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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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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453-95 
Tel 062)730-1200 

소요시간 : 대략 35분, 총 39km

A1  중문, 한림 방면 우회전

A2  캐슬렉스C.C 우측방향 핑크스C.C, 구탐라대학교 좌측방향

A3  탐라대학교 사거리에서 '중문 관광단지' 방향면으로 우회전

✽호텔 셔틀버스 이용시

    •  제주국제공항 5번 Gate앞에서 600번 공항리무진 버스  

승차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 정거장 하차  

 호텔 셔틀버스 승차    호텔 도착

    •  호텔 셔틀버스 운행 안내

       - 탑승 일자 :   8월 17일 목요일

       - 탑승 장소 :   여미지식물원 정거장

       - 탑승 시간 :   09:30 / 11:00 / 12:00 / 13:00 / 14:00 / 

14:45 / 15:20 / 16:00 / 16:40 / 17:30

    •  18일(금)~19일(토)에 WE 호텔에서 여미지식물원으로  

가시는 길은 프론트데스크(2F)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등록 장소 : 에메랄드 홀(1F) 앞

 등록 시간

    - 8월 17일(목) 15:00~16:30

    - 8월 18일(금) 09:30~15:30

 등록비

등록비(1인 등록비 기준)

1실 1인 사용 1실 2인 사용

일반 550,000원 450,000원

대학원생 
(1실 4인 사용)

300,000원 

   등록비 포함 사항 

- 2박 숙박, 17일 석식, 18일 조식/중식/만찬(총 4식) 

- 등록대에서 식사 쿠폰 구매 가능(할인가 적용)

 숙박 장소 : WE Hotel 제주

 입실 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호텔 프론트 데스크(2F)에서 신

청자 이름을 전달하고 개별적으로 Check-in 

진행함

 입실 시간 : 14시부터

 퇴실 시간 : 12시까지 

http://www.kscm.re.kr

일자 : 8월 17일(목)~19일(토)

장소 : WE Hotel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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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숙박 안내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일 자 시 간 연 사 발표 제목

8월 17일
(목)

개막식                                                                    사회자 : 이정률(KAIST)

15:50~16:00 학회장 인사

복합재료 응용                                                               좌장 : 조제형(RIMS)

16:00~16:30
윤성원
(RIMS)

그린십과 복합소재

16:30~17:00
김윤해

(한국해양대학교)
슬래그의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17:00~ 석식(2F, 레스토랑 다채)

8월 18일
(금)

특별강연                                                         좌장 :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10:00~10:40
최낙삼

(한양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산업기술

10:40~11:00 Coffee Break

복합재료 제조 공정 Ⅰ                                              좌장 : 이중희(전북대학교)

11:00~11:30
김재학

((주)다산카본)
복합재료 일반 제조공정

11:30~12:00
변준형
(KIMS)

나노 복합섬유의 제조 및 응용

12:00~13:30 중식(2F, 레스토랑 다채)

복합재료 제조 공정 Ⅱ                                              좌장 : 정성남(건국대학교)

13:30~14:00
신헌충

(한국탄소융합기술원)
HPRTM 공정 및 기술동향

14:00~14:30
최원종

(한국항공대학교)
VBO 제조 공정

14:30~15:00
성동기

(부산대학교)
자동차용 복합재 고속성형 공정 

15:00~15:10 Coffee Break

복합재료 해석 및 예측                                              좌장 : 최낙삼(한양대학교)

15:10~15:40
김태규

(부산대학교)
Composite Carbon Fiber의 열전도 특성

15:40~16:10
조제형
(RIMS)

복합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구조강도 계산

16:10~16:40
정성남

(건국대학교)
복합재료 블레이드 물성 계측 및 로터 구조  

동역학 해석

17:20~19:00 만찬(에메랄드 홀, 발표장)

8월 19일
(토)

09:00~10:20 탄소복합재료 산업의 활성화 방향 토론      사회자 : 이정률(KAIST)

10:20~10:30 Coffee Break

10:30~12:00 한국복합재료학회 발전 방향 토론            사회자 : 이정률(KAIST)

 Poster Session

PS-1 자동차용 탄소복합재를 위한 고내열/속경화 에폭시 수지 열적 특성 연구
	 이은송(KIMS),	성동기(부산대학교),	엄문광,	이진우(KIMS)

PS-2  Facile synthesis of strongly coupled composite of Ni-Al layered double 
hydroxide and graphitic carbon nitride doped reduced graphene oxide for 
efficient electrochemical supercapacitors

	 	Parthasarathi	Bandyopadhyay,	Xuyang	Li,	Nguyen	Thanh	Tuan,	Tuan	Le	
Huu,	윤문상,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3  CuAg@Ag Nanostructures Encapsulated N-Doped Graphene as an Effective 
Electro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lkaline medium 

	 	Tran	Duy	Thanh,	Nguyen	Dinh	Chuong,	Hoa	Van	Hien,	Tolendra	Kshetri,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4  탄소 장섬유 강화 복합소재를 이용한 전자기기용 케이스 구조물의 압축성형 해석
	 김호상,	이원기,	이찬희(고등기술연구원),	윤상재,	최진경((주)라컴텍)

PS-5 3차원 프린팅 페이스트용 고유전 고분자복합소재 제조 및 유변특성 연구
	 박재연,	원종찬,	김윤호(한국화학연구원)

PS-6  탄소 장섬유강화 열경화성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섬유 부피 분율의 영향
	 이학성,	최찬웅,	허몽영(한국탄소융합기술원)

PS-7 자동차 루프 성형을 위한 급속경화 프리프레그의 성형성 평가 연구
	 	배대령(KIMS),	성동기(부산대학교),	엄문광,	이정완,	한성현,	이진우(KIMS)

PS-8 다층 MoS2가 코팅된 3차원 탄소나노튜브 다공체의 기계적 특성 연구
	 김나리,	이강은(KIMS),	함명관(인하대학교),	오영석(KIMS)

PS-9 초음파전파영상화 시스템을 활용한 복합재 격자 구조 비파괴평가 연구
	 박재윤,	이정률(KAIST)

PS-10 카이랄성이 조절된 SWCNT 에어로젤을 이용한 오존 센서
	 박병호,	김나리,	엄문광,	오영석(KIMS)

PS-11  레저선박용 복합재료의 패치를 적용한 손상 수리 후 기계적 거동에 대한 연구
	 김성훈,	하종록,	윤성원,	조제형(RIMS)

PS-12 폐패각 절편을 적층 성형한 경량고강도 소재 개발
	 신상모,	김정우(한밭대학교)

PS-13 OoA 공정 시 Dwell 적용에 따른 CFRP 물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윤성현,	김정수,	엄문광(KIMS)

PS-14 PFO 기반 바인더 피치가 함침된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
	 양재연,	국윤수,	최보경,	서민강(한국탄소융합기술원)

PS-15 탄소 장섬유 프리프레그 시트를 이용한 고온 압축 성형 기술 개발
	 심중보,	이기영,	차현호,	윤상재,	최진경((주)라컴텍)

PS-16 T-RTM 공정의 cFRTP/PA6 반응중합조건 변경에 따른 물성 평가
	 최찬웅,	허몽영,	이학성,	박하늘(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기원(군산대학교)

PS-17 사포 표면처리에 의한 CFRP 접합 시험 분석에 관한 연구
	 이민구,	오상엽,	신헌충(한국탄소융합기술원)

PS-18 유리섬유 직물을 활용한 Hybrid SMC Sheet 개발 연구
	 김신,	신헌충,	강정석,	강창수(한국탄소융합기술원)

PS-19 LFPS 소재의 위치별 온도변화에 따른 경화도 측정
	 윤현성,	최진호(경상대학교)

PS-20  다기능성 슈퍼커패시터용 에폭시 기반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
	 	권숙진,	정병문,	장혜경,	이균배,	유아정,	이상복(KIMS),	최우혁(부경대학교)

PS-21 B4C/Al7075 금속복합재의 미세조직 및 고온특성 연구
	 	신상민,	이동현,	조승찬,	조일국(KIMS),	김양도(부산대학교),	이상관,	이상복(KIMS)	

PS-22  용융가압함침 공정으로 제조된 TiC 입자 강화 철강복합재료의 미세조직 및 특성 연구
	 이영환,	고성민,	조승찬,	조일국,	이상관,	이상복(KIMS)	

PS-23 중성자 흡수용 B4C 입자 강화 Al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조승찬,	이동현,	신상민,	박병진,	조일국,	이상관,	이상복(KIMS)

PS-24 섬유 형상 자성 소재를 이용한 복합재 전기적 성질 및 전자파 차폐 성능 평가
	 최재령,	박가현,	박병진,	권숙진,	장혜경,	유아정,	이균배,	이상복(KIMS)

프로그램초대의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합재료는 항공분야에서 민간항공기인 보잉 787과 Airbus 
350에서 복합재료부품이 이미 비행기 전체부품의 50%이상을 차
지하는 시기가 되었으며, 토목건축과 에너지, 플랜트분야는 꾸준
히 시장을 넓혀 현재 전체 복합재료시장의 50%에 육박하는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분야는 아직은 크지 않으나 
BMW등의 고급차량을 중심으로 차체전체를 복합재료로 하는 모델
들이 출시되고 있는 시기이고, 스포츠, 전지전자, 의료용품분야도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복합재료의 중요성은 우주
항공분야와 자동차분야, 에너지와 플랜트분야, 토목 건축분야와 
의료, 해양, 레저, 전기전자분야를 포함한 산업계 전 영역에서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하계 워크샵에서는 우리학회 수석부회장님이신 한양대학교 
최낙삼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산업기술”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되
어 있으며, 복합재료의 응용 분야에 RIMS의 윤성원박사와 해양대
학교의 김윤해 교수의 강연이 있고, 복합재료 제조공정관련 분야
에 다산 코퍼레이션의 김재학 박사, KIMS의 변준형박사, 탄소융
합기술원의 신헌충박사와 항공대학교의 최원종교수, 부산대학교
의 성동기교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재료 해
석 및 예측분야에 부산대학교 김태규교수와 RIMS의 조제형박사,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정성남 교수의 강연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복합재료의 다양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워크샵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유치되어 11월 초에 코엑
스에서 진행되는 JEC-Asia를 비롯한 기존에 있는 복합재료 관련 
여러 전시회와 학술대회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련기관과 어떻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중 FTA의 불공정 관세에 대응하여 
올바른 우리나라의 복합재료산업의 방향을 마련하고 우리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 학계가 같이 대처해 나가야는 방
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계워크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김윤
해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산학연에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적극
적으로 참석하셔서 국내 복합재료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심도있
는 논의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형성되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한국복합재료학회장 김 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