Professor,
Dept.
of
Chem.
Editor, Journal of Chem.
Eng.
Nat’l
Taiwan Univ. /
Eng., of
Japan
Editor, Journal of Chem.
Eng.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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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Eng.
,Georgia
Tech.&
Ph.D.
,School
of Chem.
Post-doc.
Dept. of Tech.
Nuclear
Bio. Eng.,,Georgia
Sci.
& Eng.
MIT of Nuclear
2012
Post-doc.
,,Dept.
Present Associate
Prof.
, Dept. of
Sci. & Eng.
,MIT
Chem. Eng., Univ. of Seoul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Univ. of Seoul

Kijung Yong
1997
Kijung Ph.D.
Yong,Dept. of Chem.
Eng., Carnegie Mellon
1997
Ph.D.,Dept. of Chem.
Univ.
Eng., Carnegie
2000
Post-doc.
, Dept.Mellon
of Chem.
Univ.
Eng.
, Univ. Texas at Austin
2000
Post-doc.
, Dept.
of Chem.
Present
Prof.
, Dept.
of Chem.
Eng.,
Eng., Univ. Texas at Austin
POSTECH
Present Prof., Dept. of Chem. Eng.,
POSTECH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특별

(Korea-Taiwan joint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II)

심포지엄

주

관: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20
Chairman: Jeong Woo Han, Univ. of Seoul

14:00

Gallium oxide based(opto) electronic devices

Jihyun Kim, Korea Univ.

Wet deposition of inorganic nanoporous thin films

Dun-Yen Kang, National Taiwan Univ.

Design of nanocrystal quantum dots as light emitters

Doh Chang Lee, KAIST

심(국제)F목-6

14:25
심(국제)F목-7

14:50
심(국제)F목-8

15:15

Coffee break
Chairman: Da-Ming Wang, Nat’l Taiwan Univ.

15:30
심(국제)F목-9

15:55
심(국제)F목-10

16:20
심(국제)F목-11

16:45

Biomimicking of natural leaf: Physical and chemical
approach
Fluorescent electrospun nanofibers for metal-ion

Wen-Chung Wu, Nat’l Cheng Kung Univ.

sensing applications
Ultrasensitive mechanosensors inspired by spider’s

Tae-il Kim, SKKU

sensory organ
Stimuli-triggered polymeric micelles for cancer therapy Ching-Yi Chen,

심(국제)F목-12

17:10

Kijung Yong, POSTECH

Nat’l Chung Cheng Univ.
Closing remarks

Soo Hyoung Choi, Chonbuk Nat’l Univ.
Chair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KIChE

Speaker
Jihyun Kim

Dun-Yen Kang

Doh Chang Lee

2004

Ph.D.,Chem. Eng., Univ. of
Florida
2005
Post-doc.,US Naval Res.
Lab.
Present Prof., Dept. of Chem. and
Bio. Eng., Korea Univ.

2012

Ph.D.,Chem. & Bio. Eng.,
Georgia Inst. of Tech.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Nat’l
Taiwan Univ.

2007

Ph.D.,Chem. Eng., Univ.
Texas at Austin
2010
Director’s Post-doc. Fellow,
Los Alamos Nat’l Lab.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and Bio. Eng., KAIST

Wen-Chung Wu

Tae-il Kim

Ching-Yi Chen

2006

2009

2009

Ph.D.,Chem. Eng.,
Nat’l Taiwan Univ.,
2008
Post-doc., Mater. Sci. and
Eng., Univ. of Washington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Nat’l Cheng Kung Univ.

Ph.D.,Dept of Chem. and
Bio. Eng., Seoul Nat’l Univ.
2012
Post-doc. Associator,
Dept. of Mater Sci. and
Eng.,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resent Associate Prof.,School of
Chem.Eng., SKKU

Ph.D.,Mater. Sci. & Eng.,
Univ. of Washington
2010
Post-doc. Res. Fellow,
Nat’l Taiwan Univ.
Present Associate Prof.,
Dept. of Chem. Eng.,
Nat’l Chung Che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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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of energy/petrochemical industry symposium)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40
Chairman: 정상문, 충북대학교 (Sang Mun Jeong, Chungbuk Nat’l Univ.)

14:00

[Keynote Lecture]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강경보, 롯데케미칼 연구소

심(마스)G목-1

(The present and future of petrochemical industry)

(Kyung Bo Kang, Lotte Chemical R&D Center)

14:40

[Keynote Lecture] Shale, 그리고 가스 산업의 미래

이우형, SK Advanced/SK가스

심(마스)G목-2

(Post-shale, outlook of gas industry)

(Woo Hyung Lee, SK Advanced/SK Gas)

15:20

Coffee break
Chairman: 이시훈, 전북대학교 (See Hoon Lee, Chonbuk Nat’l Univ.)

15:40

4차 산업혁명과 석유가스 개발 산업

신창훈, 한국가스공사

심(마스)G목-3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il/gas development industry)

(Chang Hoon Shin, KOGAS)

16:10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플랜트

조용태, 한화토탈

심(마스)G목-4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plant)

(Yong Tai Cho, Hanwha Total)

16:40

화학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이호경, LG화학

심(마스)G목-5

(Big data analytics in chemical industry)

(Hokyung Lee, LG Chemical)

17:10

스마트 플랜트 비전 성취를 위한 공정 산업의 디지털 트윈 전략

이강주, 슈나이더일렉트릭

심(마스)G목-6

(The digital twins drives process industry to achieve smart plant vision)

(Kangju Lee, Schneider Electric Software)

Speaker
강경보

이우형

신창훈

200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7 데크항공 대표이사
현 재 롯데케미칼 연구소장

1989 연세대 중어중문학 학사
2015 SK Gas USA 지사장
현 재 SK Advanced 영업개발 본부장 /
SK GAS 중국 지사장

2003 부산대 기계공학 박사
1992 LG전자(주) 연구원
현 재 KOGAS 자원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조용태

이호경

이강주

1992 한양대 화학 학사
현 재 한화토탈 정보전략팀 팀장

1995 POSTECH 화학공학 박사
1998 Purdue Univ.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LG화학 기반기술연구센터장

199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전무

Organizer

Chairman

이민희

정상문

이시훈

1999 Univ. of Waterloo 화학공학 박사
2014 LG하우시스 중앙연구소장
현 재 LG하우시스 중앙연구소 상무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7 Univ. of Nottingham
방문연구원
현 재 충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2003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1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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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특별

(Polymer processing symposium in honor of professor Seung Jong Lee)

심포지엄

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원: 고분자나노 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주
후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00
Chairman: 이성재, 수원대학교 (Seong Jae Lee, Univ. of Suwon)

14:00

Opening remarks

안경현, 서울대학교
(Kyung Hyun Ahn, Seoul Nat’l Univ.)

14:10

[Keynote Lecture] 건축장식자재 및 자동차 소재부품 제조를 위한 가공기술 및

이민희, LG하우시스

심(이동)H목-1

新공정 소개

(Minhee Lee, LG Hausys)

(Introduction of processing technology and new process for manufacture of building
decorative materials and automotive materials and parts)

14:40

스크류 레오미터를 이용한 열민감성 플라스틱과 고충진 재료의 유변물성 측정

김명호, 한남대학교

심(이동)H목-2

(Novel method of measuring polymer melt viscosity for the thermally sensitive and

(Myung Ho Kim, Hannam Univ.)

high filler loading materials using screw rheometer)

15:10

사출성형 가소화 공정 중 발생하는 공기방울의 정량화 연구

이병옥, 아주대학교

심(이동)H목-3

(A quantification study of air bubble developed in the plasticizing process of the injection molding)

(Byungohk Rhee, Ajou Univ.)

15:40

Coffee break

16:00

[Keynote Lecture] 고분자 제품의 가공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분자량 분포 및

황인석, LG화학

심(이동)H목-4

Branch 최적 설계 기술

(Inseok Hwang, LG Chemical)

(Optimization design of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and branches of polymer for
processibility and quality improvement)

16:30

입자계 소재 가공 시 발생하는 불균일성에 대한 고찰

안경현, 서울대학교

심(이동)H목-5

(A perspective on the heterogeneity in the processing of particulate materials)

(Kyung Hyun Ahn, Seoul Nat’l Univ.)

Speaker
이민희

김명호

이병옥

1999 Univ. of Waterloo 화학공학 박사
2014 LG하우시스 중앙연구소장
현 재 LG하우시스 중앙연구소 상무

1999 Stevens Inst. of Tech. 화학공학
박사
1989 LG화학 고분자연구소, 신소재연구소
현 재 한남대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
MKE Co. 대표

1992 Rensselaer Polytechnic Inst.
기계공학 박사
1992 Cornell Univ. 기계공학과
Post-doc.
현 재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황인석

안경현

이성재

199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3 LG화학 중앙연구소 소장
현 재 LG화학 정보전자소재 연구소장

1991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고분자나노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
센터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992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1992 Univ. of Delaware 기계공학과
Post-doc.
현 재 수원대 화공신소재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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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I

심포지엄

(Symposium on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I)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L발표장(107호)

2017년 10월 26일(목), 08:30~11:00
Chairman: 윤성훈, 중앙대학교 (Songhun Yoon, Chung-Ang Univ.)

08:30
심(재료)L목-1

마이크로수퍼커패시터를 위한 3차원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다공성 카본 전극

문준혁, 서강대학교

(3D lithographic fabrication of porous carbon electrodes for high energy density

(Jun Hyuk Moon , Sogang Univ.)

microsupercapacitors)

09:00
심(재료)L목-2

09:30
심(재료)L목-3

차세대 리튬전지용 3차원 다공성 나노구조 전극 연구

석정돈, 한국화학연구원

(Electrodeposited 3D porous nanostructures for next-generation lithium batteries)

(Jungson Suk, KRICT)

리튬이차전지용 층상계 고용량 양극소재의 입자파괴 거동해석 및

송준호, 전자부품연구원

이의 개선을 통한 성능 향상

(June H. Song, KETI)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article-collapse in layered cathode materials of
lithium ion batteries for performance enhancement)

10:00
심(재료)L목-4

리튬 금속 전지 전해질을 위한 덴드라이트 형성 방지 이온성액체 고분자에 관한 연구

최홍수, 삼성종합기술원

(Dendrite formation-inhibiting polymerized ionic liquids as electrolytic material for lithium

(Hongsoo Choi, Samsung Electronics)

metal batteries)

10:30
심(재료)L목-5

리튬이차전지 음극재의 산업 및 기술 동향

오세민, (주)포스코켐텍

(Anode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y: Industry and technological trends)

(Semin Oh, POSCO Chemtech)

Speaker
문준혁

석정돈

송준호

2005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5 Harvard Univ. Visiting Scholar
현 재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11 Univ. of Texas at Austin
Chemistry Ph.D.
2012 LG화학 기술연구원 과장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2016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6 (주)제스이켐, 리튬이차전지
양극소재 개발(장영실상 수상)
현 재 KETI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Organizer
최홍수

오세민

김도형

2013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현 재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1988 KAIST 재료공학 박사
2010 (주)카보닉스 대표이사
현 재 (주)포스코켐텍 상무

1993 Polytechnic Institute
화학공학 박사
1997 LG반도체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Organizer

Organizer/Chairman

이동현

윤성훈

이진우

2009 Carnegie Mellon Univ.
바이오메디컬공학 박사
2010 Univ. of Pittsburgh 바이오공학
Post-doc.
현 재 중앙대 융합공학부 부교수

2005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7 KRICT 책임연구원
현 재 중앙대 융합공학부 부교수

200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MIT 기계공학과 방문연구원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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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II
주

관: 재료부문위원회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10
Chairman: 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Jinwoo Lee, POSTECH)

14:00

리튬이온전지 양극물질 LiNi0.5Mn1.5O4 스피넬의 구조적 안정성

배인태, LLC

심(재료)L목-6

(On the structural stability of LiNi0.5Mn1.5O4 spinels in a LIB environment)

(Intae Bae, LLC)

14:30

고용량 수퍼커패시터 기술동향

양선혜, 한국전기연구원

심(재료)L목-7

(Technology trends for high energy density supercapacitors)

(Sunhye Yang, KERI)

15:00

대용량 전력 저장용 중저온 구동 평판 나트륨-베타 알루미나 전지

정기영,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심(재료)L목-8

(Lower temperature operating sodium beta-alumina battery (LT-NBBs) for

(Keeyoung Jung, RIST)

grid scale energy storage)

15:30

Coffee break

15:40

체액기반 생체삽입형 에너지 저장장치

노광철, 한국세라믹기술원

심(재료)L목-9

(Biocompatible implant electrodes operating in body fluid for energy storage devices)

(Kwang Chul Roh, KICET)

16:10

전기화학적 활성 불화철 및 RGO복합물에 의한 소듐 저장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료)L목-10

(Increasing sodium storage by synthesizing a composite with both electrochemical active

(Kyung Yoon Chung, KIST)

species based on iron fluoride and reduced graphene oxide)

16:40

나트륨이온전지 Sb-계열 음극재 및 적층형 full-cell설계

최정희, 한국전기연구원

심(재료)L목-11

(Sb based anode materials and tacking type full cell design for sodium ion batteries)

(Jeong-Hee Choi, KERI)

Speaker
배인태

양선혜

정기영

1989 Case Western Reserve
Univ. Ph.D.
2016 Duracell Principal Scientist
현 재 LLC Electrochemical
Energy Science

2017 인하대 화학공학 박사수료
현 재 KERI 선임연구원

2008 Univ. of Pittsburgh 박사
2011 U.S. Nat’l Energy
Technology Lab. 연구원
현 재 RIST 전문연구원

노광철

정경윤

최정희

2008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박사
현 재 KICET 에너지소재센터
책임연구원

2003 연세대 금속공학 박사
2006 Brookhaven Nat’l Lab.
Research Associate
현 재 KIST 에너지융합연구단 단장

2006 LG화학 기술연구원
배터리연구소
현 재 KERI 창의연구본부
전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Organizer

Organizer/Chairman

김도형

이동현

윤성훈

1993 Polytechnic Institute
화학공학 박사
1997 LG반도체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2009 Carnegie Mellon Univ.
바이오메디컬공학 박사
2010 Univ. of Pittsburgh
바이오공학 Post-doc.
현 재 중앙대 융합공학부 부교수

2005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07 KRICT 책임연구원
현 재 중앙대 융합공학부 부교수

이진우
200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5 MIT 기계공학과 방문연구원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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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L발표장(107호)

심포지엄

(Symposium on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II)

특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심포지엄

(Symposium on Super Ultra Low Energy and Emission Vehicle
(SULEEV) center)



공동주관: 촉매부문위원회, 고려대학교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대전컨벤션센터 M발표장(108호)

2017년 10월 27일(금), 09:00~15:15
Chairman: 조성준, 전남대학교 (Sung June Cho, Chonnam Nat’l Univ.)

09:00

Opening remarks

이관영, 고려대학교
(Kwan-Young Lee, Korea Univ.)

09:05
심(촉매)M금-1

09:45

[Keynote Lecture] In situ TEM observation of PM combustion
over Ag and alkali carbonate catalysts
Diesel after-treatment technology using plasma fuel reformer

송영훈, 한국기계연구원
(Young-Hoon Song, KIMM)

심(촉매)M금-2

10:15

Masaru Ogura, Univ. of Tokyo

Coffee break
Chairman: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eong Woo Han, Univ. of Seoul)

10:30
심(촉매)M금-3

11:00
심(촉매)M금-4

11:30
심(촉매)M금-5

12:00
13:30
심(촉매)M금-6

14:10

Thermal stability of Cu/CHA catalyst: Effect of Al content and
조성준, 전남대학교
counter cation
(Sung June Cho, Chonnam Nat’l Univ.)
Catalyst coating technology with strong adhesion to metal
최준환, 한국기계연구원
substrate for exhaust gas after-treatment applications
(Joon-Hwan Choi, KIMM)
Understanding of Pt-alumina interaction based on alumina
곽자훈, 울산과학기술원
surface properties
(Ja Hun Kwak, UNIST)
Lunch
Chairman: 김도희, 서울대학교 (Do Heui Kim, Seoul Nat’l Univ.)
[Keynote Lecture] Minimizing low temperature emissions
Todd J. Toops, Oak Ridge Nat’l Lab.
through advances in metal oxide catalysts, supports and traps
Effect of metal dopants on ceria catalysts for CO oxidation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Jeong Woo Han, Univ. of Seoul)

심(촉매)M금-7

14:40
심(촉매)M금-8

15:10

Promoting effects of hydrothermal treatment on the activity and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원
durability of Pd/CeO2 catalysts for CO oxidation
(Hyunjoo Lee, KAIST)
Closing remarks
이관영, 고려대학교
(Kwan-Young Lee, Korea Univ.)

Speaker
Masaru Ogura

송영훈

최준환

곽자훈

1998 Waseda Univ. Ph.D.
2002 Oita Univ. Post-doc.
현 재 Univ. of Tokyo Prof.

1994 Penn. State Univ.
기계공학 박사
현 재 한국-중국-일본
플라즈마.정전기 교류회
조직위원장 / KIMM
환경시스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1999 서울대 금속공학 박사
2006 Catalytic Solutions, Inc.
Sr. Material Scientist
현 재 KIMM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1996 KAIST 화학 박사
2013 PNNL 연구원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부교수

Todd J. Toops

이현주

2001 Penn. State Univ. Ph.D.
현 재 Oak Ridge Nat’l Lab.
Research Scientist

2005 Caltech 화학공학 박사
2007 LBNL and UC Berkeley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Organizer

Organizer/Chairman

Chairman/Speaker

이관영

김도희

조성준

한정우

1990 동경대 합성화학 박사
1993 Univ. of Pittsburgh
화학과 방문교수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00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1 PNNL 선임연구원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

1997 KAIST 화학 박사
2002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2010 Georgia Tech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2 MIT 원자력공학 Post-doc.
현 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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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for the future)
공동주관: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후
원: 한국위험물학회, 대학환경안전협회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00
Chairman: 김태옥, 명지대학교 (Tae-Ok Kim, Myongji Univ.)
Opening remarks

14:10

[Keynote Lecture] 인공지능의 활용과 화학공학 연구실의
스마트 안전관리

(Dongil Shin, Myongji Univ.)

심(안전)E2목-1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김동섭, 대전광역시 시의원/제4차 산업특별위원장
신동일, 명지대학교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ies)

14:40

국내외 화공관련 연구실의 안전관리 실태와 미래 안전관리 방안

(The present status of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in chemical laboratory
and a proposal for the future safety management plan)

이익모, 인하대학교

심(안전)E2목-2

15:10
15:30

Coffee break
화학(공)분야 연구실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분석과 시사점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Ikmo Lee, Inha Univ.)

심(안전)E2목-3

(Implications and accident analysis through laboratory accident
investigation in chemical field)

16:00

미래 인재 보호를 위한 화학 물질 취급 연구실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정승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화공(화)연구실의 안전점검을 통한 바람직한 안전관리 방안

이명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심(안전)E2목-4

(Keunwon Lee, KOSHA)

(Seong-pil Chung, Nat’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Development of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guideline for
future talent protection)

16:30
심(안전)E2목-5

(A desirable safety management plan through safety inspection in
chemical laboratory)

17:00

Wrap-up discussion

(Myunghwan Lee, Nat’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이근원,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
(Keunwon Lee, KOSHA)

Speaker
신동일

이익모

정승필

1997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9 Translational Genomics
Research Inst. 겸임교수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

1989 Ohi Stae Univ. 이학박사
경 력 대학환경안전협회 부회장, 회장,
고문
현 재 인하대 화학과 교수

2005 Univ. of Tokushima 의과학
박사
경 력 Univ. of Tokushima 조교수
현 재 KRIBB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장 / 과기정통부
시험.연구용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

Organizer/Speaker

Organizer

이명환

이근원

노영희

2011 충북대 안전공학 학사
2011 정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수행
현 재 KRIBB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팀장 / 과기정통부
연구실사고조사반원

1993 숭실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회장
현 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연구센터
소장 /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

1998 한남대 경제학 박사
경 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 센터장
현 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본부장

Chairman
김태옥
1983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한국가스학회 회장
현 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 /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 미래부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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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심포지엄

대전컨벤션센터 E2발표장(210+211호)

부문위원회 주제별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심포지엄

부문위원회 주제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심포지엄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 for sustainability)
주

관: 고분자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I발표장(104호)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40

심포지엄

Chairman: 남재욱, 서울대학교 (Jaewook Nam, Seoul Nat’l Univ.)



14:00

압전성을 가지는 바이오 물질을 이용한 고 효율 에너지 전환

김진곤, 포항공과대학교

심(고분)I목-1

(Bio-based piezoelectric materials with high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Jin Kon Kim, POSTECH)

14:25

프린팅 전지 개발을 위한 잉크 화학 및 유변학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

심(고분)I목-2

(Ink chemistry and rheology for printed batteries)

(Sang-Young Lee, UNIST)

14:50

허니컴 구조체 기반의 3차원 해수담수화 셀을 활용한 축전식 흐름전극 수처리 기술

조용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고분)I목-3

(A novel three-dimensional desalination system utilizing honeycomb-shaped lattice structures

(Younghyun Cho, KIER)

for flow-electrode capacitive deionization)

15:15

고분자량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3차원 네트워크 자이로이드 구조 및 응용

류두열, 연세대학교

심(고분)I목-4

(Controlled 3D network structure of gyroid structures using high-molecular-weight block

(Du Yeol Ryu, Yonsei Univ.)

copolymer self-assembly)

15:40

Coffee break
Chairman: 김연상, 서울대학교 (Youn Sang Kim, Seoul Nat’l Univ.)

16:00

역오팔상 나노구조체 기반의 멀티스케일 아키텍쳐 기능성 멤브레인 기술

유필진, 성균관대학교

심(고분)I목-5

(Multiscale-architectured functional membranes utilizing inverse opal structures)

(Pil Jin Yoo, SKKU)

16:25

기능성 마이크로입자의 2차원 배열을 통한 고감도 바이오전자센서 개발

김진웅, 한양대학교

심(고분)I목-6

(Highly sensitive bioelectric sensors by 2-D array of functional microparticles)

(Jin Woong Kim, Hanyang Univ.)

16:50

비천연 아미노산 단량체를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폴리머 설계

권인찬, 광주과학기술원

심(고분)I목-7

(Design of artificial biopolymers using non-natural amino acid building blocks)

(Inchan, Kwon,GIST)

17:15

정유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및 비전(S-OIL)

이영진, S-Oil

심(고분)I목-8

(Refinery-petrochemical integration - challenge or competitive edge to refiners)

(Young Jin Lee, S-Oil)

Speaker
김진곤

이상영

조용현

류두열

1990 Polytechnic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APS Fellow /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1997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8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2012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6 Univ. of Pennsylvania
Post-doc.
현 재 KIER 에너지효율
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

2003 POSTECH 화학공학과 박사
2005 UMASS Amherst
Post-doc. Researcher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유필진

김진웅

권인찬

이영진

2004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6 MIT 화학공학 Post-doc.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공학 /
고분자공학부 교수

2000 한양대 공업화학 박사
2005 Harvard Univ. 물리학과
Post-doc.
현 재 한양대 화학분자공학과 교수

2007 Univ. of California
화학공학 박사
2008 Univ. of California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GIST 연구처장,
신소재공학부 부교수

1997 KAIST 신소재공학 석사
2012 롯데케미칼 기능성소재 BU장
현 재 S-Oil Chemical TS&D
부문장

Organizer/Chairman
김연상

남재욱

2002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4 MIT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2009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2 Rice Univ.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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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s in separation science & technology symposium)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J발표장(105호)

2017년 10월 26일(목), 14:00~17:30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및 기체분리막 응용

김종학, 연세대학교

(Synthesis of graft copolymers and their applications to gas separation membranes)

(Jong Hark Kim, Yonsei Univ.)

14:25

물 선택성 제올라이트 복합 분리막 제조 및 물 투과 원리

조철희, 충남대학교

심(분리)J목-2

(Fabrication and water permeation mechanism of water selective zeolite composite membranes) (Churl Hee Cho, Chungman Nat’l Univ.)

14:50
심(분리)J목-3

Nanoporous and thermally stable polymer separator for
high-speed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y

15:15

Coffee break

강상욱, 상명대학교
(Sang Wook Kang, Sangmyung Univ.)

Chairman: 정용철, 부산대학교 (Yongchul G. Chung, Pusan Nat’l Univ.)
15:25
심(분리)J목-4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의 불포화배위 금속이온 자리를 이용한 기체의 선택적
흡착 및 분리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
(Jong-San Jang, KRICT)

(Selective sorption and separation of gases by coordinatively unsaturated sites in
metal-organic frameworks)

15:50

Cu1+ 이온 함유 MOF 및 POP를 이용한 효율적인 C3H6/C3H8 및 CO/CO2 분리

배윤상, 연세대학교

심(분리)J목-5

(Efficient C3H6/C3H8 and CO/CO2 separations using Cu1+ incorporated MOFs and POPs)

(Youn-sang Bae, Yonsei Univ.)

16:15

온실가스 포집을 위한 탄소기반의 다공성 흡착제 개발

이기봉, 고려대학교

심(분리)J목-6

(Development of carbon-based porous adsorbents for capturing greenhouse gases)

(Kibong Lee, Korea Univ.)

16:40

Computational recycling of metal-organic frameworks

김지한, 한국과학기술원
(Jihan Kim, KAIST)

심(분리)J목-7

17:05
심(분리)J목-8

연소 후 CO2 포집을 위한 고체 아민 흡착제 개발

최민기, 한국과학기술원

(Rational design of solid adsorbents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via temperature swing)

(Minkee Choi, KAIST)

Speaker
김종학

조철희

강상욱

2003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05 MIT 재료공학과 Post-doc.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01 KAIST 재료공학 박사
2010 KIER 책임연구원
현 재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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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산

배윤상

이기봉

1996 KAIST 화학 박사
1999 UC 산타바바라대 MRL Visting
Scholar
현 재 KRICT CCP 융합연구단
올레핀분리팀 책임연구원

2006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0 Northwestern Univ.
화학공학과 연구교수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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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한

최민기

2009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Electrical Eng. 박사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 KI
Nanocentury Joint Appointment

2007 KAIST 화학 박사
2009 UC Berkeley 화학공학과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Organizer/Chairman
이평수

정용철

2011 Univ.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3 Oak Ridge Nat’l Lab. Post-doc.
현 재 KRICT 분리막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013 Case Western Reserve Univ.
Chem. Eng.
2016 Northwestern Univ. Chem.&
Biological Eng. Post-doc.
현 재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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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심(분리)J목-1

심포지엄

Chairman: 이평수, 한국화학연구원 (Pyung-soo Lee, KRICT)

부문위원회 주제별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

부문위원회 주제별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Drug delivery and cosmetics symposium)
주

관: 공업화학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D발표장(206+207+208호)

2017년 10월 27일(금), 09:00~12:00

심포지엄

Chairman: 조영민, 경희대학교 (Young Min Jo, Kyung Hee Univ.)
09:00

Opening remarks

조영민, 경희대학교



(Young Min Jo, Kyung Hee Univ.)

09:05
심(공업)D금-1

09:45
심(공업)D금-2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이해

이화미, 식품의약품안전처

(Understanding standards and testing methods for quality control of pharmaceuticals)

(Hwa Mi Lee, MFDS)

의약제제 및 화장품 기술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 출원 제도

김강필, 특허청

(Patent application for pharmaceutical and cosmetic technology)

(Kangpil Kim,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25

Coffee break

10:40

[Keynote Lecture] 조직공학기법과 미세유체역학기술을 활용한 실험동물

권순조, 인하대학교

대체시험 개발동향

(Soonjo Kwon, Inha Univ.)

심(공업)D금-3

(Current status in viable alternatives to animal test using tissue engineering techniques)

11:20
심(공업)D금-4

[Keynote Lecture] 양친성 및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전달체를

이사원, 삼양바이오팜

이용한 나노항암제 개발

(Sawon Lee, Samyang BioPharm)

(Development of nanomedicines for treatment of cancer using amphiphilic
and biodegradable polymeric nanocarriers)

Speaker
이화미

김강필

권순조

2011 서울대 약학 박사
경 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사
현 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 보건연구사

2006 서울대 약학 박사
경 력 대웅제약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현 재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2000 UC Irvine 생물화학공학 박사
2013 Univ. of Utah 생물공학과 교수
현 재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 /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Organizer

Chairman

이사원

장동진

조영민

2001 서울대 약학 박사
경 력 삼양사 의약연구소 수석연구원,
프로젝트 리더
현 재 삼양바이오팜 의약바이오연구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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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Univ. of New South Wales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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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clean power generation system application)
주
후

관: 유동층부문위원회
원: FEP 융합연구단
2017년 10월 27일(금), 09:00~12:00
Chairman: 고강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ang Seok Go, KIER)

Opening remarks

이동현, 유동층부문위원장
(Dong Hyun Lee, Sungkyunkwan Univ.)

09:10

[Keynote Lecture] 기후기술과 청정발전 시스템

강수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유동)H금-1

(Climate technology and clean power generation system)

(Suil Kang, Ministry of Science and ICT)

09:40

청정 석탄화력발전의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이재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유동)H금-2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and perspective of clean coal power

(Jae Goo Lee, KIER)

generation system)

10:10

슬러지 순산소 유동층 연소특성

장하나, 연세대학교

심(유동)H금-3

(Oxy-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sludge in a fluidized bed)

(Ha-Na Jang, Yonsei Univ.)

10:40

Coffee break
Chairman: 서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yung Won Seo, KIER)

11:00

고형연료사용 순환유동층 연소로에서 연소장애 및 극복기술

배달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유동)H금-4

(Development of challenging technology in commercial SRF circulating

(Dal hee Bae, KIER)

fluidized bed combustor)

11:30

삼척 대용량 유동층 2:1 조합 발전 설비 시운전 성공 사례

정성재, 한국남부발전

심(유동)H금-5

(Successful commissioning case of large capacity CFBC boiler

(Sung Jae Jung, Korea Southern Power Co.)

2 units & 1,000MW turbine 1 unit combined power plant at located
Samcheok in Korea)

Speaker
강수일

이재구

장하나

1999 서울대 농화학 박사
2004 GIST 연구교수
현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전문위원

1997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5 KIER 기후변화연구본부장
현 재 KIER FEP융합연구단장

2006 연세대 환경공학 박사
2007 US EPA 대기오염부 Post-doc.
현 재 연세대 환경공학부 연구교수

배달희

정성재

2002 충북대 화학공학 박사
1991 KIER 에너지환경연구부 기술원
현 재 KIER 온실가스연구실
책임기술원

2008 부산대 발전연소전공 석사
1996 한국남부발전 본사 발전처,
삼척발전본부 유동층 보일러부
현 재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부장

Organizer/Chairman

Chairman

서명원

고강석

2011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2 KAIST 응용과학연구소
Post-doc.
현 재 KIER 기후변화연구본부,
FEP 융합연구단 선임연구원

2010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4 SK이노베이션 GT 선임연구원
현 재 KIER 기후변화연구본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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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심포지엄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부문위원회 주제별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부문위원회 주제별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Applications of fine particles for energy technology)
주

관: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K발표장(106호)

2017년 10월 27일(금), 09:30~12:00

심포지엄

Chairman: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Jung Hyeun Kim, Univ. of Seoul)
09:30



심(미립)K금-1

[Keynote Lecture] 3차원 형상의 그래핀 기반 복합체 제조 및 에너지 저장소재 응용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Manufacturing three dimensional graphene based composites and their applications for energy

(Hee Dong Jang, KIGAM)

storage materials)

10:00
심(미립)K금-2

[Keynote Lecture] 아미노산 그룹을 가진 양친성 분자 자기조립체를 이용한

이상엽, 연세대학교

광에너지 전환

(Sang-Yup Lee, Yonsei Univ.)

(Energy conversion via self-assembled amphiphilic molecules including amino groups)

10:30
심(미립)K금-3

11:00
심(미립)K금-4

11:30
심(미립)K금-5

그래핀계 하이브리드소재 합성과 에너지 응용

한태희, 한양대학교

(Synthesis and energy applications of graphene hybridized materials)

(Tae Hee Han, Hanyang Univ.)

초고속 충전용 리튬전지를 위한 실리콘기반 음극재료 설계

정대수, 한국세라믹기술원

( Designing robust Si-based anode materials for high fast charging LIB)

(Dae Soo Jung, KICET)

초정밀 첨단 부품 제작을 위한 나노급 초경소재 합성 및 그 특성에 관한 연구

구혜영, 한국기계연구원

( Production of nano-structured super lightweight materials for precisely controlled

(Hye Young Koo, KIMM)

products and their characteristics)

Speaker
장희동

이상엽

한태희

1993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2005 Hiroshima Univ. 화학공학과
박사
현 재 Executive Editor,
Advanced Powder
Technology / KIGAM
자원활용연구센터 영년직 연구원
/ UST 나노재료공학과 교수

2005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2006 City Univ. of New York
화학과 Post-doc.
현 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10 KAIST 신소재공학 박사
2012 Northwestern Univ.
Post-doc.
현 재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정대수

구혜영

김정현

2012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4 KAIST 응용공학연구소
현 재 KICET 에너지소재센터
선임연구원

2009 건국대 화학공학 박사
2010 KIER Post-doc.
2011 KIMM 부설 재료연구소
실용화연구단 소재실용화연구실
선임연구원

2003 Univ. of Maryland 화학공학
박사
2006 Univ. of Minnesota
Post-doc.
현 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

20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20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Symposium on the research of second rechargeable batteries
and the future directions)
주

관: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2017년 10월 27일(금), 13:30~17:00
Chairman: 김희탁, 한국과학기술원 (Hee Tak Kim, KAIST)

14:00
심(에환)C금-2

The role of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on sodium metal

변혜령, 한국과학기술원

in sodium-oxygen batteries

(Hye Ryung Byon, KAIST)

리튬 이온 전지용 층상계 산화물 양극 소재를 위한 선택적 도핑 및

이규태, 서울대학교

코팅 방법

(Kyu Tae Lee, Seoul Nat’l Univ.)



13:30
심(에환)C금-1

(Selective doping and coating for layered oxide cathode materials in lithium
ion batteries)

14:30
심(에환)C금-3

15:00

전해액 첨가제에 따른 레독스 플로우 전지 성능

신경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ffects of electrolyte additives for redox flow battery)

(Kyoung Hee Shin, KIER)

Coffee break
Chairman: 임탁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ak-Hyoung Lim, KIER)

15:30
심(에환)C금-4

16:00
심(에환)C금-5

16:30

리튬금속음극 보호막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이차전지 구현

김희탁, 한국과학기술원

(Lithium metal electrode protection for next generation batteries)

(Hee Tak Kim, KAIST)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

김제영, LG화학

(Development and future outlook of lithium ion battery materials)

(Je Young Kim, LG Chemical)

Closing remarks

이재우, 한국과학기술원/에너지 환경부문위원장
(Jae W. Lee, KAIST)

Speaker
변혜령

이규태

신경희

2008 POSTECH 화학 박사
2016 일본 이화학연구소 Byon
Initiative Research Unit
현 재 KAIST 화학과 조교수

2006 서울대 응용화학 박사
2014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부교수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1998 단국대 물리학 박사
2004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전기화학
Post-doc.
현 재 KIER 에너지ICT.ESS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제영
1999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4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셀선행그룹장
현 재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소재그룹장, 연구위원

Organizer

Chairman/Speaker

심포지엄

대전컨벤션센터 C발표장(204호)

부문위원회 주제별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Chairman

이재우

김희탁

임탁형

2000 Carnegie Mellon Univ.
화학공학 박사
2012 New York Univ. 교수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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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현 재 KIER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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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주제별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동향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iotherapeutic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주

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심포지엄

대전컨벤션센터 F발표장(101호)

2017년 10월 27일(금), 13:30~16:45



Chairman: 정기준, 한국과학기술원 (Ki Jun Jeong, KAIST),
정상택, 국민대학교 (Sang Taek Jung, Kookmin Univ.)
13:30

Bipodal peptide ligands: A novel class of high-affinity

전상용, 한국과학기술원

심(생물)F금-1

peptid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Sangyong Jon, KAIST)

13:55

효능 및 혈중 반감기 향상을 위한 항체 Fc 공학

정상택, 국민대학교

심(생물)F금-2

(Engineering antibody Fc for improved efficacy and prolonged serum half-life)

(Sang Taek Jung, Kookmin Univ.)

14:20

Antibody-oriented translational research

김용성, 아주대학교

심(생물)F금-3

14:45

(Yong-Sung Kim, Ajou Univ.)

Deep sequencing of antibody repertoire for biomedical application

심(생물)F금-4

박대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Dae Chan Park, KIST)

15:10

Coffee break

15:30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의 신약개발

김용주,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심(생물)F금-5

(Open innovation in biotech industry - legochem biosciences case)

(Yong Zu Kim, LegoChemBio)

15:55

Global tech transfer in biotechnology industry: Korea to EU/US

안용호, 아키젠바이오텍

심(생물)F금-6

(Yongho Ahn, Archigen Biotech)

16:20

바이오시밀러 항체 개발 - 램시마케이스 연구

이수영, (주)셀트리온

심(생물)F금-7

(Global view of biosimilar and remsima success story)

(Soo Young Lee, Celltrion)

Speaker
전상용

김용성

박대찬

1999 KAIST 화학 박사
2004 MIT Post-doc.
현 재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2002 Univ. of Colorado
약학생물공학 박사
2004 MIT Post-doc.
현 재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교수

2014 UT at Austin Cell and
Molecular Biology 박사
2016 UT at Austin Post-doc.
현 재 KIST 의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용주

안용호

이수영

1983 KAIST 유기화학 박사
2006 (주)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신약연구소장/LG BMI법인장
현 재 (주)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1995 서울대 공업화학 석사
2015 한화케미칼 바이오연구센터 상무
현 재 아키젠바이오텍 CMC Division
본부장, 상무

2012 인하대 해양생물공학 박사
2003 (주)녹십자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재 (주)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
상무

Organizer/Chairman

Chairman/Speaker

정기준

정상택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2008 UT at Austin, Research
Associate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2009 UT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10 Caltech Post-doc.
현 재 국민대 응용화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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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plants and chemical engineering symposium)
주

관: 분리기술부문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J발표장(105호)

2017년 10월 27일(금), 13:00~16:20

13:00
심(해양)J금-1

심(해양)J금-2

한준희, 삼성중공업

(Experimental study on the pilot separator performance with droplet distribution)

(Junhee Han, SHI)

해저 생산 시스템과 MEG 재생 공정의 연계 운전: 파일럿 플랜트 실증

서유택, 서울대학교

(Integra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 with MEG regeneration process:

(Yutaek Seo, Seoul Nat’l Univ.)

Operation of MEG regeneration pilot plant)

14:00
심(해양)J금-3

14:30

다상유동 루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담수플랜트 개발

이주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n-situ monitoring for multiphase flow loop, and development of desalination plant)

(Ju Dong Lee, 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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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심(해양)J금-4

15:20
심(해양)J금-5

15:50
심(해양)J금-6

IAM을 활용한 Topside 공정과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연동

이상호, 삼성중공업

(Integrated simulation of topside process and subsea production system using IAM)

(Sangho Lee, SHI)

FSRU용 글리콜 간접 가열 방식LNG 재기화 시스템 개발

박상민, 현대중공업

(Developing regasification system for FSRU)

(Sangmin Park, HHI)

미래 선박의 통합 모사 및 최적화 시스템

장대준, 한국과학기술원

(Integrated simulator and optimizer for future ships)

(Daejun Chang, KAIST)

Speaker
한준희

이주동

이상호

2010 한양대 기계공학 석사
현 재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1 경북대 환경공학 박사
2006 UBC Canada Post-doc.
Fellow
현 재 KITECH 수석연구원

2015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현 재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상민

장대준

2003 서울대 기계공학 석사
현 재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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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er

Organizer/Chairman/Speaker

Chairman

김종남

서유택

고민수

1994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분리기술부문위원장 / KIER
책임연구원

2003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2 CSIRO Petroleum Team
Leader
현 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2005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10 SK기술원 선임연구원
2017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재 한화토탈 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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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액적 분포도를 활용한 파일럿 세퍼레이터 성능 검증의 실험적 연구

심포지엄

Chairman : 고민수, 한화토탈 (Minsu Ko, Hanwha Total)

부문위원회 주제별

제6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산업체 기술교류회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I
(Ethylene User Session with KIChE I)
후

원: 한화토탈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7년 10월 26일(목), 10:00~17:40
Chairman: 김태희, 한화토탈

10:00

Opening ceremony

남이현, 한화토탈

10:20

Breakthrough in C2 tail-End & Front-End Catalyst by Clariant

Nobuto Kobayashi, Clariant

11:00

Digital ethylene plant

Kenichi Tominaga, Toyo Engineering

12:00

점심식사 및 참여사 교류시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Chairman: 정상문, 충북대학교

14:00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강경보, 롯데케미칼 연구소

14:40

Shale, 그리고 가스 산업의 미래

이우형, SK가스

15:20

Coffee break
Chairman: 이시훈, 전북대학교

15:40

4차 산업혁명과 석유가스 개발 산업

신창훈, 한국가스공사

16:10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플랜트

조용태, 한화토탈

16:40

화학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이호경, LG화학

17:10

스마트 플랜트 비전 성취를 위한 공정 산업의 디지털 트윈 전략

이강주, 슈나이더일렉트릭

Speaker
Nobuto Kobayashi

Kenichi Tominaga

현 재 Head of Sales Region
APAC Petrochemical
Catalysts, BU Catalysts
Clariant Catalysts (Japan)
K.K.

학 력 Kyushu Univ. Chemical
Engineering
현 재 Deputy General Manager
Process Engineering
Division, Toyo Engineering
Corporation (Japan)

Organizer

Chairman

남이현

정진석

김태희

학 력 서울대 공업화학 학사
경 력 한화토탈 NCC공장장 /
한화토탈 원료생산담당
현 재 한화토탈 프로젝트 담당 /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학 력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Univ. of Maryland 연구원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학 력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현 재 한화토탈 NCC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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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 User Session with KIChE II)
후

원 : 한화토탈

대전컨벤션센터 G발표장(102호)

2017년 10월 27일(금), 09:00~16:00
Chairman: 정혜성, 한화토탈

09:00

User Session II : 각사 Safety Agenda 공유발표

참가사 대표

10:20

User Session II : Review

주관사 대표

11:00

Fouling Mechanism in the Ethylene Plant

하용진, Nalco Korea

12:00

점심식사 및 참여사 교류시간

13:00

국내 석유석유화학공장의 SIS/SIL 설치현황과 문제

이형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00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제도

홍경진, 환경부

15:00

Closing remarks

김태희, 한화토탈

Speaker
하용진

이형섭

홍경진

학 력 중앙대 화학공학 학사
경 력 AP CPI Industry
Technical Consultant
현 재 Nalco Korea 상무

학 력 Aberdeen 위험과 안전관리
석사
현 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장/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대응본부장

경 력 환경부 정책총괄과 /
울산시 환경협력관
현 재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Organizer

Chairman

남이현

정진석

정혜성

학 력 서울대 공업화학 학사
경 력 한화토탈 NCC공장장 /
한화토탈 원료생산담당
현 재 한화토탈 프로젝트 담당 /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학 력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Univ. of Maryland 연구원
현 재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학 력 POSTECH 환경공학 석사
현 재 한화토탈 NCC공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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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기술교류회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II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화학공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심포지엄
(Curriculum and assessment system for enhancement of
practical competencies in chemical engineering symposium)
주
후

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원: 한국생산성본부

심포지엄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7년 10월 26일(목), 08:40~11:00
Chairman: 이광복, 충남대학교 (Kwang Bok Yi, Chungnam Nat’l Univ.)

08:40

화학공학 관련 프로그램의 표준이수체계 연구

박윤국, 홍익대학교

심(교육)B목-1

(Investigation of standard curriculum system in chemical engineering

(YoonKook Park, Hongik Univ.)

related programs)

09:05

화학공학 관련 프로그램의 해외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비교연구

이규녀 / 황주영, 충남대학교

심(교육)B목-2

(Comparison study for foreign curriculum and accreditation system in

(Kyu Nyo Lee / Ju Young Hwang,

chemical engineering programs)

Chungnam Nat’l Univ.)

09:30

국내 화학공학 인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제언

홍연기, 한국교통대학교

심(교육)B목-3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accreditation system for domestic chemical

(Hong, Yeon Ki,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programs)

09:55

Coffee break

10:05

대학생 대상 해외 실무역량 평가제도 비교연구

이광복, 충남대학교

심(교육)B목-4

(Comparison study for foreign evaluation systems for practical competencies)

(Kwang Bok Yi, Chungnam Nat’l Univ.)

10:30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의 개발현황 소개

박명준, 아주대학교

심(교육)B목-5

(Development status of Test of Practical Engineering Competency)

(Myung-June Park, Ajou Univ.)

Speaker
박윤국

이규녀

황주영

2000 Auburn Univ. 화학공학 박사
2006 Tuskegee Univ. 화학공학
조교수
현 재 홍익대 바이오화학공학과 교수

2010 충남대 교육학 박사
2010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현 재 충남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2011 전남공업고 교사
2016 충남대 교육학 박사
현 재 충남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홍연기

박명준

2002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3 LGCNS 컨설팅부문
선임컨설턴트
현 재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전공
교수

2003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2006 UC Santa Barbara Post-doc.
현 재 아주대 화학공학과 교수

Organizer/Chairman
이광복
2004 Louisiana State Univ.
화학공학 박사
2010 KIER 선임연구원
현 재 충남대 화학공학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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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lead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ymposium)
관: 여성위원회
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컨벤션센터 D발표장(206+207+208호)

2017년 10월 26일(목), 09:00~10:40
Chairman: 김상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ang-Kyung Kim, KIER)

09:00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포집-광물 전환을 위한 단일공정개발

윤민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single process for effective CO2 capture-mineralization)

(Min Hye Youn, KIER)

저급 중질유분의 수첨분해 반응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박선영, 한국화학연구원

(Upgrading of low-quality polyaromatic hydrocarbon compounds by selective

(Sunyoung Park, KRICT)

심(여성)D목-1

09:20
심(여성)D목-2

hydrogenation and ring opening reactions)

09:40

리튬 설퍼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양극 개질 및 전해액에 대한 고찰

현정은, 자동차부품연구원

(Characteristic analysis of lithium sulfur battery to improve its performance)

(Jungeun Hyun, KATECH)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색변환 가스 센서

김지연, 삼성전자

(Washable and reusable ionic liquid colorimetric gas sensor)

(Jee Yeon Kim, Samsung Electronics)

화학 산업에서의 혁신 공정 개발

주은정, LG화학

(Process intensification for sustainable chemical industry)

(Eunjung Joo, LG Chemical)

심(여성)D목-3

10:00
심(여성)D목-4

10:20
심(여성)D목-5

Speaker
윤민혜

박선영

현정은

2010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롯데케미칼 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재 KIER 선임연구원

2012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3 Northwestern Univ. Post-doc.
현 재 KRICT 선임연구원

2016 Kyushu Univ. 자동차과학 박사
2008 LG화학기술연구원 배터리 연구소
대리
현 재 KATECH
에너지저장시스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Organizer/Chairman
김지연

주은정

김상경

2009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2010 UC Berkeley Post-doc.
현 재 삼성전자 DMC연구소
책임연구원

2001 KAIST 화학공학 박사
현 재 LG화학 연구위원

2004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2013 Univ. of Maryland 방문연구원
현 재 KIER 책임연구원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27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27

심포지엄

주
후

여성위원회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전문대학위원회

전문대학(화학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Development practice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curriculum in the chemical industry symposium)

심포지엄

주

관: 전문대학위원회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7년 10월 27일(금), 10:00~12:00
Chairman: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Young-Hae Park, Yeungnam Univ. College)

10:00

생명화공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사례

김동회, 동양미래대학교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textbook of biotechnology

(Dong-Hue Kim, Dongyang Mirae Univ.)

and chemical engineering)

10:20

화공환경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사례

이재성, 인하공업전문대학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chemical

(Jae-Sung Lee, Inha Technical Colleg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10:40

신소재화공계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사례

허광선, 경남정보대학교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advanced materials

(Kwang-Sun Huh, Kyungnam College of Info. & Tech.)

and chemical engineering)

11:00

화장품 화공계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사례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Development practices NCS-based curriculum of cosmetic

(Young-Hae Park, Yeungnam Univ. College)

and chemical engineering)

11:20

Wrap-up discussion

Speaker
김동회

이재성

허광선

1994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동양미래대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2005 미국 California San Diego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환경과
부교수

1992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경남정보대 신소재화공계열 교수

Organizer/Speaker/Chairman
박영해
1997 계명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영남이공대 화장품화공학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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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ymposium on EDRC industry-academia projects)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7년 10월 26일(목), 14:00~16:10
Chairman: 조재현,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Jae Hyun Cho, EDRC)

14:00

이종민,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Introduction to EDRC)

(Jong Min Lee, EDRC)

14:10

연료전지용 디젤흡착탈황장치 설계 기술 개발

유 준, 부경대학교

심(성과)B목-1

(Diesel desulfurization reactor design for fuel cell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ay Liu, Pukyong Nat’l Univ.)

14:30

회분식 고분자 반응용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성수환, 경북대학교

심(성과)B목-2

(Development of an automatic control system for batch polymer reactors)

(Su Whan Sung, Kyungpook Nat’l Univ.)

14:50

산업 환경내의 가스 누출 모니터링을 위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의 구현

김병직, 숭실대학교

심(성과)B목-3

(Byung Jick Kim, Soongsil Univ.)

(Experimental research on OGI camera system set up for gas leak control in
chemical industry)

15:10
심(성과)B목-4

SVRC와 QSPR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성원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의 물성 예측 모델 개발: 온도 의존성이 큰 물성 및
엔지니어링 중요 물성

양대륙, 고려대학교
(Dae Ryook Yang, Korea Univ.)

(A modified scaled variable reduced coordinate(SVRC)-quantitative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QSPR) model for predicting liquid viscosity of pure
organic compounds)

15:30

CFBC 보일러 CFD 모델 개발

최수형, 전북대학교

심(성과)B목-5

(CFD modeling of CFBC boilers)

(Soo Hyoung Choi, Chonbuk Nat’l Univ.)

15:50

미세 조류 배양 배지에서 세포 외 고분자 물질(EPS)의 한외 여과

Alexander Jahn, 동서대학교

심(성과)B목-6

(Ultrafiltration of extracellular polymeric saccharides(EPS) from micro algal

(Alexander Jahn, Dongseo Univ.)

cultiviation medium)

16:00

A.platensis 의 규모-의존적 성장특성 예측방법

정선화, FAU 부산캠퍼스

심(성과)B목-7

(Prediction method of scale-dependent growth characteristics of A.platensis)

(Sun Hwa Jung, FAU Campus Busan)

16:10

Coffee break

Speaker
유 준

성수환

김병직

2004 McMaster Univ. 박사
2009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현 재 부경대 화학공학과 교수

1997 POSTECH 화학공학 박사
2003 LG화학 기술연구원 연구원
현 재 경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1993 Auburn Univ. 화학공학 박사
현 재 한국환경공단 산업폐기물
감량평가 위원회 위원장 /
숭실대 공과대학 학장

양대륙

최수형

Alexander Jahn

1990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화학공학 박사
1993 POSTECH 조교수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1990 Univ. of Missouri-Rolla
화학공학 박사
1993 UCLA Postgraduate
Research Scholar
현 재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2014 서울대 약학 박사
2016 FAU 부산캠퍼스 선임연구원
현 재 동서대 화학생명공학과 강사

정선화
2013 FAU대 화학공학 석사
2016 FAU대 ALBIRA 프로젝트
연구원
현 재 FAU 부산캠퍼스 생물공정공학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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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EDRC 소개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2017 Symposium on EDRC industry-academia projects)
공동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2017년 10월 26일(목), 16:20~17:40
Chairman: 조재현,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Jae Hyun Cho, EDRC)

16:20

Nano-piezoelectric head spray system 기반의 미세 반도체 세정 공정에

김경학, 경희대학교

심(성과)B목-8

탑재 가능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의 15μm 이하 내경의 미세 멀티홀

(Kyung Hak Kim, Kyunghee Univ.)

노즐 시스템 개발

심포지엄

(Development of nano-piezoelectric head spray system integrated with a micro-multi-hole nozzle
unit for applications of micro semi-conductor cleaning processes)

16:40

유화중합 PVC 고분자 제품 내 잔류 모노머 제거를 위한 고효율 stripping

배성웅, 한국과학기술원

심(성과)B목-9

column 공정 기술 개발

(Seong Woong Bae, KAIST)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stripping process using spinning cone column for
removal of residual monomers in emulsion PVC product)

16:55

PDH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propane/propylene 분리공정의 모델링

김자엽, 서강대학교

심(성과)B목-10

(Modeling of propane/propylene separation process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Ja Yeop Kim, Sogang Univ.)

of PDH process)

17:10

초음파 용접시 발생되는 결함 검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동현, 한양대학교

심(성과)B목-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defect detection in ultrasonic welding)

(Dong Hyun Kim, Hanyang Univ.)

17:25

동절기 저온 유동성 향상제 제조 공정 개발

백지훈, 서울대학교

심(성과)B목-12

(Development of manufactuting process for middle distillate flow inprover with

(Ji Hoon Baik, Seoul Nat’l Univ.)

comb-like structure)

Speaker
김경학

배성웅

김자엽

2014 경희대 화학공학 학사
현 재 경희대 화학공학과 석박통합과정

2014 KAIST 생명화학공학 석사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2015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학사
현 재 서강대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김동현

백지훈

2013 한양대 기계공학 석사
2017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용접전
참가 / 초음파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출품
현 재 한양대 기계공학 박사과정

2013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학사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Organizer

Chairman

류원선

이종민

조재현

2005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07 삼성전자 S.LSI 책임연구원
현 재 홍익대 화학공학과 교수

2004 Georgia Tech. 화학공학 박사
2010 Univ. of Alberta Assistant Prof.
2017 Massachusetts Inst. of
Tech.,Chem. Eng.,Visiting
Associate Prof.
현 재 EDRC 소장 /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

1997 Imperial College London
화학공학 박사
2010 미국 Aspen Tech.
수석기술개발책임자
현 재 서울대 EDRC 부소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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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기용 소재 및 공정 분야)
주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컨벤션센터 H발표장(103호)

2017년 10월 27일(금), 13:00~17:00
Chairman: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Jung-woo Han, KEIT)

13:00

회의준비 및 참석자 안내

13:30

성과발표회 취지 및 일정안내

13:40

나노셀룰로오스와 리그닌계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용 복합소재 개발

전인기, (주)폴리피아

(Development of crystal nano-cellulose fiber/lignin-resin nanocomposites for

(Jeon In Ki, Polypia)

interior part materials of automotive)

14:10

윤창훈, LG화학

(Nanocomposite for ultra-low weight structure)

(Chang-hun Yoon, LG Chemical)

반응중합을 이용한 자동차용 열가소성 탄소섬유 복합소재/

박상언, (주)성우하이텍

공정 및 이를 활용한 센터플로어 차체 구조의 전주기 개발

(Sang-eon Park, Sungwoo Hitech)

(Full cycle development of center floor carbody structures utilizing thermoplastic
carbon fiber composites by reactive polymerization process)

15:10

차량 주변인식 전장시스템 및 ICT용 전자파차폐/흡수/방열 융합소재 및
제품화 기술개발

이승영, (주)비츠로밀텍
(Seung-young Lee, Vitzro Miltech)

(Development of EMI shielding/absorption/thermal conductive materi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for automotive electronic system and ICT)

15:40

고함침 폴리아마이드 장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35% 중량저감 자동차용
CCB(cowl cross beam) 부품 개발

김상구, (주)우성케미칼
(Snag-gu Kim, Woosung Chemical)

(Development of 35% lightweight CCB module for automotives using highly
impregnated nylon based LFT composites)

16:10

Q&A

Speaker
전인기

윤창훈

박상언

2001 한서대 화학공학 석사
현 재 (주)폴리피아 상무

2005 성균관대 유기소재공학 박사
현 재 LG화학 EP센터 부장

2011 울산대 설계기술 석사
현 재 성우하이텍 R&D본부 선행기술팀
팀장

이승영

김상구

2014 충남대 신소재공학 박사
현 재 (주)비츠로밀텍 신제품개발팀
수석연구원

1998 부산대 고분자공학 석사
현 재 (주)우성케미칼 연구소장

Organizer

Chairman

장세찬

한정우

2006 한양대 화학공학 박사
현 재 KEIT 소재부품산업기획평가단장

1992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2015 한화케미칼(주) 중앙연구소
센터장, 상무
현 재 KEIT 화학공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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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발표회

14:40

초경량 구조용 나노복합소재

KEIT 산업소재 및 소재부품 R&D사업

산업소재 및 소재부품 R&D사업 성과발표회

WISET 2017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심화과정

WISET 2017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 화학공학 분야 공동주관: 여성위원회,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전컨벤션센터 E발표장(209+210+211호)

2017년 10월 27일(금), 09:00~16:40
Chairman: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Surin Hong, CHA Univ.)

심화과정
09:00

셀룰로오스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인 락틱산 생산을 위한 촉매에 관한 연구

강지연, 명지대학교

09:15 심(위젯)E금-2

High performance ultrafiltration membrane with cysteine-functionalized
graphene oxides for sustainable water production

공새롬, 서울대학교

09:30 심(위젯)E금-3

화장품 유효성/안전성 평가용 인공 피부 플랫폼 개발 연구

김태희, 고려대학교 /
KU-KIST 융합대학원

09:45 심(위젯)E금-4

금속의 One-body nanomesh 구조를 이용한 파이버 형태의 투명하고 신축성 있는
Stretchable conductor 제작

이윤지, 경북대학교

10:00 심(위젯)E금-5

Synthesis of high performance polymer composite carbon nanotube
buckypaper

이해나, 충남대학교

10:15 심(위젯)E금-6

Switchable adhesive patch system with controllable magnetic particles

정수연, 성균관대학교

10:30

Coffee break

심(위젯)E금-1

일반과정

결과발표대회

10:40 심(위젯)E금-7

Graphitic carbon nitride/carbon composite as an anode for Na-ion batteries

강희주, 전남대학교

10:55 심(위젯)E금-8

경피 투과성 약물전달을 위한 카페인의 수용해성 증진 연구

김선화, 을지대학교

11:10 심(위젯)E금-9

Effect of pH environment on dissolution of gallium-indium alloy liquid metal

김지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25 심(위젯)E금-10

알칼리 정도를 측정하는 비색법 센서에 적용하기 위한 왕겨
나노실리카-Polyacetylene(PDA)의 합성 및 특성평가

노영아, 한양대학교

11:40 심(위젯)E금-11

폭발물 탐지용 Bragg 적층 반도체칩 센서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노영인, 조선대학교

11:55 심(위젯)E금-12

저가의 형광염료를 활용한 바이오이미징용 에이전트 개발

류언진, 숙명여자대학교

12:10

Lunch

13:30 심(위젯)E금-13

Carbon nano-onion을 활용한 항균성을 갖춘 수처리 분리막의 제조

박혜진, 중앙대학교

13:45

Developing flexible lithium-sulfur batteries

송지윤, 전남대학교

14:00 심(위젯)E금-15

Facile and cost-effective synthesis of carbon coated halloystie-derived silicon
nanotube anode for lithium ion battery

염수정, 울산과학기술원

14:15 심(위젯)E금-16

Solid-liquid equilibrium, excess molar volume and deviation in molar refractivity
for binary systems of ethylene sulfite with dimethyl carbonate, ethylene
carbonate and ethyl methyl carbonate

오하영, 충남대학교

14:30 심(위젯)E금-17

카다놀을 이용한 페놀 수지 합성 및 항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수지로의 응용

육진솔, 서울대학교

14:45

고효율 연수화를 위한 친수성사슬 링커 도입 알지네이트 수질 연화제 개발

이지영, 서울대학교

심(위젯)E금-14

심(위젯)E금-18

15:00

Coffee break

15:10 심(위젯)E금-19

촉매 제조 방법을 통한 액상 퍼퓨랄 수소화 반응에 대한 Pd/C 촉매의 반응성 향상

이지현, 울산과학기술원

15:25 심(위젯)E금-20

Development of microfluidic skin on a chip for screening cosmetic functional
materials

이혜리, 홍익대학교

15:40 심(위젯)E금-21

고분자박막 전사방법을 이용한 광결정 다중적층구조체 제조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아름, 명지대학교

15:55

친환경적 물의 정화를 위한 TiO2/Fe3O4/금속 나노 복합체의 합성

조아영, 경희대학교

16:10 심(위젯)E금-23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식품보존용 package 하이브리드 고분자 필름의 제조

조은형, 한경대학교

16:25 심(위젯)E금-24

덴드리머형 입체구조 청색 발광체 개발

최연정, 중앙대학교

심(위젯)E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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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1층 전시홀

2017년 10월 27일(금), 11:00~17:00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

13:00

개회사 및 인사말(A발표장(201호))

13:20

동영상 발표 / PPT 발표 / 작품 전시 및 포스터 발표

발표번호

발표제목

김우식,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이영우,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동영상 발표: A발표장(201호)
V창의설계-1

자연인과 함께하는 화학공학

최종혁 충북대학교

한뜻

곽현진, 김현승, 박고운, 박태현, 이명훈

V창의설계-2 화공 in 영화가 좋다

박장혁 부산대학교

영'화공'작소

김정훈, 박규탁, 송승현, 이명욱, 차태운,
하윤경

V창의설계-3 알쓸신참(알고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참외)

박정배 대구한의대학교 호연지기

V창의설계-4 뜨거운 사이다 - #녹조#친환경#없어져라

이재은 동아대학교

뜨거운 사이다
- #녹조#친환경#
없어져라

권나영, 이현정, 천지은

V창의설계-5 환경재해와 화학공학

엄준현 경상대학교

H.C.L.

박지호, 손서희, 윤지아, 이동규, 임영환,
천효정, 하다솜

V창의설계-6 알쓸신화(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화학공학) 소희수 충남대학교

R.A.C.E.

김혜진, 문선혜, 안명록, 오준형, 이세행,
정수경, 하설연

V창의설계-7

CHEQCA

김민규, 김윤성, 김지수, 김효진, 윤성원,
임준완

일상 속의 화학공학

주진영 전남대학교

김승현, 박중훈, 유재익, 이영민

PPT 발표: A발표장(201호)
별아래서(LINK)

김성겸, 박채현, 이동현, 이한별, 정민영,
정승대, 정재민

광촉매 TiO2를 이용한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
O창의설계-2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이학철 전남대학교
제거

TiO2

김가림, 김세인, 김영욱, 김희진, 박관용

O창의설계-3 DNA를 통한 체내 독성물질 제거

최우일 전북대학교

니 DNA는
먹어봤D NA?

정상효, 최지환

O창의설계-4 마늘맨 : 홈커밍

김지윤 대구한의대학교 지피지기

곽종석, 권재욱, 김원준, 김태희, 김현우,
문하연, 오재훈

O창의설계-5 차량의 충격을 이용한 서스펜션 발전

이주현 전북대학교

달리는 피카츄

김상만, 윤치훈, 이예진, 정시형

O창의설계-6 동화 속 과학

배정수 영남대학교

A.H.A

김소은, 김아현, 김현호, 노영호, 노윤하,
손참진, 최정현, 최준범, 허재완

O창의설계-7 아주 NICE

최준형 아주대학교

화랑

김기현, 김병묵, 김유석, 박근일, 전상욱

O창의설계-8 No Burning Fake Tanning

이주영 동아대학교

UV

장현준, 조기정, 조윤정

O창의설계-9 All For Your Smile(AFYS)(미백 치약)

우명제 대구한의대학교 D.real

김민주, 서영준, 안이슬

O창의설계-10 Chemi Life 4.0

장진수 충북대학교

Chemi Life

김준영, 김진성, 박병규, 박신영, 정준영

O창의설계-11 화학클리닝

차민규 경상대학교

H.C.L.

강수민, 김유정, 김혜민, 소가영, 오진솔,
장정민, 정재헌

자생초폐기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제품 제작

권도훈 전남대학교

CEO

고은정, 김경아, 김상빈, 김희진, 안준혁,
윤민원, 이가영

O창의설계-13 미세먼지의 숨은 강자, Bunker fuel oil C

정윤지 동아대학교

오후 2시 반(PM2.5) 구자원, 정채원, 최원도

O창의설계-1

O창의설계-12

헨젤과 그레텔

박기태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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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 1층 전시홀
발표번호

발표제목

2017년 10월 27일(금), 11:00~17:00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작품 전시 및 포스터 발표: 1층 전시홀
P창의설계-1

MOS2(이황화몰리브덴)를 이용한 물 살균 장치 김경민 인하대학교

AICE

김소정, 오미애, 우아로, 임현진

P창의설계-2

암모니아의 자화(磁化)를 통한 악취 제거 변기 도현석 영남대학교

A.H.A

김성후, 박진영, 서희준, 유다민, 윤은정,
이유진, 정지혜, 조효정, 진정호
김대원, 김민수, 박기철, 이수정, 장보선

P창의설계-3 수변색 잉크로 나타낸 봄 오는 산

한태민 충북대학교

C-real

P창의설계-4 친환경 지시약을 활용한 식품 신선도 측정

김소정 경북대학교

음메

장우성 전남대학교

OTOCHE

P창의설계-5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바이오
디젤추출 효율증대 실험 및 토양비료 만들기

P창의설계-6

도서지역 에너지자급형 해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장명섭 전남대학교

OTOCHE

P창의설계-7

카제인 코팅을 통한 화재방지 담배

김승겸 전남대학교

CHEQCA

김민수, 김수희, 박정윤, 여환석, 이규리,
장건구, 정석윤, 최준호, 최현규
김성원, 김지은, 김형주, 백서영, 신은진,
안정선, 이선우, 이현행
강수빈, 곽 민, 김민경, 김선재, 김홍식,
류이솔, 박혜진, 양동은, 여예은
김태균, 박지윤, 손정욱, 심혁준, 이준관,
정현우

<발표취소>
P창의설계-9 녹조먹는 오리

이현수
부산대학교
문하늘

P창의설계-10 수박, 어디까지 먹어봤느냐

정유라
대구한의대학교 C.H.O.
홍미희

강혜림, 김은해, 송유림, 장은희, 전민지

녹조가 녹조

박평화, 이슬찬, 제형규, 조성욱

P창의설계-11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응경로 생성시스템
설계(ACER)

박현수 명지대학교

MVP

김기현, 김윤재, 양종민, 임혜지, 정준수

P창의설계-12

열광(熱光)에 열광하라!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solar cell 폐열회수 시스템)

박주현 충남대학교

R.A.C.E.

김남영, 김상화, 남규희, 장진성, 차혜연,
최은서, 황서연

P창의설계-13 TiO2 광촉매를 이용한 흡연부스 공기순환장치

유 진 부산대학교

링크 4조

김세영, 김윤지, 노효준, 문충희, 옥정우,
장수진, 정균성

P창의설계-14 TiO2를 이용한 VOCs 제거방안

심인희 전남대학교

E.T.

김태현, 윤민주, 이세현

P창의설계-15 In The Chemistry

이창희 영남대학교

A.H.A

전진혁 전북대학교

혈액구조대

노우섭, 양재선, 이지호, 주수빈

P창의설계-17 Self-healing Polyurethane based on Vanillin

최예찬 전북대학교

van.1.lin

김두경, 손성준, 신희주, 안승일

P창의설계-18 Na-beta Alumina 사용 리튬 제조

조혜린 한밭대학교

NOVITA(새로움)

김민경, 양은정, 이요셉, 정민영

P창의설계-16

폐 혈액을 이용한 연료전지 산소환원반응용
촉매 설계

16:00

도전 골든벨(A발표장(201호))

16:30

시상식 및 폐회사(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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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진, 김다정, 김도환, 김홍명, 이경서,
이은석, 이지민, 전혜수, 정형빈

화학공학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대전컨벤션센터 B발표장(205호)
11:00

점심 식사 및 발표 준비(A발표장(201호))

13:00

개회사 및 인사말(A발표장(201호))

2017년 10월 27일(금), 13:20~17:00

김우식,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이영우,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13:20

구두 발표(B발표장(205호))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소

속

동아리명

팀 원

O전문대학-1

콘센트 먼지 제거제

김유찬

경남공업고등학교

여행자들

김상민, 박은재, 장민호, 한다빈

O전문대학-2

전도성 점착제를 이용한 전도점착
필름개발

최성호

경남정보대학교

CASA-NOVA

강병찬, 김예찬, 방수종, 배찬희,
백승훈, 안정민, 유승준, 정제혁

O전문대학-3

한지 마스크

김재광

동양미래대학교

BIOCHEM

권보미, 김동영, 김준현, 박태현,
정영균

O전문대학-4

인산염 다 찾아

김대훈

경남공업고등학교

공조

김진우, 진성호, 최수찬

O전문대학-5

멜팅사를 이용한 특수 봉재 계발

오유진

동양미래대학교

누크2

신채영, 이승원, 이찬영, 장종윤,
정헌, 조하연

O전문대학-6

필터입자 분석 장치개발

최예린

동양미래대학교

누크1

김소희, 김유진, 김주희, 문현오,
박주한, 오문택, 정윤영, 채보영

O전문대학-7

냉동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박준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T.C.B.

강성진, 박영준, 이건희, 전동혁,
조형진, 허우기

O전문대학-8

천연 가글

김준식

동양미래대학교

BIOCHEM

강한나, 박민희, 윤다정, 이시원,
조민중

O전문대학-9

올인원 썬크림

이보영

영남이공대학교

CosMake

김은빈, 박주영

O전문대학-10

니켈전극도금법을 이용한 태양전지용
소재개발

임주영

경남정보대학교

경정갈매기

강대웅, 박동현, 박정원, 신재희,
안선기, 임정섭

O전문대학-11

광촉매 분해 반응을 이용한 염료폐수
정화 실험

민정기

동의과학대학교

TIT

김동현, 김철준, 신호선, 음두환,
정원규, 조창현, 조현수

O전문대학-12

친환경 기능성 황색 안료 개발

백상훈

경남정보대학교

온새미로

김무정, 오동훈, 이소현, 장가은

O전문대학-13

분무식 표백제

박신우

경남공업고등학교

메타

송용석, 신웅택, 허 민

O전문대학-14

전해수 제조 장치 개발을 통한
천연 구강청결제 개발

배성현

경남정보대학교

뜬구름

김만호, 김정현, 박명현, 박현석,
윤승환, 정일표, 조성민, 최진환

O전문대학-15

활성탄 흡착 미세먼지 마스크

손덕락

동의과학대학교

DBC(DIT Best
Chemical)

신주헌, 정재성, 최종구

O전문대학-16

백릿 코팅액을 이용한 내지문성이
향상된 필름 개발

김우현

경남정보대학교

Torr

강동현, 김건남, 김태우, 윤석호

16:00

도전 골든벨(A발표장(201호))

16:30

시상식 및 폐회사(A발표장(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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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2017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Tutorial: 촉매(나노기술 중심)
(Nanotechnology-based catalysis)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촉매부문위원회

2017년 10월 25일(수), 13:00~18:00

대전컨벤션센터 101+102호

교육 프로그램

Chairman: 김도희, 서울대학교 (Do Heui Kim, Seoul Nat'l Univ.)
13:00

Opening remarks

13:10

나노기술과 촉매개론

김지만, 성균관대학교

(Introduction to nanotechnology and catalysis)

(Ji Man Kim, SKKU)

14:40

Coffee break

14:50

나노기술 이용 촉매 합성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원

(Synthesis of catalysts using nanotechnology)

(Hyunjoo Lee, KAIST)

16:20

Coffee break

16:30

나노기술 이용 촉매 분석

윤용주, 포항공과대학교

(Nanotechonolgy-based characterization of catalysts)

(Yongju Yun, POSTECH)

18:00

Closing remarks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Organizer/Speaker

Speaker
이현주

윤용주

김지만

200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화학공학 박사
2007 LBNL and UC Berkeley
Post-doc.
현 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2013 Carnegie Mellon Univ.
화학공학 박사
2016 UC Berkeley 화학과
Post-doc.
현 재 POSTECH 화학공학과 조교수

1999 KAIST 화학 박사
2000 KRICT 선임연구원
현 재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Chairman
김도희
2000 KAIST 화학공학 박사
2011 PNNL 선임연구원
현 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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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 of crystallization phenomena)
공동주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결정화 연구회

대전컨벤션센터 103호

2017년 10월 25일(수), 13:00~18:10

13:00

결정화 공정의 열역학과 결정의 생성과정

강정원, 고려대학교

(Thermodynamics of crystallization process and crystal formation)

(Jeong Won Kang, Korea Univ.)

14:10

Coffee break

14:20

결정의 물성 및 분석 방법

이종휘, 중앙대학교

(Physical properties of crystals and their analysis)

(Jonghwi Lee, Chung-Ang Univ.)

15:30

Coffee break

15:40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사모사 이용한 결정구조 및 형상 예측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

(Prediction of crystal structure and crystallization via multidimensional approach

(Sang Kyu Kwak, UNIST)

of molecular modeling and simulation)

16:50

Coffee break

17:00

금속 나노결정의 형상제어

임상혁, 고려대학교

(Shape & morphology control of metal nanocrystals)

(Sang Hyuk Im, Korea Univ.)

등록비(교재포함)

학 생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학교 박사급)

기업체

사전등록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180,000원

250,000원

Organizer/Chairman/Speaker

Speaker
강정원

곽상규

이종휘

2001 고려대 화학공학 박사
경 력 NIST 객원연구원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05 Univ. at Buffalo, SUNY,
생화학공학 박사
경 력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생분자화학공학과 조교수
현 재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부교수

1998 Univ. of Michigan 고분자공학
박사
경 력 Merck & Co.,Inc. Senior
Researcher
현 재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교수

Organizer/Chairman/Speaker
임상혁
2003 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경 력 KRICT Senior Researcher
현 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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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Chairman: 임상혁, 고려대학교 (Sang Hyuk Im, Korea Univ.),
이종휘, 중앙대학교 (Jonghwi Lee, Chung-Ang Univ.)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Tutorial: 결정화 현상의 기초

10월 26일(목):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학생 구두발표)
C발표장(204호)

좌장: 이규복(충남대), 임영일(한경대)

O에환C목-1(242)

08:30~08:40

Effect of furan spacer in thiazolo[5,4-d]thiazole derivatives
and their application in organic solar cell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에환C목-2(242)

08:40~08:50

Petroleum coke 기반 다공성 탄소 소재 제조 및
이산화탄소 흡착 성능 평가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에환C목-3(242)

08:50~09:00

O에환C목-4(242)

09:00~09:10

O에환C목-5(243)

09:10~09:20

O에환C목-6(243)

09:20~09:30

O에환C목-7(243)

09:30~09:40

O에환C목-8(243)

09:40~09:50

O에환C목-9(244)

09:50~10:00

10:00~10:10
O에환C목-10(244)

10:10~10:20

O에환C목-11(244)

10:20~10:30

O에환C목-12(244)

10:30~10:40

O에환C목-13(245)

10:40~10:50

균일용액침전법을 이용한 망간이 대체된
바륨헥사알루미네이트의 제조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olymer Ceramic Composite Separators for High
Performance Supercapacitor Application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ptimum utilization of biochemical components
in Chlorella sp. KR1 via subcritical hydrothermal
liquefac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High purity metal carbonate salt formation for CO2
utiliz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n enhanced NO degradation to NH3 using
electrogenrated [NiI(CN)4]3- at Pt cathode by
electro-scrubbing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ffect of Doping and Defect on Hong-Type NASICON
Structure: First-Principle Stud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Zeolite-Templated Mesoporous Silicon Microparticles for
High Performance Li-ion Battery Anode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ffee break
Chemical treatment of silica-coated PET fabrics for
recycling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nhanced Desalination Performance by Hydrated
Intercalation in Asymmetric Capacitive Deioniz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이산화탄소-산소 복합 산화제를 포함한 메탄의
매체순환식 가스개질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silver thin layer on PET film using dry
plasma reduction and its application 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전북대)Mohammed Nazim, 장광수,
이지은, 피자히 라미아, 파힘 아메드,
신형식, Sadia ameen, Abdullah,
서형기, 김은비
(고려대)최승완, 이기봉
(LG화학)장은지, 신상철
(한국원자력(연))홍석민
(충남대)박지윤, 이영우
(지엔티엔에스)정유식
(한밭대)Bon Chris, 고장면

(KAIST)진민규, 최민기
(연세대)강동우, 이민구, 유윤성
(국립환경과학원, 연세대)박진원
(순천대)A.G.Ramu, G. Muthuraman,
문일식
(UNIST)김수환, 황대연, 곽상규
(동아대)김나현, 박혜정, 윤나은,
이정규

(KAIST)김윤수, 김도현
(KAIST)최승연, 최장욱

(KAIST)임현석, 강도형, 이재우

(충남대)오효준, 다오반, 최호석

<발표취소>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II
C발표장(204호)
O에환C목-15(245)

O에환C목-16(245)

좌장: 박종호(KIER), 서동주(KIER)
14:00~14:10

Pore Site Partition by Size-Matching Ligand Insertion
of Metal-Organic Frameworks for CO2 Capture in the
Presence of Water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KAIST)서봉임, 이상원, 김지한

14:10~14:20

건조 석탄의 수분 재흡착 특성 파악을 위한 실험적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성균관대, KITECH)박근영
(KITECH)이용운, 채태영, 양 원
(성균관대)이동현
(한국테크놀로지)나익환, 김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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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환C목-17(246)

14:20~14:30

O에환C목-18(246)

14:30~14:40

O에환C목-19(246)

14:40~14:50

O에환C목-20(246)

14:50~15:00

O에환C목-21(247)

15:00~15:15

O에환C목-22(247)

15:15~15:30

O에환C목-23(247)

15:30~15:45

O에환C목-24(247)

15:45~16:00

O에환C목-25(248)

16:00~16:15

O에환C목-26(248)

16:15~16:30

O에환C목-27(248)

16:30~16:45

O에환C목-28(248)

16:45~17:00

O에환C목-29(249)

17:00~17:15

O에환C목-30(249)

17:15~17:30

O에환C목-31(249)

17:30~17:45

Plasma driven catalytic system using Ag/SiO2 for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OCM) and subsequent
(서울대)이희수, 김도희
regeneration at low temperatur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on Bayonet steam
(한경대)Ngo Ich Son, Nguyen Duc Dan,
methane reformer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natural
임영일, (KIER)김우현, 서동주, 윤왕래
gas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수소공여체 용매를 이용한 초중질유분 업그레이딩 반응
(연세대)김두욱, 이창하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2 adsorption and rare earth metal ions adsorption over
mesoporous silica foams derived from power plant fly
(인하대)장사천, 안화승
ash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SK이노베이션)전희중, 이호원,
Bio PIO 제조 기술 소개
이종수, 김태진, 김학묵
Surfactant-free Synthesis of 3D PtNi Nanosponges
(충남대)트란꺽시, Van Toan Nguyen,
Wrapped with Graphene-dots and their Application to
최호석
Effective Catalyst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경동나비엔)신석재, 이 용, 김현중,
건물용 SOFC 시스템 hot BOP의 신뢰성 향상
김민수, (경동원)김준호, 김인환
(한국기계(연))이영덕, 김영상,
고효율 연료전지-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
강상규, 안국영
(KIER)윤왕래, 서동주, 정운호,
고순도 수소생산을 위한 100 kg/day급 가압형 천연가스
구기영, 김우현, 박상호, 황영재
리포밍 모듈 개발
(KIER)박종호, 한상섭, 조동우, 조강희
천연가스 개질가스로부터 고순도 수소 정제 시스템 개발
(충남대)장현성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용 Egg-Shell 촉매 제조:
(전남대)고창현, 김영지, 전지윤
펠렛 형태 및 담지량 영향성
저온 수성가스전이반응용 Cu기반 촉매 연구
(연세대)노현석, 나현석, 안선용
수소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내 황화합물 부취제 제거용
(고려대)이기봉, 차영훈
흡착제 개발
(충남대)이규복, 이융희, 최명길
알칼리토금속 첨가에 의한 알루미나 메조기공체의
기공크기 및 염기도 조절
(KAIST)서정철
(한경대)임영일, Nguyen Duc Dan,
CFD of a compact steam methane reformer with heat
Ngo Ich Son
transfer and reversible chemical reactions
(KIER)김우현, 서동주, 윤왕래

생물화공 구두발표 I
D발표장(206+207+208호)

좌장: 백승필(고려대), 서상우(서울대)

O생물D목-1(220)

14:00~14:20

Design and applicaitons of silica-forming petides

O생물D목-2(220)

14:20~14:40

O생물D목-3(220)

14:40~15:00

O생물D목-4(220)

15:00~15:20

O생물D목-5(221)

15:20~15:40

O생물D목-6(221)

15:40~16:00

O생물D목-7(221)

16:00~16:20

O생물D목-8(221)

16:20~16:40

O생물D목-9(222)

16:40~17:00

O생물D목-10(222)

17:00~17:20

Synthetic Biology Tools for Engineering Escherichia coli
Designed Nanocage-Therapeutics for Intrinsic
anti-Cancer Vaccination
A static droplet-based microfluidics for monitoring
microbial interaction
Development of pRNA-Nanoparticle Conjugates
for Resistive Memory Device and Biosensor
Nanotherapeutic and Biomaterial Design for Cancer
Therapy
Mussel Protein-Based Injectable Sticky Microspheres for
Stem Cell Delivery
Development of an effective underwater adhesive using
mussel adhesive protein for treatment of vesicovaginal
fistula
Economic approches for microalgal removal of
urban-area-focused carbon dioxide from industsrial flue gas
Development of recombinant yeasts to detect Salmonella
sp. and Shigella sp. using the response of vacuoles
생물화공부문위원회 회의

17:20~17:50

(고려대)백승필, 김성호, 여기백,
기미란, Thi Khoa My Nguyen
(서울대)서상우
(경북대)이은정, (KIST)남기훈, 김인산
(전남대)정헌호
(광운대)이 택, (서강대)최정우
(POSTECH)주계일, 차형준
(POSTECH)조윤기, 민경익, 정연수,
김동휘, 김동표, 차형준
(POSTECH)김효정, 차형준
(고려대)홍민의, 심상준
(한국지역난방공사)장원석
(전북대)Nguyen Ngoc Tu, 민지호
(충북대)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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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구두발표
E1발표장(209호)

좌장: 박병흥(한국교통대), 서용원(UNIST)

O열역E1목-1(286)

08:40~08:50

Molecular Modeling and Analysis of Carbamazepine
Co-crystal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고려대)조아영, 강정원
(중앙대)이청천, 이종휘
(한국과학기술대)유성식

O열역E1목-2(286)

08:50~09:00

Prediction of shear viscosity of glycerin via molecular
dynamic stud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UNIST)전우철, 이정현, 박성오, 곽상규

O열역E1목-3(286)

09:00~09:10

Reaction Characteristics of Self-propagating Ni-Al Nanolayers:
Molecular Dynamics Stud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열역E1목-4(286)

09:10~09:20

Evaluation of carbazole-based organic polycyclic
compounds for hydrogen storage applic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고려대)신병수, 강정원
(UNIST)곽상규
(한국기술교육대)유성식

O열역E1목-5(287)

09:20~09:30

Molecular Dynamics Study on 2D Hard-sphere
Dimensional Transi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UNIST)Imanuel Kristanto, 곽상규

O열역E1목-6(287)

09:30~09:40

Influence of various inhibitor mixtures on CH4 hydrate
formation as thermodynamic and kinetic hydrate
inhibitor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UNIST)이동영, 서용원

O열역E1목-7(287)

09:40~10:00

분산된 물-오일 시스템에서 PVCap과 이온성액체의 억제
제 조합이 보이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지연효과

(KIER)강성필, 이원희
(한국교통대)김기섭

O열역E1목-8(287)

10:00~10:20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Structural Transition and
Cage-Filling Characteristics in CH4-CO2 replacement
occurring in sII hydrates

(UNIST)이요한, 최원중, 서용원

O열역E1목-9(288)

10:20~10:40

Ethylene glycol process modeling by modification of
NRTL binary parameters

(삼성엔지니어링)김용수, 강민구,
최홍영, 장광식

O열역E1목-10(288)

10:40~11:00

Phase behaviors for the Tetrahydrofurfuryl methacrylate
and Poly(tetrahydrofurfuryl methacrylate) in Supercritical
Fluids

(경남대)이봉섭, (전남대)변헌수

(UNIST)정관영, 전우철, 곽상규
(국방과학연구소)정상현, 조수경

유동층 구두발표
E1발표장(209호)

좌장: 김성원(한국교통대), 조원철(KIER)
유동층반응기에서 steam injection 양에 따른 활성탄의
표면적 변화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삼성분계 conical fluidized bed에서 glass beads의
혼합비가 입자의 층분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유동E1목-1(298)

14:00~14:10

O유동E1목-2(298)

14:10~14:20

O유동E1목-3(298)

14:20~14:30

고압 분체연료 주입장치에서 조업변수에 따른 주입량 및
압력분포의 영향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유동E1목-4(298)

14:30~14:40

기포탑에서 압력에 따른 기포크기 및 기포크기분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유동E1목-5(299)

14:40~14:50

폐 추진제과 물의 혼합비에 따른 유동층 소각로내부
반응 모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유동E1목-6(299)

14:50~15:00

Dynamic Simulation of a drum-type boiler during load
changes and start-up procedure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유동E1목-7(299)

15:00~15:20

20ton/day급 왕겨 유동층 가스화 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O유동E1목-8(299)

15:20~15:40

O유동E1목-9(300)

15:40~16:00

O유동E1목-10(300)

16:00~16:20

기계화학공정을 이용한 나노 탄화규소 제조 기술
서로 다른 형상을 갖는 입자 혼합물의 최소유동화 속도
예측
상용 순환 유동층 보일러 발전 시스템의 공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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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배 건, 이동현
(포스코켐텍)남기돈
(성균관대)홍택운, 이동현
(포항산업과학기술(연))정은진
(성균관대)성우창, 이동현
(고등기술(연))정석우
(Seintec Corporation)정종선
(성균관대)김봉준, 공정국, 이동현
(KIER)정승우, 김우현, 고강석, 노남선
(한경대)임영일
(연세대)이지헌, 문 일
(국방과학연구소)김현수, 박정수
(한밭대)오 민
(군산대)노순다이, 송병호
(KIER)박재혁, 선도원, 이재구
(KIER)박성진, 라호원, 윤상준,
문태영, 문지홍, 윤성민, 김용구,
이재구, 서명원, (충남대)손성혜
(KIER)조원철, 서명원, 이해인, 이도연
(한국교통대)김성원, 김동영
(KITECH, KIER)김영두, 방병렬,
이은도, (UST, KIER)양창원

O유동E1목-11(300)

16:20~16:40

O유동E1목-12(300)

16:40~17:00

17:00~17:30

(KIER)문지홍, 문태영, 조성호, 서명원,
박성진, 이재구, 라호원, 윤상준, 윤성민
(KIER, 군산대)Nguyen Hoang Khoi
(KIER, KITECH)이은도
(KIER, UST)양창원

순산소 순환유동층 시스템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에 따른
석탄 연소 특성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at the Layer Inversion
Point in Three-Phase Fluidized Beds with Binary Solids
유동층부문위원회 회의

(성균관대)이동현

고분자 구두발표 I(학생 구두발표)
I발표장(104호)

좌장: 손정곤(KIST), 이정현(고려대)

O고분I목-1(140)

09:00~09:10

O고분I목-2(140)

09:10~09:20

O고분I목-3(140)

09:20~09:30

O고분I목-4(140)

09:30~09:40

O고분I목-5(141)

09:40~09:50

O고분I목-6(141)

09:50~10:00

O고분I목-7(141)

10:00~10:10

O고분I목-8(141)

10:10~10:20

O고분I목-9(142)

10:20~10:30

O고분I목-10(142)

10:30~10:40

Amine moiety controlled polymer with CNT channels
for selective detection of acidic air pollutants using solide
state gas sensor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Synthesis of PDMS based Urea-formaldehyde core/shell
self-healing microcapsules for enhancing mechanical and
thermal stabilit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the PDMS thin films for medical applic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High-k , Ultrathin Polymer Dielectrics via One-step,
Vapor-phase Synthesis for Flexible, Low-power Thin-film
Transistor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ffect of Short-Chain Branching on Interfacial Polymer
Dynamics under Shear Flow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antimicrobial ABS-composite using
urushiol-based antimicrobial material prepared by
emulsion polymeriz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3D Honeycomb Substrates via Improved
Phase Separation and Their Application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lexibility analysis of inorganic/organic hybrid
encapsulation layer with structural variation based on
experiments and simulation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기-액 계면에서 타원형 입자들로 구성된 자기조립체의
구조 제어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Vertically Oriented Lamellar microdomains of Block
Copolymer thin film by Controlled Interfacial Interac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KAIST)조경민, 조수연, 정상규, 박강호,
김선준, 김지한, 정희태
(KRICT)김성탁, 곽근재, (ADD)유해욱
(연세대)민지홍, 김민수, 홍혜진,
김경주, 고원건
(KAIST)최아영, 김도현
(KAIST)최준환, 박관용, 박홍근, 임성갑
(UNIST)정소담, 김준모, 조수원, 백충기
(KAIST)이주민, 김도현

(충남대)부반티엔, 최호석, 다오반
(KAIST)심현정, 김철규, 김봉준,
이영일, 임성갑
(아주대)김동영, 심태섭, 김주민
(경희대)임진현, 박범준, (수원대)이성재
(연세대)이우섭, 김영식, 류두열

재 료 구두발표 I(학생 구두발표)
J발표장(105호)

좌장: 정용진(한국교통대), 정호영(전남대)

O재료J목-1(314)

08:30~08:40

O재료J목-2(314)

08:40~08:50

O재료J목-3(314)

08:50~09:00

O재료J목-4(314)

09:00~09:10

O재료J목-5(315)

09:10~09:20

O재료J목-6(315)

09:20~09:30

09:30~09:40

Mechanistic study of AlCl3 salt-enhanced reduction of
SiO2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UNIST)이정현, 김진철, 류재건, 송규진,
박수진, 곽상규
(고려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재영
은나노선을 이용한 CdTe 박막태양전지 효율 향상 연구
(고려대)권용범
(서강대)황금래, 신용희, 김동철, 강태욱
Sensitive and Selective Detection of Waterborne Pathogens (Univ. of California, Berkeley)이종환,
by Using Plasmonic Mirror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Luke P. Lee, (Univ. of Pennsylvania)
Dan D. Huh
Scalable synthesis of Ti-doped MoO2 nanoparticle-hole(경희대)임경민, 김진수
transporting-material with high moisture stability for
(고려대)허진혁, 임상혁
CH3NH3PbI3 perovskite solar cell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그래핀/폴리피롤 하이브리드 폼 기반 다기능 센서 및
(고려대)박 흔, 김정욱, 하정숙
슈퍼커패시터 제작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습식 공정 중 InAs 반도체의 표면 반응 연구
(연세대)나지훈, 이진훈, 임상우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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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09:50

Theoretical Design of Photocatalytic System with Hot
Electron of Noble Metal Nanoparticle: Effect of Atomic
Size Defect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UNIST)이태경, 곽상규

O재료J목-8(315)

09:50~10:00

Role of Ar+ pre-treatment conditions in XPS analysis of
bimetallic nanoparticle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충남대)Oleksii Omelianovych,
다오반, 최호석
(Russian Academy of Sciences)
Liudmila L. Larina

O재료J목-9(316)

10:00~10:10

O재료J목-10(316)

10:10~10:20

O재료J목-11(316)

10:20~10:30

O재료J목-12(316)

10:30~10:40

O재료J목-13(317)

10:40~10:50

O재료J목-14(317)

10:50~11:00

O재료J목-7(315)

Aqueous redox flow battery using organic-inorganic
(서울과학기술대)이원미, 권용재
active material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Substrate 조건에 따른 MoS2 thin film 특성 변화
(연세대)이승효, 임상우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용액공정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서울대, 기초과학(연))이웅찬, 김대형
이미지 센서 제작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Combined nanostructure effect on phase structure and
strain transfer in magentoelectric polymer composites
(동아대)최문혁, 양수철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biocatalyst consisting of glucose oxidase
and hemin and its utilization as cathode of biofuel cell
(서울과학기술대)지정연, 권용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educing the CTEs of polyimide nanocomposite
films with ZnS particles at low concentration
(연세대)전형준, 이강택, 윤철상, 송영건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K발표장(106호)

좌장: 성수환(경북대), 한지훈(전북대)

O공정K목-1(170)

08:40~09:00

O공정K목-2(170)

09:00~09:20

O공정K목-3(170)

09:20~09:40

O공정K목-4(170)

09:40~10:00

O공정K목-5(171)

10:00~10:20

O공정K목-6(171)

10:20~10:40

O공정K목-7(171)

10:40~11:00

Construction of Green Energy Network by Combining
(경희대)황보순호, 유창규,
Hydrogen Supply Network and Renewable Electric
이가희, 허성구
Power Distribution
A Study on the Root Cause Analysis based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lated to Cracked-Rupture Accident (Y.H.KIM Eng. & Mfg. Int. Consultant,
of Sulfuric Acid Coolers Occurred in Initial Startup of
Representative, 한양대)김영호
Sulfuric Acid Plants
CFD를 활용한 수성가스 전환 반응 분리막 반응기
(알트소프트)신동윤, 김태언, 이재연
(WGSR-MR) 모델링 및 운전조건과 형상에 따른 영향 해석
Biphasic reaction modeling: Interfacial area
(한화케미칼)이신범, 안우열, 권혁칠
measurements and estimations with advanced
(Purdue Univ.)강우람
estimation models
글리세롤 유도체 생산을 위한 전기화학적 촉매전환 공정
(전북대)한지훈
설계 및 경제성 평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유틸
(전북대)안유찬, 변재원, 김주연, 한지훈
리티 공급 및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통합 모델 개발
LNG FPSO의 topside에서 해수온도 변화를 고려한 DMR
(부경대)이창준, 양혜진, 황규석
cycle 액화공정의 확률론적 최적화 연구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학생 구두발표)
K발표장(106호)

좌장: 김지용(인천대), 유창규(경희대)

O공정K목-8(171)

14:00~14:10

O공정K목-9(172)

14:10~14:20

O공정K목-10(172)

14:20~14:30

O공정K목-11(172)

14:30~14:40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 for Sizes of Gas
and Liquid Slugs Formed in Millimeter-Scale T-Shaped
Channel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ptimal design of LNT-urealess SCR system for light-duty
diesel vehicl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ressure Swing Distillation of Acetone-Methanol system:
Simulation and Analysis of Operating Pressur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Techno-economic Assessment of Power-to-Methanol
Proces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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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안광노
(Kyoto Univ.)Osamu Tonomura,
Satoshi Taniguchi, Aoyama Tomoya,
Shinji Hasebe
(서울대)김연수, 이종민
(현대자동차)정창호, 김창환, 김용화
(중앙대)윤영각, 이철진, 서승권
(영남대)Andika Riezqa, 윤다희,
Ali Wahid, Le Cao Nhien, 이문용

O공정K목-12(172)

14:40~14:50

O공정K목-13(173)

14:50~15:00

O공정K목-14(173)

15:00~15:10

O공정K목-15(173)

15:10~15:20

O공정K목-16(173)

15:20~15:30

O공정K목-17(174)

15:30~15:40

O공정K목-18(174)

15:40~15:50

O공정K목-19(174)

15:50~16:00

O공정K목-20(174)

16:00~16:10

O공정K목-21(175)

16:10~16:20

O공정K목-22(175)

16:20~16:30

O공정K목-23(175)

16:30~16:40

N2 flow rate effect on hydrodynamics of low temperature
(한경대)Pham Hai Hung, 임영일
furnace for continuous carbonization of carbon fiber
(Hyosung R&D business Lab)조철호,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방윤혁
Reinforced Genetic Algorithm for Parameter Estimation
Using Clustering with Statistical Confidence
(서울대)박태균, 김연수, 임산하, 이종민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a new pressure retarded membrane
distillation process for simultaneous production of water
(고려대)박기호, 김도연, 양대륙
and electricity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Data Reconciliation (DR) and Gross Error Detection
(POSTECH)조하늬, 이인범
(GED) in Utility System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영남대)Wahid Ali, Muhammad Abdul
Metamodels-based modeling and optimization of LNG
Qyyum, Alam Nawaz, Riezqa Andika,
proces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Junaid Haider, 이문용
(한경대)Tran Van Bay, 임영일
Hydrodynamics and CFD of gas-liquid bubble column
(Center for Convergent Chemical
with hydrocracking reaction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rocess (CCP))김우현, 고강석, 노남선
Computational study of crystallization process
(KAIST)Cueva Sola Ana Belen, 김도현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u-MnOx 촉매를 이용한 furfuryl alcohol로부터
tetrahydrofurfuryl alcohol, 1,2-pentanediol 생산 공정
(전북대)변재원, 안유찬, 김주연, 한지훈
설계 및 경제성평가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다양한 석탄 종과 운전 조건에 따른 분류층
(연세대)주영산, 이현희, 이창하
석탄가스화기의 동적모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한밭대)오 민
석탄화력발전에 적용 가능한 화학 흡수제 및 물리
(연세대)오현택, 이우성, 이창하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수공정의 효율 평
(한밭대)오 민
가 및 분석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 general approach on the quantification of continuous
flows of non-Newtonian fluids based on the energy
(경상대)장혜경, 황욱렬
balanc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MBR 공정의 딥러닝 기반 막 오염 진단, PID 반복제어 및
(경희대)남기전, 유창규
동적 최적화의 통합시스템 개발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학생 구두발표)
M발표장(108호)

좌장: 이상헌(이화여대), 홍도영(KRICT)

O촉매M목-1(356)

08:50~09:00

O촉매M목-2(356)

09:00~09:10

O촉매M목-3(356)

09:10~09:20

O촉매M목-4(356)

09:20~09:30

O촉매M목-5(357)

09:30~09:40

O촉매M목-6(357)

09:40~09:50

09:50~10:00
O촉매M목-7(357)

10:00~10:10

O촉매M목-8(357)

10:10~10:20

Critical Role of (100) Facets on γ-Al2O3 for Ethanol
(UNIST)이재경, 장은정, 곽자훈
Dehydration: Combined Efforts of Morphology-Controlled
(UNIST, UCRF)정후영
Synthesis and TEM Stud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전기도금을 이용한 산성 수전해 수소발생용 비백금 촉매
(중앙대)김호영, 박현주, 김동권, 김수길
개발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ffectiv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Synthetic Dye
using Ordered Mesoporous Fe2O3-TiO2 Composites under (성균관대)박수빈, 이정화, 박귀옥, 김지만
Visible Light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KIER, 충남대)리아
Low Rank Coal Supported Metal(Ni, Rh, Pt, and Pd)
(KIER)전동혁, 최호경, 김상도, 임정환,
Catalysts for Methanol Steam Reforming
임영준, 이시훈, 유지호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충남대)이영우
저온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조촉매(La2O3, CaO, MgO)
(연세대)김학민,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첨가에 따른 Ni-Ce0.8Zr0.2O2 촉매의 성능 향상 연구
나현석, 이열림, 유성연, 김경진,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안선용, 노현석
Hydrogen release and storage using pyridine-based
hydrogen carrier over supported Pd catalysts
(한양대)오진호, 서영웅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ffee break
Synthesis of KFI-type zeolite fo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서울대)김종현, 김도희
of NOx with NH3 reac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전남대)조성준
Palladium-Exchanged Small-Pore Zeolites with Different
Cage Systems as Methane Combustion Catalysts
(POSTECH)임종빈, 조동희, 홍석봉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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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촉매M목-9(358)

10:20~10:30

O촉매M목-10(358)

10:30~10:40

O촉매M목-11(358)

10:40~10:50

O촉매M목-12(358)

10:50~11:00

DFT 및 실험적 결과를 통한 메탄의 산화이량화 반응용
(KIST)임서연, 최재욱, 함형철, 이상득,
페로브스카이트 촉매 작용의 이해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서동진, 하정명, (고려대)송광호
Mechanism of CO2 to Methanol Synthesis over Defected
Cu Surface and Role of Zn as Stabilizer of Oxygen Included (고려대)조덕연, 이관영, (KIST)함형철
Intermediates: a DFT Study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t Single Atom Alloy Catalysts with High Activity and
(KAIST)김지환, 노치우, 배준민, 이현주
Stability for Formic Acid Oxid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메탄의 부분산화반응에서 산화제에 의한 Cu-MOR 촉매
(서울대)김윤화, 김태용, 이종협
의 활성화 과정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KAIST)이현주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I
M발표장(108호)

좌장: 나경수(전남대), 서정길(명지대)

O촉매M목-13(359)

14:00~14:20

O촉매M목-14(359)

14:20~14:40

O촉매M목-15(359)

14:40~15:00

O촉매M목-16(359)

15:00~15:20

15:20~15:40
O촉매M목-17(360)

15:40~16:00

O촉매M목-18(360)

16:00~16:20

O촉매M목-19(360)

16:20~16:40

O촉매M목-20(360)

16:40~17:00

17:00~17:30

Organocatalysis for Synthesizing Druggable Chemicals:
Trial & Error
Computational study of the catalytic reduction
mechanism of CO2 on the Bi(111) surface
Influence of anion on formation of Pt nanocrystal
Importance of the Hydrocracking Catalyst and Separate
Deoxygenation/Hydrocracking Steps for Maximizing
Biojet Fuel Production from Triglyceride
Coffee Break
Direct production of liquid fuel from syngas using
mesoporous Co/HZSM-5
Preparation of Hydrogel Microparticle Heterogeneous
Catalysts Containing Palladium Nanoparticles
바이오 연료부터 신재생 수소 제조용 나노 촉매의
합리적 설계
Identification of oxygen reduction pathways on
Fe-N-C catalysts
촉매부문위원회 회의

(가천대)김미현, 김 강,
Arramshetti Venkanna, Zakir Ullah,
Sualiha Afzal, (서울대)박형근
(홍익대)송봉근, (서울시립대)한정우
(충남대)오우석
(금오공대)장지웅
(KAIST)최민기, 김명엽, 이송현
(한국석유관리원)김재곤, 이미은

(KRICT)김석기
(충남대)강경구, 남진오, 이창수
(KIST)함형철, 권병완, 조진원, 오주형,
김승훈, 윤성필, 한종희, 남석우
(광주과학기술원)최창혁

10월 27일(금):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구두발표
C발표장(204호)

좌장: 신동일(명지대), 이진한(한국가스안전공사)

O안전C금-1(404)

09:00~09:10

O안전C금-2(404)

09:10~09:20

O안전C금-3(404)

09:20~09:30

O안전C금-4(404)

09:30~09:40

O안전C금-5(405)

09:40~09:50

O안전C금-6(405)

09:50~10:00

O안전C금-7(405)

10:00~10:20

O안전C금-8(405)

10:20~10:40

O안전C금-9(406)

10:40~11:00

화학사고 대응 훈련시나리오 개선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VR 안전훈련 시나리오의 스마트 생성을 위한 공정안전
온톨로지 설계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isk Assessment of Urban Hydrogen Sta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BTX 공정에서 Gas Detector Mapping 적정성검토에
관한 연구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개인용 산소 센서를 위한 새로운 나노 구조 개발 및
성능평가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시설 화재 시 발생하는
독성가스의 사고영향평가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pplication of Dispersion Analysis For Safe EO Disposal
to Atmosphere
운전원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Alarm Rationalization
화학플랜트 안전거리 산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스 확산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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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오승현, 김영진, 은종화, 문 일
(명지대)박명남, 김창완, 신동일
(중앙대)계혜리, 이철진
(인하대)한만형, 김일권, 서지혜, 천영우
(충북대)손현우, 위대웅, 최영보
(아주대)한지윤, 정승호
(삼성엔지니어링)민도연, 이정진, 송동섭
(한국요꼬가와전기)박진형
(한국가스안전공사)이우귀연, 이진한,
조영도

O안전C금-10(406)

11:00~11:20

O안전C금-11(406)

11:20~11:40

12:00~12:30

(한국가스안전공사)이진한, 조영도,
문종삼

정량적 위험 평가시 방호벽의 방호성능 분석 방법
실시간 위험 및 변화 분석을 위한 지역(zone)기반
위험지도 구축 방법론 연구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오정석

생물화공 구두발표 II(학생 구두발표)
F발표장(101호)

좌장: 이승환(전남대), 최종훈(중앙대)

O생물F금-1(222)

10:00~10:10

O생물F금-2(222)

10:10~10:20

O생물F금-3(223)

10:20~10:30

O생물F금-4(223)

10:30~10:40

O생물F금-5(223)

10:40~10:50

O생물F금-6(223)

10:50~11:00

O생물F금-7(224)

11:00~11:10

O생물F금-8(224)

11:10~11:20

Enzyme Cocktail Design of β-agarases for Agarose
(명지대)Weldemhret Teklebrahan G.Krstos,
hydrolysis in Ionic Liquid-pretreated Gelidium amansii
Grace Nisola, Kristine Rose M. Ramo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정욱진, Kris Nino Valdehuesa, 이원근
Design of internal structure to improve vertical mixing in
(KAIST)이지연, 김도현
an open raceway pond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synthetic riboswitches that can sense
(POSTECH)장성연, 장성호, 정규열
naringenin in vivo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OSTECH)신민철, 양병선, 차형준
Synergy of Lysine and Dopa Enhances Underwater
(KIST)김낙균
Adhes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based screening of
high-lipid accumulating Nannochloropsis salina mutants
(KAIST)유애진, 정기준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 programmable static droplet array for monitoring
(충남대)진시형, 이창수
cell-cell communication in a confined microenvironment
(ETH Zürich)이성식, Matthias Peter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Technical progress in pilot scale microalgae mass
(고려대)최윤영, 심상준
cultivation system using industrial flue gas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장원석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Study of Tumor Chemoresistance Characteristics Cultured
(중앙대)조연호, 최종훈
in Different Platforms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고분자 구두발표 II
I발표장(104호)

좌장: 손정곤(KIST), 이정현(고려대)

O고분I금-1(142)
O고분I금-2(142)

09:00~09:25
09:25~09:50

O고분I금-3(143)

09:50~10:10

O고분I금-4(143)

10:10~10:30

10:30~10:40
O고분I금-5(143)

10:40~11:05

O고분I금-6(143)

11:05~11:30

O고분I금-7(144)

11:30~11:50

O고분I금-8(144)

11:50~12:10

Orientation contol of biopolymers and its applications
Energy Storage Electrodes Using Metallic Papers
New universal nano-patterning technique for fabricating
the controllable high-resolution nanostructures by plasma
ion-process combined with nano-scale electroplating
Ensuring Active Devices Age Gracefully: Barrier Layer
Materials for PV Cells
Coffee break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고분자 분리막의 합성, 제조와
투과성능
Green processable polymeric hole transporting materials
for dopant-free perovskite solar cells
The Influence of Chain-Branching on Structural and
Rheological Behaviors of Polymeric Liquids under Shear
and Elongational Flow Using Brownian Dynamics
Simulation
Graphene-based gas barrier films for organic electronics

(KAIST)윤동기
(고려대)조진한, 고용민
(한국산업기술대)전환진
(KAIST)조은선

(경상대)남상용
(POSTECH)박태호

(UNIST)김준모, 정승흠, 백충기
(한국전자통신(연))남수지

분리기술 구두발표
J발표장(105호)

좌장: 박영준(광주과학기술원), 윤형철(KIER)

O분리J금-1(202)

09:00~09:10

O분리J금-2(202)

09:10~09:20

Disordering of LTA Zeolite for Continuous Tuning of
Molecular Sieving Effect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dsorption of rare earth metal ions by functionalized
Cr-MIL-101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KAIST)김현빈, 김채훈, 최민기
(인하대)이유리, 안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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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J금-3(202)

09:20~09:30

O분리J금-4(202)

09:30~09:40

O분리J금-5(203)

09:40~09:50

O분리J금-6(203)

09:50~10:00

O분리J금-7(203)

10:00~10:10

O분리J금-8(203)

10:10~10:20

10:20~10:30
O분리J금-9(204)

10:30~10:50

O분리J금-10(204)

10:50~11:10

O분리J금-11(204)

11:10~11:30

O분리J금-12(204)

11:30~11:50

Comparison of crude saponin and bioactivity properties
of wild cultivated and normal ginseng hydrolysates
obtained by subcritical water extrac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egenerable Reverse Osmosis Membrane with Electrically
Responsive Hydrophilic Complex for Fouling Control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layer-by-layer assembled charge mosaic
membran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emoval of Naphthenic acid from High Acid Crude
Oil using 1,6-Hexanediol and Ammonium Hydroxide
Solu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이산화탄소 포집 용 단일 및 혼합 아민 기반 습식 흡수제
의 흡수 용량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Propylene/Propane separation study through supported
carbon molecular sieve(CMS) hollow fiber membran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ffee break
이산화탄소 내성을 가지는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개발
Scalable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Hollow Fiber
Membranes for Hydrocarbon Separations
Computational Study of CO2 Adsorption on Metal Doped ZrO2
Three-phas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of
crude oil separator under off-shore conditions

(부경대)조용남, 전병수,
Periaswamy Sivagnanam Saravana

(서울대)이지영, 곽승엽
(명지대)Anelyn Bendoy,
Hana Gebreegziabher, Lawrence A.
Limjuco, 정욱진, Grace Nisola
(고려대)강성신, 김태현, 강정원
(한국기술교육대)유성식
(서강대)황성준, 김희용, 이광순
(KRICT)김성중, 이평수, 남승은,
박호식, 박유인, (KIST)김세진
(동국대)박정훈, 채진웅, 정성식,
에드아르도
(KAIST)고동연
(UNIST)곽상규, 신은혜
(한경대)임영일, Le Thi Thuy
(Jeonjin EnTech Co)박치균, 이병돈,
김병국, (KITECH)임동하

재 료 구두발표 II(학생 구두발표)
L발표장(107호)

좌장: 구형준(서울과학기술대), 윤창원(KIST)

O재료L금-1(317)

09:00~09:10

O재료L금-2(317)

09:10~09:20

O재료L금-3(318)

09:20~09:30

O재료L금-4(318)

09:30~09:40

O재료L금-5(318)

09:40~09:50

O재료L금-6(318)

09:50~10:00

O재료L금-7(319)

10:00~10:10

O재료L금-8(319)

10:10~10:20

O재료L금-9(319)

10:20~10:30

O재료L금-10(319)

10:30~10:40

O재료L금-11(320)

10:40~10:50

Influence of polyethylene glycol with NH4I for
(서울대)이명현, 함유석, 성민재,
bottom-up filling of microvia in two additives
윤 영, 김재정
composition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Fabrication of an eco-friendly white LED by combination
of nitrogen-doped carbon dots and indium phosphide
(KAIST)곽병은, 김도현
quantum dot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Grain size-controlled filling of Through Silicon Via(TSV)
(서울대)성민재, 김재정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Synthesis of yellow-green-emitting carbon dots for
(KAIST)유효정, 김도현
non-colloidal white LED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실버나노선을 이용한 양면수광형 CdTe 박막태양전지
(고려대)권용범, 서재영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Combinational thermo-chemotherapy by drug
(성균관대)이소리, 김종욱,
encapsulated gold nanostructure for stent application
홍혜린, 김태일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
A development of anodic catalyst for glucose oxidation
(서울과학기술대)강수현, 권용재
reaction using dye and enzyme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Hierarchical structures with immensely durable
superhydrophobic surface in dynamic and underwater
(POSTECH)백승현, 한기덕, 용기중
condition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A DFT Study for Phase Transition and Metallic
Nanoparticle Exsolution on PaBaMn2-xTxO6(T = Co and Fe)
(서울시립대)김경학, 한정우
under Reducing Environment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Structuraly Engineered Thick Shell Heterostructured Nano
(KAIST)정병국, 이도창, (서울대)장준혁
crystals with Near-Unity Quantum Yield and Suppressed
(KIST)배완기
Blinking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M-shaped BaTiO3 nano-bundle arrays for feasible
(동아대)장선민, 양수철
piezoelectric thin film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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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료L금-12(320)

10:50~11:00

O재료L금-13(320)

11:00~11:10

O재료L금-14(320)

11:10~11:20

O재료L금-15(321)

11:20~11:30

O재료L금-16(321)

11:30~11:40

O재료L금-17(321)

11:40~11:50

Carbon Nanotube Electronics and Color-Tunabl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for Wearable Electrocardiogram
(IBS, 서울대)구자훈, 김대형
Monitor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대면적 그래핀의 결함 밀도 조절을 통한 GaAs 박막 성장
(고려대)신가현, 이건엽, 양광석, 김지현
물성과 기판에서의 분리성 제어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Ionic liquid assisted fluidic exfoliation and functionalization (KAIST)정재민, 서동혁, 석승환, 곽병은,
김도현, (동국대)한영규, (강원대)최봉길
of 2D nanosheets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Ordered Mesoporous Nickel Manganese Oxide:
(성균관대)김경호, 박수빈, 박귀옥,
High Electrochemical Performance in LIB
김지만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Relationships between sound absorption properties and
cell morphologies of free-rising polyurethane foams
(서울시립대)성기욱, 김정현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Bioinspired Nanohairs for Directional Cellular Migration
(성균관대)정찬호, 허채정, 김태일
(우수 구두 발표상 후보)

재 료 구두발표 III
L발표장(107호)

좌장: 이노현(국민대), 최경민(숙명여대)

O재료L금-18(321)

13:00~13:20

O재료L금-19(322)

13:20~13:40

O재료L금-20(322)

13:40~14:00

O재료L금-21(322)

14:00~14:20

O재료L금-22(322)

14:20~14:40

O재료L금-23(323)

14:40~15:00

O재료L금-24(323)

15:00~15:20

O재료L금-25(323)

15:20~15:40

O재료L금-26(323)

15:40~16:00

Atmospheric pressure plasma for energy harvesting
devices
Nanostructured porous materials for the energy storage
applications
Imaging Ammeter for High Throughput Screening of
Electrocatalytic Materials
Layer-by-layer Assembly of Atomically Thin Films for
Designing 2D Metamaterials

Fluorocarbon Oil Reinforced Triple Emulsions for
Encapsulation and Retention of Small Molecules

Development of Flexible/Wearable Micro-Energy
Storages
Oxide-supported IrOx nanoparticles as efficient, stable,
and cost-effective catalysts for 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Development of the intersitital dominated Si crystal in
Czochralski method
Heterogeneity within Order in Metal-Organic Frameworks

(충남대)다오반, 최호석
(광운대)손희상
(숭실대)임태호
(POSTECH)김철주, 양성준, 최신영
(POSTECH, Harvard Univ.)이효민
(Harvard Univ., 대구한의대)최창형
(Cornell Univ.)Alireza Abbaspourrad
(The Procter & Gamble Company)Chris
Wesner, Marco Caggioni, Taotao Zhu
(Harvard Univ.)Saraf Nawar, David A. Weitz
(전북대)김성곤
(KIST)오형석
(LG실트론)송도원, 손수진, 정호섭,
김상희, 오현정, 이홍우
(숙명여대)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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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I: 10월 26일(목), 09:00 ~ 10:30
공정시스템: 10월 26일(목), 09:00 ~ 10:30
좌장: 김지용(인천대), 원왕연(창원대)
P공정목-1(175)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사고 해석

P공정목-2(176)

500MW 표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배가스 NOx 예측 모델

P공정목-3(176)

Simulation and Optimization of Integrated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with Carbon Capture

P공정목-4(176)

Hydraulics in a packed column

P공정목-13(178)

A population balance model for deracemization using Lattice
Boltzmann method
2-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for describing concentration
polarization in FO process
Control of Crystal Number Distribution through Pre-History Temperature
Profile in Kinetic Rate Equation Mode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cale-up study on nanofiltration(NF) membrane using Donnan Steric
Pore Model and Dielectric Effect(DSPM-DE)
Modeling and Simulation of Amine-based Carbon Capture Process
Influence of H2O in CO2 capture adsorption processes evaluated from
molecular level to process leve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Optimal Design And Operation Of Rfcc Process Considering
Particle Deposit Mechanism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of CO2 Capture process for
blended amin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비선형모델링 및 그래픽분석을 이용한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P공정목-14(179)

Modified fuzzy-sliding mode control method with filter

P공정목-15(179)

Modeling and Simulation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processes

P공정목-16(179)

물환경시스템내 은나노물질 거동모델링 및 제어

P공정목-5(176)
P공정목-6(177)
P공정목-7(177)
P공정목-8(177)
P공정목-9(177)
P공정목-10(178)
P공정목-11(178)
P공정목-12(178)

P공정목-17(179)
P공정목-18(180)
P공정목-19(180)
P공정목-20(180)
P공정목-21(180)
P공정목-22(181)
P공정목-23(181)
P공정목-24(181)
P공정목-25(181)
P공정목-26(182)

Fractional Order System Identification Model for Advanced PID
Control and Prediction
Urea injector 위치를 함께 고려한 SCR 반응기 최적 크기 설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Optimal Design of Solid Oxide Fuel Cell based Auxiliary Power Unit
Systems According to Cell Characteristic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n Operation Strategy of multiple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s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offshore conditions on a
packed column using NaOH/air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ynamic modeling of catalytic autothermal reformer of diesel in solid
oxide fuel cell - auxiliary power unit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Optimal ORC Design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for Safety
and Efficienc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ybrid Process of Thermally-Coupled Reactive Distillation and Pervaporation
for the Production of Ethyl Levulin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eat-integrated true and simulated moving bed adsorption process
for CO2 capture
핵융합 연료주기의 일주기성 리듬 최적설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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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박선희, 한지웅
(한양대)진일봉, 박태창, 김태영, 김범석,
여영구, (한국서부발전)박상용,
홍춘영, 임준재
(POSTECH)이재서, 이동현, 이인범
(서강대)한준희, 손용호, 이상윤,
양동현, 이광순
(고려대)김현중, 양대륙
(고려대)장윤혁, 양대륙
(고려대)진윤태, 양대륙
(고려대)김 진, 김현중, 양대륙
(KAIST)임다솜, 이재형
(KAIST)가성빈, 이상원, 이재형
(연세대)조형태, 문 일
(KAIST)정호원, 이재형
(경희대)이승철, Pouya Ifaei, 유창규
(한양대)김범석, 박태창, 김태영, 진일봉,
여영구, (한국서부발전)박상용,
홍춘영, 임준재
(포스코에너지, 한양대)김태영
(한양대)김범석, 진일봉, 박태창, 여영구
(경희대)Gabriel Jacome, Paulina Vilela,
유창규
(고려대)이용제, 양대륙
(서울대)임산하, 이종민
(현대자동차)정창호, 김창환, 김용화
(KAIST)김대욱, 이재형
(동국대)류준형, 김수환
(서강대)이상윤, 손용호, 김희용, 이광순
(KAIST)정소현, 김대욱, 이재형
(서울대)이영근, 김경수, 김정남, 이윤우
(영남대)펠리시아, 킨자 카디어, Wahid Ali,
Alam Nawaz, 이문용, (NTUST)Hao Yeh Lee
(서강대)정원호, 박준형, 이광순
(POSTECH)이서영, 이인범
(국가핵융합(연))장민호, 윤세훈
(동국대)하진국, 이의수

P공정목-27(182)

Integration a nd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energy and chemical
production processes from residue gases of the steel industry

(인천대)김성훈, 김지용, 유찬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28(182)
P공정목-29(182)
P공정목-30(183)

Design of an amine scrubbing-membrane separation hybrid CO2
capture plant for steelmaking industr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nalysis and optimization for product crystal size of precipitation
process of statin
Superstructure Process Design of the CCU-based Microalgae
Biorefinery for Renewable Biodiesel and Biochar Production

(KAIST)정원석, 노고산, 이재형
(고려대)전영재, 양대륙, 장윤혁
(KAIST)이지환, 이재형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31(183)
P공정목-32(183)
P공정목-33(183)

Process Fault Prediction System with Multivariate Analysis and
Machin Learning Method
Heat management in multi-bed series reactors for simultaneous CF4
abatement and utilization without HF effluen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t-ZSM35 촉매를 활용한 Ethyl levulinate의 Gamma-valerolactone
전환 및 분리 공정 설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34(184)

유동층 소각로를 이용한 폐 추진제 처리 공정도

P공정목-35(184)

CFD-based process modeling and simulation of LNG fueled vessel
for bunkering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36(184)

CFD 모사를 이용한 SMB 내부 유체 분배 장치의 최적 설계 조건 규명

P공정목-37(184)

Modified simple modeling of entrained flow Gasifier

P공정목-40(185)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amine-based solvent emission
and Economical evalu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2-D CFD of vertical form Taylor-Couette reactor for particle size
distribution
수증기 개질 반응기의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한 촉매 배열

P공정목-41(185)

강화학습기반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 최적제어시스템 연구

P공정목-42(186)

Control of a pH neutralization process using Extremum Seeking Control
Optimization of single mixed refrigerant in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using the genetic algorithm
Development of an Optimal Biomethane Supply Network
Considering Demand Uncertainty and Risk Management

P공정목-38(185)
P공정목-39(185)

P공정목-43(186)
P공정목-44(186)
P공정목-45(186)

Pilot 규모 고순도 일산화탄소 제조 장치 공정 최적화 및 HAZOP 연구

P공정목-46(187)

Dry casting polymer membrane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Design optimization of single mixed refrigerant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using Strawberry plant based approach

P공정목-47(187)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48(187)
P공정목-49(187)
P공정목-50(188)
P공정목-51(188)
P공정목-52(188)

파워핀치분석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
off-grid 하이브리드시스템기반 RO담수화공정 최적화
Techno-Economic Analysis of Methanol to Olefins Separation Processes
Design and Control of Reactive Distillation Process for Production of
Acetic Acid Intensified by Methanol Dehydration
Optimal control of microalgal photobioreactor by direct collocation
metho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for the design of a sustainable energy
supply system considering economic and aspects

(서울대)박세진, 김대식, 이종민
(대구가톨릭대)이보름, 임한권
(전북대)김주연, 한지훈, 변재원, 안유찬
(연세대)황래문, 문 일, 이인규, 이지헌
(한밭대)오 민, (국방과학(연))
김현수, 박정수
(KAIST)최홍범, 이재형, 김신혁
(삼성중공업)최성윤
(연세대)김태종, 조형태, 김영진, 오세호,
문 일, 김명준
(POSTECH)김진수, 오현민,
윤영식, 이석용
(서강대)나수진, 황성준, 김희용, 이광순
(고려대)김석현, 양대륙
(KRICT)이종원, 김범식, (충남대)한명완
(경희대)이승철, 남기전, Usman Safder,
유창규
(경북대)임상훈, 이지태, 안광노, 박경민
(영남대)오세희, Muhammad Abdul Qyyum,
Nguyen Van Duc Long, 윤다희, 이문용
(경희대)황보순호, 유창규
(대성산업가스)이송호, 정우찬, 정상규,
김정원, 문흥만
(서울대)심재현, 손상환, 박세진, 이종민
(영남대)카딜킨자, Muhammad Abdul
Qyyum, Wahid Ali, Hussain Arif,
오세희, 이문용
(경희대)유창규, 이승철, Qian Li
(충남대)박종현, 전형철, 한명완
(충남대)전형철, 박종현, 한명완
(서울대)송민준, 김정훈, 이종민
(인천대)김민수, 김지용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53(188)

Procurement planning and inventory control in lube refiner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54(189)

고속 공침법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 NCM 양극재 합성

P공정목-55(189)

LNG 가스화 공정을 이용한 대용량 극저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계

(KAIST)최예찬, 이재형
(포항산업과학(연))박혜원, 황보근,
남상철, 송정훈
(연세대)박진우, 이인규, 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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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목-56(189)
P공정목-57(189)
P공정목-58(190)
P공정목-59(190)

(KAIST)노고산, 이재형
(Saudi Aramco)Ali S. Al Hunaidy,
Hasan Imran
(연세대)유병길, 문 일

CO2-based chemical complex: Synthesis of optimal CO2 conversion
configurations with CO2 reduction concern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수급 최적화
Crude Selection and Refinery Optimization with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Fault detection of Ethylene Vinyl Acetate(EVA) reactor by using
Dynamic Principal Component(DPCA) and Clustering Analysis

(KAIST)신주현, 이재형
(POSTECH)지유미, 이인범
(LG화학)심예슬, 이규황, 이호경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정목-60(190)
P공정목-61(190)
P공정목-62(191)
P공정목-63(191)
P공정목-64(191)
P공정목-65(191)
P공정목-66(192)
P공정목-67(192)
P공정목-68(192)
P공정목-69(192)
P공정목-70(193)
P공정목-71(193)
P공정목-72(193)

Power Input of Turbulent Region in a Cylindrical Agitated Vessels

(경북대)이영세, 지민봉, 오경미, 전지수
(씨씨티(연))강형무, 최정헌

Power Consumption of Pitched and multi-stage impeller in a
turbulent region
간이 순환 장치를 이용한 CO2 포집용 흡수제 변성 특성 연구

(경북대)이영세, (씨씨티(연))강형무
(서강대)배신영, 김희용, 김정환,
김자엽, 이광순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inetic Study of Calcium Extraction Process from the Basic Oxygen
(중앙대)서승권, 양재현, 이철진
Furnace Slag using Chelating Agents
PCB 물리화학변수 추정을 위한 Bayesian Regularized Neural Network
(경희대)남기전, Usman Safder, 유창규
기반 QSPR 모델개발
Development of Rigorous Heat Transfer Model of Heat Exchangers
(연세대)조성현, 이인규, 황래문, 문 일
Which is in Convection Section of Steam Cracking Process
(영남대)Le Cao Nhien, Nguyen Van
Novel integrated furfural - furfuryl alcohol production process from
Duc Long, Le Quang Minh,
lignocellulosic biomass
Riezqa Andika, Junaid Haider, 이문용
Pilot tests determine the influence of offshore condition on CO2
(서강대)양동현, 손용호, 이광순
capture performance of an Amine-Based Acid Gas Removal Units
Feasibility assessment and optimization of CO2 mineralization process
(KAIST)오재우, 이재형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 stochastic model approach applied to BNR processing co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반류수 처리용 Anammox 제어 로직 시스템 기술 개발

(영남대)Alam Nawaz, Wahid Ali,
윤다희, Muhammad Abdul Qyyum,
Junaid Haider, 이문용
(영남대)윤다희, Wahid Ali, Alam Nawaz,
Andika Riezqa, 오세희, 이문용

부분최소자승법기반 에콰도르해안지방의 열대전염병 Dengue 기후영
향인자 해석
Process modeling for biomass gasification

(경희대)Gabriel Jacome, 유창규
(중앙대)Quang-Vu Bach, 이철진

분리기술: 10월 26일(목), 09:00 ~ 10:30
좌장: 배윤상(연세대)
P분리목-1(205)
P분리목-2(205)
P분리목-3(205)

Diethylenetriamine(DETA)과 물리흡수제가 혼합된 상분리 흡수제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특성 및 첨가제를 이용한 재생 특성
Diethylenetriamine(DETA)/Alcohol 수용액의 CO2 포집에 따른
상분리 특성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luminum Doping Effect on the Hydrothermal Stability of Porous
Amorphous Silica for Gas Separation Membranes

P분리목-4(205)

Continuous Li mining from coal ash leachate by an electrospun
nanofiber membrane adsorber with lithium ion sieves

P분리목-5(206)

Novel packing concept을 적용한 흡착부과 수성가스전이반응을 통한
고순도 수소 생산 반응

P분리목-6(206)

구리 1가 양이온 함침 MOF 흡착제의 고효율 CO/CO2 분리

P분리목-7(206)

이산화탄소 포집용 피페라진-아미노산염 혼합흡수제의 산화 열화 특성

P분리목-8(206)

아민-이온성액체 혼합 흡수제를 적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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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석창환, 홍연기
(KIER)유정균
(한국교통대)이화영, 홍연기
(KIER)유정균
(이화여대)유지원, 윤자영, 이상헌
(KIST)조진원, 함형철
(명지대)Rosemarie Ann Cuevas
Grace Nisola, Hiluf T. Fissaha,
Erwin C. Escobar, Chosel P. Lawagon,
Lawrence A. Limjuco, Rey Eliseo C. Torrejos,
이성풍, 정욱진
(고려대)김수지, 이기봉
(연세대)윤태웅, 김아름, 김민범, 이승준,
윤정운, 배윤상
(KITECH)송호준, 김수경
(부경대)김영재, (연세대)정홍기
(KITECH)송호준, 김수경
(부산대)강세희, 정용철, (연세대)정홍기

P분리목-9(207)

CO2/CH4 흡착적 분리를 위한 이온 교환 제올라이트

P분리목-10(207)

수분처리 온도에 따른 Fe 이온교환 BEA zeolite의 NH3-SCR 반응특성

P분리목-11(207)
P분리목-12(207)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dsorption Equilibrium And Breakthrough Dynamics For N2O
Recovery From The Adipic Acid Proces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The effects of reaction media and surfactants on structural,
thermodynamic, and kinetic characteristics of SF6 hydrate

(KIER)박주현, 윤형철, 조강희, 김종남
(연세대)이창하
(충남대)황라현, 박지혜, 이광복
(KIER)전상구
(연세대)박두용, 이창하
(KRICT)김정훈, (에딘버러대)안형웅
(UNIST)고 결, 서용원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분리목-13(208)
P분리목-14(208)
P분리목-15(208)
P분리목-16(208)
P분리목-17(209)
P분리목-18(209)
P분리목-19(209)
P분리목-20(209)
P분리목-21(210)
P분리목-22(210)
P분리목-23(210)
P분리목-24(210)
P분리목-25(211)
P분리목-26(211)

Opportunity of the Water-gas shift reaction in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ZlF-7) membrane reactors
지르코늄 기반 유무기 복합체의 리간드 변형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SF6와 CF4 분리 및 포집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금속 처리된 활성탄의 흡착 특성

DDR zeolite particles with uniform size via seeded growth and
(고려대)김진성, 최정규
their adsorption properti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tudy on TNT Waste Concentration Gradient by Temperature in
(한밭대)고정완, 김광주
Drum Ice Crystallizer
(국방과학(연))김현수
반응 결정화에 의한 금속-아미노산 킬레이트의 응집체 제조
(서강대)김왕수, 구기갑
Co-amorphization of Linagliptin by Evaporation Method
(순천향대)김가영, 최광진
Co-amorphization of Ginsenoside Rg3 by Grinding and Ball-milling
(순천향대)김바울, 최광진
Methods
Study for Chiral Symmetry Breaking of Sodium Chlorate under Shear
(UNIST)이지윤, 김진철, 곽상규
Condition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경희대)김우식
Parameterization of Crystalline Sulfamerazine for Coarse-Grained
(UNIST)고은민, 박주현, 김수환, 곽상규
Molecular Dynamics
Efficient Separation of Succinic Acid by Salting-out
(고려대)안은경, 김은해, 유성식, 강정원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ontrol of DNAM Crystal Shape and Size Using Drowning-out
Crystallization
Solubility Measurement of API by Temperature and Solvents
Concentration variation of TNT RED WATER that treatmented by compressor
and continuous drum crystallizer according to compression ratio

P분리목-27(211)

Study on Solubility of HNIW polymorphs and Its Transformation

P분리목-28(211)

Neural current measurement of plant cell fibrous skin tattoo sensor
for virtual artificial hand motion

P분리목-29(212)
P분리목-30(212)
P분리목-31(212)
P분리목-32(212)
P분리목-33(213)
P분리목-34(213)
P분리목-35(213)

P분리목-36(213)

폴리이미드 역삼투 막에서의 여러 염의 농축 특성
공기 중 미세입자 차단을 위한 전기방사 필터 개발
기-액 막접촉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와 수소 분리
과망간산나트륨(NaMnO4)을 이용한 망간제거 시 막여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
Composite reverse osmosis membrane with 2,3-BDO rejection for
water+2,3-BDO separation
Eluants Mixing Effects of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ybrid Extraction-Distillation approach to recover 2,3-Butanediol
from fermentation broth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Recovery of 2,3-butanediol from fermentation broth using
multi-effect-evaporation-assisted distillation configur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분리목-37(214)
P분리목-38(214)

(서울시립대)이승주, 김재성, 이현주,
이두환
(연세대)김태훈, 김민범, 김기준, 김아름,
김서율, 배윤상
(충남대)박지혜, 황라현, (KIER)윤형철
(충남대)이광복

A two-dimensional model for the spiral wound reverse osmosis
membrane module
Ethanol-Water Mixture Batch Distillation

(한밭대)박태준, 김광주
(한밭대)최은영, 김광주
(한밭대)박인호, 김광주
(국방과학(연))김현수
(한밭대)양희옥, 김광주
(국방과학(연))김준형
(서울과학기술대)이수영
(Biosensor Research Institute)이 경,
김태진, 전시현, 차성호, 홍인서, 홍서이,
김기현, 민지원, 이채윤, 노성헌
(충남대)김인호, 김다셉, 배가은, 전단비
(창원대)한상일
(포항산업과학(연))이윤수, 김준우, 고동준
(한국수자원공사)백인찬, 김충환, 박영무,
권순범, 강석형, 유영범
(서강대)조항규, 임종성
(동양대)이동희, 이소리, 김기윤, 한원희
(영남대)Junaid Haider,
Gregorius Rionugroho Harvianto,
홍지민, Nguyen Van Duc Long,
Hussain Arif, 이문용
(영남대)홍지민, Nguyen Van Duc Long,
Junaid Haider, Gregorius Rionugroho
Harvianto, 이문용
(서강대)박준형, 이광순, (창원대)원왕연
(동양대)김기윤, 한원희, 이소리,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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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리목-39(214)

옥탄올을 이용한 p-자일렌과 에칠벤젠의 분리

P분리목-40(214)

Recovery of extraction from spent coffee grounds by extraction

P분리목-41(215)
P분리목-42(215)
P분리목-43(215)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지방흡입 추출물로부터 동물지방의
제거에 의한 콜라겐 제조
Process simulation and economic analysis of a biological desulfurization
process for a landfill gas(LFG) in Korea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O2 sorption properties of Amine-based sorbent using silica with
various pore sizes

P분리목-44(215)

재조합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rhEGF)의 분리 정제

P분리목-45(216)

CO/CO2의 선택적 분리를 위한 염화제일구리 기반 흡착제의 제조

P분리목-46(216)

비표면적 인증표준물질 개발

P분리목-47(216)

고정층에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13X에 대한 VOCs의 흡착 특성
모사 바이오매스 가수분해액으로부터 알코올 발효 저해물질의
흡착 및 탈착에 관한 연구

P분리목-48(216)

P분리목-49(217)

P분리목-50(217)

P분리목-51(217)

P분리목-52(217)
P분리목-53(218)

(경남정보대)김병철
(동아대)이영헌, 김영한
(한국교통대)이영훈, 한지민, 사은진,
김민경, 박병흥
(한국기술교육대)노성래, 유성식
(대구가톨릭대)허주헌, 이보름, 김세화,
정선주, 임한권, (KIER)김종남
(경북대)류민영, 조성빈, 김현지, 조민선,
채호진, 김재창, (경북대)이수출
(충남대)김인호
(삼성바이오로직스)성기현
(KIER)김정수, 정태성, 조강희, 범희태,
한상섭, (충남대)이영우
(한국표준과학(연))이상욱, 최병일,
김종철, 우상봉
(홍익대)정민영, 서성섭
(군산대)김의환, 김명준, 이상철

(명지대)Hiluf Tekle Fissaha
Grace M. Nisola, Jed S. Albarico,
Chosel P. Lawagon, Rey Eliseo C. Torrejos,
이성풍, 정욱진
(명지대)Jed Albarico, Grace Nisola,
Adsorption of divalent metal cations on cyclam/nanofiber composites Hiluf T. Fissaha, Rey Eliseo C. Torrejos,
Khino J. Parohinog, 이성풍, 정욱진
(KIER)조강희, 김종남
수분 흡착식 냉방 장치 용 수분 흡착제(제올라이트계, 활성탄계) 합성
(KIER, 충남대)김상겸
(KIER, 한양대)조승현
(영남대)박노국, 박정민, 정용한, 권병찬,
석탄가스 중 기상의 수은을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 흡착거동 연구
이태진, 강미숙
(고등기술(연))이승종, 홍진표
묽은 황산으로 처리된 볏짚 가수분해액으로부터 알코올 발효
(군산대)이수민, 이상철
저해물질의 회수 및 HPLC를 이용한 그들의 성분 분석
Synthesis of 16- and 18-membered thiacrown-4 ethers for selective
adsorption of gold and silver ions

생물화공: 10월 26일(목), 09:00 ~ 10:30
좌장: 이정욱(POSTECH)
P생물목-1(224)

Production of Polyhydroxyalkanoates by Saccharophagus degradans
using Glucose and Cellulose as Carbon Sourc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2(224)

Heterotrophic medium optimization by Chlorella sp. HS2 with using
modified BG11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3(225)

Metabolic Engineering of Corynebacterium glutamicum for
Large-scale production of L-Arginin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4(225)
P생물목-5(225)
P생물목-6(225)
P생물목-7(226)
P생물목-8(226)
P생물목-9(226)

(충북대)Tuan Kiet Tran, 김범수
(KAIST)김희수, 이봉수, 장용근
(Advanced biomass R&D Center)문명훈
(한국생명공학(연))김희식
(KAIST)한태희, 조재성, 박석현, 김현욱,
김태용, 이상엽
(Daesang corporation research center)
박준석, 김석수

Development of a microbial metabolic platform for the production of
(KAIST)이종언, 최용준, 이상엽
short chain alkanes
Enhanced Production of 1-propanol by metabolically engineered
(KAIST)이종언, 천승우, 최용준, 박진환,
amino acid overproducing Escherichia coli
김태용, 이상엽
Cloning of cold-adapted lipase from antarctic Janthinobacterium sp.
(전남대)최종일, 박설호
PAMC 25641
Expression of lipase from Janthinobacterium sp. in soluble form
(전남대)최종일, 박성주
Metabolic Engineering of Corynebacterium glutamicum for
(KAIST)한태희, 조재성, 박석현, 이상엽
Production of 1,5-diaminopentane
(KAIST)이영준, 양정은, 이상엽
Poly(3-hydroxybutyrate-co -3-hydroxyvalerate) synthesis from
(서울시립대)최용준, (전남대)이승환
Escherichia coli
(KRICT)송봉근, (이화여대)박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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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10(226)
P생물목-11(227)
P생물목-12(227)
P생물목-13(227)
P생물목-14(227)
P생물목-15(228)
P생물목-16(228)
P생물목-17(228)
P생물목-18(228)
P생물목-19(229)
P생물목-20(229)
P생물목-21(229)
P생물목-22(229)
P생물목-23(230)
P생물목-24(230)
P생물목-25(230)
P생물목-26(230)
P생물목-27(231)
P생물목-28(231)
P생물목-29(231)
P생물목-30(231)
P생물목-31(232)
P생물목-32(232)
P생물목-33(232)
P생물목-34(232)

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for the production of
Poly(2-hydroxyisovalerate-co-lact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with gene knockdown
system using synthetic small regulatory RNA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roduction of phenylpropanoids and flavonoids in Escherichia coli
by metabolic engineering
Sonochemically Synthesized Protein-Copper Hybrid Nanoflowers for
Glucose Biofuel Cel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Klebsiella oxytoca strain for 2,3-butanediol
production and evaluation of 2,3-butanediol as a cosmetic material
Strain development of Klebsiella pneumoniae for diols production
and its pilot-scale application
L-ornithine production in Corynebacterium glutamicum through
metabolic engineering
Platform for the design of novel biosynthetic pathways to produce
industrially valuable chemical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ensitive multiplexed Immunoassay: Silica coated Gold
nanoparticle-entrapped shape-coded hydrogel based on MEF effect
Micro-patterned hydrogels with electrical conductivity for a cardiac
tissue engineering
Development of Nutrient Balancing and Recycling Technology
of Industrial Fermentation Waste Medium Using Rhodobacter
sphaeroides
Application of cellobiose dehydrogenase from Phanerochaete
chrysosporium in whey enzymatic fuel cell
Enzyme immobilization development for enzymatic fuel cell system
Equilibrium, Kinetics and Thermodynamic Adsorption of Paclitaxel
from Taxus chinensis onto Sylopute
Isotherm, Kinetic and Thermodynamic Studies for Removal of
2,5-Xylenol from Taxus chinensis by Activated Carbon
Method for Reducing Particle Size of (+)-Dihydromyricetin Using
Hydrophilic Polymer in Fractional Precipitation
Antimicrobial effects of silver/copper/graphene oxide composi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AIST)이영준, 양정은, 김제웅, 최소영,
이상엽, (KRICT)오영훈, 이 혁, 박아름,
신지훈, (이화여대)박시재
(KAIST)박선영, 나도균, 유승민, 이상엽
(KAIST)박선영, 하신희, 이상엽
(가천대)정민수, 김일태, 김문일
(GS칼텍스)박종명, 라트나싱, 송효학
(GS칼텍스)박종명, 라트나싱, 송효학
(KAIST)구창대, 조재성, 김서윤,
이종민, 이상엽
(KAIST)구창대, 김동인, 이상엽
(연세대)이재상, 조강희, 유병용,
노소영, 고원건
(연세대)공혜연, 윤병주, 정윤아, 고원건
(전북대)박주용, 민지호, (충북대)김양훈
(고려대)최한석,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양지현, 김형렬, 김승욱
(고려대)양지현, 김동섭, 이주훈,
이수권, 김형렬, 김승욱
(공주대)김예솔, 김진현
(공주대)박서희, 김진현
(공주대)지성빈, 김진현
(중앙대)박찬휘, 최종훈

Preparation of Beta glucan nano & micro particles for drug delivery
(중앙대)이경우, 최종훈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of Paclitaxel from Taxus chinensis:
(공주대)유경완, 김진현
Study of Optimization, Kinetics and Thermodynamics
Kinetics and Thermodynamics Characteristics of Microwave-Assisted
(공주대)이승현, 김진현
Extraction of Paclitaxel from Plant Cell Cultures
Usage of oxygen containing lipid-shelled microbubbles for reversal
(중앙대)Muhammad Saad Khan, 최종훈
of hypoxia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reparation of thin film coated cell platfor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중앙대)황장선, 최종훈
Aptamer Grafted Hydroxyapatite for Promoting Bone Regeneration
(중앙대)손재우, 최종훈
and Angiogenesi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roduction of 3-Hydroxypropionic acid by optimal pathway
(POSTECH)이지훈, 임현규, 노명현,
amplification from glycerol in Escherichia coli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정규열, (UNIST)박성훈
A functional tyrosinase as a monophenol monooxygenase based on
(충남대)강응수, 도현수, 최유성
a significantly high monophenolase/diphenolase activity ratio
(POSTECH)양병선, 차형준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35(233)
P생물목-36(233)
P생물목-37(233)

Apoferritin(AFTN) based nanoprobes for detection of the sensitive
pathoge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a label-free, sample recoverable detection system for
the extensive analysis of specific exosomes
Increased astaxanthin extraction efficiency from Haematococcus
pluvialis using the cyst germination in outdoor culture system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중앙대)Chavan Sachin, 최종훈
(중앙대)최종훈
(고려대)유병선, 심상준
(한국지역난방공사)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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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물목-38(233)
P생물목-39(234)
P생물목-40(234)

Fabrication of Biosensor Composed of Surface Modified
MoS2-Graphene Oxide-Myoglobin for Nitric Oxide Detection
Directed evolution of the 3-hydroxypropionic acid production
pathway by engineering aldehyde dehydrogenase using a synthetic
selection devic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evelopment of Drug Delivery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using
Novel Structured Silica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41(234)

Characterization of Novel Agarases from a Marine Microbe Belonging
to the Cellulophaga Genus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Marine
Biomass Conversion

P생물목-42(234)

유사세라마이드 합성과 모발에서의 효능

P생물목-43(235)

Development of Specifically Aptamer Binding to Capnocytophaga
ochracea a Causing of a Periodontiti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44(235)

P생물목-45(235)

X-ray Crystal Structure of PAT Protein-Aptamer Complex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light intensity and lumostat strategy on biomass production
of Chlorella sp. HS2 under phototrophic culture condition

(서강대)윤진호, 신민규, 신재욱, 최정우
(POSTECH)석주연, 정규열,
(아주대)유태현, 최상진, (서울대)양진아
(경북대)김경진, (UNIST)박성훈
(차의과학대)김지나, 홍수린
(명지대)Perry Ayn Mayson Maza,
Kristine Rose M. Ramos, Angelo B.
Bañares, Rhudith B. Cabulong,
이원근, 정욱진, Kris Nino Valdehuesa
(애경산업)김유미, 김한영
(충북대)우주아, 신우리,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조성진,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충북대)이진표, 신우리,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KAIST)김동우, 성민규, 장용근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46(235)

P생물목-47(236)

Development of DNA Aptamer Specific Binding to FMDV Capsid
Protei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Outdoor cultivation of heat-tolerant microalgae Chlorella sorokiniana
in a tubular photobioreactor at industrial flue gas emission si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48(236)

Development of Acyl-Homoserine Lactone Specific Binding DNA
Aptamer

P생물목-49(236)

Development of Aptamer-based Detection Assay for the Monitoring
of Glyphos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0(236)

Secreted Antigen Gene Cloning and Protein Expression of Rosellinia
necatrix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1(237)
P생물목-52(237)

Parallel Structural dsDNA/Recombinant Azurin hybrid as DNA
Conductance Booster for miRNA and viral DNA Detection
Study on verification for affinity to antimicrobial peptide PG-1 of
DNA aptamer in in vitro using various assay method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3(237)

Immobi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Pyranose Oxidase on Carbon
Nanotubes for Glucose Biosenso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4(237)

Development of PPAR γ2 Aptamer for Regula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5(238)

Immobi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Acylase on Carboxylated
Polyaniline Nanofibers for Highly Effective Enzymatic Antifouling

P생물목-56(238)
P생물목-57(238)

Enhanced In vivo Tumor Detection by Multiple Tumor Cell Receptor
Binding Peptides Presenting-Human Ferritin Heavy Chain Nanoparticles
Mediated Active Tumor Target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ancer targeting and imaging using genetically assembled doublelayered fluorescent protein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8(238)

Immobilization of an antimicrobial peptide on solid substrates via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iCV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생물목-59(239)

Polyaspartamide Encapsulated Superparamagnetic Iron Oxide
Nanoparticles For Magnetic Hyperther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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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조희영, 신우리,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고려대)황성원, 최윤영, 심상준
(한국지역난방공사)장원석
(충북대)오인환, 신우리,
Simranjeet Singh Sekhon, 조성진,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충북대)양하나,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충북대)강하나, 신우리,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류호진, (전북대)민지호
(서강대)모하마드니아이 모센, 윤진호,
최정우, (광운대)이 택
(충북대)박대영, Phat-Loc Nguyen,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고려대)위영호, 김재현, 홍성길, 김중배
(Washington State Univ.)Shuozhen Hu,
Su Ha, (서울과학기술대)권용재
(충북대)신우리, 조희영,
Simranjeet Singh Sekhon, 안지영, 김양훈
(전북대)민지호
(고려대)남자현, 이정준, 이인선, 김중배
(POSTECH)황동수
(Samsung C&T Corporation)연경민
(고려대)조은지, 권구철, 윤철주,
정소진, 이지원
(고려대)이보람, 문옥정, 이지원
(KETI)김성은
(KAIST)김상현, 정구민, 성혜정, 임성갑,
김선창, 정기준
(한국생명공학(연))성봉현
(성균관대)Nguyen Minh Phuong, 김덕준

P생물목-60(239)
P생물목-61(239)
P생물목-62(239)

Estimation of microalgal carbon capture system in 10-ton scale trial
cultivation plant at large carbon emission poin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Modeling of size and zeta potential of chitosan-fucoidan nanoparticles
prepared by polyelectrolyte complexation
Revisiting the glyoxylate cycle for efficient 5-Aminolevulinic acid
production in Escherichia coli

(고려대)전재민, 최윤영, 심상준
(한국지역난방공사)장원석
(대구대)임광희, 이은주, 권한솔,
김수현, 김정은
(POSTECH)노명현, 임현규, 정규열
(UNIST)박성훈, (서울대)서상우

유동층: 10월 26일(목), 09:00 ~ 10:30
좌장: 박성희(우석대), 정승우(KRICT)
P유동목-1(301)

10MWe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황산암모늄 사용에 따른 미세입자
포집 및 거동 분석

P유동목-2(301)

기포 유동층으로 고체를 주입하는 경사진 standpipe 특성

P유동목-3(301)

Optical properties of SiO2: Al in a liquid drop fluidized bed reactor

P유동목-4(301)

응축 열전달 방식에 따른 급속열분해 시스템 공정해석
분사층 열중량 분석장치를 이용한 폐타이어의 열분해 반응모델함수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s of liquid viscosity on the particle circulation rate in
a three-phase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putational Analysis of 2MWe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P유동목-5(302)
P유동목-6(302)
P유동목-7(302)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유동목-8(302)

Attrition mill을 이용한 왕겨 유동층 가스화기 유래 회재의
실리콘 생산 공정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유동목-9(303)

국내 이산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저감을 위한 방안 제시

P유동목-10(303)

순산소 순환유동층 운전 조건에서의 직접탈황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IER)이동호, 박재혁, 황윤태, 배달희,
한근희, 박재현, 박상현, 선도원
(한국중부발전)김종렬, 박상현, 김용진
(건국대)원유섭, 김대욱, 양형윤,
주지봉, 최정후
(충남대)양시우, 강 용
(Evergreen Concrete ENG)강 호
(연세대)최명규, 박훈채, 최항석
(연세대)박훈채, 최항석
(충남대)장형륜, 윤현민, 양시우, 강 용
(전북대)곽유라, 김예빈, 김상만,
이주현, 이시훈
(KIER, 충남대)손성혜, (KIER)이해인,
조원철, 라호원, 윤상준, 문태영, 문지홍,
윤성민, 박성진, 이재구, 서명원
(전북대)곽유라, 김예빈, 이루세,
김수현, 이시훈
(전북대)김예빈, 곽유라, 김상만,
이주현, 이시훈

포스터발표 II: 10월 26일(목), 16:00 ~ 17:40
공업화학: 10월 26일(목), 16:00 ~ 17:40
좌장: 정지훈(경기대)
P공업목-1(162)
P공업목-2(162)

P공업목-12(164)

Dimethylolbutanal 합성 반응공정 연구
(고려대)김현우, 이선재, 최재훈, 송광호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한 아마이드 반응 연구
(고려대)고병하, 송광호
Herbaceous biomass pretreatment with an organosolv by flow-through
(경기대)김준범, 김준석, (한양대)김태현
process
(건양대)김태형, 양준호, 전혜인,
실리카 입자를 이용한 광경화성 눈부심 방지 코팅막 제조
유혜정, 송기창
(건양대)양준호,
김동구, 김현욱, 박종호,
생분해성 고분자 스텐트용 고기능성 코팅 용액 제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김보명, 송기창
(건양대)양준호, 김태형, 홍성돈,
발수성이 부여된 광경화성 코팅용액 제조
김은지, 송기창
산소 플라즈마를 활용한 염료감응태양전지 전극의 성능 개선 연구
(경기대)진준형
(건양대)김태형, 양준호, 윤인아, 유지혜,
Poly-L-lactic acid(PLLA)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한 안면성형용 필러 제조
고소영, 송기창
(을지대)김선화, 박수인, 이진서,
세포투과 펩티드를 이용한 주름개선 펩티드의 경피 약물전달 연구
박혜인, 신문삼
유연 플라즈마 전극에 광촉매 코팅 연구
(한밭대)고장면, 김상준
Two-stage pretreatment of corn stover using hot-water and calcium
(한양대)김태현, (한양대, 슈가엔)김태훈
chloride for production of fermentable sugars
(경기대)김준석, 박용철
보름달물해파리를 이용한 항노화화장품 소재 개발
(인제대)노대영, 김동욱, 한동균, 심하은

P공업목-13(165)

저자극친환경 매니큐어개발

P공업목-3(162)
P공업목-4(162)
P공업목-5(163)
P공업목-6(163)
P공업목-7(163)
P공업목-8(163)
P공업목-9(164)
P공업목-10(164)
P공업목-11(164)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인제대)노대영, 김동욱, 심하은, 한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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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업목-14(165)
P공업목-15(165)
P공업목-16(165)
P공업목-17(166)

Preparation of Target Drug Delivery System Using Fe3O4's Magnetic
Ability
Comparison of the biological activities for Mistletoe and Loranthus
tanakae
알칼리 처리를 통한 흡열연료 제올라이트 촉매의 비활성화 방지 연구
PEMFC에서 확산계수와 전기삼투계수가 이온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업목-18(166)

PEMFC 고분자막 열화를 위한 Fenton 실험 재현성 향상

P공업목-19(166)

PEMFC에서 백금 침투한 고분자 막의 전기화학적 열화

P공업목-20(166)

BMFC(Benthic Microbial Fuel Cells)의 성능에 미치는 구동 조건

P공업목-21(167)

NaBH4 가수분해용 Co-B/C 촉매의 특성

P공업목-22(167)
P공업목-23(167)

ICRFB(철크롬 산화환원 흐름전지)에서 sPEEK막의
철/크롬 crossover 연구
PEMFC에서 OCV Holding과 Fenton 반응 상관관계
알칼리 수전해와 고분자막 수전해 비교 실험

P공업목-25(168)

PVA와 CMC 기반의 고흡수성 인체삽입형 창상피복재 제조

P공업목-27(168)
P공업목-28(168)

(인제대)한동균, 김성태, 노대영,
장동진, 김동욱
(고려대)이태호, 김성현, 이기봉
(국방과학(연))정병훈, 한정식
(순천대)이대웅, 오소형, 정회범, 박권필
(순천대)김정재, 오소형, 이미화, 박권필
(순천대)최 탁, 오소형, 박권필
(CNL Energy)나일채, 오성준
(순천대)이예진, 오소형, 박권필
(ETIS)김영숙, 추천호
(CNL Energy)나일채
(순천대)배효준, 김유겸, 박권필
(CNL Energy)나일채, 이정훈, 오성준
(순천대)김성지, 김다영, 이미화, 박권필
(ETIS)김영숙, 추천호
(순천대)오소형, 박권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공업목-24(167)

P공업목-26(168)

(가천대)윤희수, 강익중

Pretreatment of herbaceous biomass by organosolv process
conditions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모듈 개발
하수처리를 위한 음이온 도핑 광촉매 제조 및 특성분석

(순천대)김혜웅, 오소형, 박권필
(평산전력기술)민호재
(건양대)서동근, 김동구, 박종호,
한대희, 송기창
(경기대)박용철, 김준범, 김준석
(한양대)김태현
(동국대)이홍주, 이성운, 박정훈
(동국대)박정훈, 이홍주, 박유강, 이승환

미립자공학: 10월 26일(목), 16:00 ~ 17:40
좌장: 장한권(지질자원(연))
P미립목-1(196)
P미립목-2(196)
P미립목-3(196)

P미립목-4(196)

P미립목-5(197)

P미립목-6(197)

Enhanced sound absorption property of polyurethane composite
foam with chemical treated wood fiber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이산요소법 물성치 결정을 위한 입자의 정지마찰계수 및
구름마찰계수 측정 실험 및 호퍼를 이용한 유효성 확인

(서울시립대)최 현, 성기욱, 최영수,
이승훈, 이지환, 김정현
(금오공대)이승현, 박준영

(지질자원(연))김선경, 길대섭
(지질자원(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장한권, 장희동, (한양대)김한수
(서남대)김진호, 이형섭, 이세일, 유승준
수질정화용 흡착제 제조 및 배치흡착반응기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질자원(연))윤호성, 김철주, 정경우
(성림희토금속)임병철
(서남대)이형섭, 김진호, 이세일, 유승준
녹조현상 개선과 예방을 위한 Nd기반 흡착제 제조와 연속식 칼럼 실험 (지질자원(연))윤호성, 김철주, 정경우
(성림희토금속)임병철
The effect of raw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the mechanical
(창원대)Jagalsaikhan Battsetseg, 최희규,
properties of metal/CNT nanocomposites by ball milling process
보르 암가란, 이재현
리튬이온 이차 전지 음극 소재용 실리콘-탄소나노튜브-그래핀 복합체
제조 및 특성평가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미립목-7(197)
P미립목-8(197)
P미립목-9(198)
P미립목-10(198)

MSMPR반응기에서의 탄산칼슘의 결정구조 분석
비타민 C를 적용하여 환원된 그래핀의 합성과 그래핀 형상에 따른
슈퍼커패시터 특성평가 연구
Modification of Composite Photoanode with Oxygen Evolution
Catalyst Particle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에 의한 CH4의 화학적 변환 및 고부가화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미립목-11(198)

용매열합성법을 이용한 자성 나노입자 모양과 크기 제어 및
고열치료법에 응용

P미립목-12(198)

실리콘-탄소나노튜브-탄소 복합체 제조 및 이차전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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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신윤정, 한현각
(서강대, 지질자원(연))하태형, 최정우
(지질자원(연))장한권, 장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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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철 산화물/그래핀 복합체 분말 제조 및 슈퍼커패시터 응용

P미립목-15(199)
P미립목-16(199)
P미립목-17(200)
P미립목-18(200)
P미립목-19(200)

ZnO/CdS photocatalysts synthesized from simple precipitation method
for photocatalytic hydrogen generation
Preparation of MoOX Nanotubes and Nanowires in a Flame Vapor
Deposition Process
화염반응기를 이용한 1D 나노구조 산화텅스텐 박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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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촉매로 몰리브데넘을 도입한 중형기공성 니켈계 제로젤 촉매 상에서
액화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알칼리 토금속을 포함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촉매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산화반응에 대한 황 피독 저항성 향상
다양한 Si/Al 비율이 도입된 갈륨산화물 기반 중형기공성 HZSM-5
촉매상에서 메탄 및 프로판의 탈수소방향족화 반응을 통한 BTX 생산
다양한 함량의 갈륨 산화물이 담지된 중형기공성 HZSM-11 촉매상에서
메탄 및 프로판의 직접 탈수소방향족화 반응을 통한 BTX 제조
니켈-코발트/알루미늄-란탄 산화물 이종금속 촉매 상에서의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가스 생산
다양한 금속이 도입된 알루미나에 담지된 팔라듐 촉매 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산화반응에 대한 황 피독 저항성 향상
코발트/알루미늄-세륨 복합 산화물 촉매 상에서의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침전법으로 제조된 지르코늄 옥사이드 담체에 도입된
은 촉매 상에서의 프로필렌 직접산화 반응을 통한 산화프로필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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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CO Oxidation Activity and Durability over a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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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by Platinum Dop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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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ron species in V2O3/TiO2-based catalysts on N2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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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duction of NO by NH3
Catalytic conversion of ethanol to acetaldehyde via finely disp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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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talcite-like materials by sol-gel method
Suppressed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 (SMSI) in Pt on sulf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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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and its influence on CO oxidation abilit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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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Fe on catalytic conversion of ethane to ethylen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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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Al catalysts prepared by sol-gel method
이진원
NH3 interaction with Cu2+ on Cu-SSZ-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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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graphitic-C3N4 on the Al2O3 for removal of naphthe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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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젤 수열합성 방법을 이용한 TS-1과 FeS-1의 합성 및 촉매 응용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ynthesis of Iron-Based Nanocatalysts for High-Temperature
Fischer-Tropsch Synthesis
Effects of Al promoter on mesoporous Rh-C3N4 for liquid-phase
carbonylation of methanol to acetic aci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Calcination Temperature on Pd/ZrO2 Catalyst in Methane
Combustion Reaction
Highly active cathode of SOEC with double perovskite for high
temperature H2O/CO2 co-electrolysis
Electrodeposition of spinel oxides nanosheets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Effect of Non-Covalent Interaction of Porphyrin on Fabrication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NT Fiber Composite
Growth of Co-Ni double hydroxide nanostructures on Ni foam for
methanol electro-oxid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연속식 반응기를 이용한 목질계/초본계 바이오매스 열분해 오일의
촉매적 수첨탈산소화 반응
Feasibility of Hydrotalcite-Supported MgO-NaNO3 with Improved
Stability and Capacity for Pre-Combustion CO2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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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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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onic Acid Functionalized Fibrous Nano-Silica(KCC-1) Catalysts for
the Condensation of Furanic Platform Molecules to Diesel Precurso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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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lication of ordered mesoporous Fe-Ni mixed metal oxides for
water-gas shift rea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µ-(H2O)-bridged dicopper complex supported on H-ZSM-5 one-pass
conversion of methane to methanol
Rapid and low temperature synthesis of cobalt vanadate using deep
eutectic solvent as metal-free oxygen evolution electro- catalyst
Catalitic Slurry-Phase Hydrocracking에서 반응 온도와 시간 변화에
따른 생성물 수율 및 성상 비교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ydrogen production from water gas shift reaction using
co-precipitated Cu-CeO2-ZrO2 catalysts: Effect of Cu
Combustion of diesel Particulate Matters using ozone under
perovskite-type oxide catalysts
Pt/Al2O3 촉매 상에서 오존을 산화제로 이용한 디젤 자동차 입자상
물질의 연소반응
In-situ Observation of High Temperature CO2 Capture over Eutectic
Mixture Promoted Magnesia-Alumina Composi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MC 촉매를 이용한 저불포화도의 고분자량 폴리올 합성
팔라듐과 금을 담지한 촉매상에서 아세틸렌의 에틸렌으로의
선택적 수소화
Low Temperature Activity for CO oxidation on Transition
Metal-doped Ceria 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Mo/H-MCM-22 with various Si/Al2 ratios on methane
dehydroaromatiz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디메틸 카르보네이트 합성을 위한 M/Ceria 촉매의 산화세륨 형상에
따른 영향
Ammonium Halide Functionalized Mesoporous Zeolite as
Organic-Inorganic Hybrid Catalyst for Cycloaddition of CO2 with
Propylene Oxide to Propylene Carbon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MgO-based CO2 sorbent promoted by carbonate and nitrate salts for
control of sorption capacity and kinetic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Beyond graphene: Entangled sheets of 2D layered MoS2 as energy
storage material
Crystallization Mechanism of Cage-Based, Small-Pore Molecular
Sieves: A Case Study of CHA and LEV Structures

58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58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명지대)Gebresillase Mahlet Nigus,
서정길
(성균관대)박용민, 조재민, 배종욱
(명지대)Raghavendra Shavi, 서정길
(명지대)Thorat Gaurav, 서정길
(UST)임석현
(KIER, KRICT)고강석, 노남선, 김용구
(KIER, UST)이재구
(창원대)정대운, (연세대)노현석
(강원대)김지은, 이진수, 이대원
(강원대)이진수, 김지은, 이대원
(명지대)전형빈, 서정길
(순천대)김수빈, 안호근
(순천대)이경민, 안호근
(서울시립대)김형준, 이건희, 한정우
(서울대)임태환, 김도희
(KIER)이동호, 우제민, 서정윤, 박영철,
이종섭, 문종호, 김현욱
(전남대)김대호, 나경수
(전남대)주현호, 조성준, 나경수
(성균관대)최윤석, 이규성, 김지만
(POSTECH)이화준, 안상현, 홍석봉

P촉매목-48(372)
P촉매목-49(373)
P촉매목-50(373)
P촉매목-51(373)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Zn-Al mixed oxide catalysts with
different molar ratios of Zn/Al
Ce-Zr 복합산화물 촉매의 제조 및 특성분석:
Ce/Zr 몰비 및 소성 온도에 따른 영향
MgO-Al2O3@C spheres for low temperature CO2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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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적 촉매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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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지지체 고정을 위한 바인더 선정 및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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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밍을 효율적인 수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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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ctene 생성을 위한 Octanol 탈수반응에서 알루미나 촉매 반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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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using Co-CeO2 catalyst:
전경원, 나현석, 김학민, 유성연,
An optimization of cobalt loading
안선용, 노현석
(연세대)유성연,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The effect of MgO preparation method on the Ni/MgO catalyst for the
나현석, 김학민, 이열림, 김경진,
carbon dioxide reforming of methane rea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안선용, 노현석
(공주대)유용인, 최원준, 채수현, 박유리,
Ni/KIT-6 촉매를 이용한 Tricyclopentadiene의 수소화반응에 관한 연구
조도현, 전종기, (국방과학(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한정식, (풍산)권태수
Solvent-free acetalization of glycerol over mesoporous solid acid
(성균관대)박진서, 이정화, 홍경희,
catalyst
Li Chengbin, 이정양, 김지만
(공주대)최원준, 유용인, 채수현, 박유리,
Pellet-type Ni/Al2O3 촉매를 이용한 Tricyclopentadiene으로부터
조도현, 전종기, (국방과학(연))한정식
Tetrahydrotricyclopentadiene 제조 및 촉매 재생에 관한 연구
(풍산)권태수
The Effect of CO2 on Fischer-Tropsch Synthesis over Shell and
(KIST)홍기훈, 노영수, 신설아,
Tubular Fixed-Bed Reactor System
송현태, 문동주
Liquid-phase Furfural Hydrogenation with Supported Pd Nanoparticle
(UNIST)Nguyen Huy Chinh, 안광진
Catalysts
Syngas production via combined steam and carbon dioxide
reforming of methane over Ni-Mo-Sb/Al2O3 catalysts with enhanced
(전남대)유희경, 김초휘, 김영철
coke resistance
카보닐 화합물로 제조한 알루미나 담지 코발트 촉매에서 CO의
(전남대)유희경, 김영철, 박남국
수소화 반응
The selective oligomerization of ethylene to what using polymer
(KAIST)정여진, 이현주
resin immobilized chromium diphosphate catalysts
(공주대)김종진, 심범석, 이가영, 한승호,
금속을 담지한 HY 제올라이트 촉매상에서의
조현민, 전종기
bicyclo[2.2.1]hepta-2,5-diene 이량화 반응
(국방과학(연))한정식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s using a nickel based metal organic framework
(부산대)김현준, 박대원, Babu Robin,
catalyst assisted by ammonium halid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김가형
공침법을 통해 제조된 페로브스카이트 촉매들을 이용한
(명지대)김일호, 정지철, 유지훈,
메탄 산화이량화 반응에 관한 연구
심유진, 권다혜
Design and Application of CuO-based Mesoporous Metal Oxides
(성균관대)전보경, 박수빈, 박귀옥, 김지만
4H-1,2,4-triazol-4-amine을 이용한 이온성 액체의 합성과 추진제로서
(전남대)장회구, 박진희, 조성준
점화특성연구
(국방과학(연))고은미
CuS@In2S3 촉매를 이용한 물/메탄올 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영남대)도정연, 손남규, 김준영, 강미숙
A dual-porous metal organic framework as a catalyst for the
(부산대)최각규, 박대원, 김가형, 김설희
solventless cyclic carbonate synthesis from CO2 and epoxid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73(379)

Design and Application of New Asymmetric Hyper-valent Iodine
Catalysts

P촉매목-74(379)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to Formate on Sn and SnO2 Catalysts

(가천대)김 강, 김미현
(KIER)김영은, 이원희, 윤민혜,
정순관,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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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목-75(379)

P촉매목-76(379)

Role of Heteronuclear Interactions in Selective H2 Formation from
(KIST)조진원, 윤성필, 한종희, 남석우,
HCOOH Decomposition on Bimetallic Pd/M (M=Late Transition FCC
함형철, (KIST, 이화여대)이상헌
Metals) Catalysts
(고려대)이관영
Microwave-assisted synthesis of a bimetallic metal organic framework
(부산대)Francis Kurisingal Jintu, 박대원,
and its application as catalyst for cyclic carbonate synthesis
김설희, 김가형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77(380)

금속 첨착활성탄의 물성과 HCl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P촉매목-78(380)

Effect of preparation methods on Ni/ZrO2-Al2O3

P촉매목-79(380)
P촉매목-80(380)
P촉매목-81(381)
P촉매목-82(381)

Studies of Alkali Metal Modified Cu/ZnO/ZrO2 Catalyst for Higher
Alcohol Synthesis
Influence of the Silicon Carbide(SiC) on the Alumina Supported Co
based Catalysts for Fischer-Tropsch Synthesis
Pore and Framework Structure Modification of Mesoporous Carbon
Material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Pd Amount on Pd/Co3O4 Catalyst Prepared by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 for CO Oxidation

(순천대)변영환, 안호근, (케이에스광학)
조장호, (조선이공대)정운조
(KIST, 고려대)신설아
(KIST)홍기훈, 노영수, 송현태, 문동주
(고려대)이관영
(KIST, 고려대)송현태
(KIST)홍기훈, 노영수, 신설아, 문동주
(KIST)노영수, 홍기훈, 신설아, 송현태,
문동주, (고려대)이관영
(성균관대)오화용, 김민지, 최윤석, 김지만
(서울시립대)장명곤, 황루이, 한정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83(381)

석탄 지지체에 나노 크기로 분산된 Ni 촉매를 이용한
Ethyl Acetate 수증기 개질

P촉매목-84(381)

페로몬 제조공정 개선 연구

P촉매목-87(382)

Design and synthesis of Phosphorus ordered meso-microporous
carbon materials for Li-S battery
나노 크기의 텅스텐 카바이드 분산형 촉매를 활용한 갑압잔사유의
수소화분해 반응
수열합성과 주형합성을 이용한 중형기공의 TiO2 제조

P촉매목-88(382)

Ti/Si 비율을 변화에 따른 Ti-BEA 촉매에 대한 특성 분석

P촉매목-89(383)

ZSM-11의 Si/Al비 변화에 따른 촉매특성 비교분석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b-doped TiO2 supported Pt
nanocatalyst for electrocatalytic activit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85(382)
P촉매목-86(382)

P촉매목-90(383)
P촉매목-91(383)

FCC Light Cycle Oil로부터 BTX 제조를 위한 수첨전환 연구

P촉매목-92(383)

졸-겔법으로 제조한 TiO2-ZrO2 촉매상에서 styrenated phenol의
합성에 관한 연구

P촉매목-93(384)

CO oxidation activity of doped ceria: Influence of dopants

P촉매목-94(384)

(KIER)김수현, 유지호, 전동혁, 임영준,
임정환, 김상도, 최호경, 이시훈
(Mondi Steti a.s)Nikola Ruhswurmova
(한밭대)양주희, 우승한, 이철우
(KIP)이동하
(성균관대)김민지, 오화용, 김지만
(고려대)김찬훈, 이관영
(전남대)방경민, 김영지, 전지윤, 고창현
(건양대)심수연, 선지나, 길현아,
한윤희, 고문규
(건양대)임희진, 고문규, 김연수
(서울시립대)노경종, 한정우
(동아대)오영석, 김찬우, 노해성, 이정규
(에쓰-오일)강동일, 강흥중, 장순철
(순천대)권용철, 정민철, 안호근
(성균관대)Li Chengbin, 이정호, 박진서,
이정화, 이정양, 김범년, 김지만
(POSTECH)전남기, 윤용주

Catalytic properties of copper-zirconia for propane dehydrogenation
The influence of hydrogen pressure and concentration of chiral
P촉매목-95(384)
(POSTECH)김정명, 윤용주
modifier on the heterogeneous enantioselective hydrogenation
Design of Selective Hydrocracking Catalysts based on Hybrid Zeolites
P촉매목-96(384)
for BTX Production from Diesel-Boiling-Range Polycyclic Aromatic
(동아대)오영석, 신재욱, 이정규
Hydrocarbons
P촉매목-97(385)
Au-CdS hybrid nanoparticle의 결정성에 따른 형상에 대한 연구
(금오공대)박해라, 장지웅
Highly selective conversion of glycerol into solketal over ordered
(성균관대)이정화, Li Chengbin, 박수빈,
P촉매목-98(385)
mesoporous WOx/SnO2 solid acid catalyst
박진서, 이정호, 이정양, 김지만
P촉매목-99(385)
Polyol 공정을 통한 Ag-Au의 Heterodimer nanoparticle 합성
(금오공대)김현진, 장지웅
(고려대,
KIER)오장원, (고려대)이관영
P촉매목-100(385) 고성능.장기안정성을 가진 산화물 기반 OCM 촉매 개발
(KIER)조상영, 권국현, 유지행, 김희연
Spinel ZnFe2O4 as a catalyst precursor for selective synthesis of
P촉매목-101(386)
(POSTECH)최요한, (UNIST)이재성
liquid hydrocarbon fuels by CO2 hydrogenation
Non-oxidative Conversion of Methane to Olefins and Aromatics over
(KRICT)이성우, 한승주, 김석기,
P촉매목-102(386)
Fe Catalysts
김현우,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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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목-103(386)
P촉매목-104(386)
P촉매목-105(387)
P촉매목-106(387)
P촉매목-107(387)
P촉매목-108(387)
P촉매목-109(388)
P촉매목-110(388)
P촉매목-111(388)
P촉매목-112(388)
P촉매목-113(389)
P촉매목-114(389)
P촉매목-115(389)
P촉매목-116(389)
P촉매목-117(390)
P촉매목-118(390)
P촉매목-119(390)
P촉매목-120(390)
P촉매목-121(391)
P촉매목-122(391)
P촉매목-123(391)
P촉매목-124(391)
P촉매목-125(392)
P촉매목-126(392)
P촉매목-127(392)
P촉매목-128(392)
P촉매목-129(393)
P촉매목-130(393)

The Utilization of Low Rank Coal as Catalyst Support in Dimethyl
Ether Steam Reforming

(KIER, 충남대)빅터 폴
(KIER)유지호, 이시훈, 임영준, 임정환,
김상도, 전동혁, 최호경, (충남대)이영우

The influence of preparation temperatures on the photocatalytic
(울산대)정해원, 신은우, Pham Thanh Truc
activity and properties of the C3N4/ZnO composite photocatalyst
ZSM-5의 Si/Al비 변화에 따른 연속반응특성 비교분석
(건양대)서금동, 채민아, 고문규
Highly durable nanostructure of ordered mesoporous active/Inactive
(성균관대)박귀옥, 박수빈, 최윤석, 김지만
metal alloy anodes for lithium storage
Auto-reduction Behaviour of Cobalt on Graphitic Carbon Nitride
(UNIST)김광영, 이재성
Coated Alumina Supports for Fischer-Tropsch Synthesis
(POSTECH)박훈민
Controlling the La2O2CO3 phases in La2O2CO3/ZnO Catalysts for
(울산대)정해원, 우홍안, Nguyen Phu Huy,
direction carbonation of glycerol with CO2
김지예, 신은우, (Shanghai Univ.)Yong Men
Phosphorus계 배위자를 사용한 촉매전구체의
(순천대)최병민, 이승민, 심지현, 정민철
중질유 수소첨가분해에 관한 연구
(KRICT)이철위
(전북대)정재영, 이종하, 박명훈,
산소환원반응용 Pd/C-Pt 코어-셀 나노입자의 합성 및 특성분석
손연선, 김 필
The temperature effect on the polymerization of dicyandiamide to
(울산대)Pham Thanh Truc, 장개명,
carbon nitride in the presence of NiTiO3
신은우
Glycerolysis of urea over ZnO and ZnAl mixed oxide catalysts:
(울산대)Nguyen Phu Huy, Lien Do-Thi,
the Zn-containing speci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Yu Hongyan, 고지은, 신은우
Mechanistic Investigations of Zeolite-Catalyzed Transalkylation of
(POSTECH)정서윤, 이경환, 차승혁,
1,2,4-Trimethylbenzene with Toluene
홍석봉
Effect of metal and support interaction to vacuum residue oxidative
(울산대)Lien Do-Thi, Nguyen Phu Huy,
cracking with steam over NiK/CexZr1-xO2 and NiK/CexZr1-xO2-Al2O3
신은우
catalys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urface properties and visible light activity of tungsten-doped NiTiO3
(울산대)Pham Thanh Truc, 장개명,
materials
신은우, (Shanghai Univ.)Yong Men
(전북대)이종하, 정재영, 허윤혜,
산소환원반응용 구리-탄소 촉매의 제조 및 특성분석
손연선, 김 필
Ligand effect of dispersed molybdenum precursor on hydrocracking
(단국대)김기덕, 이용걸
of vacuum residu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tudy on high cost efficiency ratio automotive catalyst by comparison (오덱)이동철, 김상우, 김하나, 조승원,
different Pd/Rh ratio
윤영찬, 차문순, 여권구
(오덱)윤영찬, 김상우, 김하나, 이동철,
열화 시간과 온도가 삼원 촉매에 미치는 영향
조승원, 차문순, 여권구
(오덱)조승원, 김상우, 김하나, 이동철,
Gasoline Particulate Filter(GPF) 기술 특성 및 PM, PN 저감 효과
윤영찬, 차문순, 여권구
A simulation approach to the design optimization of parameters
(오덱)김상우, 이동철, 조승원, 윤영찬,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automotive catalyst
차문순, 여권구
Reductive amination of ethanol over zirconia supported nickel catalysts
(충북대)백성우, 심성준, 신채호
(KIER)윤민혜, 정헌도, 천동현,
C7 olefin의 Hydroformylation 반응을 통한 고부가화 기술 개발
박지찬, 구기영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Zn-Zr mixed oxide synthesized with
(충북대)정예슬, 백성우, 신채호
different molar ratios of Zn/(Zn+Zr)
Mo/H-ZSM-5 촉매 상에서 촉매 재생을 포함하는 메탄 탈수소
(KRICT)한승주, 황아론, 이성우,
방향족화 반응에 대한 연구
김석기, 김용태
Carbon Supported Molybdenum Phosphide as Hydrogen Evolution
(UNIST)이민희, 이재성
Reaction
Preparation of supported Ru catalysts for the hydrogenation of
(한양대)김태완, 서영웅
2-benzylpyridin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OCM(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반응의 scale-up을 위한
(C1 Gas Refinery 사업단)김보배
촉매 반응 거동 및 공정 기초시험
(서강대)하경수, 이진원, (KIST)하정명
졸-겔 법을 이용한 구형의 TiO2 입자제조 및 가시광선 영역에서
(건국대)문종태, 이경우, 주지봉
페놀 분해
Mixed phase of Rhodium & Antimony co-doped TiO2/Titanate
(전북대)김수경, Dhandole Love Kumar,
nanotube: Simultaneous Removal of Orange (II) Dye and Cadmium
임정묵, 오병택, 장점석, (KBSI)채원식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131(393)

중공형 루틸 상 이산화티타늄을 통한 페놀 광분해 실험

(건국대)이현경, 박건희, 최혜인, 주지봉
(서울시립대)최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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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목-132(393)
P촉매목-133(394)
P촉매목-134(394)
P촉매목-135(394)
P촉매목-136(394)
P촉매목-137(395)
P촉매목-138(395)
P촉매목-139(395)
P촉매목-140(395)

Cu-MOR의 제조방법에 따른 메탄에서 메탄올 직접 전환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nhanced Solar Photoelectrochemical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전북대)안길우, Mahadeo A. Mahadik,
Hydrothermally-deposited TiO2-Nanorod Arrays: Effects of the Aspect
조 민, 장점석, (KBSI)채원식, 김현규
Ratio and Optimum Charge Transfer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MTT zeolites with different particle
(전남대)박성준, 장회구, 조성준
size and acidity
Atmospheric Pressure Plasma Coupled with Single/Bi-Metal Catalyst on
(제주대)Nguyen Duc Ba, 목영선
γ-Al2O3 Supporter for the Reduction of Nox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Ni/MTixOy계 촉매를 이용한 해조류 유래 액화오일의 수증기 개질반응
(부경대)박용범, 우희철
연구
(대구가톨릭대)임한권
Methanol to hydrocarbons reaction with a hierarchically structured
(고려대)김희중, 최정규
ZSM-5 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from ammonia with perovskite
(고려대, KIST)김효영
material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IST)도현미, 김영천, 윤창원
Effect of the surface property changes of mesoporous TiO2 by
(성균관대)이정호, 박수빈, 김지만
hydrophobization
Facile Exfoliation of MoS2 using Cryogenic Treatment
(단국대)정현록, 이용걸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Si content of SAPO-42 on the Methanol-to-Olefins(MTO)
Reaction
Surface Alloying Effects of Metal Catalysts for Carbon Dioxide
P촉매목-142(396)
Electrochemical Redu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141(396)

P촉매목-143(396)

Heat integrated column with side-reactor configuration for
ethylbenzene proces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144(396)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on Nitrogen-Doped Fullerene as
the Efficient Electro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145(397)

(아주대)이새하, 박은덕

망간이 첨가된 ilmenite의 환원/산화 반응거동 조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Na promoted effects of Pd/TiO2 for Direct Synthesis of Hydrogen
Peroxide from Hydrogen and Oxyge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lectrocatalyst for NH3 Synthesis Using N2 and H2O in Polymer
P촉매목-147(397) Membrane Electrolyzer at Atmospheric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전남대)Chang Shuai, 조성준
(이화여대)윤자영, 한상희, 이상헌
(KIST)조진원, 함형철
(영남대)Hussain Arif, Le Quang Minh,
Muhammad Abdul Qyyum,
Junaid Haider, 이문용
(UNIST)박성오, 곽상규
(영남대)정용한, 박노국, 이태진, 류시옥,
강미숙, (KIER)류호정
(한국전력 전력(연))백점인

P촉매목-146(397)

(고려대)조영훈, 이관영

P촉매목-148(397)

Effect of Hydrothermal Reaction on the Hematite Nanostructure for
Solar Water Oxid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촉매목-149(398)

니켈계 촉매상에서 톨루엔의 수증기 개질에 의한 합성가스 제조

(KIST, 고려대)공지민
(KIST)임아연, 윤창원, 장종현, 남석우,
박현서, (고려대)최정규
(전북대)박진우, Arunprabaharan
Subramanian, Mahadeo A. Mahadik,
장점석, (포항가속기(연))이수영, 최선희
(영남대)박노국, 정용한, 이영진, 권병찬,
이승우, 이태진, (고등기술(연))강석환,
홍범의, 김 호

Effects of the surface acid-base properties of γ-Al2O3 on propane
dehydrogenation rea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코발트와 니켈 촉매를 사용하여 구아이아콜의 수첨탈산소 전환
P촉매목-151(398)
경로와 생성물 선택도를 제어: 수소 압력과 반응온도의 효과를 규명
Ni/Al2O3 촉매의 Steam Methane Reforming 반응 Kinetics 연구
P촉매목-150(398)

P촉매목-152(398)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디젤 PM 연소 활성 향상을 위한 fiber 구조의 Ce-Pr mixed oxide 촉매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ighly active and thermally stable SiO2@Pd@m -CeO2 catalyst for total
P촉매목-154(399)
oxidation of CO and propylene
Methane and ethane co-dehydroaromatization over Ga-Pt/HZSM-5
P촉매목-155(399)
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eZrO2 촉매상 soot 저온 산화 반응에서 H2O의 영향
P촉매목-153(399)

(UNIST)장은정, 이재경, 곽자훈
(고려대)한근호, 이관영, 김호중, 서명기
(KIER, 충남대)이홍진, (KIER)김우현,
서동주, 윤왕래, (충남대)이규복
(고려대)정은진, 박정선, 이재환,
이성호, 이관영
(고려대)이민우, 이관영

(고려대)이병진, 이성호, 이관영
(서울대)김도희, 송인규
(고려대) 박정선, 정은진, 이재환, 이관
P촉매목-156(399)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영, (SULEEV) 이성호
(한서대)나우진, 방종성, 박세진, 주연후,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Spent RHDM Catalyst for Commercial SCR
P촉매목-157(400)
김미진, 박지영, 한철규, 김서현, 윤성한,
Catalyst
이지원, 강현우, 전민기, 박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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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촉매목-158(400)
P촉매목-159(400)
P촉매목-160(400)
P촉매목-161(401)
P촉매목-162(401)

A mechanism study of aryl halide dehalogenation in liquid ammonia
by Cu catalyst
Enhancement of Stability of CO2 Organic/Inorganic Hybrid Adsorben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ual functional SCR catalyst with metal oxide and CHA for high
catalytic activity additional NOx trap function at cold start
Ag supported on macroporous CeO2 catalyst for soot oxid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서강대)이상용, 구기갑
(KRICT)서휘민, 박용기
(공주대)Pacia Rose Mardie, 표성원,
고영수
(고려대)박순희, (전남대)정하나, 조성준
(고려대)이재환, 박정선, 정은진,
이성호, 이관영

전이금속 인화물 분산형 촉매를 사용한 초중질유의 수첨분해반응

(고려대)이기쁨, 이관영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FT calculation and nanoparticle synthesis on Pd nano-octahedron
surface doped with Pt by Galvanic replacement reaction as a catalyst
for direct synthesis of H2O2
Density Functional Theory Study of CO2 Electro-reduction Reaction
P촉매목-164(401)
on Pd-Cu Alloy for Improving the CO Selectivity
Effects of the Functional Groups in UiO-66-X series MOFs on the
P촉매목-165(402)
Decomposition of HD
P촉매목-163(401)

P촉매목-166(402)

HCl 처리에 따른 Pt-Sn/Al2O3 촉매의 프로판 탈수소 활성 연구

P촉매목-167(402)

Electronic Structure based Investigation of Surface Interaction
between Hydrogen and Core-Shell Type Palladium Surfaces

(고려대)권수연, 이관영
(서울시립대)조아라, 한정우
(POSTECH)문영동, 이승현, 이진우
(국방과학(연))류삼곤, 김민건,
남정빈, 박명규
(한경대)최이선, 고형림, 정재원,
변현준, 구지현
(이화여대)이수민, 홍자연, 윤자영,
이상헌, (KIST)조진원, 함형철

포스터발표 III: 10월 27일(금), 09:00 ~ 11:00
에너지 환경: 10월 27일(금), 09:00 ~ 11:00
좌장: 임탁형(KIER)
P에환금-1(249)
P에환금-2(250)
P에환금-3(250)
P에환금-4(250)
P에환금-5(250)
P에환금-6(251)
P에환금-7(251)

P에환금-8(251)

P에환금-9(251)
P에환금-10(252)
P에환금-11(252)
P에환금-12(252)
P에환금-13(252)
P에환금-14(253)
P에환금-15(253)

아연볼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한 연속식 폐수 처리에 관한 연구
전기화학처리와 HClO 처리를 통한 폐수 처리에 대한 연구
비산재 융착 특성에 의한 포집시편의 온도 감소 연구

(창원대)송주영
(창원대)송주영
(아주대)박주창, 김형택, 허려화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IER)남궁훤, (고등기술(연))김 호
싸이클로펜탄 하이드레이트 종자 입자를 이용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KAIST)백승준, 안윤호, 민주원, 이재우
생성 촉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North Carolina State Univ.)Junshe Zhang
(KITECH)안성민, 채태영, 이용운,
CPT(Cross point temperature) 분석을 통한 건조 석탄의 자연발화
이재욱, 양 원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한국테크놀로지)나익환, 김낙균
Eggshell membrane for supercapacito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한밭대)Diola Elizabeth, 고장면
(KAIST)박상훈, 김백준, 최시훈, 김지한
Text Mining Metal-Organic Framework Pape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UC Berkeley and EPFL)Peter Boyd,
Berend Smit
(명지대)Hana Gebreegziabher Zeweldi,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ionic liquids as effective draw solutes for
Anelyn P. Bendoy, Lawrence A. Limjuco,
forward osmosis
김한성, 정욱진, Grace Nisola
(명지대)Erwin Escobar, Grace Nisola,
Crown ether functionalized polyvinyl chloride nanofiber for selective Lawrence A. Limjuco, Rosemarie Ann I.
radionuclide removal
Cuevas, Khino J. Parohinog,
Rey Eliseo C. Torrejos, 이성풍, 정욱진
전해액 조성이 ISG용 울트라 배터리 효율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김근중, 이종대
피치 조성에 따른 실리콘/탄소 음극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
(충북대)이수현, 이종대
Recovery of phosphoric acid from waste etching solutions by the
(조선대)정성훈, 송용민, 이재욱, 노성희
solvent extraction method
Optimization of sulfur loading in lithium-polysulfide batteries
(전남대)송지윤, 이현행, 전영시
Effect of the addition amount of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on
(KIER)Liu Lingyu, 고강석, 노남선, 김광호
the size distribution of asphaltene colloid in solvent deasphalting
(충남대)이용우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Bench Scale 용매 탈아스팔트화 (solvent deasphalting) 실험 및 공정
(KIER)김민용, 고강석, 노남선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델링
(고려대)박준우,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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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환금-16(253)
P에환금-17(253)
P에환금-18(254)
P에환금-19(254)
P에환금-20(254)
P에환금-21(254)

산업폐수로부터 분리한 Ca2+ 이온 기반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전환기술

(연세대)유윤성, 강동우, 이민구, 김인준
(연세대, 국립환경과학원)박진원
Optimization of the Middle Layers of the Four Layers Attachment type (동아대)최진규, 김종민, 양수철, 장상목
Heat Blocker
(그린컴텍)박경희, 이원희
제올라이트의 금속 열 환원에 의한 다공성 실리콘 제조 및
(동아대)박혜정, 김나현, 윤나은, 이정규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로서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마그네슘 - 밀링 공정을 이용한 다공성 실리콘 제조 공정에서의
(KIER)이해인, 조원철, 김지은, 조현석,
조업 변수와 첨가물의 효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김창희
자가 충전되는 수퍼커패시터로 구동되는 스트레인 센서 시스템
(고려대)윤준영, 하정숙, 송창훈
이온성 액체 기반 전해질을 활용한 고전압 와이어 형태의 수퍼커패시터
(고려대)송창훈, 하정숙, 윤준영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22(255)

고전압 구동 가능한 고체 전해질과 층상자기조립기술을 적용한
와이어 형태의 수퍼커패시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23(255)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서 전해액 특성에 대한 연구

P에환금-24(255)

환원제를 이용한 VRFB용 전해질 제조에 대한 연구

P에환금-25(255)

내부에 기공을 다수 포함하는 마이크로 크기의 3성분계
전이금속산화물 구형 분말 합성 및 리튬이온전지 음극재료로써의
전기화학 특성

P에환금-26(256)

역삼투 해수담수화 전처리 UF 공정 유입수에 따른 효율 평가

P에환금-27(256)
P에환금-28(256)
P에환금-29(256)
P에환금-30(257)
P에환금-31(257)
P에환금-32(257)
P에환금-33(257)
P에환금-34(258)
P에환금-35(258)
P에환금-36(258)
P에환금-37(258)
P에환금-38(259)
P에환금-39(259)
P에환금-40(259)

P에환금-41(259)
P에환금-42(260)
P에환금-43(260)
P에환금-44(260)
P에환금-45(260)

Separator of high performance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RM for
Li-O2 batteries
Lithium halides as redox mediators in Li-O2 battery
Challenge of lithiated Si anode in Li-O2 full cell
Novel Cathode Materials Assembled in Spherical Morphology with
Spoke-Like Nanorods for Sodium-Ion Batteries
Investigation of Iron-Sulfide encapsulated in carbon nanotube
Composite as anode materials for Na-ion batteries
Electrochemical CO2 conversion process powered through perovskite
solar cell
2003년 이전 발생된 원전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핵종 분포에 관한 고찰

(고려대)금가연, 하정숙, (KU-KIST)이금비
(호남대)노선균, 강웅일,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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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강웅일, 이병헌, 노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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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유태연, 선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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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안희진
(한국원자력(연))안홍주
(강원대)최인수
(서울대)김명호, 김재정

Structural Refinement of Substrate for Sn-based Anode Materials in
Li-ion Battery
Determination of the Kinetics of Magenta Ink Bleaching with Calcium
(KAIST)Maheen Rana, 김윤수, 김도현
Hypochlori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Metal-Free Artificial photosynthesis of Carbon Monoxide Using
(POSTECH)장윤정, (UNIST)이재성
N-doped ZnTe Photocathode and N-doped Carbon Electrocatalyst
Synergistic effect of N, S co-doping and alkanolamine functionalization
(울산대)간델왈마히마, 이유정,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reduced graphene oxide
이지수, 정진석
Process Synthesis of Bio-Ethanol Production via Fermentation of
(부경대)Dickson Rofice, 유 준, 류준형
Brown Alga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cale up Li-O2 batteries
(한양대)이선화, 선양국
(KITECH)송은혜, 유인규, 정수화
Experiment and simulation of biomass fast pyrolysis in a fluidized
(KITECH,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정재용, 이은도
bed reactor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기술원)장원석
First-Principles Studies of KMgH3 with Alkali Metal Dopants for
(울산대)리원원, Yiming Meng, 강성구,
Hydrogen Releas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정진석, (Shanghai Univ.)Yiming Mi
Modeling production of Liquid Fuel from brown algae via Hydrothermal
(부경대)Niaz Haider, 유 준,
Liquefaction using Aspen Plus ®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Boris Brigljevic
Effects of Orientation and Electrodeposition of NiCo2O4 on Carbon
(인하대)장석훈, 심상은, 김민재, 나은빈
Nanofiber for an Electrode of Supercapacitor
Preparation of carbon fiber electrodes from electrospun
(조선대)송용민, 정성훈, 노성희
polyacrylonitrile/polypyrrole for supercapacitors
인시츄 트랜스에스터 반응과 수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KAIST)김보라, 박정석, 손지성, 이재우
미세조류로부터 알킬에스터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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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기 기동을 위한 국산화 개발 버너의 기동방식에 따른 연료 분사
특성 연구
Power-to-Gas 기술 현황
Hydrogen Production from Formic Acid with Novel Metal Composite
Catalysts
Hydrogen Production from Formic Acid with Supported PdNi Metal
Alloy Nanocatalys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역청성 오일이 포함된 인도네시아산 원료의 연속 열분해 공정 연구
NiZn alloy/reduced graphene oxide nanohybrid used as a Pt-free
counter electrode in liquid-junction photovoltaic device

(고등기술(연))김진호, 김효식, 정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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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52(262)

벤치규모 촉매 반응공정에 기반을 둔 항공용 바이오연료 생산
통합공정 연구

P에환금-53(262)

N-doped Cdots/Pd 3D Nanosponges with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nd Methanol Oxidation
Reaction N-doped Cdots/Pd 3D Nanosponges with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nd
Methanol Oxidation Rea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54(263)

나노입자의 표면에 대한 알칼리 수전해용 분리막 특성 연구

P에환금-55(263)
P에환금-56(263)
P에환금-57(263)
P에환금-58(264)
P에환금-59(264)

ZnO/ZnCrLDH heterostructure with Enhanced Photoelectrochemical
Water Oxidation Activity
Low Bandgap Tungstate Material, CuWxMo1-xO4 Photoanode for
Advanced Water Oxidation Reac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벤치 규모 열분해 시스템 상 연속운전에 따른 해조류 바이오매스
전환에 의한 열분해 오일 물성 조사
A study on a solid oxide fuel cell tri-generation system producing
electricity, heat and hydrogen using ammonia
Cost-effective MoFe alloy/reduced graphene oxide counter electrodes
as a new avenue for high-efficiency dye-sensitized solar cells

(고등기술(연))곽연수, 장정희, 한기보
(국방과학(연))한정식, 정병훈
(영남대)박노국, 최민기
(한국석유관리원)박천규, (한양대)서영웅

(충남대)Nguyen Van Toan, 최호석

(KIER, 고려대)김지은, (고려대)이기봉
(KIER)이해인, 조현석, 김창희, 조원철
(POSTECH)박윤빈, (UNIST)이재성
(UNIST)이병준, 이재성
(고등기술(연))한기보, 장정희, 곽연수
(부경대)우희철
(고려대, KIST)조현수, (고려대)송광호
(KIST)윤창원, 한종희, 남석우
(충남대)신상호, 다오반, 최호석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60(264)
P에환금-61(264)
P에환금-62(265)
P에환금-63(265)
P에환금-64(265)
P에환금-65(265)
P에환금-66(266)
P에환금-67(266)
P에환금-68(266)
P에환금-69(266)

나트륨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한 양극첨가제 합성과 특성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고분자 광촉매 물질인 g-C3N4의 밴드갭 조절을 통한 높은 효율의
물분해 연구
Fully Solution-Processable Photoelectrochemical Cells for Bias-Free
Solar Water Splitt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Influence of Kinetic Relevance of N and O Co-doping on Carbon felt
Electrode for Vanadium Redox Flow Battery
Pt-Al₂O₃ meta nnanolayer for TPV cell emitter
Direct liquefaction of oil palm empty fruit bunch (EFB) in sub- and
supercritical organic solvents
Low-temperature processed thin film encapsulation for high-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
Multi-Textured Structural Cathode Materials for Charging Time
Enhanced LIB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First-Principle Study of Black Phosphorus as Anode Material for Na
Ion Batteri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이산화탄소 연속포집공정을 위한 화학적 아민재생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70(267)

Synthesis of benzotriazole-based small molecule for solution
processed organic solar cells

P에환금-71(267)

Production of syngas from H2O/CO2 byhigh-pressure coelectrolysis in
tubular solid oxide cells

(동아대)이현주, 김점수
(UNIST)변우진, 이재성
(UNIST)김현우, 류정기, 배상현
(서울시립대)임혜빈, 김지연, 이두환
(전자부품(연))김영석, 박금환
(전자부품(연), 고려대)박보영
(고려대)주병권
(연세대)문승현, Anton Koriakin,
김두욱, 이창하
(KAIST)이영일, 심현정, 임성갑
(KRICT)전남중, 서장원
(동아대)박동준, 민병철, 김점수
(UNIST)황대연, 곽상규
(KIER, 고려대)강지민
(KIER)윤민혜, 정순관
(전북대)피자히라미아, 신형식,
사디아 아민, 모호드 나짐, 압둘라, 장광수,
김은비, 이지은, 서형기, 파힘 아메드
(KIER)임탁형,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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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환금-73(267)
P에환금-74(268)
P에환금-75(268)

Opt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flourene based small
molecule for inverted organic solar cells
중공 구조의 나노 플레이트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의 구형 응집체의
합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파이버 구조 메탈 셀레나이드 전극의 소듐이온전지 전기화학 특성
Techno-economic Analysis of Integrated Solid Oxide Fuel Cell-Gas
Turbine-Organic Rankine Cycle Powered by Seaweed Bioga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76(268)
P에환금-77(268)
P에환금-78(269)

리튬이온커패시터 저온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액 용매로서
PC(propylene carbonate)의 효과 연구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으로 제조된 알칼라인 수전해용
Al-Ni 전극 연구
Electrocatalytic Oxidations of Formic Acid and Ethanol over Pd
Catalysts Supported on a Doped Polypyrrole-Carbon Composi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79(269)

P에환금-80(269)

The Rod-shape of FCG(Full Concentration Gradient) Cathode
Material with Long-Term Cycling(3000cycles) Stability for Electric
Vehicles Applic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on Co/CeO2 catalysts for the
water-gas shift reaction of waste derived synthesis ga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81(269)

Effect of promoter on Ce/Cu/γ-Al2O3 catalyst for high-temperature
water gas shift reaction using simulated waste-derived synthesis ga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82(270)

Effect of oxygen vacancy concentration on the activity of Pd/Ce-ZrO2
catalysts for decarboxylation of oleic aci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83(270)

고체산 촉매를 이용하여 연속식 반응기에서 헤미셀룰로오스 유래의
퓨란계 화합물로부터 바이오디젤 전구체 생산 연구

P에환금-84(270)

Techno-Economical Comparison of Three Design Cases for Fast
Pyrolysis of Seaweed: Variation of Reactor Type and Pretreatmen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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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김운혁, 선양국
(연세대)이열림, 김경진, 장원준, 심재오,
전경원, 나현석, 김학민, 유성연,
안선용, 노현석
(연세대)안선용, 심재오, 장원준, 전경원,
나현석, 김학민, 이열림, 유성연,
김경진, 노현석
(연세대)전경원, 심재오, 장원준, 나현석,
김학민, 이열림, 유성연, 김경진,
안선용, 노현석
(KIST)권지선, 하정명, 최재욱
(고려대)이관영
(부경대)Brigljevic Boris, 유 준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85(270)

Highly adaptive artificial leaf applicable in various nature
environments with floatability and planar design

(POSTECH)김상국, 이민석, 용기중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86(271)
P에환금-87(271)

Photocatalytic Water Reduction on Copper Bismuth Oxide,
a Promising Photocathode Material
물과 질소를 원료로 Ti 금속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기술
개발

P에환금-88(271)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기술에 필요한 고분자 전극 개발

P에환금-89(271)

Enhanced catalytic activity of polyoxometalate-based water oxidation
catalyst through simple heat-treatment

P에환금-90(272)

MgO 기반 염기촉매를 이용한 리그닌 촉매 혼합열분해

P에환금-91(272)

식물성 오일의 산화안정성 향상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92(272)

Structural Stability of LiNiO2 Cycled above 4.2 V
Modeling and prediction of relative humidity in PEM fuel cells using
empirical, mechanistic, and hybrid modeling approaches
Low temperature co-firing process of solid oxide fuel cells with trace
amounts of copper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ighly Active and Stable CNT-TiO2 composite support for PEMFCs
cathode 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소나무껍질을 이용한 Cr(VI) 제거용 생체흡착 기초 연구
발효폐기물로 제조된 섬유형 망간 개질 생체 흡착제를 이용한
비소(As(III), As(V))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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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환금-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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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techno-economic analysis of membrane reactors under
development in Korea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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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 제조를 위한 건식 개질 반응의 반응속도식 연구
Evaluation of fine dust reduction of less than 10µm based on the
P에환금-100(274)
electrohydrodynamic method
P에환금-98(274)

P에환금-101(274)
P에환금-102(275)
P에환금-103(275)
P에환금-104(275)
P에환금-105(275)
P에환금-106(276)
P에환금-107(276)

Synthesis of TiO2/Fe3O4/metal nanohybrids for ecofriendly water
treatment
Computational Screening for Adsorption of NOx(x = 1,2) on Alkaline
Earth Metals and Transition Metal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ono-Catalytic Dyes Removal using Iron-cobalt Sulphide@Graphene
Oxide under Dark
코발트 산화물을 이용한 카본 전극의 슈퍼커패시터로써의 성능 향상
Effect of successive adsorption of gardenia and cochineal natural
dyes on dye-sensitized solar cells
Preparation of bamboo-based activated carbon electrodes for
electrochemical supercapacitors
헤미셀룰로오스 유래 퓨란계 화합물 중합체의 수송용 연료로의
활용을 위한 수소첨가탈산소반응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08(276)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발(V)

P에환금-109(276)

Ni Foam을 지지체로 도금한 전극의 알칼라인 수전해에서
수소발생반응에 대한 특성

P에환금-110(277)
P에환금-111(277)

Ni-Fe LDH 복합코팅 전극의 알칼라인 수전해에서 산소발생반응에
대한 특성 연구
염전폐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시 금속탄산염의 전환특성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12(277)

Exploration of lithium oxide, Li2O(111) surface for CO2 adsorption

P에환금-113(277)

원전 유출물 시료이송배관의 실증시험 대체 방법론 개발

P에환금-114(278)

Study of Rh/Al2O3 pellet catalyst for N2O decomposition

P에환금-115(278)

붕산이 첨가된 Fe Zeolite 촉매를 이용한 N2O 분해 특성연구

P에환금-116(278)

A comparative study on morphology of ceria supported catalyst for
N2O decomposition

P에환금-117(278)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프랙탈 전극 구조 기반 늘임가능한 생분해성 슈퍼커패시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18(279)

CO2 adsorption on Li/ Na-promoted surface of binary oxide
solid-solution, MO-MO(M = Mg, Ca, Sr and Ba)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19(279)

바이오가스 생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유래 전처리 기술 공정 개발

P에환금-120(279)

Cu를 이용한 저온 질소산화물 흡착제 재생에너지 감축에 대한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하이드로탈사이트 기반 저온 질소산화물 흡착제의 소성 온도에 따른
흡착 성능 변화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22(280) 여과속도 균일화를 위한 통기도제어 백필터 제작 및 성능 평가
P에환금-121(279)

P에환금-123(280)
P에환금-124(280)
P에환금-125(280)
P에환금-126(281)

(대구가톨릭대)정선주, 이보름, 김세화,
임한권, (KIER)이신근
(KIER)정헌도, 박지찬, 박종기, 양정일
(전자부품(연))이규상, 김선민,
문지연, 박소하
(경희대)조아영, 김혜랑, 정수안, 전경희,
유태경, (창덕여고)김서빈, 박승혜
(정명고)전선희, 전소은
(서울시립대)임재열, 한정우
(울산대)아니루다 몰라,
Chatchai Rodwihok, 김수진, 정진석
(KAIST)박재현, 김기민, 이재우
(조선대)송용민, 정성훈, 노성희, 이재욱
(조선대)정성훈, 송용민, 노성희, 이재욱
(KIST, UST)서장우, (KIST)하정명, 최재욱
(티오이십일)이선우, 신승원, 배희경,
박현수
(KIER, 충남대)이태경
(KIER)정성욱, 배기광, 박주식, 강경수
(충남대)김영호
(KIER)김지은, 강경수, 배기광,
박주식, 정성욱, (고려대)이기봉
(연세대)김인준, 강동우, 유윤성, 이민구
(국립환경과학원, 연세대)박진원
(울산대)김영섭, 강성구
(한국수력원자력)이동국
(고려대)김민재, 이기봉, (충남대)김혜정
(서울시립대)김연진,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전남대)고창현
(서울시립대)김연진, 박영권
(고려대)김민재, (충남대)김혜정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충남대)김혜정, 이광복, (고려대)김민재
(서울시립대)김연진
(KIER)이승재, 유인수, 전상구
(고려대)이한찬, 하정숙
(KU-KIST)이금비
(울산대)장준민, 강성구
(에코바이오홀딩스)권정회, 송효순,
김영민, 박대섭
(고려대)김현욱, 이기봉
(고려대)최예지, 김수지, 이기봉

(KIER)정규원, 조윤행, 심준목, 박현설
(대구대)임광희, 이은주, 이종훈, 박유진,
개질벤토나이트 캡슐을 충전한 자가치유성 개질아스팔트 방수재
권용현, (페트로산업)윤용근, 이재성
신경작용제 분해 촉잰을 위한 금속유기골격체 기공 내 금속 복합화
(국방과학(연))김민건, 류삼곤, 박명규
(고등기술(연))양승규, 이은실, 한성국,
HTC 탈리액 탈기 시 승온에 따른 탈기효율 평가
김대기, 김 호
(한국수자원공사)김지혜, 김세영, 이경혁,
국내외 해수담수화플랜트 취수 방식 분석 및 서해지역 적용가능성 검토
이영주, 임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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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환금-127(281)

Enhancement of Catalytic Activity of Electrodeposited Ni-P with the
Addition of Cu toward Oxygen Evolution Reaction

(서울대)김병근, 김재정, (금오공대)조성기
(중앙대)김수길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에환금-128(281)
P에환금-129(281)

P에환금-130(282)

P에환금-131(282)

P에환금-132(282)

P에환금-133(282)
P에환금-134(283)
P에환금-135(283)

P에환금-136(283)
P에환금-137(283)
P에환금-138(284)

Computational Prediction of Record Breaking V-MOF-74 Material for
(KAIST)현석원, 김지한
Methane Storage
(현대 NGV)김영철
Homogeneous reductive mediator generation using water contained
(순천대)오미소, G. Muthuraman,
ionic liquid medium by paired electrolysis for environmental
Kannan Karunakaran, 문일식
pollutant degradation
Effect of phenyl substitution on electrochemically mediated
(순천대)문일식, G. Muthuraman,
dechlorination of allyl chloride by Co(I)(bipyridine) in
K. Chandrasekara Pillai
aqueous CTAB solutions
Intrinsic electron transfer activity of RuO2 electrodes estimated using
(순천대)문일식, K. Chandrasekara Pillai
rotating-disk electrode voltammetry with non-interacting Fe3+/Fe2+
(EAT Univ.)A. Senthil Kumar
redox system as a probe
Benzyl headgroup-bearing cetyltrimethylammonium
(순천대)G. Muthuraman,
bromide(CTAB)-based micellar system for mediated electrolytic
K. Chandrasekara Pillai, 문일식
dechlorination in aqueous media
Studies on electrochemical generation of two mediators
(순천대)G. Muthuraman, A.G. Ramu,
simultaneously with MFI-type zeolite tubular membrane by
문일식
paired electrolysis
Scalable and Concurrent Generation of Homogeneous Acid Co(III)
(순천대)A.G.Ramu, G. Muthuraman,
and Base Co(I) Electrocatalysts Using a Divided Electrolyzer
Subramanian Balaji, 문일식
Electrochemically generated bimetallic reductive mediator
(순천대)A.G.Ramu, G. Muthuraman,
Cu1+[Ni2+(CN)4]1- for the degradation of CF4 to ethanol by
문일식
electro-scrubbing
Effect of electrolyte on Charging-discharging performance of
Na-β-alumina tubular separator towards development of
(순천대)이보열, 문일식
non-aqueous redox flow battery
Effect of cation-containing RTIL on the Co(II) redox behavior towards
(순천대)이보열, G. Muthuraman,
homogeneous electron mediator generation
Kannan Karunakaran, 문일식
(고려대)차준영, 송광호
Hydrogen Production System Utilizing Ammonia
(KIST, 고려대)김효영, 남석우
(KIST)김영천, 한종희, 윤창원

열역학: 10월 27일(금), 09:00 ~ 11:00
좌장: 서용원(UNIST), 신규철(경북대)
P열역금-1(288)
P열역금-2(288)
P열역금-3(289)
P열역금-4(289)
P열역금-5(289)
P열역금-6(289)
P열역금-7(290)
P열역금-8(290)
P열역금-9(290)

Measurement and correlation of density and viscosity for aqueous
monoethanolamine and N-methyldiethanolamine mixtures
Liquid - liquid equilibria of ternary mixtures of water + butylic acid +
heavy ethers and Excess and deviation property of {butyric acid +
ETBE, MTBE and TAME} at 298.15K
Vapor-Liquid-Equilibria of monoethaolamine + water,
N-Methyldiethanolamine + water system by static method
Isothermal Vapor-Liquid Equilibria and excess properties for
Monocarboxylic acid binary mixtur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Measurement of water solubility in the CO2-N2 liquid mixtures at
high pressur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Ternary liquid-liquid equilibria for {decane + BTX aromatics +
imidazolium based ionic liquids} systems and deviation properties for
{decane + BTX aromatics} binary systems
Molecular Dynamics Study of the O-Alkylated Amidium Ionic Liquid
based Aqueous Two-Phase Syste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hase equilibrium of 2,3-butanediol + Water + 2-methyl-1-pentanol
at several temperatur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hase behavior for the CO2 + 1-butyl-2-pyrrolidone and CO2 +
1-octyl-2-pyrrolidone systems at (313.2 to 393.2) K temperatures and
pressures up to 3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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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나재석, 신헌용
(KIER)민병무, 박영철, 이종섭
(충남대)오하영, 구지은, 박소진
(서울과학기술대)김성래, 신헌용
(KIER)민병무, 문종호, 이종섭
(충남대)구지은, 오하영, 박소진
(고려대)노원구, 강정원, 이철수
(한국기술교육대)유성식
(충남대)구지은, 오하영, 박소진
(UNIST)이경민, 곽상규
(서강대)조정아, 임종성
(전남대)이재경, 봉재휘, 변헌수
(경남대)이봉섭

P열역금-10(290)
P열역금-11(291)
P열역금-12(291)
P열역금-13(291)
P열역금-14(291)
P열역금-15(292)
P열역금-16(292)
P열역금-17(292)

Measurement of Liquid-Liquid Equilibrium and Partitioning of Ethanol
for Ethanol-Hexane-DES systems
Volumetric properties of choline chloride based deep eutectic solvent
mixed with solven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열유동 해석을 이용한 내화물의 열적 특성 비교
불화암모늄으로 도핑된 클라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에서 알코올의 거동

P열역금-19(293)
P열역금-20(293)
P열역금-21(293)
P열역금-22(293)
P열역금-23(294)

P열역금-24(294)

P열역금-25(294)

(한국교통대)서호성, 박병흥
(케이씨테크)김미래
(한국수력원자력)조현제
(경북대)이병관, 신규철
(강원대)차민준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the various solution conditions and design of agglomerated
crystals of Ibuprofen using antisolvent crystallization
Recrystallizaton of paracetamol in acetone-water mixture using the
anti-solvent metho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nclathration of C3F8 in sII hydrate with SF6 and C2F6
Potential application of two-phase expander for the performance
enhancement of N2 single expander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열역금-18(292)

(한국교통대)이관민, 서호성, 박병흥

(경북대)백승욱, 여상도
(경북대)이승주, 여상도, 백승욱
(UNIST)김은애, 서용원
(영남대)Muhammad Abdul Qyyum,
Kinza Qadeer, Arif Hussain,
오세희, 이문용

Measurement and correlation of CO2 solubility in
1-ethyl-3-methylimidazolium ([EMIM]) cation based ionic liquids:
(서강대)하승재, 임종성
[EMIM][Ac], [EMIM][Cl], [EMIM][MeSO4]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In silico study of nitro methane-based molecular bomb for optimal
(UNIST)김진철, 이정현, 전우철, 곽상규
explos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국방과학(연))조수경
Cosolvent impact behavior for the binary and ternary mixtures of
(전남대)봉재휘, 이재경, 변헌수
poly(2-phenoxyethyl acrylate) under supercritical solvents
(경남대)이봉섭
Temperature-dependent Structural Behaviors of Alcohol Clathrate
(강원대)차민준, (경북대)신규철
Hydrate
CO2와 1-benzyl-3-meth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sulfonyl)
(홍익대)이 샘, 박윤국, 김민수, 이진명
imide 이성분계의 고압 기액 상평형
Pseudo-hydrate inhibition behavior in gas hydrate systems containing
(UNIST)이준섭, 서용원
large molecule guest substances(LMGSs)
Thermodynamic Phase Equilibria and Formation Kinetics of
Cyclopentane, Cyclopentanone and Cyclopentanol hydrates in the
(광주과학기술원)홍수진, 문석윤,
presence of Gas Guest Molecules including Methane or Carbon
김희중, 이윤석, 박영준
Dioxid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Thermodynamic and Kinetic Influences of NaCl on HFC-125a
(UNIST)최원중, 이요한, 서용원
Hydrate for Application to Hydrate-Based Desalin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열역금-26(294)
P열역금-27(295)
P열역금-28(295)
P열역금-29(295)

Inhibition effects of urea, choline chloride, and their mixture on
CH4 hydrate formation
불화암모늄 및 메탄올 수용액 에서의 CO2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UNIST)고우진, 서용원, 오정민
(한국교통대)김기섭
(경북대)김정탁, 장성운, 구가을, 신규철

Solvent-Extractive Processing of Opportunity Oil in Process
Simul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Liquid-Liquid Equilibrium Data for ternary mixtures of 2,3-butanediol
+ Water + 3-methyl-3-pentano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고려대)김태현, 강성신, 강정원
(한국기술교육대)유성식
(서강대)김유겸, 임종성

이동현상: 10월 27일(금), 09:00 ~ 11:00
좌장: 최시영(KAIST)
P이동금-1(306)
P이동금-2(306)
P이동금-3(306)
P이동금-4(306)
P이동금-5(307)
P이동금-6(307)

입자간 친화도가 크기 비대칭성이 큰 이분산계 현탁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lattice relaxation on thermal conductivity of fcc-based
structures: An efficient procedure of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Dispersion Study of Plume Phenomenon for Cooling Tower using
Sea Water
Pressure Gradient Effects on Secondary Flow of Electrolytic Inelastic
Fluids in Curved Microchannels
Colloidal interaction heterogeneity of self-potential quantitative
investigation using optical laser tweezers
Correlation between particle size and pair interactions among
interface-trapped particles

(서울대)정윤세, 안경현
(서울대)하민영, 이원보
(삼성엔지니어링)황일훈
(고려대)윤 규, 정현욱
(KIST)전명석
(경희대)최규환, 박범준
(경희대)이하은, 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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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금-7(307)
P이동금-8(307)

Microfluidic fabrication of shape anisotropic magnetic composite
particles as micro-stirring particles
플라즈마를 이용한 폴리에틸렌 소수성 다공막의 친수화

(경희대)Ming XIa, 박범준
(홍익대)유진수, 류원선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이동금-18(310)

Chemorheological behavior of epoxy and amine harder in RTM
(서울대)안진수, 안경현, 이승종
process
Flow Behavior of Complex Fluids in Porous Media:
(KAIST)안소연, 최시영
Based on Capillary Flow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 Static and Dynamic Permeability Assay for Small Molecules Using a
(KAIST)이요한, 이현로, 김규한, 최시영
Planar Droplet Interface Bilayer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vaporation of a Heavy Drop on a Solid Substr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AIST)박진원, 최시영
Development of a Continuous Droplet Electroporation System for
(부경대)김영훈, 임도진
High Productivity
Electrostatic analysis by a numerical modeling of the charging
(부경대)양석환, 임도진
difference in the droplet contact charging phenomenon
CFD 및 공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디젤의 탈황프로세스
(부경대)최창용, 유 준, 임도진
개발
Mathematical Modelling of Aging ZrKClO4 Energy Release
Performance in Closed Chamber according to the Thermodynamic
(부경대)공태연, 임도진
Characteristics
Photo-crosslinking methacrylated collagen gels as three-dimensional
(홍익대)최원호, 김범상
scaffolds for tissue engineer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카본블랙 입자 현탁액의 유변 물성과 입자 응집구조의 상관성 분석
(상명대)김누리, 김단비, 구상균

P이동금-19(310)

수용액에서 그래핀옥사이드의 병진 및 회전확산과 크기분포

P이동금-20(310)

급속충전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의 SOC 및 온도 편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

P이동금-21(311)

Zn/Br2 흐름 전지 모듈의 전해액 거동 연구

P이동금-9(308)
P이동금-10(308)
P이동금-11(308)
P이동금-12(308)
P이동금-13(309)
P이동금-14(309)
P이동금-15(309)
P이동금-16(309)
P이동금-17(310)

P이동금-22(311)
P이동금-23(311)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동아대)김서균, 왕상훈, 옥창민, 이헌상
(한국전기(연))정승열
(아주대)이명규, 구보람, 신치범
(한국지엠)박성용
(아주대)구보람, 이명규, 신치범
(롯데케미칼)최은미, 김동주, 강태혁

차압미세채널유변계(DPER)를 이용한 저점도 고분자 용액의
정상상태 인장점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High Internal Phase Emulsion
Stabilized with TiO2 particl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동아대)김서균, 임원빈, 이헌상
(KAIST)채준수, 최시영

포스터발표 IV: 10월 27일(금), 15:00 ~ 16:30
고분자: 10월 27일(금), 15:00 ~ 16:30
좌장: 김범준(KAIST), 조은선(KAIST)
P고분금-1(144)

Manufacturing micro-channeled porous PVDF membranes by
directional melt crystallization

P고분금-2(144)

저비중 발포소재 적용 그린자동차용 일체형 디프로스터 및
크래쉬패드 개발

P고분금-3(145)
P고분금-4(145)
P고분금-5(145)
P고분금-6(145)
P고분금-7(146)
P고분금-8(146)
P고분금-9(146)

(중앙대)배수민, 지상원, 이종휘
(덕양산업)곽성복, (GS칼텍스)부웅재
(엠티코리아)김성화,
(자동차부품(연))이평찬
(덕양산업)곽성복, (울산 테크노파크)
소상우, (주은테크)황민혁

스마트 조명 및 무도장 하이그로시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감성 크래쉬패드 성형기술 개발
Add Expandable Materials to Silicone Rubber with Inorganic
(인하대)황소산, 류현준, 김영선, 심상은
Refractory Filler to Improve Fire-Resistance Performance
PC/MWCNT 복합소재에 습윤분산제 첨가를 통한 분산성 향상 및
(순천향대)박주용, 김동학
기계적, 전기적 특성 연구
(공주대)손영곤
초임계 CO2와 디클로로메탄을 이용한 인체용 PLLA 입자 제조
(한국기술교육대)노성래, 유성식
MIC(Molded-in-color) 소재 개발 시 Metal flake 분산 factor에 대한 고찰 (삼양사)진선철, 구명술, 김기용, 노형진
Effect of assembly pH and molecular weight of polyelectrolytes
on the morphologies and thermal transformation of layer-by-layer
(동의대)성충현
microtubes
Investigation of Dry Adhesive Utilizing Fine Polymer Structures for
(호서대)서동철, 김정수, 진찬호
Ski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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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금-10(146)
P고분금-11(147)
P고분금-12(147)
P고분금-13(147)

P고분금-14(147)
P고분금-15(148)
P고분금-16(148)
P고분금-17(148)
P고분금-18(148)
P고분금-19(149)
P고분금-20(149)
P고분금-21(149)
P고분금-22(149)
P고분금-23(150)
P고분금-24(150)
P고분금-25(150)
P고분금-26(150)
P고분금-27(151)
P고분금-28(151)
P고분금-29(151)
P고분금-30(151)
P고분금-31(152)
P고분금-32(152)
P고분금-33(152)
P고분금-34(152)
P고분금-35(153)
P고분금-36(153)
P고분금-37(153)

Strain-hardening 거동을 보이는 Thermoplastic elastomer(PP/SEBS)
물성 연구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poly(lactic acid)/cellulose
nanocrystal nanocomposites
친환경성을 지닌 3D 프린팅 필라멘트용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연구
For the Optimun Structural Stiffness of Rubber: Development of
Rubber/Silica Nanocomposite Inks for Structural Stiffness via Direct
Ink Writing
Hollow Doughnut Shaped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Application for Reduction of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Polymer Films
Surface modified porous PTFE /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
composite membrane for PEMFC applications
Polyimide porous composite with high thermal conductivity
Preparation of Porous Fabric-Hydrogel Composite Membranes for
efficient Microalgae Mass Culture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도성 폴리이미드 복합체 제조 연구
무기 필러의 슬립성을 향상 코팅에 따른 방열 시트 열전도 특성에
관한 연구
경량 방열 복합소재가 적용된 고천장등 컨버터 커버의 방열 특성에
관한 연구
Fabrication of Honeycomb-Shaped Gold Nanoparticle Array for
SERS Substrate
Electrically Conductive PS Core/Ag Shell Particles Prepared by
Electroless Plating Reduced with Polydopamine and Glucose
Morpholog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Sulfonated PolyHIPE
Microcellular Foams Incorporated by Polydopamine-Coated Carbon
Nanofillers
Na-ion Storage Behaviors of Graphitic Carbon Nitride/Carbon
Composite as Anode
Characterization of perovskite solar cells fabricated at above 50%
relative humidity
Effect of Number of Ethylene Oxide Unit on Thickness and Ionic
Conductivity of Ionic-based Polymer Electrolytes
π-conjugated semiconducting copolymer based on BTBT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thin-film transistor
Effect of molecular weight of PSS on PEDOT: PS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SS copolymer based PEDOT:
P(SS-co-TFPMA) with Tunable Work Function
A High-Performance, Flexible Top-Gated Graphene Field-Effect Transistor
with an iCVD Copolymer Gate Dielectric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Urea based Porous organic polymer using palladium immobilized
and used heterogeneous catalyst
Thermal expansion capsules with suspension polymerized with
monomers with high tg and low water solubility
Suspension polymerization based on via Pickering emulsion droplets
for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with Core-Shell structure
using the SPG emulsification technique
Liquid Crystal Alignment Properties on Capsaicin Substituted
Polystyrene Films
Synthesis of star-shaped PMMA-b-PS copolymer with discotic
π-stacking feasible core
Synthesis of ion-exchange polymer membranes using supporting
membranes for barkish water desalination via capacitive deionization
Preparation of Thiourea-Immobilized Polymer Beads for Sorption of
Heavy Metal Ions

(순천향대)박주용, 엄진화, 박헌진,
한현각, 김동학
(충북대)강호민, 신용화, 김대수
(삼양사)김기용, 구명술,
진선철, 노형진
(KAIST)이경문, 최시영

(성균관대)Vo Tri Nhat, 김덕준
(성균관대)박기철, 김덕준
(KAIST)문수민, 최시영, (KRICT)김윤호
(KAIST)김종민
(계명대)이동규, 하기룡
(지원산업)도현종, 이종현
(자동차부품(연))문동준, 윤여성
(자동차부품(연))김아영, 장은진, 오미혜,
윤여성, (비츠로밀텍)이승영, 박윤수
(성균관대)김소영, 유필진
(수원대)김준영, 박병규, 이성재
(수원대)안지훈, 유영욱, 이성재
(전남대)강희주, 전영시
(전남대)안준섭, 김성현, 송재관, 한은미
(충남대)김오섭, 배경호, 최호석
(POSTECH)유종현, Suman Kalyan Samanta,
송인호, 오준학
(연세대)정민석, 김중현
(연세대)임소은, 조원석, 박찬일,
김윤렬, 김중현
(KAIST)박관용, 오중건, 김충선,
조병진, 임성갑
(인하대)소재일, 천영걸, 성홍규,
류지형, 심상은
(인하대)소재일, 정지영, 천영걸, 심상은
(인하대)정지영, 소재일, 심상은
(동아대)주창하, 김태형, 강 효
(POSTECH)박소영, 김진곤
(전북대)최다슬, 이연식, Oneeb Ul Haq
(전북대)Bhattarai Saurabha, 이연식,
김종수, 김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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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분금-38(153)
P고분금-39(154)
P고분금-40(154)

P고분금-41(154)
P고분금-42(154)
P고분금-43(155)
P고분금-44(155)
P고분금-45(155)

P고분금-46(155)

Rapid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of Bottom Ash
(서울시립대)홍성일, 이지영, 박철우
Geopolymer
김 효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of coal fly-and-bottom ash hybrid
(서울시립대)박철우, 이지영, 홍성일,
geopolymer under high temperature environments
김 효
Semi-IPN membranes composed of ketone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ketone) block copolymer and organosiloxane
(성균관대)강규현, 김덕준
based hybrid network for PEMFC
Controlling the Structural, Thermal, Tribological properties of
Poly(vinylidene fluoride)/Nano-TiO2 Compoistes using Dry-mixing
(연세대)박병주, 정정표, 김나운, 김종학
and Hot-Press Technique
Nanostructured SBS-g-POEM / EMIMDCA Hybrid Membranes for
(연세대)박민수, 임정엽, 김종학
CO2/N2 Separation
(국방과학(연))이정민
Ionic Conductivity of Amphiphilic SBS-g-POEM Copolymer
(연세대)김진규, 임정엽, 박철훈, 김종학
Electrolytes for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국방과학(연))안준모
W/O/W double emulsion technique을 이용한 PLLA microparticle 제조
(공주대)이소정, 정하영, 고영수
Tunable Porosity of Covalent Organic Polymer by Changing the
(인하대)성홍규, 류지형, 소재일,
Structure of Monomer: Application to the Removal of Heavy Metal
천영걸, 심상은
Ions from Wastewater
Temperature-Sensitive Shape Memory Polymers based on
(중앙대)박한음, 박주현, 이다빈,
Diisocyanate and Low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glycols
팜티투이동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고분금-47(156)
P고분금-48(156)
P고분금-49(156)
P고분금-50(156)
P고분금-51(157)
P고분금-52(157)
P고분금-53(157)
P고분금-54(157)
P고분금-55(158)
P고분금-56(158)
P고분금-57(158)
P고분금-58(158)

PEOz/PCL diblock copolymer 합성 및 microparticle 제조
The Comparative Study of p(DMAEMA-r -styrene) and p(DMAEMA-b styrene) as Polymeric Dispersants for the Dispersion of SWCNTs
Shape memory ethylene copolymer network containing
thermoreversible Diels-Alder couplings
Highly Permeable Super Absorbent Polymer via Pickering poly-HIPE
Templa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Near-infrared light induced cancer photodynamic therapy based on
upconversion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hotosensitizer-conjugated gold nanorod based on disulfide cleavage
trigger for photodynamic and photothermal therapy
Photothermally sensitive soft actuator fabricated with nanocomposite
hydrogel
Uniaxial Alignment of ZnO Nanowires via Light-Induced Directional
Mass Migration in Azo Polymer/ZnO Nanowire Coosite Microparticles
Self healing elastomer based on maleated ethylene vinyl acetate/
sulfonated polyaniline copolymer blend
Pt nanoparticle decorated melamine-formaldehyde microspheres for
catalytic oxidation and reduction applications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가 첨가된 PVDF film의 polarization 및
압전 특성 향상
Output Enhancement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hrough
Conformal Contact of Pillar Structure with Film-cover

(공주대)이예슬, 정하영, 고영수
(경남정보대)김봉수
(부산대)백현종
(한양대)강경희, 장영욱
(KAIST)신희웅, 김수빈, 최시영
(충남대)최종선, 김소연
(충남대)최종선, 김소연
(충남대)신예린, 나준희, 김소연
(성균관대)정유진, 이승우, 유필진
(한양대)허민수, 장영욱
(한양대)이성재, 장영욱
(연세대)이준우, 임상우
(POSTECH)이주현, 김진곤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고분금-59(159)

Morphology Control of thin Films from the Blends of Amphiphilic
Diblock Copolymer and Homopolymer at the Air/Water Interface

(KAIST)김백민, 최시영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고분금-60(159)

Photostability enhancement in encapsulation of conjugated polymer
nanoparticles by layer-by-layer phospholipid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고분금-61(159)

Highly Stretchable Organic Core-Shell Nanofibers for
Field-Effect Transistors

P고분금-62(159)

Clustering of Iron Oxide Nanocrystals in Conjugated Polymer
Nanoparticles for Enhanced, Simultaneous Photothermal,
Photoacoustic and Magnetic Effec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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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이다빈, 박주현, 박한음,
팜티투이동
(POSTECH)이상진, 이무열, 오준학
(UNIST)홍자연
(재료(연))오영석, 성동기, 엄문광
(중앙대)팜티투이동, 박주현, 이다빈,
박한음

P고분금-63(160)
P고분금-64(160)

Phase Separation in Freestanding and Planar Lipid Membran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Biocompatible, UV Curable Polysiloxane acrylate for an Advanced
Neural Probe and Its Structural Mechanical Analysis

(KAIST)이현로, 이요한, 최시영
(성균관대)정우진, 김태일

재 료: 10월 27일(금), 15:00 ~ 16:30
좌장: 김재윤(성균관대), 손재성(UNIST), 손희상(광운대)
P재료금-1(324)

Theoretical prediction of the electronic transport properties of the
Al-Cu alloys based on the first-principle calculation and Boltzmann
transport equation

P재료금-2(324)

Synthesis of CdTe Nanoparticles stabilized by 1-Thioglycerol

P재료금-3(324)

Synthesis of CdTe Nanoparticles stabilized by L-cysteine

P재료금-4(324)
P재료금-5(325)

Effect of aromatic and aliphatic isocyanates on sound absorption
property of polyurethane foams
Improved solar water splitting via partial oxidation of ZnS
photocatalys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6(325)

Graphitic carbon nitride의 형광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측정

P재료금-7(325)

ZnO 나조구조를 이용한 GaN 기반 고감도 암모니아 센서

P재료금-8(325)
P재료금-9(326)
P재료금-10(326)
P재료금-11(326)
P재료금-12(326)
P재료금-13(327)

P재료금-14(327)

P재료금-15(327)
P재료금-16(327)
P재료금-17(328)
P재료금-18(328)
P재료금-19(328)
P재료금-20(328)
P재료금-21(329)
P재료금-22(329)
P재료금-23(329)

(서울대)최가람, 김효석, 이원보
(한국교통대)최용혁, 김기섭
(고려대)강정원
(한국교통대)윤석진, 김기섭
(고려대)강정원
(서울시립대)최 현, 김정현
(서울시립대)박대길, 김정현
(울산대)허승현, 오티옌린, 왕림림
(울산대, 상해공정기술대)수려군
(상해공정기술대)웨이 안
(단국대)정선우, 장수환
(홍익대)백광현

Simple vacuum annealing process to improve solar water splitting
(POSTECH)백민기, 용기중, 김도경
ability of ZnO photoanod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water soluble Nitrogen doped high
(가천대)김예지, 김종성
Fluorescent Carbon Dots from Aspartic Acid
CLC용 산소전달입자로서 (A, C)1(B, D)2O4 스피넬 구조체 도입 및
(영남대)곽병섭, 박노국, 류시옥, 강미숙
산화-환원 특성 비교
(한국전력 전력(연))백점인, (KIER)류호정
Designing Novel Synthetic Protocol of InP Nanocrystals using Cheap
(KAIST)이동규, 이도창
Phosphorus Precursor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hemically functionalized
amorphous silica nanoparticles equipped with uniform nanopores
(부산대)장은혜, 정성욱
for removing heavy metal ions from wastewater
Bismuth included catalyst and its effect on vanadium redox flow
(서울과학기술대)문성은, 권용재
batter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정용진
Synthesis, characterization, and surface modification of highly
monodisperse amorphous silica nanoparticles (ASNs): A platform to
(부산대)문지훈, 정성욱
study phase transformation of amorphous to crystalline silica under
solvothermal conditions
Effect of phosporous doped CNT catalyst on vanadium redox flow
(서울과학기술대)노찬호, 권용재
battery performanc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정용진
(서울과학기술대)양종원, 크리스트와르다나
Microbial Fuel Cell using Yeast and Polyethylenimine Coated Carbon
마셀리너스, Domenico Frattini, 권용재
Felt Biocatalyst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KIST)Grazia Accardo, 윤성필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functionalized colloidal calcium
(부산대)한지훈, 정성욱
phosphate nanoparticl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 of dielectric materials on characteristics of a dielectric barrier
(아주대)박창진, 김창구
discharge system
Electroless plating of copper on PET without using a seed layer
(아주대)박창진, 김창구
(한국표준과학(연))박은욱, 최병일, 김종철,
산화그래핀 기반 습도센서의 민감도와 이력현상 관계 연구
우상봉, 김용규, 이상욱, (한밭대)최윤석
CdSe Nanoplatelets with Controlled Morphology and Their Optical
(KAIST)윤다은, 이도창
Anisotropy
Preparation of Alginate/Poly ethylene oxide anti-adhesion film to
(중앙대)백승호, 박하경, 이동현
prevent post-surgical tissue adhes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CL- Gelatin Multilayered Scaffolds Fabricated by Air-Jet Spinning for (중앙대)Chen Keyao, 박영아, 유구상,
Controlled Drug Releas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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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24(329)
P재료금-25(330)
P재료금-26(330)
P재료금-27(330)
P재료금-28(330)
P재료금-29(331)
P재료금-30(331)
P재료금-31(331)
P재료금-32(331)
P재료금-33(332)
P재료금-34(332)
P재료금-35(332)

Optimization of the 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전남대)지수현, 장우성, 김도형
process for NiO film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Direct Cd-to-Zn Cation Exchange of CdSe Nanocrystals
(KAIST)이수호, 이도창
Pd-Bi bimetallic catalysts including polyvinylpyrrolidone surfactant
(서울과학기술대)양승원, 양종원, 권용재
inducing excellent formic acid oxidation reaction and direct formic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정용진
acid fuel cell performance
Flexible and Transparent Electrode for Wearable Force Touch Sensor Array
(서울대, IBS)송준걸, 김대형
Blister agent detection by using passive FT-IR spectra and comparison
(국방과학(연))김종선, 김현정,
of GLRT algorithm score with various parameters
남현우, 강영일
Economical synthesis of well-dispersed Pt/C nanocatalysts by
(명지대)김두진, 김경민, 김봉근, 나현빈
galvanic replacement method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Formation of Cu-Ag Film Using Electrodeposition in Ammonia-based (서울대)전영근, 김명준, 최승회, 김회철,
Solution
함유석, 김재정
암모니아 흡착을 위한 저비용 나노포러스 Al2O3 제조
(광운대)염창주, 강명주, 김영훈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iO2@Au 코어쉘 입자가 코팅된 발열 소재 개발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MI 차폐 및 열 확산 능력을 갖는 탄소-금속 나노파우더 복합체의 제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Effective production of MoS2 nanosheets for Li-ion battery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weak-acid Cu plating solution applied
for superfilling

(광운대)홍재환, 김영훈
(명지대)고동현, 김두진, 김경민,
한유진, 나현빈
(KAIST)차영현, 김도현, 정재민
(서울대)김태영, 김재정

P재료금-36(332)

Synthesis of cobalt oxide nanocubes and its application in
electrochemical supercapacitor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전북대)장광수, Sadia Ameen, 김은비,
모흐드 나짐, 압둘라, 피자히라미아,
서형기, 신형식

P재료금-37(333)

Synthesis and Comparison of Magnetic-material@Graphite Core-Shell
Composites with Electric insulation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Performance

(인하대)황소산, 김채린, 김영선, 심상은

P재료금-38(333)

수포작용제 가스의 온도별 및 유량별 농도형성에 대한 연구

P재료금-39(333)
P재료금-40(333)
P재료금-41(334)
P재료금-42(334)
P재료금-43(334)

P재료금-44(334)

P재료금-45(335)
P재료금-46(335)
P재료금-47(335)
P재료금-48(335)
P재료금-49(336)
P재료금-50(336)
P재료금-51(336)
P재료금-52(336)
P재료금-53(337)

Improve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aromatic contamination in
silicon fabrication process by using nanocomposites
A Solution-Processable Organic n-Type Dopant for Graphene and
Organic Semiconductor-Based Transisto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Fe3O4-Ag yolk-shell nanostructures: A novel material for
Li-ion batteries
Visible light response activities of MoS2 nanoparticles attached on
melted silver nanowires
Flexible h-BN Foam Sheets for Multifunctional Electronic Packaging
Materials with Ultrahigh Thermostability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이산화티탄 내 리튬 삽입 시의 구조색 변화를 통한 실시간 결정구조
분석
Synthesizing an electron rich modified NHC palladium complex and
its catalytic application on Suzuki coupling reaction
IAST++: Software for Ideal Adsorbed Solution Theory(IAST)
Calculations with User-friendly Interface
Scalable Synthesis of Exfoliated Organometal Halide Perovskite
Nanocrystals by Ligand-Assisted Ball Mill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 facile, single-step hydrothermal growth of Sb-doped ZnO nanorod
arrays and their extremely low power UV-sensing properties
Edible Gelatin Electrolyte for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
Pd 1.0 mol.-% 를 삽입한 Zn0.3Mg70Al2O4 spinel 구조 촉매의
저온 에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한 수소 생성 능력 평가
가시광 감응을 위한 FTO 기반의 금 나노입자가 담지된 가지형
TiO2 광촉매 필름 제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광열특성을 가지는 종이 기반의 패치 제조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Nickel Metal Mesh Prepared by
Diaphragm Electro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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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김현정, 김종선,
이준오, 강영일
(연세대)김국주, 엄기주, 이강택
(POSTECH)김용희, 이은광, 오준학
(전북대)김종석, Sahu Puspanjal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김양수
(가천대)서순민, 주석원, Xiao Peng
(충남대)김 들, Artavazd Kirakosyan,
윤석진, 최지훈
(서울대)박종석, 배성준, 유영근, 이종협
(Stanford Univ.)남인호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박수민, (서울시립대)한정우
(인하대)천영걸, 소재일, 성홍규,
류지형, 심상은
(KAIST)이상원, 김지한
(충남대)윤석진, Artavazd Kirakosyan,
김 들, 최지훈
(POSTECH)김동형, 용기중
(성균관대)조영진, 김태일
(영남대)이재형, 손남규, 김준영, 강미숙
(광운대)김우철, 홍건영, 김영훈
(광운대)한수민, 김영훈
(경남정보대)허광선, 정은혁
(한성이즈텍)배영한

P재료금-54(337)
P재료금-55(337)
P재료금-56(337)
P재료금-57(338)
P재료금-58(338)
P재료금-59(338)
P재료금-60(338)
P재료금-61(339)
P재료금-62(339)
P재료금-63(339)
P재료금-64(339)
P재료금-65(340)
P재료금-66(340)
P재료금-67(340)
P재료금-68(340)

(부산대)Mohammed Panthakkal Abdul
Muthalif, 최영선, 이현지, 조연아,
김종성, 박주미, 박한규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Nickel Metal Mesh Prepared by Rotating
(경남정보대)허광선, 정은혁
Electroforming Apparatus
(한성이즈텍)배영한
Oxidation Pathway Transition Between Condensed Phase and
(KAIST)신도중, 이도창
Gaseous Phase in Nanothermite Composites Using Al Nanoparticles
in Three-Dimensionally Ordered Macroporous CuO
Insights into the Role Zinc Precursors in Colloidal Growth of
(KAIST)고성준, 이도창
Monodisperse InP Quantum Do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Control of capacitive deionization performance of carbon electrode
(공주대)민병호, 최재환, 정경열
via using TiO2 and Tiron
Fabrication of polystyrene/bimetal ZIF core-shell particles and
(경희대)신하민, 김진수
hollow-shell ZIF particles by solvothermal method
(공주대)한장훈, 민병호, 정경열
Luminescence improvement of Gd2O3: Eu/Bi red phosphor for
(한국세라믹기술원)김대성
application to emissive pearl pigment
(CQV)최병기, 강광중
팔라듐 나노입자를 담지한 철 나노입자 기반의 광열특성을 가지는
(광운대)노건민, 김영훈
입자 제조
Air stable colloidal cesium lead halide perovskite nanocrystals
(KAIST)우주영, 이도창
through surface inorganic passivation
산화철 나노입자 및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현장 진단용 종이 기반
(명지대)김봉근, 한유진, 박정민, 유한솔,
LFIA 분석 플랫폼 연구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여도경, 나현빈
(공주대)변재영, 최현실, 민병호, 정경열
Luminescence improvement of CeO2: Ho/Yb upconversion phosphor
(한국세라믹기술원)김대성
via introducing organic additive to spray pyrolysis
(CQV)최병기, 강광중
Aerosol synthesis of CuO and CuO/Ag nanoparticles for the
(공주대)송길현, 민병호, 정경열
fabrication of conductive electrode via thermal and photosintering
Improvement of ionic sorption capacitance of morphologically
(공주대)권혜원, 민병호, 정경열
controlled porous carbon through spray pyrolysis
Continuous synthesis of Ti doped MoO2 microsphere and their partial
(경희대)임경민, 김진수
oxidation of surrogate Jet-A fue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electivity of Photo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Modulated with
(KAIST)조현진, 이도창
Electron Transfer from Size-Tunable CdSe Nanocrystals
Improving the photovoltaic performance of quantum dot-sensitized
solar cells using copper-doped cadmium sulfide quantum dot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69(341)
P재료금-70(341)
P재료금-71(341)
P재료금-72(341)

P재료금-73(342)
P재료금-74(342)
P재료금-75(342)
P재료금-76(342)
P재료금-77(343)
P재료금-78(343)
P재료금-79(343)

Promising Hydrogen Storage Materials Based on Conjugated Cyclic
and Heterocyclic Organics

(K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장문정,
윤창원, (KIST)조영석, 김영천, 남석우
(자동차부품(연))이평찬, 정선경, 고윤기,
자동차 헤드램프 내 베이스 플레이트용 고내열 복합소재의 열변형 연구
김보람, (니프코코리아)황윤섭, 정재욱
Cascade array of quantum dot with Au nanoparticle in TiO2 Nanowire
(KAIST)이석원, 이도창
for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전북대)김은비, 서형기, 사디아 아민,
One pot synthesis of ZnO hollow balls by solvothermal technique
장광수, 모호드나짐, 압둘라, 이지은,
and its characteriz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파자히라미아, 파힘 아메드, 신형식
Effects of oxygen plasma generated by magnetron sputtering of
(숙명여대)임보람, 권우성
top-contact ruthenium oxide electrode on pentacene thin film
(POSTECH)이태형
transisto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문어빨판구조를 모사한 피부부착형 고감도 온도센서
(고려대)오주현, 홍수영, 하정숙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RGB 색상 표현이 가능한 전기변색소자의 스트레처블 어레이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Highly stable graphene nanoflakes-coated silicon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Enhancement of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in Cu-doped
CdSe Nanoplatelet Superparticles
Skin-like Electrochromic Device with Graphene-Ag Nanowire
Electrode
Conversion Seeding of ZnO layer and Secondary Growth Synthesis of
ZIF-8 Membrane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고려대)김동식, 박 흔, 하정숙
(성균관대)남명균, 유필진
(KAIST)김휘동, 윤다은, 이도창
(전자부품(연))김영석, (한양대)조국영
(전자부품(연), 한양대)이지은
(경희대, KIST)이정희
(경희대)김동휘, 김진수, (KIST)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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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료금-80(343)
P재료금-81(344)
P재료금-82(344)
P재료금-83(344)
P재료금-84(344)

비 이온성 고분자 계면활성제와 PEDOT:PSS를 이용한 스트레처블
투명 전극 제작
Bio-inspired superhydrophobic surfaces for enhanced underwater
stability and regeneration
유기용매 기반의 implanted photoresist strip 용액 개발
InGaAs의 wet treatment 후 표면 산화 거동 연구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O2 with H2O: Selectivity and Activity
Control of Cu/TiO2 by Ligand Passivation and Mechanism Study

(KU-KIST 융합대학원)이진호
(고려대)정유라, 하정숙
(POSTECH)정용재, 이정한, 용기중
(연세대)오은석, 임상우
(연세대)이진훈, 나지훈, 임상우
(KAIST)정선일, 이도창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91(346)

Realistic plasma surface reaction model for cyclic fluorocarbon
atomic layer etching process
Improvement dispersion of amphiphilic polymer coated quantum
dots within crosslinkined polydimethylsiloxane
Highly-ordered self-assembled monolayer of semiconductor
nanorods
Thermal Stability Enhancement of Quantum Dots by Post-Synthetic
Treatment with Metal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고온 고압 조건에서의 starch, PVA, citric acid 수용액의 에스테르화
반응성 연구
One-pot synthesis of B-doped graphene quantum dots decorated on
graphene hydrogels as highly efficient electrocatalyst
50nm size AgNP의 furnace와 RTP에서 열용융 특성비교

P재료금-92(346)

초탄성 하이드로젤/그래핀 복합재료의 구성방정식 및 삼투압

P재료금-85(345)
P재료금-86(345)
P재료금-87(345)
P재료금-88(345)
P재료금-89(346)
P재료금-90(346)

P재료금-93(347)
P재료금-94(347)
P재료금-95(347)

나노물질 기반의 늘임 가능한 피부 부착형 전기화학 센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ynthesis of liposome/metal hybrid nanoparticles with embedded
fluorescence molecules
Synthesis of Dual-Color-Emitting Carbon Nanodots via Surface
Modification with 4-Octyloxyaniline for Multicolor Bioimaging and
Optogenetic Control of Ion Channel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96(347)

졸겔법을 이용한 TiO2@Al2O3@SiO2(core-shell-shell) 제조 연구

P재료금-97(348)

PVDF/BaTiO3/Graphene 삼성분계 고분자복합필름에서
BaTiO3 함량에 따른 NTC 특성 및 결정구조 변화

P재료금-98(348)

Effective Removal Mechanism of Hexavalent Chromium by Polypyrrole

Theoretical Study on Artificial Polar Surface of Metal Oxide
Superlattice
P재료금-100(348) 스타이렌-메타크릴산 공중합체의 합성 및 크기 조절
Surface Tension-Mediated Tunable Small Gap between Metal
P재료금-101(349)
Monolayer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ensitive and Selective Protein Detection by Exploiting Interaction
P재료금-102(349) between Antibody-conjugated Gold Nanoparticle and Malachite
green-modified Antigen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99(348)

P재료금-103(349)

One step hydrothermal synthesis of titanium oxide nanostructures
with variable HCl concentrations

Synthesis of ZIF-8 membranes by secondary growth method and
their gas permeation properties
Smartly Controllable Drug Release with Capped Mesoporous Silica
P재료금-105(350)
Nanoparticles and Its In-Situ Raman Monitor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Facile Fabrication of High-density Metallic Nanogaps
P재료금-104(349)

P재료금-106(350)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olvothermal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Mo/UiO-66 Particles
for Partial Oxidation of n-Dodecan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재료금-108(350) Study of oxide layer characterization for perovskite solar cell
P재료금-109(351) CVD공법을 이용한 2차전지용 Lithium Phospate 고체 박막 전해질 제조
P재료금-107(350)

76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76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전북대)유혜성, 임연호, 육영근
(경원테크, 전북대)유동훈
(연세대)윤철상, 이강택
(KAIST)김다흰, 이도창
(KAIST)모성원, 이도창
(강원대)홍석환, 이원규
(울산대)Tran Van Tam, 최원묵
(강원대)홍석환, 이원규
(동아대)옥창민, 김소리, 김서균, 강신혜,
김도완, 윤진환, 이헌상
(고려대)오승윤, 홍수영, 정유라,
박 흔, 하정숙
(서강대)장정우, 이영재, 신용희, 강태욱
(POSTECH, 숙명여대)박윤상
(POSTECH)김혜민, 백송은, 한슬기,
정두엽, (숙명여대)이시우, 권우성
(고등기술(연))신동윤, 박재량,
이덕희, 박경수
(동아대)옥창민, 강유빈, 임원빈, 이헌상
(KIST)고영진, 김희곤, 최재우
(UNIST)최근수, (고려대)이순재
(UNIST)임형용, 김수환, 곽상규
(공주대)금동한, 이서희, 황선미, 이창용
(서강대)장지한, 이재경, 황금래, 강태욱
(서강대)유수연, 강태욱, (가톨릭대)박원상
(전북대)이지은, 서형기, 신형식, 사디아 아민,
모호드 나짐, 김은비, 장광수, 압둘라,
피자히 라미아, 파힘 아메드
(경희대)김진수, Tran Nguyen Tien
(서울시립대)이승기, 권정아, 최인희
(건국대)박건희, 주지봉
(서강대)김연지, 강태욱, (고려대)최연호
(경희대)최재형, 김진수
(영남대)김효은, 박진호
(영남대)전윤창, 박진호, 이상훈

P재료금-110(351)
P재료금-111(351)
P재료금-112(351)
P재료금-113(352)
P재료금-114(352)
P재료금-115(352)
P재료금-116(352)
P재료금-117(353)
P재료금-118(353)
P재료금-119(353)
P재료금-120(353)
P재료금-121(354)
P재료금-122(354)

A study of the formation of SnS absorption layer by Sn and
(영남대)정동섭, 바수데바레디,
S lamination structure and rapid thermal annealing
파라오루 모한 레디, 김효은, 박진호
Towards the green and low-cost synthesis of CIGSe nanoparticles by (영남대)TrangThiThuyLe, Pejjai Babu,
sonochemistry
박진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차전지 제작 MOCVD 해석
(영남대)이상훈, 박진호, 전윤창
Synthesis Of Pyrite Cubic And Spherical Shapes As High Efficiency
(영남대)Nguyen Van Toi, Thanh Kieu Trinh,
Counter Electrodes For Dye Sensitied Solar Cells
박진호
첨가제를 통한 인산의 Si3N4/SiO2 선택적 습식 에칭 능력 향상
(연세대)손창진, 임상우
Influence of selenization temperature on the Cu2SnSe3 physical
(영남대)파라오루 모한 레디, 박진호,
properties
바수데바레디
질소 도핑 흑연질 탄소가 채워진 요크-쉘 형태의 금속산화물의
(고려대)김정현, 강윤찬
리튬 저장 특성
니켈-철 기반의 층상이중수산화물 전극을 이용한 고효율,
(KIER)이세영, 한원비, 조현석,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
조원철, 김창희
나노포어들을 내포하는 다성분계 금속 칼코지나이드 구형 입자의
(고려대)박진성, 강윤찬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수소발생용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의 다중껍질 구조를 가진
(고려대)박승근, 강윤찬
금속셀렌화물 전촉매
Needle Type Biological Nanowire Sensor Using Cost Effective and
(전북대)김정수, 조윤성, 김진태, 임연호
Mass-producible Fabrication Route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Scalable Synthesis of Crumpled P-rich Nickel Phosphide/rGO Composite
(KAIST)최승호, 박승빈, (서울대)최장욱
Powder with Excellent Li-ion Storage Properties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The roles of H2 in TMDC synthesis by CVD
(인하대)황윤정, 신내철

P재료금-123

Theoretical Exploration of Crystal Structure and Li Intercalation
Mechanism of c-HBC

P재료금-124

Electronic Structure and Magnetic Property of 2D Open-Shell Covalent
Organic Framework

(UNIST)박주현, 강석주, 곽상규
(울산과학기술원)주세훈, 곽상규

화학공정안전: 10월 27일(금), 15:00 ~ 16:30
좌장: 이철진(중앙대), 윤여송(한국기술교육대)
P안전금-1(406)
P안전금-2(407)
P안전금-3(407)
P안전금-4(407)
P안전금-5(407)
P안전금-6(408)
P안전금-7(408)

SO2 sensing properties of SnO2-based sensor promoted with
Fe2O3 and TiO2
유체전산모사를 이용한 수소 감압부시설 자연환기 및 강제환기 사례
연구
Application and effect of explosion venting panel using FLACS CFD
simulation in low-pressure hydrogen facilities
항만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
CFD Fluent Pipe elbow 침식(erosion) 모사를 통한 한계상태함수
실패 확률 예측
사례분석을 통한 화학사고 대응 단계별 특성 분석
플랜트 셧다운 절차의 자동생성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표현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안전금-8(408)

신뢰성기반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한 지하배관의
신뢰도 평가 및 사고 비용 분석

P안전금-9(408)

고압가스 매설배관에서의 위험거리 산출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

P안전금-10(409)
P안전금-11(409)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측모델 도식화 방안
플랜트 내 건물의 안전을 위한 BRA(Building Risk Assessment)

(경북대)김현지, 이수출, 류민영, 김재창,
허증수, (KIER)황병욱
(연세대)이재원, 조형태, 김영진,
오승현, 문 일
(연세대)홍석영, 조승식, 이재원,
조성현, 문 일
(아주대)윤수경, 정승호
(서울대)남정용, 이원보, 박건희, 이건학,
김현기, 어철원, 이영근, 김창수
(연세대)김영진, 오승현, 은종화, 문 일
(명지대)박명남, 김창완, 신동일
(서울대)박건희, 남정용, 이건학, 이원보
(서울대)이건학, 박건희, 남정용, 어철원,
김현기, 이영근, 이원보
(광운대)이현진, 고재욱, 설지우, 백주홍
(광운대)이현진, 정창모, 정태준, 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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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명단 
10월 25일(수)
구 분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Tutorial
Tutorial: 촉매(나노기술 중심)
Tutorial: 결정화 현상의 기초

성 명
김지만
이종휘
임상혁

소 속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발표장
101+102호

운영시간
13:00~18:00

103호

13:00~18:10

10월 26일(목)
구 분

심포지엄 및 분야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주관]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주관]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재료부문위원회 주관]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성 명
용기중
Da-Ming
Wang

소 속
POSTECH
Nat'l Taiwan Univ.

발표장

운영시간

F발표장(101호)

08:40~17:20

이민희

LG하우시스

G발표장(102호)

14:00~17:40

이성재

수원대학교

H발표장(103호)

14:00~17:00

김도형
윤성훈
이동현
이진우
김연상
남재욱
이평수
정용철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POSTECH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KRICT
부산대학교

L발표장(107호)

08:30~17:10

I발표장(104호)

14:00~17:40

J발표장(105호)

14:00~17:30

KOSHA

E2발표장(210+211호)

14:00~17:00

충남대학교

B발표장(205호)

08:40~11:00

[고분자부문위원회 주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심포지엄
부문위원회 주제별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심포지엄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공동주관]
이근원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심포지엄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주관]
이광복
화학공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심포지엄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여성위원회 주관]
김상경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남이현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정진석
류원선
기타 심포지엄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이종민
손정곤
고분자
이정현
공정시스템
김지용
백승필
생물화공
정기준
박영권
에너지 환경
임탁형
구두발표
열역학
서용원
김성원
유동층
박성희
권용재
재 료
박용일
촉매 및 반응공학
하정명
공정시스템
김지용
배윤상
분리기술
이광복
포스터발표 I
백승필
생물화공
정기준
김성원
유동층
박성희
공업화학
정지훈
포스터발표 II
미립자공학
조영상
촉매 및 반응공학
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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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R

D발표장(206+207+208호) 09:00~10:40

한화토탈
G발표장(102호)
10:00~17:40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
B발표장(205호)
14:00~17:40
EDRC
KIST
I발표장(104호)
09:00~10:40
고려대학교
인천대학교
K발표장(106호)
08:40~16:40
고려대학교
D발표장(206+207+208호) 14:00~17:20
KAIST
서울시립대학교
C발표장(204호)
08:30~17:45
KIER
UNIST
E1발표장(209호)
08:40~11:00
한국교통대학교
E1발표장(209호)
14:00~17:00
우석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J발표장(105호)
08:30~11:00
전남대학교
KIST
M발표장(108호)
08:50~17:00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1층 전시홀
09:00~10:30
고려대학교
KAIST
한국교통대학교
우석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층 전시홀
16:00~17:40
전북대학교

Organizer 명단 
10월 27일(금)
구 분
특별 심포지엄

주제별 심포지엄

심포지엄 및 분야
[촉매부문위원회, 고려대학교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공동주관]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공업화학부문위원회 주관]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주관]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주관]
제6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주관]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동향 심포지엄
[에너지 환경부문위원회 주관]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유동층부문위원회 주관]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산업체 기술교류회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업무위원회
심포지엄
기 타

전문대학(화학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산업소재 및 소재부품 R&D사업 성과발표회
(수송기기용 소재 및 공정 분야)
고분자
분리기술

구두발표

생물화공
재 료
화학공정안전
에너지 환경

포스터발표 III

열역학
이동현상
고분자

포스터발표 IV

재료
화학공정안전

성 명

소 속

발표장

운영시간

김도희
이관영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M발표장(108호)

09:00~15:15

장동진

인제대학교

김정현

서울시립대학교

K발표장(106호)

09:30~12:00

김종남
서유택

KIER
서울대학교

J발표장(105호)

13:00~16:20

정기준

KAST

F발표장(101호)

13:30~16:45

이재우

KAIST

C발표장(204호)

13:30~17:00

서명원

KIER

H발표장(103호)

09:00~12:00

남이현
정진석

한화토탈
울산대학교

G발표장(102호)

09:00~16:00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B발표장(205호)

10:00~12:00

장세찬

KEIT

H발표장(103호)

13:00~17:00

손정곤
이정현
박영준
윤형철
백승필
정기준
권용재
박용일
신동일
조영도
박권필
임탁형
서용원
임도진
손정곤
이정현
나현빈
신동일
조영도

KIST
고려대학교
GIST
KIER
고려대학교
KA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스안전공사
서울시립대학교
KIER
UNIST
POSTECH
KIST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스안전공사

I발표장(104호)

09:00~12:10

J발표장(105호)

09:00~11:50

F발표장(101호)

10:00~11:20

L발표장(107호)

09:00~16:00

C발표장(204호)

09:00~11:40

D발표장(206+207+208호) 09:00~12:00

09:00~11:00
1층 전시홀
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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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명단 
성명
고강석
고민수
구형준

소속
KIER
한화토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도희

서울대학교

김범준
김상경
김성원

KAIST
KIER
한국교통대학교

개최일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5일(수)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김연상

서울대학교

10월 26일(목)

김재윤
김정현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김지용

인천대학교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김태옥

명지대학교

10월 26일(목)

김태희
김희탁
나경수

한화토탈
KAIST
전남대학교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남재욱

성균관대학교

10월 26일(목)

박병흥
박성희
박영준

한국교통대학교
우석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박영해

영남이공대학교

10월 27일(금)

박종호
배윤상
백승필
서동주
서명원
서상우

KIER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KIER
KIER
서울대학교

서용원

UNIST

서유택
서정길
성수환
손재성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경북대학교
UNIST

손정곤

KIST

손희상
신규철
신동일

광운대학교
경북대학교
명지대학교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안경현

서울대학교

10월 26일(목)

용기중
원왕연
유창규
윤성훈
윤여송
윤창원
윤형철

POSTECH
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IST
KIER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이광복

충남대학교

10월 26일(목)

이규복

충남대학교

10월 26일(목)

시간
발표장
심포지엄 및 분야
09:00~10:40
H발표장(103호)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13:00~14:30
J발표장(105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6차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09:00~11:50
L발표장(107호)
구두발표: 재 료 II(학생 구두발표)
13:00~18:00
101+102호
Tutorial: 촉매(나노기술 중심)
13:30~15:15
M발표장(108호)
특별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고분자
09:00~10:40 D발표장(206+207+208호)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14:00~17:00
E1발표장(209호)
구두발표: 유동층
주제별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16:00~17:40
I발표장(104호)
심포지엄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재 료
09:30~12:00
K발표장(106호)
주제별 심포지엄: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공정시스템
14:00~16:40
K발표장(106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학생 구두발표)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14:00~17:00
E2발표장(210+211호)
심포지엄
10:00~17:40
G발표장(102호)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I
13:30~15:00
C발표장(2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14:00~17:00
M발표장(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주제별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14:00~15:40
I발표장(104호)
심포지엄
08:40~11:00
E1발표장(209호)
구두발표: 열역학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유동층
09:00~11:5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분리기술
전문대학위원회: 전문대학(화학분야) 현장 맞춤형
10:00~12:00
B발표장(205호)
인력양성과정 운영사례 심포지엄
14:00~17:45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I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분리기술
14:00~17:2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I
14:00~17:45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I
11:00~12:00
H발표장(103호)
주제별 심포지엄: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14:00~17:20 D발표장(206+207+208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I
08:40~11:00
E1발표장(209호)
구두발표: 열역학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I: 열역학
14:50~16:20
J발표장(105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6차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14:00~17:00
M발표장(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I
08:40~11:00
K발표장(106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재 료
09:00~10:40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고분자 I(학생 구두발표)
09:00~12:10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고분자 II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재 료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I: 열역학
09:00~11:4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Plenary Talk: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11:10~12:00
A발표장(201호)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08:40~11:05
F발표장(101호)
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공정시스템
14:00~16:40
K발표장(106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I(학생 구두발표)
08:30~11:00
L발표장(107호)
특별 심포지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I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화학공정안전
09:00~11:50
L발표장(107호)
구두발표: 재 료 II(학생 구두발표)
09:00~11:5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분리기술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화학공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08:40~11:00
B발표장(205호)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심포지엄
08:30~11:0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학생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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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명단 
성명
이노현
이상헌

소속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개최일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이성재

수원대학교

10월 26일(목)

이승환

전남대학교

10월 27일(금)

이시훈

전북대학교

10월 26일(목)

이정욱

POSTECH

이정현

고려대학교

이종휘
이진우
이진한
이철진
이평수
임상혁
임영일

중앙대학교
POSTECH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RICT
고려대학교
한경대학교

임탁형

KIER

장한권

지질자원연구원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5일(수)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5일(수)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정기준

KAIST

10월 27일(금)

정상문

충북대학교

10월 26일(목)

정상택

국민대학교

10월 27일(금)

정승우
정용진
정용철
정지철
정지훈
정혜성
정호영
조성준
조영민
조원철
조은선
조재현
주지봉
최경민
최시영
최종훈

KRICT
한국교통대학교
부산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한화토탈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KIER
KAIST
EDRC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KAIST
중앙대학교

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7일(금)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한정우

KEIT

10월 27일(금)

한지훈
홍도영

전북대학교
KRICT

10월 26일(목)
10월 26일(목)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10월 27일(금)

Da-Ming
Wang

Nat'l Taiwan Univ.

10월 26일(목)

시간
13:00~16:00
08:50~11:00

발표장
L발표장(107호)
M발표장(108호)

심포지엄 및 분야
구두발표: 재 료 III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학생 구두발표)
특별 심포지엄: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
14:00~17:00
H발표장(103호)
(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10:00~11:20
F발표장(101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II(학생 구두발표)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15:40~17:40
G발표장(102호)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생물화공
09:00~10:40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고분자 I(학생 구두발표)
09:00~12:10
I발표장(104호)
구두발표: 고분자 II
13:00~18:30
103호
Tutorial: 결정화 현상의 기초
14:00~17:10
L발표장(107호)
특별 심포지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II
09:00~11:4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화학공정안전
14:00~15:15
J발표장(105호)
주제별 심포지엄: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
13:00~18:30
103호
Tutorial: 결정화 현상의 기초
08:30~11:00
C발표장(204호)
구두발표: 에너지 환경 I(학생 구두발표)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I: 에너지 환경
15:30~17:00
C발표장(204호)
주제별 심포지엄: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13:30~16:45
F발표장(101호)
동향 심포지엄
특별 심포지엄: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14:00~15:20
G발표장(102호)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주제별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13:30~16:45
F발표장(101호)
동향 심포지엄
09:00~10: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 유동층
08:30~11:0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학생 구두발표)
15:25~17:30
J발표장(105호)
주제별 심포지엄: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 촉매 및 반응공학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 공업화학
09:00~16:00
G발표장(102호)
제1회 한국화학공학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II
08:30~11:00
J발표장(105호)
구두발표: 재 료 I(학생 구두발표)
09:00~10:15
M발표장(108호)
특별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09:00~12:00 D발표장(206+207+208호) 주제별 심포지엄: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14:00~17:00
E1발표장(209호)
구두발표: 유동층
15:00~16:3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V: 고분자
14:00~17:40
B발표장(205호)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16:00~17:4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 촉매 및 반응공학
13:00~16:00
L발표장(107호)
구두발표: 재 료 III
09:00~11:00
1층 전시홀
포스터발표 III: 이동현상
10:00~11:20
F발표장(101호)
구두발표: 생물화공 II(학생 구두발표)
14:00~15:15
F발표장(101호)
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10:30~12:00
M발표장(108호)
특별 심포지엄: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소재 및 소재부품 R&D사업
13:00~17:00
H발표장(103호)
성과발표회(수송기기용 소재 및 공정 분야)
08:40~11:00
K발표장(106호)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I
08:50~11:00
M발표장(108호)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I(학생 구두발표)
WISET 2017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09:00~16:40 E발표장(209+210+211호)
일반/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15:30~17:20

F발표장(101호)

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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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공로상
** 학력 및 경력 **
1970~1977
1981~1982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남가주대학(USC) 화학공학과 석사

1983~1986
1987~1993

남가주대학(USC) 화학공학과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

2013~2014
1994~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회장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김성현

** 주요 연구분야 **

고려대학교

분리공정 및 청정에너지

** 수상배경 **
제45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술대회 수준 향상 및 부문위원회와 지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

공로상
** 학력 및 경력 **
1978
2017~현 재
2015
2008~2015
2004~현 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GS E&R 대표이사 / 부회장,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GS파워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장
연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겸임교수

** 수상배경 **
손영기
㈜GS E&R

제46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면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및 여성 공학자 참여 확대 등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

공로상
** 학력 및 경력 **

박중곤
경북대학교

1979
1985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1989

University of Michigan 화학공학과 Post-doc.

2009~2016
2014. 7~2017. 1
1984. 10~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Korean J. Chem. Eng. 편집장
경북대학교 미래산업소재(CK) 사업단장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2017. 1~현 재
2017. 2~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한국화학공학회 감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감사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

** 주요 연구분야 **
미생물셀룰로오스, 무세포 효소계(cell-free enzyme system)

** 수상배경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화학공학회 영문지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학술지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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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 학력 및 경력 **

유창규
경희대학교

1993
1995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POSTECH 화학공학과 석사

1998
2002

두산기술원 전임연구원
POSTECH 화학공학과 박사

2004
2006~현 재

벨기에 겐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공정시스템, 환경시스템, 환경 및 에너지정보학, 인공지능(AI)/Smart O&M

** 수상배경 **
학회의 국문지 및 영문지에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함.

기술상
** 학력 및 경력 **
1990
1992
2009
1992
2013~2017
현재

강경보
롯데케미칼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POSTECH 화학공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롯데케미칼 입사
데크항공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연구소장

** 주요 연구분야 **
특수 폴리올레핀 수지 개발 및 국산화

** 수상배경 **
지난 25년간 석유화학 및 고분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세계 일류 상품 개발 및 다수의 특수 폴리올레핀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폴리올레핀 제품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 학력 및 경력 **

강정원
고려대학교

1988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0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1
1989~1997
2001~2002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대엔지니어링 연구원
덴마크공대 연구교수

2002~현 재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열역학 물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상평형 모델 개발, 결정화 공정기술 개발

** 수상배경 **
화학공학 분야에서 교육 업적이 우수하고, 화학공학 후속 세대 교육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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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공인상
** 학력 및 경력 **
2002
2010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04
2011~현 재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조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나노바이오센서, 약물전달시스템, 특허정보 데이터마이닝 및 분석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 수상배경 **
산업체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허활동전략 자문과 특허기술분석 연구활동으로 화학공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함.

범석논문상
** 학력 및 경력 **
1996
1998
2000
2004
2009
2009~현 재

유 준
부경대학교

POSTECH 화학공학과 학사
POSTECH 화학공학과 석사
삼성엔지니어링 주임 엔지니어
McMaster Univ. 화학공학 박사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공정 설계 및 해석,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 수상배경 **
학회의 영문지에 발표한 논문 “Design and analysis of a diesel processing unit for a molten carbonate
fuel cell for auxiliary power unit applications”의 학술적 우수성이 매우 큼.

심강논문상
** 학력 및 경력 **
1996
1998

권용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RPI) 화학공학과 박사

2003~2004
2004~2007
2007~2011

RPI Focus Center 박사후 연구원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환경과 조교수

2011~현 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바이오(효소 및 미생물) 및 저온형 연료전지/레독스흐름전지/바이오센서 관련 재료 및 소자 개발

** 수상배경 **
학회의 국문지에 발표한 논문 “글루코스 기반 바이오연료전지를 위한 다양한 분자량의 폴리에틸렌이민을
이용한 글루코스 산화효소 고정화”의 학술적 우수성이 매우 큼.

84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84 /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석명 우수 화공인상
** 학력 및 경력 **

변헌수
전남대학교

1993
1999~2000
2013~2014
2008~2010
2014~2015
2015~2016
2017~현 재
1995~현 재
2015~현 재

경남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Johns Hopkins Univ. 화학공학과 방문교수
Virginia Commonwealth Univ. 화공생명공학과 방문교수
전남대학교 공학대학장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장
한국화학공학회 지부부회장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과장

** 주요 연구분야 **
초임계 유체공정, 열역학, 고분자중합, 분리공정, 화공안전

** 수상배경 **
다수의 우수한 학술적 업적과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국내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

형당교육상
** 학력 및 경력 **

박승빈
한국과학기술원

1977
1979
1988
2014~2016
2014~2016
2010~2014
2004~2010
2011~2012
2007~2008
1988~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Purdue Univ. 화학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한국공학한림원 국제협력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학장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학과장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부회장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재료반응공학, 에어로졸 및 재료공정

** 수상배경 **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화학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화학제품 디자인 교육을 시작하는 등
화학공학 교육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고, 우수 화학공학 인력 육성 등 우리나라의 공학교육과 화학공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

윤창구상
** 학력 및 경력 **
1989
1991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7
1997~현 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한국가스공사 LNG기술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주요 연구분야 **
천연가스 액화공정개발 및 설계, LNG재기화설비, 천연가스 해양플랜트(FLNG), LNG저장탱크, 공정제어

이상규
한국가스공사

및 PID튜닝, 공정진단 등 천연가스 및 초저온공정 분야천연가스 액화공정개발 및 설계, LNG재기화설비,
천연가스 해양플랜트(FLNG), LNG저장탱크, 공정제어 및 PID튜닝, 공정진단 등 천연가스 및 초저온공정 분야

** 수상배경 **
천연가스 액화공정 및 전처리공정과 LNG 해양플랜트 분야 기술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특히
신 액화공정인 KSMR을 개발하여 초저온 화학공정 분야의 기본설계 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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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학술상
** 학력 및 경력 **
1983
1985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2
1993~현 재

Carnegie Mellon Univ. 화학공학과 박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15~현 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본부장

** 주요 연구분야 **
문 일
연세대학교

공정안전, 최적화, CFD 모델링, 인공지능응용

** 수상배경 **
학회 국문지와 영문지, 그리고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공정분야에 관한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화학공학 전공 서적을 집필하여 화학공학 및 공정산업 발전에 기여함.

양정생물화공상
** 학력 및 경력 **

박중곤
경북대학교

1979
1985
1989
2009~2016
2014. 7~2017. 1
1984. 10~현 재
2017. 1~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Univ. of Michigan 화학공학과 Post-doc.
한국화학공학회 Korean J. Chem. Eng. 편집장
경북대학교 미래산업소재(CK) 사업단장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한국화학공학회 감사,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감사

2017. 2~현 재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

** 주요 연구분야 **
미생물셀룰로오스, 무세포 효소계(cell-free enzyme system)

** 수상배경 **
생물화공 분야에서 성취한 뛰어난 업적과 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발전에 기여함.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교육부문)
** 학력 및 경력 **

김동학
순천향대학교

1982~1986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6~1993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1993~1998
2015~2015
2013~현 재

제일모직 화성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장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산학평생대학장, 산학협력단장

1998~현 재

순천향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이동현상, 유변학, 고분자가공

** 수상배경 **
이동현상부문 교육에 힘써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화학공학 및 이동현상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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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학술부문)
** 학력 및 경력 **
1989
1991~1999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금호케미칼 사원

1996
2013~2014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2004~현 재

비드앤마이크로 대표이사

** 주요 연구분야 **
조은수
비드앤마이크로

고분자합성 및 가공, 환경 수처리제, 바이오 소재

** 수상배경 **
이동현상부문에 관한 우수한 학술 논문들을 발표하여 화학공학 및 이동현상 발전에 기여함.

우성일 재료상
** 학력 및 경력 **

이시우
숙명여자대학교

1974
1976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84
1976~1979
1984~1986
1986~2016
2016~현 재

MIT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MIT 재료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석좌교수 및 초대 학장

** 주요 연구분야 **
정보소자 및 에너지소자 관련 전자재료, 태양전지, 화학적 박막 증착공정

** 수상배경 **
화공재료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 학회 재료부문위원회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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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발표장 안내
Internet lounge

1F

경품추첨 및 시상식

Coffee lounge
M

I

108호

L

107호

K

106호

J

105호

ᵲ⫭᮹ᰆ
ಽእ

104호

H 103호
G

102호

F

101호

포스터발표

물품
보관소

홍보전시
사전·현장 등록처

포스터발표

᮹ᖅĥ
Ğḥ⫭ݡ
᯲⣩ၽ⢽

편의점

식당

10/25(수): Tutorial 등록처

2F
A 201호
총 회
Plenary Talk

E2

210+211호

E1

209호

D

206+207+208호

202호

간친회

연사휴게실
VIP lounge
레스토랑

B

C

205호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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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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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친회: 202호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각 경진(시)대회 대(금)상/

•사전 . 현장등록처, 물품보관소: 1층 로비

WISET 여대학(원)생 팀제공학연구상], 홍보전시회,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1~2층 발표장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발표, Internet lounge: 1층 전시홀

•Coffee lounge: 1층 전시홀(바리스타 커피 제공 / LG하우시스 협찬) •VIP lounge, 연사휴게실: 201호 맞은편

※ 대전컨벤션센터 내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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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주변 숙박 안내

본부 호텔 / 평의원회의 장소
호텔명
롯데시티호텔 대전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

연락처

312

할인가격:
스탠다드(싱글/트윈): 143,000원
(세금포함, 조식불포함)
1인 조식 비용: 20,000원(세금포함)

예약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sv.city.daejeon@lotte.net)로 송부
☎ 02-771-1004

도보 5분

주변 호텔
호텔명

DCC에서 이동거리

객실수

가 격(세금, 봉사료 포함)

연락처

레지던스힐링호텔

차량 이용시 10분

126

스탠다드 더블: 62,000원, 스탠다드 트윈: 75,000원
디럭스: 83,000원

042-485-0161

레전드호텔

차량 이용시 12분

75

스탠다드 트윈/더블/온돌방: 80,000원
1인 조식: 10,000원

042-229-8000

나무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49

스탠다드 트윈/더블/온돌방: 100,000원
1인 조식: 12,000원

042-822-3445

비스테이션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59

스탠다드 트윈: 60,000원

042-719-8000

유성호텔

차량 이용시 15분

191

더블/트윈: 110,000원
1인 조식: 16,000원

042-820-0617

호텔리베라

차량 이용시 15분

174

더블/트윈: 127,050원

042-823-2111

※ 예약 안내사항 : 한국화학공학회 할인 가격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예약하실 때 ‘한국화학공학회 행사’라고 말씀하시고 할인가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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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 승용차 이용시
출발지

진입 톨게이트

시내 이동경로

소요시간

서울방면

북대전 T.G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T.G 빠져나와 좌회전(한국원자력연구소 사거리) → 대덕컨벤션센터 삼거리에서
우회전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좌회전 → DCC

약 10분

광주방면

유성 T.G
(호남고속도로)

유성 T.G 빠져나와 우회전(월드컵경기장) 후 바로 다음사거리에서 우회전 → 지하차도
진입하지말고 직진 → 충남대 정문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직진 → DCC

약 20분

부산방면

대전 T.G
(경부고속도로)

대전 T.G → 중리동 4거리→ 오정동농수산시장 → 둔산대교 → DCC

약 40분

▶ 기차 이용시
기차노선
대전역(경부선)
서대전역(호남선)

DCC까지 교통 및 소요시간
택시 소요시간 - 약 20분(요금: 약 6,000원), 버스 소요시간 - 약 30분(705번)
택시 소요시간 - 약 35분

▶ 고속버스 이용시
도착지
버스이용
택시이용

대전, 대전 청사(DCC와 가장 근접)
대전청사: 911번(소요시간 약 15분)
대전 - 약 25분(요금: 약 5,500원), 대전 청사 - 약 10분(요금: 약 2,500원)

▶ 시내버스 이용시
버스번호
121
618
705
911

노선도
배차간격
탑립-대덕특구체육공원입구-문지삼거리-대전컨벤션센터-한국과학기술원-충남대학교-현충원역-하기중학교한화석유화학연구소-LG생활건강/기술연구-하기동-노은역-유성시외버스정류장-궁동-국립중앙과학관-문지삼거리22분
K_water교육원/LH연구원
대전대학교종점-가오고등학교-가오주공아파트-부사네거리-홀트아동복지회관-서대전네거리역-개나리아파트22분
정부대전청사서문-대전컨벤션센터-을지대학병원-용문동주민센터-센트럴파크-테미고개-대전방송-은어송마을5단지-판암동성당
신탄진-신탄진역-크라운제과-관평중학교-전민동구종점-대전컨벤션센터-이마트-보라삼거리-삼성초등학교14분
중앙중고등학교-아이빌딩-MBC문화방송-탑립1통-대덕밸리용신교-대덕경찰서-남경마을
자운동종점-한화석유화학연구소-궁동네거리-갑천역-둔산여자고등학교-한가람아파트-샘머리아파트-대전컨벤션센터19분
엑스포아트홀-한밭초등학교-시청/교육청-황실타운아파트-유성고속터미널-담배인삼연구소-대덕대학-육군지형정보단-공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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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27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전시업체

㈜경원테크
(재)경주화백

컨벤션뷰로
㈜나노기술

날코코리아(유)

㈜단단

동양피엔에프㈜

㈜라인텍

㈜렉소엔지니어링

㈜모간

㈜솔텍트레이딩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코리아
㈜알트소프트

연 락 처

전시품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505호
Tel: 031-706-2886 / Fax: 031-706-2887
Homepage: http://www.kw-tech.co.kr
E-mail: with0928@kw-tech.co.kr

Barracuda, EnSight, Simerics, PumpLinx, K-Speed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경주화백컨벤션센터
Tel: 054-702-1013 / Fax: 054-702-1029
Homepage: http://www.crowncity.kr
E-mail: soyoung@hicogw.kr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홍보물 및
경주시 관광·컨벤션 관련 리플렛, 기념품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0번길 63
Tel: 042-862-0673 / Fax: 042-710-9210
Homepage: http://www.nanopwe.com
E-mail: sms@nanopwe.com

- 나노분말/콜로이드 제조장치
- 공자전믹서기 (혼합기)
- 3롤밀 (분산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8층(문정동 대명타워)
Tel: 041-669-0518 / Fax: 041-669-0517
Homepage: http://ko-kr.ecolab.com/
E-mail: jiyong.kang@nalco.com

3DTRASAR, 3DTfMon, 3DTfDSG,
Refined Knowledge, 4th Generation Actrene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50
Tel: 042-934-2456 / Fax: 042-934-2450
Homepage: http://www.dandan21.com
E-mail: yhlee@dandan21.com

세라믹 소재 & 가공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7~18층)
Tel: 02-2106-8137 / Fax: 02-2106-8100
Homepage: http://www.dypnf.com
E-mail: ksh5972@dypnf.com

포스터 및 판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806
Tel: 042-624-0700 / Fax: 042-638-2211
Homepage: http://www.line-tech.co.kr/
E-mail: linetech@line-tech.co.kr

Mass Flow Controller, Mass Flow Meter,
Read Out Unit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35 유성빌딩 6층
Tel: 02-2664-1764~6 / Fax: 02-2664-1767
Homepage: http://www.rexo.co.kr
E-mail: rexo@rexo.co.kr

고온고압반응기, 촉매반응기, 수열합성반응기,
어닐링 시스템, 초임계 장치, 컨트롤 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94
Tel: 031-730-8354 / Fax: 031-735-5106
Homepage: http://www.morganadvancedmaterials.com
E-mail: kyle.koo@morganplc.com

Pyro-Bloc, Brick, BTU, Board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08 코바빌딩 5층
Tel: 02-2043-1957 / Fax: 02-2043-1959
Homepage: http://www.soletek.co.kr
E-mail: info@soletek.co.kr

BET 비표면적 분석기, 기체 흡착 분석기
(가스, 혼합가스, 증기, 고압, QCM), 촉매 특성
분석기(TPD/TPR/TPO), 멤브레인 기공 분석기,
밀도 측정기, 연구실용 Furnace, Balance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2 국민제1빌딩 7층
Tel: 02-3420-8600 / Fax: 02-3420-8699
Homepage: http://www.thermofisher.com
E-mail: hosun.lim@thermofisher.com

벤치형 적외선분광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5길 20 에이플러스하우스 2층
Tel: 02-547-2344 / Fax: 02-547-2343
Homepage: http://www.altsoft.co.kr
E-mail: comsol@altsoft.co.kr

- 다중물리(COMSOL Multiphysics) 현상 해석
- 소프트웨어 COMSOL Multiphysics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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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27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엠케이사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28, 501호
Tel: 02-488-3936 / Fax: 02-488-3938
Homepage: http://www.mkparr.com
E-mail: mksci@mkparr.com

반응기

오엠에이(OMA)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596번길 64
Tel: 042-822-9501~3 / Fax: 042-822-9504
Homepage: http://www.omacom.co.kr
E-mail: dongchul@omacom.co.kr

태양광조사장치, 광촉매 광원, 파장 가변형 광원,
광전기화학 측정 장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 1018호
Tel: 02-449-3325 / Fax: 02-449-3329
Homepage: http://yujinhitech.com
E-mail: mhjoo@yujinhitech.com

Fermenter, Homogenizer, pH meter

유진하이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11, 2층
Tel: 010-9256-0257 / Fax: 02-959-0254
케이엔에프뉴베르거(유) Homepage: http://www.knfkorea.com
E-mail: youngmin.kwon@knfkorea.com

회전농축기, 진공시스템, 진공펌프, 액체정량펌프,
미니펌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492번길 78
Tel: 054-278-2141 / Fax: 054-278-3202
Homepage: http://www.clariant.com
E-mail: hyojin.kim@clariant.com

Catalysts 홍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166, 4층
Tel: 02-444-7631 / Fax: 02-3436-6222
Homepage: http://www.protechkorea.co.kr
E-mail: hanaj3260@protechkorea.co.kr

가스흡착분석기 등

피에스이코리아(유)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눈높이대전센터 15층
Tel: 070-7577-0888 / Fax: 042-472-0804
Homepage: http://www.psenterprise.com
E-mail: info-kr@psenterprise.com

- gPROMS® (Advanced Process Modelling platform)
소프트웨어 소개: gPROMS ProcessBuilder,
gPROMS FormulatedProducts
- 무료 교육 안내
- 인턴 채용 상담

㈜한국 에이.엔.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맨하탄빌딩 8층
Tel: 02-780-4101 / Fax: 02-782-4264
Homepage: http://www.andk.co.kr
E-mail: kyhan@andk.co.kr

나노인덴터, 인장시험기, 고분자물성시험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상암동,상암아이티타워)
Tel: 02-799-6114 / Fax: 02-792-9015
Homepage: http://www.honeywell.co.kr
E-mail: Sejin.Ha@Honeywell.com

OTS, DCS, PPS 등

㈜한울엔지니어링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Tel: 031-479-5272 / Fax: 031-427-5273
Homepage: http://www.hanwoul.com
E-mail: hanwouleng@hanmail.net

Magnetic Drive, High Temperature &
High Pressure Reactor, Supercritical Reactor,
Hydrothermal Reactor

한화파워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 6
Tel: 070-7147-8000 / Fax: 031-8018-3750
Homepage: http://www.hanwhapowersystems.co.kr
E-mail: ssoon.park@hanwha.com

회사 및 제품 홍보물, 제품 원리 설명 동영상

클라리언트코리아㈜

㈜프로테크코리아

한국하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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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27일(금)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전시업체

Siemens PLM
Software
S&T
(에스엔티)
SK케미칼㈜
SUEZ Water
Technologies &
Solutions
Thermo Fisher
Scientific
(ACROS, Alfa
Aesar)
㈜VTI코리아

연 락 처

전시품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1306호
Tel: 02-6344-6500 / Fax: 02-6344-6501
Homepage: http://www.siemens.com/plm
E-mail: sunghyuk.chun@siemens.com

Siemens PLM Software의 STAR-CCM+는 실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리 현상들을
구현할 수 있는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솔루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 317
Tel: 02-949-7980 / Fax: 02-701-7981
Homepage: http://www.snt-korea.co.kr
E-mail: wjlee610@gmail.com

Chiller, 항온조, 고압흡착분석기,
수분함량측정기 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Tel: 02-2008-2632 / Fax: 02-2008-1973
Homepage: https://www.skchemicals.com/kr/
E-mail: junghwa.son@sk.com

채용 홍보부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전1길 7
Tel: 041-681-4180 / Fax: 041-681-4181
Homepage: http://www.gewater.com
E-mail: jonghwan.shin@ge.com

True Sense
(수처리 자동 운전, Monitoring, Big Data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2층
Tel: 02-6196-5500 / Fax: 02-6196-5501
Homepage: http://www.alfa.co.kr
E-mail: Alfaaesar.Sales.KR@thermofisher.com

Alfa Aesar, ACROS Organics 의 유기물, 무기물,
유기금속화합물, 금속 및 재료, 생화학, 솔벤트,
촉매류, 분석용 제품 등 연구용 정밀 화학제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5가길 12
Tel: 02-3664-7263 / Fax: 02-3664-7264
Homepage: http://www.vti-glovebox.co.kr
E-mail: sjkim@vti-glovebox.co.kr

Glovebox gas purification system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93

2017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초록집 / 93

등록 및 회비 안내
▒ 학술대회 등록 안내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정회원 A

100,000원

110,000원

정회원 B

14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15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A

40,000원

45,000원

학생회원 (전일제 석·박사과정) B

65,000원 (1년 연회비 면제)

70,000원 (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

면 제

▒ 2017년도 연회비 및 논문구독료 안내
회원구분

연회비

논문구독료

종신회원

400,000원 (1회)

60,000원

정회원

40,000원

60,000원

학생회원 (전일제 석·박사과정)

25,000원

20,000원

학부생회원

면제

20,000원

※ 2018년도부터 연회비 인상
•계좌번호: 국민은행 361-25-0000-277, 우리은행 230-035442-13-001, 우체국 012435-01-000484
•예금주: (사)한국화학공학회
•학회 홈페이지(www.kiche.or.kr)에서 신용카드 전자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 입금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8년 4월 25일(수)~27일(금)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26일(금)
장소: 대구 EXCO

이 프로그램 북은 2017년도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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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Talk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이정동 교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 '축적의 시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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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심포지엄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 심(국제)F목-1~12
제14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 심(마스)G목-1~6
고분자 가공기술 심포지엄(이승종 교수 정년 기념)
…………………………………………………심(이동)H목-1~5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심포지엄
……………………………………………… 심(재료)L목-1~11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심포지엄
……………………………………………… 심(촉매)M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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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
미래 화학공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발전방향 심포지엄
…………………………………………………… 심(안전)E2목-1~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분자 기술 심포지엄
……………………………………………………… 심(고분)I목-1~8
최첨단 분리과학기술 심포지엄
………………………………………………………심(분리)J목-1~8
제14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기술 심포지엄
………………………………………………………심(공업)D금-1~4
청정 발전 시스템 응용 사례 심포지엄
………………………………………………………심(유동)H금-1~5
미립자의 에너지기술 응용 심포지엄
………………………………………………………심(미립)K금-1~5
이차 전지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 심(에환)C금-1~5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동향 심포지엄
………………………………………………………심(생물)F금-1~7
제6회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심(해양)J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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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심포지엄 초록
화학공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심포지엄
………………………………………………………………… 심(교육)B목-1~5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여성위원회)
………………………………………………………………… 심(여성)D목-1~5
2017 EDRC 산학협력 연구성과 심포지엄
………………………………………………………………… 심(성과)B목-1~12
WISET 2017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일반/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 심(위셋)E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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