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복합재료학회
하계워크샵

숙박 안내

 숙박 장소 – 제주 오션팰리스호텔

 입실 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Hotel Front desk(1F)에서 신청자 이름을 전달하시고 개별 
Check-in 진행함 

 입실 시간 : 15시 

 퇴실 시간 : 11시

세부 일정                     (발표장 : 아테네 홀, B1F)

일자 : 8월 20일(목)~22일(토)

장소 : 제주 오션팰리스호텔 아테네 홀 (B1F)

주최 :         한국복합재료학회 

Day 1.	 8.20(목)

14:00~15:20 Session 1. 기조 강연

15:20~15:30 Coffee Break

15:30~16:40
Session 2-1.

탄소기반 융복합소재 대형 국책사업

16:40~16:50 Coffee Break

16:50~17:25
Session 2-2.

탄소기반 융복합소재 대형 국책사업

Day 2.	 8.21(금)

09:00~10:30
Session 3-1.

그래핀 복합재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10:30~10:45 Coffee Break

10:45~12:00
Session 3-2.

그래핀 복합재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12:00~13:30 중식 (디오션 레스토랑, 1F)

13:30~14:30
Session 4-1.

복합재료 산업을 위한 복합재료 로드맵

14:30~14:40 Coffee Break

14:40~16:10
Session 4-2.

복합재료 산업을 위한 복합재료 로드맵

16:10~16:20 Coffee Break

16:20~17:10 Session 5. 일반 세션

17:20~ 석식 (디오션 레스토랑, 1F)

Day 3.	 8.22(토)

09:00~10:20 탄소복합재료 산업의 활성화 방향 토론

10:20~10:30 Coffee Break

10:30~11:00 2015년 기초연구사업

11:00~12:00 복합재료학회 발전 방향 토론

찾아오시는 길      

제주국제공항 ⇢ 오션팰리스호텔

 승용차

평화로코스

제주공항 → 신제주입구 → 봉성교차로 → 상창교차로에서  '서귀포, 중문' 
방면으로 좌회전 → 중산간서로 → 중문입구에서 좌회전 → 일주서로 → 
중앙로타리 → 태평로 371번길 → 도착

5.16코스

제주공항 → 월성사거리 → 오라오거리 → 광양사거리에서 서귀포 방면 
→ 비석사거리에서 동문로타리 방면 → 천지동사무소에서 천지연폭포 
방향으로 좌회전 → 태평로 371번길 → 도착

 리무진 버스 (600번 이용)

ㆍ운행시간 : [공항출발] 첫차 : 6시 20분 / 막차 : 22시 50분

ㆍ운행간격 :   매15분~17분(마지막 버스는 서울출발 마지막 비행기 도착 후 출발)

ㆍ탑승장소 :   국내선 5번 GATE로 나와서 오른쪽 공항리무진버스 승차장에서 탑승

ㆍ소요시간 : 약 1시간 15분

ㆍ이용요금 : [공항>뉴경남호텔] 5,500원

ㆍ관련문의 : 삼영교통 공항영업소 [064-746-3036]

디럭스 패밀리 트윈

1인 1인 2인

일반 500,000원 540,000원 410,000원

대학원생 (1실/4명) - 250,000원

동반 배우자 150,000원 

옵션 선택 침구 추가 : 25,000원

등록 안내

 등록 시간 :    - 8월 20일 (목) 13:20~17:00 
- 8월 21일 (금) 08:20~16:00

   등록비 

등록비 포함 내역 : 발표 자료집, 2박 숙박비, 21일 조/중/석식, 22일 조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국방 및 스포츠용품 등 일부에 제한적으로 사용

돼오던 복합재가 민수분야의 모든 운송체의 구조물과 기능

재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사례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복합재 산업의 위협 환경 

속에서 복합재 응용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련 연구개발 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 있

습니다.

올해 하계 워크샵에서는 김준경 KIST 복합소재연구소장님

과 오클랜드대학 Richard Lin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복합재

료 연구 및 Green Composites에 대한 초청강연을 듣는 기

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탄소기반 융복합소재 국책사업’과 ‘그래핀 복합재 상

용화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학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연관 업계와 함께 마련한 국내 복합재 관련 사

업의 로드맵의 진행상황 보고 등 다양한 정보교환도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워크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여 주

신 사업이사 박민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회원님들께서

는 꼭 참석하시어 이번 워크샵이 국내 복합재 관련기술 선

진화와 회원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에 도움이 되는 기

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5일

한국복합재료학회장 김천곤

발표장 : 아테네 홀, B1F초대의 글 프로그램

Day 1.	 8월 20일 (목)

 14:00~15:20  Session 1. 기조 강연 좌장 : 김천곤 교수 / KAIST

14:00~14:40
Flammability Characteristics of Wool/Polypropylene and Rice 

Husk/Polyethylene Composites
Richard J.T. Lin

/ University of Auckland

14:40~15:20 한국복합재료산업 발전에 있어서 KIST 복합소재연구소의 역할 김준경 / KIST 전북분원

15:20~15:30 Coffee Break

 15:30~17:25  Session 2. 탄소기반 융복합소재 대형 국책사업 좌장 : 엄문광 박사 / KIMS

15:30~16:05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전영표 / 한국화학연구원

16:05~16:40 경량 복합재 고속성형 공정기술 기반구축 박영빈 / UNIST

16:40~16:50 Coffee Break

16:50~17:25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이성호 / KIST 전북분원

Day 2.	 8월 21일 (금)

 09:00~12:00  Session 3. 그래핀 복합재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좌장 : 박 민 박사 / KIST

09:00~09:40 그래핀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성공을 위한 발전 방향 논의 전영건 / KEIT

09:40~10:05
900x1600 mm2급 대면적 1 nm이하 초박막 그래핀 합성기술  

및 그래핀 유연 터치패널 상용화
조승민 / 한화테크윈

10:05~10:30 그래핀 응용 OLED 기술 개발 현황 이정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0 차세대 그래핀 기체/수증기 차단성 필름 개발 및 응용 이  규 / 상보

11:10~11:35 그래핀 복합재 상용화기술 전자파 차폐 기술 개발 김윤현 / (주)창성

11:35~12:00 나노 플레이트렛 그래핀(GNP)제조 및 응용 기술 동향 안정철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3:30~16:10  Session 4. 복합재료 산업을 위한 복합재료 로드맵 좌장 : 김기수 교수 / 홍익대학교

13:30~14:00 복합재료로드맵 TFT : 자동차 분과 박  민 / KIST

14:00~14:30 에너지 및 플랜트용 복합재료 제품 로드맵 이상관 / KIMS

14:30~14:40 Coffee Break

14:40~15:10 항공우주분야 복합재료 기술로드맵 최흥섭 / 홍익대학교

15:10~15:40 토목/건축 산업에서의 복합재료 기술 로드맵 정훈희 / SK 케미칼

15:40~16:10
산업용, 의료기기, 스포츠레저, 전기전자 복합재료분야 제품 및  

기술 로드맵
김선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20~17:10  Session 5. 일반 세션 좌장 : 전석우 교수 / KAIST

16:20~16:45 액상공정 기반 금속복합재 제조 및 특성평가 이상복 / KIMS

16:45~17:10 HyperWorks 13.0: 복합재료 모델링과 경량화 설계 홍상렬 / 한국알테어

Day 3.	 8월 22일 (토)

 09:00~12:00  Session 6. 복합재료 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좌장 : 이중희 교수 / 전북대학교

09:00~10:20 탄소복합재료 산업의 활성화 방향 토론

10:20~10:30 Coffee Break

10:30~11:00 2015년 기초연구사업 송정일 / 한국연구재단

11:00~12:00 복합재료학회 발전 방향 토론

 Poster Session

포스터 세션은 발표 시간이 없습니다. 

포스터 관련 Q&A는 포스터에 기재된 저

자 정보를 참고하시어 직접 진행하여 주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PS-1

전기활성고분자를 이용한 생체 모사 인

공근육형 연성 세포배양 시스템

장승환 (중앙대학교)

PS-2

용융가압함침 공정을 이용한 TiC/Fe 복

합재의 제조 및 특성

김환웅, 조승찬, 조일국, 김희봉, 이상복,  

이상관 (KIMS)

PS-3

Electrical Properties of Epoxy-based 

Structural Electrolytes Containing Ionic 

Liquids 

권숙진, 최우혁, 정병문, 이상복 (KIMS)

PS-4

Electromagnetic interface shielding 

properties of electroless FeCo cated 

flat glass fiber/epoxy resin composites 

김원정, 정병문, 이상복, 이상관, 조승찬,  

최우혁, 최재령, 박가현 (KIMS)

PS-5

Microwave absorption performance of 

magnetic Fe-Co-V 

박가현, 정병문, 이상복, 이상관, 조승찬,  

김원정, 최재령 (K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