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복합재료학회 하계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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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 08. 24 (화) - 26(목) 

▷ 장소: 제주 국제켄벤션센터 (ICC JeJu) 

2층 203호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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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064-735-1000 

 

  후원  

   

  GRL (Global Research Lab) 

   

초대의 글 

 

올해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서 한 해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

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최근 들

어 정책적으로 녹색성장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재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

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단계 인 것 같습니

다. 이에 1980년부터 시작된 섬유강화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준비 과정

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자동차, 선박, 비

행기 등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

양하며, 기능성을 지닌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습

니다.  

Nanocomposites, Multi-functional Composites 및 

Green composites 등은 기능성 복합재료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복합재료학회에서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 회

원 및 산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가까운 일본 및 

홍콩의 교수님들을 모셔 Nano-, Multi-functional- 

및 Green Composites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발표 

및 세계적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정보와 기술교류의 기회를 가

지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15일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이 우 일  

 

Program of 2010 Summer Workshop  

on Korea Society of Composites Materials 

 
Tuesday, August 24, 2010 

12:00-18:00 도착 및 등록 (Arrival and Check-in, Registration) 

17:00-18:00 제 4 차 이사회 

18:30-20:30 Welcoming Reception  

Wednesday, August 25, 2010 

08:00-09:00 Breakfast (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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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09:30 
장성섭 

(KAI) 

복합재료 항공기 구조물의 현재 및 미래  

(Present and future for composite aircraft structure) 

09:30-10:00 

변오일 

Goichi Byun 

(일본대학) 

(일본대학 변오일 교수 연구실 복합재료 연구동향) Various 

Fabrication Methods of CFRP in Ben's Laboratory 

10:00-10:30 
이 인 

(KAIST) 

풍력발전 블레이드의 동적안정성 및 Health Monitoring (Dynamic 

Stability and Health Monitoring of Wind Turbine Blades)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5 
한경섭 

(포항공대) 
풍력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11:15-11:45 
최낙삼 

(한양대) 

치아/복합레진수복재의 계면파괴 (Interfacial Fracture of Human 

Tooth/Composite Resin Restoration) 

12:00-13:30 Lunch (ICC Jeju 구내식당 등) 

13:30-17:00 Technical Session 2          Session Chair: 최낙삼 

13:30-14:00 
김승조 

(서울대) 

MAE 방법을 이용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설계허용치 결정 

(Introduction and some examples of MAE Method for Design 

Allowance Determination of Composite Structures) 

14:00-14:30 
이중희 

(전북대) 

탄소계 나노소재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전기전도성 향상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ectrical conductivity of 

composites using carbon nano materials) 

14:30-15:00 
박종수 

(국도화학) 
국도화학㈜의 복합재료용 에폭시 연구동향 

15:00-15:20 
 

Coffee Break  

15:20-15:50 
김장교 

(홍콩과기대) 

Highly Conducting, Transparent Graphene Films and  

Graphene Nanocomposites 

15:50-16:20 
김윤해 

(해양대) 

해양산업과 복합재료의 응용 

(Ocean and their application of Composites) 

16:30-17:30 포스트 발표 

18:00-20:00 Workshop Dinner  

Thursday, August 26, 2010 

08:00-09:00 Breakfast (호텔식) 

09:00-12:00 Technical Session 3 (복합재료 기업체와 함께!)     Session Chair :변준형  

09:00-09:20 한도석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 자동차용 복합소재 현황 

09:20-09:40 김동환 금호석유화학: CNT 개발 현황 및 응용 

09:40-10:00 박상희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국내탄소섬유산업 현황 

10:00-10:15 Coffee Break 

10:15-12:00 Technical Session 4                 Session Chair: 변준형 

10:45-11:15 
이행기 

(KAIST) 
토목 구조물산업의 복합재료현황 및 전망 

11:15-11:45 
변준형 

(KIMS) 
나노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연구 

 
Concluding Remark 

12:00-13:00 Lunch (ICC Jeju 구내식당 등) 

13:00-17:00 Individual Discussions 

 

 



 

   2010 Summer Workshop on Composites Materials 

 

Organized by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KSCM) 

 

Chairman           

Professor Park, Joung-Ma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ported by        

GRL (Global Research Lab)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S) 

KUKDO Chemica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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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Member (20만원) 

       Student (10만원) 

         Workshop dinner, Proceeding CD 제공 

주최: 한국복합재료학회  

후원: GRL (Global Research Lab), KIMS 

문의: 학회 이혜선 02-880-1551 

composites@kscm.re.kr 

 

경상대학교 박종만 교수 

☏  055-751-5300  

  017-557-5525 

 jmpark@gnu.ac.kr 

 

 

워크샵 장소 안내도 

 

▶ 워크샵 장소: 제주 ICC 2층 203호  

 

▶ 하계워크샵 할인 숙박호텔 안내:  

  

스위트 호텔 (Suites Hotel Jeju): 특1급 (ICC 차량 5분) 

요금: 16만원 (조식포함), 14만원 (조식불포함), 2인기준  

예약전화: 064-738-3800 (양정미, 남유주 (예약 메니져)) 

 

제주 하나호텔 (Hotel Hana): 특2급 (ICC 차량 5분) 

요금: 8만5천원 (조식포함), 7만5천원 (조식불포함)  

2인 기준 예약 Tel:  02-595-7070   

 

풍림리조트 (PoongLim Resort): 콘도 (ICC 차량 15분) 

요금: 13만원 (조식포함), 9만원 (조식불포함), 4인기준  

예약 전화: 02-566-6421 (조수현 대리) 

숙박일 60일 전(6/24) 부터 예약가능 

 

복합재료 관련기업체 후원 안내 

후원금 예정: 50만원, 100만원, 350만원 

복합재료 애로기술 발표회사 후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안내도 

 

 

 

추가 참조사항 

 

항공권 예약은 인터넷 등으로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 리무진 편도 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