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복합재료학회 하계워크샵

▷일시: 2008. 8. 20(수)-22(금)

▷ 장소: 무주리조트
카니발 상가 1층 세미나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 063-322-9000

Invitation

Boeing 787 Dreamliner



초대의 글

국내에서의 섬유강화 복합재료와 관련
된 연구가 1980년도 초부터 산.학.연
을 통해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넘어가
고 있습니다.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화 되어 구조 및 성능을 위주로 하
여 기능성을 지닌 분야에까지 널리 확
대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을 갖는 복합
재료로는 역시 나노 복합재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됩니다. 

한국 복합재료 학회에서는 이런 추세
에 맞추어 회원 및 산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나노 복합재료의 개발
과 관련된 여러 연구발표를 준비하였
고, 정통적인 관심분야인 항공분야에
대한 발표도 준비하여 상호 정보교환
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정보와 기술교류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8월 8일

한국복합재료학회장 강태진



2008 Summer Workshop on Composites Materials  
Tentative Program (카니발 6, 무주리조트)  

 

Wednesday, Aug 20, 2008 

12:00-18:00 Arrival and Check-in, Registration 

19:00-21:00 Welcoming Reception (산고을, 카니발 상가) 

 

Thursday, Aug 21, 2008 

08:00-09:00 Breakfast (시골집, 카니발상가) 

09:00-12:00 Technical Session 1              Session Chair : 변준형 

09:00-09:30 황운봉
Design and Application of Nanohoneycomb  

and Nanofiber array structures 

09:30-10:00 강병윤 항공기 원자재 사업을 위한 인증절차 

10:00-10:30
J.K. 

Pandey

Bio-nanocomposites from clay reinforced 

cellulose whiskers and compatibilized 

thermoplastic polymer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5 김영근 방호 제품의 현황과 추세 (국산화 성능 비교) 

11:15-11:45 김장교
Nanocomposites containing graphite 

nanoplatelets and graphene layers 

12:00-13:30 Lunch (시골집) 

13:30-17:30 Technical Session 2       Session Chair : 이재락/황병선 

13:30-14:00 이  인
스마트 재료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정적 및 

동적 특성 

14:00-14:30 김인걸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의 최근 연구동향 

14:30-15:00 윤재륜
Rheolog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s 

15:00-15:15  Coffee Break  

15:15-15:45
A. M. 

Afsar

Fracture Characteristics of a Thick-Walled 

Functionally Graded Material Cylinder with 

Edge Cracks 

15:45-16:15 홍순형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Carbon Nano Tube Nanocomposites 

16:15-16:45 김천곤 Stealth Composites 

16:45-17:15 박 민
나노카본 기반 고분자 복합재료 기술의 현황과 

전망 

17:15-17-45 김승조

Impact Damage Assessment of Textile 

Composite Plate based on Direct Numerical 

Simulations  

18:30-20:00 Workshop Dinner (시골집) 

 

Friday, Aug 22, 2008 

08:00-09:00 Breakfast (산고을) 

09:00-12:00 Technical Session 3            Session Chair : 홍순형 

09:00-09:30 최흥섭
Overview of NDT an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echniques for Composite Structures  

09:30-10:00 정성남
IBC 기법을 이용한 상이성을 고려한 복합재료  

헬리콥터 로터의 진동억제 

10:00-10:30 김기수
스마트 구조용 광섬유센서의 Packaging 에서의 

문제점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5 윤광준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ini-

Lightweight Piezo-Composite Actuators 

11:15-11:45 이재락
CNT 나노복합재료와 새로운 나노 복합재료  

개발을 위한 필라멘트제조기술 소개 

12:00-13:00 Lunch (만선한식당, 카니발상가) 

13:00-17:00 Individual Discussions 



등록비 : Delegate (₩300,000)
Student (₩200,000)
Proceeding 제공

주최: 한국복합재료학회
후원: GRL (Global Research Lab), KIMS

문의: 최오영/ 김병선
☏ 055-280-3885, 3310

010-5354-5035, 010-3860-9456
ardent50@kims.re.kr
kbs@kims.re.kr

Organized by     Korean Society for Composites

Supported by            GRL (Global Research Lab)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SEM of CNT being drawn from the forest and the alignment 
of the fibres. A section of the yarn is comprised of over 

100,000 nanotubes Physica B 394 (2007) 339-343



워크샵 장소 안내도

가족호텔

카니발 상가

▶ 세미나 장소: 카니발상가1층 세미나실

▶ 숙소: 가족호텔



무주리조트 안내도

▶서울
경부고속도로 → 회덕 분기점(부산방향) → 대전터널 →
무주, 진주방향 → 대진고속도로 → 무주IC 진입후 좌회
전 → 적상면 삼거리에서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206km, 소요시간 : 2시간 30분) 

▶대전
남대전IC → 대진고속도로 → 무주IC 진입후 좌회전 →
적상면 삼거리에서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
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63.5km, 
소요시간 : 50분)  

▶부산, 마산
남해고속도로 → 진주 분기점 → 대진고속도로 → 덕유
산IC 진입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우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부산 : 222km, 소요시간 : 2시간 40분, 마산 : 177.3km, 
소요시간 : 2시간) 

▶광주
88고속도로 → 함양분기점 → 대진고속도로 → 덕유산
IC 진입 후 좌회전 → 구천동 방향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182km , 소요시간 :2시간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