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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복합재료학회 여러분

가을인가 했더니 어느새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한해를 잘 마감하

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추계학술대회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국내학술대회와 한중일 국

제 조인트 심포지움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연구성과를 본 대회장에서 발표하고, 회원 상호 간 

토론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복합재료학회는 복합재료 분야(항공, 우주, 자동차, 스포츠ㆍ레져, 전기ㆍ전자, 토목ㆍ건축, 에너지ㆍ환경 

ㆍ바이오)의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자 기술 분야 중심으로 10개 부문(금속·세라믹 복합재료, 고분자 복합재료, 구조·시스템, 스마트 및 신뢰성, 

에너지·환경·바이오 복합재료, 탄소·섬유재료,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융복합 기술, 인프라·해양, 자동차)

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째 맞이하는데 워크샵,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계학술학회와 한중일 조인트 심포지엄에는 각 부문 회장들의 주도로 초청강연, 일반강연, 포스터, 특별 

세션 등 처음으로 375여편 가까운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한국복합 

재료학회 명예부회장)의 “국내외 탄소 복합재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있으며, 초청강

연자는 9개 부문에서 장승환(중앙대학교)교수 외 18명의 연자가 초대되어 열띤 강연을 갖게 됩니다. 특별세션

은 연구그룹별 워크샵 형태의 집중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9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방과학 

연구소(ADD),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현대자동차, ANH Structure, SAMPE KOREA, 전주대 중점연구소, 창원대 

중점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합니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기전시로 참여

하는 산업체, 연구소 등 각 기관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학회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회원사와 복합재료 관련기업체 대표를 

모시고 “산업체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학회의 산학연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모임은 산업체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 관련 기업과 학회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격년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 양국 조인트 복합재료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해이며, 중국을 포함하는  

3개국 확대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조강연자로는 각 국을 대표한 연구자들(한국/김장교 교수(홍콩과기

대), 중국(Jinsong Leng, 하얼빈 공대), 일본(Koichi Goda, 야마구치대학)이 복합재료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두 80여편의 논문이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우리 학회는 회장단(이중희 수석부회장, 이상관, 전흥재, 권진회, 김윤해 부회장)과 10개 부문회장(이

상관 박사, 안기석 박사, 최진호 교수, 구본철 박사, 엄문광 박사, 장승환 교수, 최덕현 교수, 전성식 교수, 서형

석 교수, 박영빈 교수), 운영업무는 수석이사들 중심으로 총무(박영빈 교수, 윤군진 교수)와 재무(오일권 교수),  

편집(김학성 교수), 학술(구본철 박사), 국제협력(유웅렬 교수), 산학협력(정성남 교수) 외 많은 임원들이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창립 31주년이 되는 올해가 미래 50주년을 향해가는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한 회장단, 부문회장, 수석이사, 직원이 힘을 합쳐 학회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술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송정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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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장	오시는	길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교통정보

창원중앙역
센터에서 5km (차량 10분 소요) 

ㆍ창원중앙역 - CECO 운행 시내 버스 : 220, 221

창원역

센터에서 6.5km (차량 15분 소요)

ㆍ창원역 – CECO 운행 시내 버스 : 102, 109, 113

ㆍ창원역 - 시티세븐 운행 시내 버스 : 102, 109, 113, 703, 710, 757

마산역

센터에서 9.7km (차량 20분 소요)

ㆍ마산역 – CECO 운행 시내 버스 : 102, 109

ㆍ마산역 - 시티세븐 운행 시내 버스 : 102, 109, 703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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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	안내

●	제1발표장	:	컨벤션홀	Ⅲ(3F)

●	제2발표장	:	301호(3F)

●	제3발표장	:	302호(3F)

●	제4발표장	:	603호(6F)

●	제5발표장	:	604호(6F)

●	제6발표장	:	605호(6F)

●	제7발표장	:	606호(6F)

●	제8발표장	:	607호(6F)

●	포스터	발표장	및	기기전시장:	컨벤션홀	로비(3F)

601호

602호

600B 600A

603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컨벤션홀Ⅰ

컨벤션홀Ⅱ

컨벤션홀Ⅲ

301 302

3층

6층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5발표장

제8발표장

제1발표장

포스터	발표장	및	기기전시장

제2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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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4일 점심, 4일 간친회, 5일 점심

●	장 소 :   컨벤션홀 Ⅰ+Ⅱ

●	방 법 :   등록대에서 배포해드린 쿠폰을 지참하여 식사 장소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장소	안내

컨벤션홀Ⅰ

컨벤션홀Ⅱ

컨벤션홀Ⅲ

301 30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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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 : 컨벤션홀 로비(3F)

●	등록비 포함 내역 :   프로그램북, 프로시딩(App.), 4일 오찬/만찬(간친회), 5일 오찬

●			등록비 안내

		사전등록

구 분 사전등록 A
사전등록 B

(연회비 면제)

사전등록 C

(특별세션)

종신회원 ₩160,000

일반정회원 ₩160,000 ₩200,000 ₩570,000

일반비회원 ₩180,000 - -

학생정회원 ₩120,000 ₩160,000 -

학생비회원 ₩140,000 - -

		현장등록

구 분 현장등록 A
현장등록 B

(연회비 면제)

현장등록 C

(특별세션)

종신회원 ₩180,000

일반정회원 ₩180,000 ₩220,000 ₩570,000

일반비회원 ₩210,000 - -

학생정회원 ₩140,000 ₩180,000 -

학생비회원 ₩160,000 - -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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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발표장

12월 4일(수요일)

구분

시간

제1부문 제2부문 제3부문 제4부문 제5부문 제6부문 제7부문 제8부문 제9부문 제10부문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고분자
	복합재료

구조·시스템
스마트	및		
신뢰성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탄소·섬유재료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융복합	기술 인프라·해양 자동차

13:00 고분자 
복합재료 1 
(제3발표장)

13:00-14:55

구조·시스템 1
(제2발표장)

13:00-14:5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1
(제8발표장)

13:00~14:30

14:00
Coffee Break
14:50-15:05Coffee Break

14:55-15:10

15:00

고분자 
복합재료 2
(제3발표장)

15:10-17:00

구조·시스템 2
(제2발표장)

15:10-17:00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1
(제1발표장)

15:10-16:55

탄소·섬유재료
1 

(제4발표장) 
15:10~17:15

16:00

17:00

12월 5일(목요일)

구분

시간

제1부문 제2부문 제3부문 제4부문 제5부문 제6부문 제7부문 제8부문 제9부문 제10부문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고분자
	복합재료

구조·시스템
스마트	및		
신뢰성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탄소·섬유재료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융복합	기술 인프라·해양 자동차

8:25

탄소·섬유재료
2 

(제4발표장) 
08:25~10:30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제7발표장)
8:30-10:30

고분자 
복합재료 3 
(제3발표장)
8:40-10:25

구조·시스템 3
(제2발표장)
8:40-10:30

스마트 및  
신뢰성 1

(제6발표장)
8:45-10:3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2
(제8발표장)
8:50-10:30

융복합 기술 1 
(제5발표장)
8:55-10:30

9:00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2
(제1발표장)

09:00~10:35

10:00 Coffee Break
10:30-10:40

Coffee Break
10:35-10:40

Coffee Break
10:30-10:40

스마트 및  
신뢰성 2 

(제6발표장)
10:40-12:10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3
(제1발표장)

10:40-12:1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3
(제8발표장)

10:40-12:35

융복합 기술 2 
(제5발표장)

10:40-12:00
인프라·해양
(제7발표장)

10:40-12:10

자동차
(제4발표장)

10:40-11:50
11: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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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정

12월 4일(수요일)

구분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컨벤션홀	Ⅲ 301호(3F) 302호(3F) 603호(6F) 604호(6F) 605호(6F) 606호(6F) 607호(6F)

9:30
개회식

09:30~09:40

기조강연
9:40-10:1010:00

산업포럼
10:10-11:20

11:00 Coffee Break
11:20~11:30

중  식 (11:30~13:00, 컨벤션홀Ⅰ+Ⅱ)12:00

13:00
창원대학교  
중점연구소  

신소재연구센터 
특별세션

13:00-14:45

구조·시스템 1 
13:00-14:50

고분자 
복합재료 1 

13:00-14:55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특별세션

13:00-15:00

그래핀  
수요협의체  
워크샵 1

13:00-15:00

SAMPE KOREA
특별세션

13:00-15:00

ANH Structure
특별세션

13:00-15:0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1

13:00-14:30

14:00

15:00
Coffee Break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1
15:10-16:55

구조·시스템 2
15:10-17:00

고분자 
복합재료 2

15:10-17:00

탄소·섬유재료 
1

15:10-17:15

그래핀  
수요협의체  
워크샵 2

15:10-17:10

국방과학연구소
특별세션

15:10-16:55

한국탄소융합
기술원 특별세션
15:10-17:10

현대자동차
특별세션

15:10-17:10
16:00

17:00
 BreakCoffee 

정기총회 및 학회상 시상식(17:20~18:00, 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18:00
Coffee Break (18:00-18:10)

(18:10~, 컨벤션홀 Ⅰ+Ⅱ)

12월 5일(목요일)

구분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컨벤션홀	Ⅲ 301호(3F) 302호(3F) 603호(6F) 604호(6F) 605호(6F) 606호(6F) 607호(6F)

8:25

탄소·섬유재료  
2

8:25-10:30

금속ㆍ세라믹 
복합재료

8:30-10:30

구조ㆍ시스템 3
8:40-10:30

고분자 
복합재료 3

8:40-10:25

스마트 및 
신뢰성 1

8:45-10:3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 2

8:50-10:30

융복합 기술 1
8:55-10:30

9:00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2

9:00-10:35
10:00 Coffee Break

10:35-10:40
Coffee Break (10:30-10:35)

에너지·환경 
·바이오 

복합재료 3
10:40-12:10

자동차
10:40-11:50

융복합 기술 2
10:40-12:00

스마트 및  
신뢰성 2

10:40-12:10

인프라 해양
10:40-12:10

성형 및 나노 
복합재료3

10:40-12:35

11: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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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2월 4일(수요일)

09:40~10:10	 기조강연	

 좌장 : 이중희 교수(전북대학교)

09:40~10:10 국내외 탄소 복합재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방윤혁 원장(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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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4일(수요일)

13:00~14:45	 창원대학교	중점연구소	신소재연구센터	특별세션

좌장 : 박용태 교수(명지대학교)

13:00~13:15 특별 다층박막적층법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난연 코팅

박용태(명지대학교)

13:15~13:30 특별 Research on the flammability of Vinyl ester Composites 

M. N. Prabhakar, 송정일(창원대학교)

13:30~13:45 특별 Numerical study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lame Retardant material after 

3D printing

Ni Aleksey, J.K. Park(창원대학교)

13:45~14:00 특별 친환경 난연 복합재료 제조를 위한 연구 추친현황

이동우, 김창욱, M. N. Prabhakar, 송정일(창원대학교)

14:00~14:15 특별 Improved Flame Retardant Properties of Bio-Based Intumescent Flame 

Retardant Coatings

Tentu Nageswara Rao, Akshay Kumar, 구본현(창원대학교)

14:15~14:30 특별 In situ generated hydrophobic micro ripples via π–π stacked pop-up reduced 

graphene oxide nano-flakes for extended critical heat flux and thermal 

conductivities

Ravi Kumar Cheedarala, 송정일(창원대학교)

14:30~14:45 특별 Thermal Buckling of CNT-Reinforced Composite Cylindrical Shells

Saeed Kamarian, 송정일(창원대학교)

14:45~15:1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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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55	 에너지ㆍ환경ㆍ바이오	복합재료	1

좌장 : 안다훈 교수(공주대학교)

15:10~15:40 초청 Piezoelectric performance of lead-free organic composites and its applications

권세훈(부산대학교), 안다훈(공주대학교)

15:40~15:55 학생 3D 프린터를 활용한 융모모방 구조 기반 마찰전기 나노 발전소자 및 이의 미세먼지 

필터 응용

김영준, 윤홍준, 김상우(성균관대학교)

15:55~16:10 학생 자체 발전이 가능한 구조용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

이성환,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16:10~16:25 학생 High Quality Electret 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for Boosted and 

Reliable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윤영철, 조수민, 장순민, 라윤상, 최준혁, 최동휘(경희대학교)

16:25~16:40 학생 Universal Biomechanical Energy Harvesting by Using Novel direction-

Switchabl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조수민, 윤영철, 장순민, 라윤상, 최준혁, 최동휘(경희대학교)

16:40~16:55 학생 Flexible one-dimensional organic artificial multi-synapses for wearable 

neuromorphic electronic application

함성길(고려대학교), 강민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성훈, 장진곤, 최상현(고려대학교), 김태욱(전북대학교), 왕건욱(고려대학교)

프로그램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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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5일(목요일)

09:00~10:30	 에너지ㆍ환경ㆍ바이오	복합재료	2	

좌장 : 이상민 교수(중앙대학교)

09:00~09:30 초청 Opportunities of Atomic Layer Deposition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Applications

최경후(한국철도기술연구원)

09:30~09:45 학생 Gate-tunable SiOx Artificial Synapses Inspired by Human Visual System for 

Neuromorphic Computing

최상현, 최재완, 신재호, 장성훈(고려대학교), 김남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곽지현, 왕건욱(고려대학교)

09:45~10:05 일반 Monolithic Organic Battery Electrodes with Three-Dimensional SWCNT Scaffold

박병호(재료연구소), 류재건, 강지은(POSTECH), 홍동기(울산과학기술원),  

김성대, 유정근, 이진우(재료연구소), 박수진(POSTECH), 오영석(재료연구소)

10:05~10:20 학생 Grafting of Ti2C onto carbon fiber for enhancing the interfacial property of 

epoxy resin composites

Ruonan Ding, 서종환(성균관대학교)

10:20~10:35 학생 A Study on Suberin-based Polyester Syntactic Foam loaded with Thermally 

Expandable Microspheres

조승현, 서종환(성균관대학교)

10:35~10:40  Coffee Break 

10:40~12:10	 에너지ㆍ환경ㆍ바이오	복합재료	3	

좌장 : 최동휘 교수(경희대학교)

10:40~11:10 초청 화생방 기술 발전방향

이용한(국방과학연구소)

11:10~11:25 학생 Coupled Modifications of PDMS Composite Films for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Habtamu Gebeyehu Menge(명지대학교), 김욱(경희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덕현(경희대학교), 박용태(명지대학교)

11:25~11:40 학생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Methacrylate기질과 Silorane기질 복합레진의  

치아 수복 시 중합수축 측정

박정훈, 최낙삼(한양대학교)

11:40~11:55 학생 고용량, 고에너지효율 바나듐산화물 배터리양극물질 개발

남상희, 오세웅, 오일권(한국과학기술원)

11:55~12:10 학생 폴리우레탄 다공성 폼 구조에 PLA를 코팅하는 방법 개발

김지석, 오정환, 오일권(한국과학기술원)

제1발표장	컨벤션홀	Ⅲ



14

프로그램

14

프로그램제2발표장	301호(3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4:50	 구조·시스템	1	

 좌장 : 지우석 교수(울산과학기술원)

13:00~13:30 초청 항공기 구조물용 복합재료 개발

송민환(한국항공우주산업)

13:30~13:50 일반 복합소재 구조 파손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평가 연구

김주식, 곽경태, 김명원, 이안나(ANH Structure),  

이의종, 정영훈(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50~14:05 학생 강유전성 리본 센서를 사용한 전단 변형된 복합재료 구조물의 충격 특성 평가 및 

리본 센서의 기초 하베스팅 성능 평가

정경채, 김동욱, 장승환(중앙대학교)

14:05~14:20 학생 직물 복합재료 에너지 흡수 구조체의 물성 예측 및 거동 분석

한민구, 장승환(중앙대학교)

14:20~14:35 학생 면내 워핑을 고려한 박벽 복합재료 블레이드 구조 해석모델 개발 연구

배재성, 정성남(건국대학교)

14:35~14:50 학생 저온건조 및 고온다습 환경이 CFRP/Ni-Cr Alloy의 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현태, 박성민, 남영우, 권진회(경상대학교)

14:50~15:10  Coffee Break 

15:10~17:00	 구조·시스템	2	

 좌장 : 신광복 교수(한밭대학교)

15:10~15:30 일반 Diffusion Characteristic on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for Unmanned 

Surface Vehicle

홍순국(해군사관학교)

15:30~15:45 학생 두께방향으로 보강된 복합재 패널의 면내물성에 관한 연구

박규영, 안우진, 최진호(경상대학교)

15:45~16:00 학생 MODE I 파손분석을 통한 I-fiber Stitching 공법의 공정 변수에 관한 연구

백중택, 안우진, 최진호(경상대학교)

16:00~16:15 학생 상용 복합재 쿼드콥터의 진동특성 분석과 공진 회피에 대한 연구

김상률, 김위대(부산대학교)

16:15~16:30 학생 복합재/금속 단일 겹침 접착 조인트의 피로 거동에 대한 연구

안효성, 최기영, 전흥재(연세대학교), 박종찬(현대자동차)

16:30~16:45 학생 I-fiber 스티칭 공법을 적용한 탄소 복합재 Mode Ⅱ 구조 해석에 관한 연구

송상훈, Jonathan Tapullima, 최진호(경상대학교)

16:45~17:00 학생 연속/불연속 섬유 강화 하이브리드 복합재의 적층 구성에 따른 충격저항 성능

홍채영, 김지아, 김경찬, 지우석(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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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2발표장 301호(3F)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5일(목요일)

08:40~10:30	 구조·시스템	3	

 좌장 : 윤순호 박사(재료연구소)

08:40~09:00 일반 항공용 가스터빈 복합재 팬 블레이드의 개발 현황

김학인, 김종구, 손명숙, 안종기(한화에어로스페이스)

09:00~09:15 학생 Development of a robotic pulse-echo laser ultrasonic scanning system for 

optimal inspection of 3D composite structures

Hasan Ahmed, 이정률(한국과학기술원)

09:15~09:30 학생 Analysis of an insertion efficiency of solvents for sulfur-doped reduced 

graphene oxide sheets using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오유나, 구본철, 유남호, 김영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연직(전북대학교),  

유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

09:30~09:45 학생 학습 데이터 크기에 따른 머신 러닝을 활용한 복합재 해석

김영수(한국과학기술원), Charles Yang(U.C. Berkeley),  

김민기(The Ohio State University), Grace Gu(U.C. Berkeley),  

이익진, 유승화(한국과학기술원)

09:45~10:00 학생 차세대 복합재료 블레이드의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장세훈, 황현준, 안준혁, 정성남(건국대학교)

10:00~10:15 학생 균질화법을 이용한 입자강화 복합재의 유효 물성치 예측연구

이상륜, 유승화(한국과학기술원)

10:15~10:30 학생 층간분리 결점을 갖는 탄소섬유 복합재 실린더의 좌굴거동 해석

김용연(전북대학교), 강기원(군산대학교), 손조화(한국화이바),  

윤경수(국방과학연구소), 김은호(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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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3발표장 302호(3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4:55	 고분자	복합재료	1	

 좌장 : 김영관 교수(동국대학교) 

13:00~13:30 초청 Highly efficient oxidation of nanocarbon matrials and its applications

한중탁, 조중영, 김정훈, 양혜진(한국전기연구원)

13:30~13:50 일반 난연 특성 및 저온 충격 특성을 가지는 열가소성 복합재료 제조 연구
김덕윤, 손오건, 권혁, 오석빈, 임대희, 김종훈, 전우식, 노형진(삼양사)

13:50~14:10 일반 탄소섬유/폴리카보네이트 기반의 단섬유 탄소복합재의 충격특성 평가
권혁, 전우식, 손오건, 오석빈, 김덕윤, 임대희, 김종훈(삼양사),  
박용민(이지컴퍼지트), 노형진(삼양사)

14:10~14:25 학생 용매 제어를 통한 결정성, 분극 조절과 에너지 하베스팅 특성 확인 
이동민, 김지혜, 김상우(성균관대학교)

14:25~14:40 학생 다목적함수 최적화 알고리즘과 energy renormalization방법을 이용한 천연고무의 
coarse-grained 포텐셜 
정지원, 박찬욱, 박태훈, 윤군진(서울대학교)

14:40~14:55 학생 온습도 환경에 노출된 PET 고분자 필름의 노화 특성
최순호, 윤성호(금오공과대학교)

14:55~15:10  Coffee Break 

15:10~17:00	 고분자	복합재료	2	

 좌장 : 윤여흥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5:10~15:40 초청 Conducting polymer-based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 in stimuli-

responsive smart fluids
이승애(건국대학교)

15:40~16:00 일반 Ni redox couple cathode based rechargeable Na battery with high capacity 
and high voltage 
박승영, 송우석, 명성, 임종선, 정하균, 이선숙(한국화학연구원),  
김영식, 고현협(울산과학기술원),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16:00~16:15 학생 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of high-quality Mo2N thin films for 
Cu-diffusion barrier application
주용환, Dip K Nandi, 김수현(영남대학교)

16:15~16:30 학생 상용화제 첨가에 따른 케나프섬유/재사용 고밀도폴리에틸렌 바이오복합재료의  
계면특성
김정호, 조동환(금오공과대학교)

16:30~16:45 학생 탄소섬유/PA6 LFT 펠렛에서 수지함침이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서지한, 조동환(금오공과대학교)

16:45~17:00 학생 Enhancement of through-plane thermal/electrical conductivities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s) using a stitching method
홍현기, 유남호, 유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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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3발표장 302호(3F)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5일(목요일)

08:40~10:25	 고분자	복합재료	3	

 좌장 : 김남훈 교수(전북대학교)

08:40~09:10 초청 Surface engineering for a high-performance polymer/carbon nanotube 

composife fiber 

김영관(동국대학교), 김영진, 윤철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09:10~09:25 학생 Effects of aramid nanofiber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nanocomposites

Huynh Thanh Tung, Van Hoang Luan, 임성묵, 이국환, 이원오(전남대학교)

09:25~09:40 학생 Effects of boron nitride on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itch based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s

배곽진, 홍현기, 유남호, 유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

09:40~09:55 학생 Enhancement of thermo-mechanical stability for nanocomposites containing 

plasma treated carbon nanotubes with an experimental study an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정하나, 최회길, 오유나, 홍현기, 유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기철, 강창수(한국탄소융합기술원)

09:55~10:10 학생 Property analysis of monodomain photo-responsive liquid-crystalline elastomers 

prepared by 2step polymerization

안종원, 이진철, 김현수, 조맹효(서울대학교)

10:10~10:25 학생 다중스케일 해석을 이용한 개선된 계면 모델 개발 및 고분자 나노복합재료 설계 

백경민(서울대학교), 신현성(영남대학교), 조맹효(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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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4발표장 603호(6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5:00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특별세션	

 좌장 : 곽이구 교수(전주대학교)

13:00~13:30 특별 방전극에서 발생하는 이온에 대한 분포 특성 시뮬레이션 

김용선, 석재준, 정용신, 곽이구, 김홍건(전주대학교)

13:30~14:00 특별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behavior of magnetic carbon fibers 

prepared by electroless FeCoNi-plating

임윤지, 이재준, Alexandre Tugirumubano, 고선호, 홍창기, 신희재, 김홍건, 

곽이구(전주대학교)

14:00~14:30 특별 슈퍼캐패시터를 위한 수산화니켈-코발트@환원된 산화그래핀의 계층 구조 분석 

정훈, 조대선, 이민상, 김재득, 김홍건(전주대학교)

14:30~15:00 특별 Thermal property and latent heat storage behavior of thermal conductivity-

enhanced carboxymethylcellulose carbon foam

신혜경, 이상옥, 이유상, 김용선(전주대학교)

15:00~15:10  Coffee Break 

15:10~17:15	 탄소·섬유재료	1	

 좌장 : 석지원 교수(성균관대학교)

15:10~15:40 초청 나노탄소 조립 구조체와 열전지 응용

강태준(인하대학교)

15:40~16:00 일반 진공백 성형 프리프레그의 열전도율에 대한 측정 연구

현동근, 정광열, 이동승(대한항공), 김영택, 박준환, 한중원(송월테크놀로지),  

신도훈(대한항공)

16:00~16:15 학생 Effect of Infusing Epoxy filled Microsphere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Vinyl 

ester/ Carbon Fiber Composites

C. Naga Kumar, M. N. Prabhakar, 송정일(창원대학교)

16:15~16:30 학생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복합재료 연소 해석

박윤희(창원대학교), 김남균(The University of Auckland), 송정일(창원대학교)

16:30~16:45 학생 3차원 직조 프리폼 적용을 위한 π-빔의 강도 및 파손모드 해석 연구

박건태, 이동우(창원대학교), 변준형(재료연구소), 송정일(창원대학교)

16:45~17:00 학생 해초를 활용한 천연섬유 복합재의 제조 및 기계적 물성 평가 연구

김재철, 이동우, 김창욱, 송정일(창원대학교)

17:00~17:15 학생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한 유리 섬유 복합재료의 적층각도 예측에 관한 연구

박동운, 오경환, 김학성(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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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4발표장 603호(6F)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5일(목요일)

08:25~10:30	 탄소·섬유재료	2		

 좌장 : 문숙영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08:25~08:55 초청 탄소나노튜브 시트를 꼬아 만든 엑추에이터 및 에너지 하베스팅

김시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08:55~09:15 일반 금형 온도 변화에 따른 Carbon/PPS 복합재료의 성형성 및 결정화도 평가

김근우, 이병언(대한항공), 김동언, 허인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신도훈(대한항공)

09:15~09:30 학생 줄열을 이용한 탄소복합재 프린터의 에폭시 경화도 평가

유장현, 김호진, 민수홍, 김승기(서울대학교),  

인정범(Boeing Research and Technology), 안성훈(서울대학교)

09:30~09:45 학생 미소역학을 이용한 CFRP-steel 라미네이트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예측

성민창, 장진혁, 유웅열(서울대학교)

09:45~10:00 학생 저온 CVD 공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그래프트 유리섬유의 제조 및 복합재료 응용

김가영, 유웅열(서울대학교)

10:00~10:15 학생 Electrochemical exfoliation of expanded graphite by alternating voltage polarity

임성묵, 이국환, Huynh Thanh Tung(전남대학교), 이제욱(한국화학연구원), 

이원오(전남대학교)

10:15~10:30 학생 Characterization of Aramid Nanofiber-based Three-dimensional Nanostructures 

Anchored by Di-tert-butyl Dicarbonate

이국환, 주세민, Huynh Thanh Tung, 임성묵, Van Hoang Luan, 이원오 

(전남대학교) 

10:30~10:40  Coffee Break 

10:40~11:50	 자동차	

 좌장 : 박영빈 교수(울산과학기술원)

10:40~11:00 일반 금속-복합재 하이브리드 사이드 실의 성능평가 연구

장홍규, 김지훈, 권준범(재료연구소)

11:00~11:20 일반 연속섬유 복합재 보강 크래쉬 박스 일체형 범퍼 빔

김원석, 이종욱(롯데케미칼), 김현경(현대자동차)

11:20~11:35 학생 Multi-scale-treated Strain Self-sensing Composite Using Hybrid Carbon-

based Materials

노형도,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11:35~11:50 학생 Thermoplastic Composite Sandwich Panel Life Cycle Research

강구혁, 지우석,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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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5발표장 604호(6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5:00	 그래핀	수요협의체	워크샵	1	

 좌장 : 이정오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3:00~13:30 특별 Mass production technology of low price, high quality graphene derivatives 

using low purity natural graphite

윤여흥(한국화학연구원), 이중희(전북대학교), 전석우(한국과학기술원),  

석지원(성균관대학교), 유희준(그래핀올), 구본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13:30~14:00 특별 Flash lamp annealing of Defective Graphene for Energy Strorage and Flexible 

Electronic Devices

김태영(가천대학교)

14:00~14:30 특별 Chemically Exfoliated Graphene fo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정승열(한국전기연구원)

14:30~15:00 특별 Electrically conductive and anti-corrosive coating on metal substrate assisted 

by graphene/polymer-nanocomposites

김한, 이혜민, 조홍백, 좌용호(한양대학교)

15:00~15:10  Coffee Break 

15:10~17:10	 그래핀	수요협의체	워크샵	2	

 좌장 : 양철민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10~15:40 특별 대면적 CVD 그래핀의 비파괴적 고속 품질 평가 및 측정 장비 기술 구현

박진성(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40~16:10 특별 고기능성 그래핀산화물 액정섬유 및 섬유소자 개발

황호성, 김상욱(한국과학기술원)

16:10~17:10 특별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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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5발표장 604호(6F)

2019년 12월 4일(수)~5일(목) / 창원컨벤션센터(CECO) I

12월 5일(목요일)

08:55~10:30	 융복합	기술	1	

 좌장 : 박성대 박사(전자부품연구원)

08:55~09:25 초청 Development of the stab resistance carbon/aramid hybrid composite for police 

shield 

천진실, 이민욱, 김민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09:25~09:45 일반 탄소 펠트 전극 일체형 열 가소성 복합재료 분리판 개발

김민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준우(전북대학교)

09:45~10:00 학생 VRFB용 폴리아닐린 탄소 복합재료 분리판

김태현, 임준우(전북대학교)

10:00~10:15 학생 허니콤 전자파 흡수체의 폼 충전 특성 연구

최재훈, 장민수, 장우혁, 김천곤(한국과학기술원)

10:15~10:30 학생 머신 러닝을 통해 복합재의 두께와 적층 각도 순서를 고려한 PIC보에 관한 연구

함석우, 하영선, 조재웅, 오범석, 전성식(공주대학교)

10:30~10:40  Coffee Break 

10:40~12:00	 융복합	기술	2	

 좌장 : 임준우 교수(전북대학교)

10:40~11:10 초청 복합재료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

고영미(숭실대학교)

11:10~11:30 일반 주기패턴막 적용 전파흡수구조의 틈 크기에 따른 전파흡수 성능 변화

김태일, 최원호(대한항공), 이원준(국방과학연구소), 송운형(대한항공)

11:30~11:45 학생 Strength Simulation of SPR Joints Between Aluminums and Composites by 

Drilling

Mazharul Islam Lincon, Md. Fardim Sufian Roney, 황희윤(안동대학교), 

배민관(성우하이텍), 윤순호(재료연구소)

11:45~12:00 학생 Separation of SPR Joints between aluminums and composites by drilling

Md. Fardim Sufian Roney, Zhu Xi, 황희윤(안동대학교), 배민관(성우하이텍), 

윤순호(재료연구소)



22

프로그램제6발표장 605호(6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5:00	 SAMPE	KOREA	특별세션	

 좌장 : 신현규 박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3:00~13:30 특별 Introduction of CPIⓇ(Colorless Polyimide) and Applications

윤영서, 성익경(코오롱인더스트리)

13:30~14:00 특별 복합재료용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응용과 최신 기술 동향

김민영(국도화학)

14:00~14:30 특별 에너지 및 미래자동차(전기, 수소)산업에 적용되는 탄소섬유 복합재료

박성민(다이텍연구원)

14:30~15:00 특별 복합소재를 적용한 자동차 경량 내ㆍ외장 부품 개발

고윤기, 이평찬, 하진욱(한국자동차연구원)

15:00~15:10  Coffee Break 

15:10~16:55	 국방과학연구소	특별세션	

 좌장 : 정현숙 박사(국방과학연구소)

15:10~15:25 특별 Self-detoxifying materials for CBR protection: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

정현숙, 류삼곤, 김민건(국방과학연구소)

15:25~15:40 특별 직물의 3차원 나노/마이크로 고분자 구조 형성 시스템 연구

정희수, 정현숙, 이준오, 권지현(국방과학연구소), 김동립(한양대학교)

15:40~15:55 특별 Graphene based CBRN protective materials and fabrics

진영호, 장성온, 가동원, 정희수, 정현숙(국방과학연구소)

15:55~16:10 특별 기능성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개발 연구

박종규, 이형익(국방과학연구소)

16:10~16:25 특별 초발수/발유 성능 향상을 위한 3차원 표면 구조 연구

이강원, 이흥수, 이준호(한양대학교), 정희수, 정현숙(국방과학연구소),  

김동립(한양대학교)

16:25~16:40 특별 Study on application possibility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NBC) 

protection and barrier films by graphene synthesis methods

송영일, 박배권(그래핀스퀘어), 신진하(성균관대학교), 채윤(그래핀스퀘어),  

진영호, 정현숙(국방과학연구소), 홍병희(서울대학교)

16:40~16:55 특별 Adsorptive removal of nerve-agent simulant with Zr-MOFs

조경호, 차가영(한국화학연구원), 김승주(아주대학교), 류삼곤(국방과학연구소), 

홍도영, 황영규(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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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30	 스마트	및	신뢰성	1	

 좌장 : 장승환 교수(중앙대학교)

08:45~09:15 초청 스마트 그리드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료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및 응용

장승환, 정경채(중앙대학교)

09:15~09:30 학생 전기저항 기반 새로운 센싱 기법을 이용한 CFRP의 구조건전성 진단

이인용,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09:30~09:45 학생 Multiple parameters influencing long bones fractures healing when fixed with 

composite implants

Syed Hasan Askari Rizvi,  Ali Mehboob, 장승환(중앙대학교)

09:45~10:00 학생 마그네슘 섬유금속적층판의 상당 탄성물성 연구

심재헌, 유영상, 이원복, 최흥섭(홍익대학교)

10:00~10:15 학생 탄소섬유강화복합재 비필라의 충돌내구성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

김덕중(한양대학교), 임재영, 남병군(현대자동차), 김학성(한양대학교)

10:15~10:30 학생 은 소결접합층의 물성을 통한 고온 동작용 전력 반도체 모듈의 내구해석 및 신뢰성 

예측

장용래, 박상준(한양대학교), 김태화(현대자동차), 김학성(한양대학교)

10:30~10:40  Coffee Break 

10:40~12:10	 스마트	및	신뢰성	2		

 좌장 : 김학성 교수(한양대학교)

10:40~11:10 초청 광섬유 분포형 센서에 의한 복합재료 손상의 주기적 탐지

권일범, 서대철(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10~11:25 학생 범퍼 스티프너용 연속 유리섬유 강화 rod와 오버몰딩 PP 계면의 결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pull-out 테스트에 관한 연구

유명현(한양대학교), 김원석, 이종욱(롯데케미칼), 김학성(한양대학교)

11:25~11:40 학생 Woven GFRP에서 UV조사에 의한 열화가 b-값에 미치는 영향

정도연, 나원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40~11:55 학생 Development of low-cost wireless strain measurement system using Arduino

나강타, 김재신, 이진표, 이용규, 구본용(군산대학교)

11:55~12:10 학생 Evaluation of Dispersion of CNT on Cellulose using Electrical Resistance 

Methods for Strain Sensor

신평수, 김종현, 박종만(경상대학교)



24

프로그램제7발표장 606호(6F)

I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2월 4일(수요일)

13:00~15:00	 ANH	Structure	특별세션	

 좌장 : 남영우 교수(경상대학교)

13:00~13:20 특별 복합재 추진제 탱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소개 

안현수(ANH Structure) 

13:20~13:40 특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복합재 추진제 탱크의 최적 설계 연구

최수영, 홍승철, 정상원(ANH Structure)

13:40~14:00 특별 복합재 추진제 탱크의 Y-Joint 부에 대한 구조 영향성 연구 

Rene Roy, 신준형, 권진회, 남영우(경상대학교)

14:00~14:20 특별 우주발사체 추진제 탱크용 CFRP 소재의 투과도 측정 방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정명, 최수영, 정상원(ANH Structure)

14:20~14:40 특별 우주 발사체용 복합재 추진제 탱크의 극저온 유체 충전속도에 따른 열응력 해석

전승민(창원대학교), 김정명, 최수영, 정상원(ANH Structure), 김석호 

(창원대학교)

14:40~15:00 특별 AFP 장비를 활용한 복합재 추진제 탱크의 제작 공정 연구 

남광식, 임준혁, 인예지, 이태주(ANH Structure)

15:00~15:10  Coffee Break 

15:10~17:1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특별세션	

 좌장 : 서민강 박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5:10~15:30 특별 탄소섬유 연구개발 동향

김성룡, 박규순(한국탄소융합기술원)

15:30~15:50 특별 Electrical, mechanical,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nonwoven fabric heating 

sheets containing chopped carbon fibers

김원석(한국탄소융합기술원)

15:50~16:10 특별 HP-RTM 공정변수가 복합재료 물성에 미치는 영향

신헌충(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교우(전북대학교)

16:10~16:30 특별 섬유 자동적층 장비(AFP)를 이용한 항공기용 열가소성 복합재 부품개발

강정석(한국탄소융합기술원)

16:30~16:50 특별 프리폼 성형장비 및 드레이핑 해석 연구

김신(한양대학교), 신헌충(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전북대학교)

16:50~17:10 특별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센터 

이민구, 최웅기, 이은숙, 조아영, 서민강(한국탄소융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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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10:30	 금속ㆍ세라믹	복합재료	

 좌장 : 이상복 박사(재료연구소)

08:30~09:00 초청 원자결함 엔지니어링 기반 열전 나노복합재료

김경태, 김성대, 최은애(재료연구소)

09:00~09:30 초청 On the modeling of effective slip and optimal Stokes-Brinkman coupling for 

dual-scale porous media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Jingang Lu, 황욱렬(경상대학교)

09:30~09:45 학생 강화재와 계면 그리고 기지금속의 상대적인 강도에 따른 금속기지 복합재의 기계

적 거동에 관한 연구

이태규, 류호진(한국과학기술원)

09:45~10:00 학생 액상가압공정으로 제조 된 SiC/Al 금속복합재의 열처리 강화메커니즘 연구

신상민, 조승찬, 이동현(재료연구소), 김양도(부산대학교), 이상복, 이상관 

(재료연구소), 조일국(동의대학교)

10:00~10:15 학생 Al-B4C 복합재료의 다층구조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열중성자 흡수능 분석 

이동현, 이상관, 이상복(재료연구소), 김양도(부산대학교), 조승찬(재료연구소)

10:15~10:30 학생 스틸-고분자 복합재료의 성형성 연구

양제욱, 한성진, 유웅열(서울대학교)

10:30~10:40  Coffee Break 

10:40~12:10	 인프라	해양	

 좌장 : 김성수 교수(한국과학기술원)

10:40~11:10 초청 해양복합소재 선체구조의 경량화 설계와 검증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11:10~11:40 초청 조선해양산업에서의 복합재료 활용사례와 전망

김을년(현대중공업)

11:40~11:55 학생 LNG 화물창 적용을 위한 GMT,PLA - 폼 샌드위치 복합재료 충격성능 검토

김정대, 김희태, 이제명(부산대학교)

11:55~12:10 학생 미생물 혼입 해중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생물 생존율 향상에 관한 개요

김하연, 손형민, 이행기(힌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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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수요일)

13:00~14:30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1	

 좌장 : 유영은 박사(재료연구소)

13:00~13:20 일반 탄소섬유 강화 디사이클로펜타디엔 수지 복합재료 제작 및 에폭시 수지 복합재료

와 비교를 통한 전단 특성 평가

유형민, 엄문광(재료연구소), 이우일(서울대학교)

13:20~13:40 일반 해양 인프라 분야의 의장재 특성 및 그 응용

최성웅, 정수연(경상대학교), 최종민(부산대학교)

13:40~14:00 일반 사출성형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

박시환(울산과학대학교)

14:00~14:15 학생 Interphase strengthening of polyamide 6/carbon fiber composites through 

complex coating of sizing agent and reduced graphene oxide 

조범곤, Shalik Ram Joshi, 김건호,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14:15~14:30 학생 RFI 공정에서의 비파괴검사용 표준 기공률 패널 제작 방법 및 기공률에 따른 기계적 

물성 영향에 대한 연구 

한성현, 이정완, 김영민(재료연구소), 김위대(부산대학교), 엄문광(재료연구소)

14:30~15:10  Coffee Break 

15:10~17:10	 현대자동차	특별세션	

 좌장 : 최치훈 연구위원(현대자동차)

15:10~15:30 특별 자동차용 복합소재의 최신 기술 동향

최치훈, 박상윤, 이용범(헌대자동차)

15:30~15:55 특별 듀폰 구조물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설계 솔루션

조문환(DuPont Korea)

15:55~16:20 특별 PA6 기반 하이브리드 사출 복합재 모델링

임상원, 윤상재, 최치훈(현대자동차)

16:20~16:45 특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흡습 및 Glass fiber 배향을 고려한 자동차 페달의 변형 

거동 분석 

윤성환, 이세정, 성중의, 이정무, 이정환(LG화학)

16:45~17:10 특별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복합재료 부품의 이방성 거동 분석 

윤상재, 임상원, 최치훈(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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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10:30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2	

 좌장 :김태훈 박사(재료연구소))

08:50~09:20 초청 탄소나노튜브섬유 복합소재의 개발과 응용

김태훈(재료연구소)

09:20~09:40 일반 주입구 압력제어를 통한 VARTM 공정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곽성훈, 김태준, 서홍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권성일(한국화이바),  

김상용, 이종천(국방과학연구소)

09:40~10:00 일반 ZnO 나노막대 기반의 UV 센서의 성능에 대한 ZnO 나노막대 길이의 영향 

이강은, 박태훈(재료연구소)

10:00~10:15 학생 질소도핑 탄소나노튜브 강화 복합재료의 계면특성이 기계적, 열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회길, 정하나, 오유나, 홍현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의섭(전북대학교),  

유재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기철, 강창수(한국탄소융합기술원)

10:15~10:30 학생 L-형상 탄소 섬유강화 복합재의 점탄성 거동 유한요소 해석 

성동윤, 김위대(부산대학교)

10:30~10:40  Coffee Break 

10:40~12:35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3	

 좌장 : 성동기 교수(부산대학교)

10:40~11:10 초청 Liquid composite molding: from theory to process engineering 

김신오(한국항공우주산업), 배대령(C2ES Korea Co.), 엄문광(재료연구소),  

성동기(부산대학교)

11:10~11:30 일반 PAM-RTM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고굴곡 스파 구조물의 수지 유동 특성 해석 및 평가

김승혁, 박동철, 정광열, 김태곤, 백승대, 신도훈(대한항공), 한중원(송월테크놀로지)

11:30~11:50 일반 Z-Spring의 탄소복합제 제조(무진동차량 지지대 탄소 복합재료제조)

김영근(S-Moters), 김연웅, 장용원(현대폴리텍)

11:50~12:05 학생 Fabrication of 3D nanostructural copper oxide/reduced graphene oxide for 

hybrid supercapacitors

Van Hoang Luan, 이원오(전남대학교)

12:05~12:20 학생 Ultrathin, Flexible, and Highly Sensitive Power-generation Sensor Based on 

Carbon Fiber Composite with Combined Micro-nanostructures 

정창윤,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12:20~12:35 학생 Evaluation of Wettability and Interfacial Properties of Carbon Fiber/Epoxy 

Composite with Different Sizing Agents

김종현, 신평수, 박종만(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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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세라믹	복합재료

PS-1	 Effective Charge Separation of Inverted Polymer Solar Cells using Versatile MoS2 Nanosheets 

as Electron Transport Layer

이규승, 박영재, 임거환, 손동익(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2	 Fe3O4를 이용한 안티몬(Sb) 중금속 제거에 관한 영향

이지은, 오주현, 우진주, 구본흔(창원대학교)

PS-3	 오픈 소스 DIC package 와 스마트폰의 광학장치를 활용한 난연 복합재 일축 인장 실험

주무영, 이재성, 정영웅(창원대학교)

PS-4	 Characterization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UO2-Mo Fuel Pellets 

김동석, 김동주, 양재호, 김건식, 김종헌, 윤지해, 김현길(한국원자력연구원)

PS-5	 두개골 임플란트 제작 시 단위 구조체의 두께에 따른 기계적 평가 

김동현, 이한아, 황동현(연세대학교), 배성우, 김해정(에스에프에스),  

지승묵, 홍아람, 여종석, 김한성(연세대학교)

PS-6	 전해 용액에 포함된 고분자에 따른 AZ31 합금 표면의 PEO 코팅 층 형성의 영향

우진주, 김민수, 구본흔(창원대학교)

고분자	복합재료

PS-7	 DFT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금과 DMU의 접촉대전에 의한 Charge transfer 메커니즘 분석

강동현, 김지혜, 김성민, 김상우(성균관대학교)

PS-8	 마찰전기를 이용한 자가발전 전기발광섬유소재 

김태형, 박혜정, 김상우(성균관대학교)

PS-9	 Facile One-Pot Sonochemical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oFe2O4/

MWCNTs Nanocomposites for Hybrid Supercapacitor Applications

Jiwan Acharya, 고태훈(전북대학교), 국윤수, 서민강(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길명섭, 김학용, 김병석(전북대학교)

PS-10	 Hierarchically Nanostructured Metal Oxides-Decorated Carbon Nanofibers as Flexible 

Electrodes for Asymmetric Hybrid Supercapacitor Applications 

성재경, 고태훈, 조영훈(전북대학교), 국윤수, 서민강(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길명섭, 김학용, 김병석(전북대학교)

PS-11	 Flexible and Transparent Symmetric Solid-State Supercapacitors Based on NiO-Decorated 

Nanofiber-Based Composite Electrodes with Excellent Mechanical Flexibility and Cyclability 

고태훈, 곽채송, 노재현, 길명섭, 김학용, 김병석(전북대학교)

PS-12	 1톤 상용차용 Leaf Spring의 경량화를 위한 탄소복합재 현가장치

김정근, 최선호, 이재준, 김홍건(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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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3	 단섬유 기반 복합재료의 성형압력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황성순, 빈준형, 이선호(일진글로벌)

PS-14	 Synthesis of Zero-Dimensional cesium lead halide perovskite nanocrystal 

김연래, 이선숙(한국화학연구원), 이종흔(고려대학교), 안기석, 정하균(한국화학연구원)

PS-15	 Atomic Layer Deposition of Cu3N using Cu(dmamb)2 and NH3 with Thermal Reduction

이동건, 김태현(한국화학연구원), 윤대호(성균관대학교),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16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polyimide nanocomposite containing methylpiperidine-

functionalized graphene oxide.

진정운, 유남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17	 Enhanced Selectivity of ZnO Thin-Film Transistor-Based Gas sensors Utilizing polar Polymer

이주연, 장문정,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강윤찬(고려대학교), 정하균(한국화학연구원)

PS-18	 Solvent-regulated preparation of well-intercalated Ti3C2TX MXene

김정희, 윤여흥, 송우석, 명성, 임종선, 이선숙, 정하균,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19	 SERS by In-situ growth of silver nanoparticles in microfluidic device

신윤경, 전인규, 이지석(울산과학기술원)

PS-20	 A Noble Metal Nanoparticle Triggered Color Transition of Upconverting Nanocrystals for 

Multi-Level Security application

유영훈, 전인규, 이지석(울산과학기술원)

PS-21	 Highly stable upconverting nanocrystal-polydiacetylenes sensor for orthogonal dual 

signaling-based detection of cyanide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유영훈, 백다혜, 이지석(울산과학기술원)

PS-22	 리튬이차전지용 탄소/실리콘 음극재료의 특성

조희구, 안기석, 이선숙(한국화학연구원), 전형탁(한양대학교), 정하균(한국화학연구원)

PS-23	 Tunable piezoelectric nanogenerators using flexoelectricity of well-ordered hollow 2D MoS2 

shells arrays for energy harvesting

안기석, 김성호, 명성(한국화학연구원)

PS-24	 Highly Gas-Sensitive Organic Transistors by Embedding a Cellulose-Based Buffer layer

장문정, 김성구(한국화학연구원), 이지석(울산과학기술원),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25	 Application of bioinspired, conductive dry adhesives to electromagnetic shielding

오병윤, 김소희, 박준용(금오공과대학교)

PS-26	 광민감성 고분자를 이용한 2차원 반도체 소재의 패터닝 및 광센서 어레이 응용

서민기, 임이랑, 박현진, 김윤호, 송우석, 명성, 임종선, 정하균, 이선숙,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27	 Fabrication of 1D (π-d) conjugated conducting metal-organic polymer incorporated on 

MXene for micro-supercapacitor electrodes 

류지형, 윤여흥, 송우석, 명성, 임종선, 이선숙,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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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8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Electromagnetic Absorbing Composites using 

MWCNT-coated Fabrics 

천진실, 임성준, 김도훈, 김민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29	 Polymeric 3D Nanostructure on a Mirror Substrate for an Ideal Diffuse Reflector

안진성, 박준용(금오공과대학교)

PS-30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그래핀의 화학적 패터닝

배가람, 송우석,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31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TiO2 Nanosheets

박세연, 장문정, 윤대호, 안기석(한국화학연구원)

PS-32	 Titania and char forming agent polymer based novel intumescent flame retardant coatings

Ihsan Ullah, 이지은, 오주현, 구본흔(창원대학교)

PS-33	 Using Cu doped ZnO nanoparticles to enhance the thermal properties of flame retardant 

coatings

김민수, 이형욱, 우진주, 구본흔(창원대학교)

PS-34	 Hierarchical Cobalt Molybdenum Selenide Nanosheets as Highly Active and Durable 

Catalysts for Overall Water Splitting

Sampath Prabhakaran, 서옥범, Balaji Ravichndran, Jayaraman Balamurugan,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35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Xene reinforced Poly(vinyl alcohol) nanocomposites via 

boric acid crosslinker

우정현, 박경렬, 박옥경,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36	 Effect of ozone-treatment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on mechanical and interfacial 

properties of carbon fiber-reinforced epoxy composites.

박상진, 박수진(인하대학교)

PS-37	 Synthesis of boron nitride quantum dot attached graphene hybrid via chemical cross-linking 

reaction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

이재원, 박경렬, 박옥경,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38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of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via hybridizing with 

functionalized boron nitride nanosheets

이영선, 이재원, 박옥경,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PS-39	 Deformation-Insensitive Flexible and Wearable Temperature Sensor based on Thermoresponsive 

Simi-Crystalline Polymer Microdomains

이영오, 박종화, 최아영, 신영은, 고현협(울산과학기술원)

PS-40	 유리섬유보강 복합재료의 사출 후변형 해석

김선우, 문상호, 명진석(한국화학연구원), 박은민, 배대령(씨투이에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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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1	 Hierarchical nanoparticle-in-micropore architecture for improved mechanosensitivity and 

stretchability in mechanochromic electronic skins

박종화, 이영오(울산과학기술원), Meredith H. Barbee(Duke University),  

조수원, 조승세, Ravi Shanker, 김진영, 명진영, 김민수, 백충기(울산과학기술원),  

Stephen L. Craig(Duke University), 고현협(울산과학기술원)

PS-42	 Preparation of Polyimides Containing Sulfur and Chalcogen Atoms for Enhanced Refractive

김현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흥조(광주과학기술원), 유남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43	 3D 전산해석 기술을 응용한 rHTPE복합사 활용 온도조절 다층복합 안전보호복 개발

이종혁, 유성훈, 심지현(다이텍연구원)

PS-44	 VaRTM용 Epoxy Resin의 경화거동 모델 비교분석

박상민, 최완규, 최원종(한국항공대학교)

PS-45	 Modification of 3D polyacrylonitrile Composite fiber for Purification

Hem P. Karki, Laxmi Kafle, Milan B. Poudel, 김한주(전북대학교)

PS-46	 합성수지제 SEAL 구조에 따른 자동차부품 토크 영향 분석

홍태호, 이영춘, 정세웅, 김병환(일진), 김세훈, 조수원(STM)

PS-47	 형상기억고분자 그래핀 복합소재 합성개구레이다 위성 안테나

김병주, 박미선, 박종규, 김연태, 이형익(국방과학연구소)

PS-48	 Introduction of amino-terminated ozone/tetraethylenepentamine on nanodiamond surfaces  

for enhanced fracture toughness of epoxy nanocomposites

김성황, 박수진(인하대학교)

PS-49	 Direct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graphene by non-oxidative routes

박옥경, 김남훈, 이중희(전북대학교)

구조·시스템

PS-50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와 제진알루미늄 소재에 의한 구조물 경량화 설계 및 설계 평가

배성열(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PS-51	 근섬유 원리를 이용한 영상 인식 제어 로봇의 제작 및 실험

나영민, 이현석, 박종규(창원대학교)

PS-52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한 SHPB 실험 결과 고찰

최태성, 지우석(울산과학기술원)

PS-53	 FDM 방식에 적용 가능한 알루미늄 용융 압출 시스템의 제작 및 실험

장현수, 석익현, 박종규(창원대학교)

PS-54	 세그먼트 타입의 링 버스트 시험 장치를 활용한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기계적 물성 평가

김외태, 김성수(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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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5	 가스절연개폐기(GIS)의 알루미나/에폭시 복합재에 대한 기계적/전기적 파괴 강도 해석

윤현성(다이텍연구원), 박주언(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강유정, 손현식(다이텍연구원)

PS-56	 접착강도 향상을 위한 탄소섬유/폴리아미드 6 복합재료의 표면처리

임성준, 김도훈, 천진실, 김민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57	 WCM 공법으로 제작된 NCF 복합재의 충돌 후 압축특성 평가

이수영, 홍채영, 최태성, 김혜규, 황인우, 강수창, 임성우, 이혜영, 박영빈, 지우석  

(울산과학기술원)

PS-58	 직조방법에 따른 복합재 파티션 패널의 구조 해석

강지헌, 김건우, 장진석(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진, 강다경(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안민수(신영), 이재욱(한국생산기술연구원)

PS-59	 소형민수헬기 구조 복합재 체결부 설계허용치 인증시험 결과 분석 

손태완, 이세훈(한국항공우주산업)

PS-60	 압력용기의 필라멘트 와인딩 패턴 검증을 위한 구조해석 

서영수, 이형수(캠틱종합기술원), 유계형, 박민욱(일진복합소재)

PS-61	 VBO 공정을 적용한 중공 각형 구조물 제작 및 품질 개선 연구

김주훈, 현동근, 설동운, 최항석(대한항공)

스마트	및	신뢰성

PS-62	 2D dynamic strain sensor based on ZnS:Cu/Polydimethylslioxane(PDMS) elastomer

이동규, 박혜정, 이연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산(고려대학교),  

강종윤, 송현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63	 하중 지지 능력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동축 섬유형 변형률 센서의 계측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온승윤, 김성수(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환경·바이오	복합재료

PS-64	 급속 흑연화 및 흑연화도 분석

이시화, 김은경, 조문규(포항산업과학연구원)

PS-65	 A study on several effects about Helmholtz resonator based piezoelectric sound energy 

harvester

최재훈, 강종윤(한국과학기술연구원)

PS-66	 Supercapacitor applications for nanowires with photocatalytic-photoelectrocatalytic structures

박준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재술(영남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PS-67	 Energy loss return gate for recovering waste AC energy of electronics.

용형석(중앙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민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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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68	 탄소나노튜브와 폴리머 복합체의 종류에 따른 열전성능 분석

김성준(인하대학교), 강석원(영남대학교), 최경후(한국철도기술연구원)

PS-69	 액정 소자용 탄소나노튜브 투명 다층박막 전극의 제조

한소영, 문기태, 이준협, 박용태(명지대학교)

PS-70	 Development of Roll-type Sheet Driven Triboelectric Energy Harvester

김반석(중앙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민(중앙대학교)

PS-71	 The enhancement of Electrical double layer and high pressure sensitivity 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황희재, 최덕현(경희대학교)

PS-72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s self-powered traffic management sensor

허덕재, 정지훈(중앙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민(중앙대학교) 

PS-73	 Triboelectric Nanogenerator with rolling ball via wind

신건섭, 용형석, 정지훈(중앙대학교), 김동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민(중앙대학교)

PS-74	 Synergetic Improvement in Flame Retardancy of Cotton Fabric by Functionalized Graphene Oxide 

and Ammonium Polyphosphate

가동원, 장성온, 정현숙, 진영호(국방과학연구소)

PS-75	 키토산-실리카 복합 필름을 이용한 마찰전기 발전기 성능 향상

김종남, A. R. Abhari, 오일권(한국과학기술원)

PS-76	 Automatic harvesting energy with mechanical frequency regulator using triboelectric 

nanogenerator

Khanh Duy Pham, Nghia Dinh Huynh, 김학정(경희대학교), Divij Bhatia(한국과학기술원), 

최덕현(경희대학교)

PS-77	 Highly Efficiency Turbine Design for Hybrid Energy Harvesting System

Nghia Dinh Huynh, 최덕현(경희대학교)

PS-78	 Design and Analysis of Performance Enhanced Vibrational TENGs

유지섭, 최덕현(경희대학교)

PS-79	 Comb-structur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for multi-directional energy harvesting

정연석, 황희재, 최덕현(경희대학교)

PS-80	 Effect of the neutral beam based surface treatment on triboelectric effect and performance

김욱, 최덕현(경희대학교)

PS-81	 Sustainabl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utilizing permanent magnets

김학정, Khanh Duy Pham, Nghia Dinh Huynh(경희대학교), 안다훈(공주대학교),  

최덕현(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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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82	 비닐에스테르 기반 Hybrid SMC 소재 제조 및 양산 기술 개발

김미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광운(한국몰드김제), 한장우(한국생산기술연구원)

PS-83	 Enhanc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Urushiol@Carbon Nanotube Composite Fibers

윤철준, 김승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경수(전북대학교), 김영관(동국대학교)

PS-84	 Research on optimizing the design of Hydrokinetic turbine generator

M.N.T. Thanh, M.N. Prabhakar, 송정일(창원대학교)

PS-85	 Research on cemented carbide/steel welded joint by calculating grain size and micro 

analysis

R.W.Yu, M.N. Prabhakar, 송정일(창원대학교)

PS-86	 탄소소재 함량에 따른 열가소성 복합재의 굴곡특성

최선호, 고선호, 김정근, 강성수(전주대학교)

PS-87	 Fabrication of Graphene Fiber Supercapacitors

Ba Trung Ho, 임태경, 석지원(성균관대학교)

PS-88	 웨어러블 변위 센서를 위한 전도성, 신축성 섬유

이현종, 김상윤, 석지원(성균관대학교)

PS-89	 친환경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용한 층상복합필름 제조

최민식(한국과학기술연구원), 류성우(수원대학교), 구본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관(동국대학교)

PS-90	 복합재료 섬유직조물의 드레이핑 물성 측정

최경환, 김경래, 이순영, 김선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PS-91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가 탄소섬유 적용 복합소재 기계적 특성 개선

김명훈, 장성은, 김광석, 최두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PS-92	 보강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투수블록 개발

김대현, 정수근, 최호영, 서혁(조선대학교)

PS-93	 도장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화 그래핀 복합재 및 필름 개발

김명훈, 최두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PS-94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수소 연료 전지 차량용 수소 탱크의 최적 설계 및 제작 공법 연구

박치민, 하성규(한양대학교)

PS-95	 LNG CCS용 알루미늄 호일과 유리섬유 복합재료 접착제에 따른 온도 별 기계적 성능 평가

정연제, 김정대, 황병관, 김희태, 김진연, 이제명(부산대학교)

PS-96	 복합 단섬유로 구성된 고내구성 부직포 프리필터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손태우, 김한성(부산대학교)

PS-97	 최적화 설계 툴을 적용한 CFRP 컨트롤암 최적화 설계 연구

방현태, 정세웅, 권익진(일진), 황성순(일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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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98	 복합소재를 적용한 경량 너클의 전산 해석을 통한 성능 개선 도출 연구

권익진, 정세웅(일진), 황성순(일진글로벌), 김기호(일진)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PS-99	 발포 우레탄 Resin Infusion 공정 조건 연구

김정수, 한성현, 김영민, 엄문광(재료연구소)

PS-100	 프리폼 조건에 따른 탄소섬유 접착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영민, 이정완, 김정수, 한성현(재료연구소), 김위대(부산대학교), 엄문광(재료연구소)

PS-101	 HP-RTM 공정 중 Edge Effect로 인한 Air Pocket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성우, 강수창, 이혜영, 지우석,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PS-102	 RI/RFI 하이브리드 공정을 적용한 복합재 부품 개발

이정완, 오영석, 김정수, 유형민, 한성현, 김영민, 엄문광(재료연구소)

PS-103	 Diazotization Method for Enhancement of Mechanical Property and Hydrophilicity Property  

of CNTF composite

이균배, 정연수(재료연구소), 신종선, 양승재(인하대학교), 김태훈(재료연구소)

PS-104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fabricated by  

new multi-drop filling compression molding process 

강승인, 유중재, 성동기(부산대학교)

PS-105	 유연 이방성을 가지는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제작 

유중재, 송경현, 강승인(부산대학교), 정경호, 이승찬(LG전자), 성동기(부산대학교)

PS-106	 탄소섬유 복합재료 반응액상성형에서 폴리아미드 6 올리고머 혼합물을 이용한 ε-카프로락탐의 

함침성 개선 

송경현, 이재효(부산대학교), 김상우, 이진우(재료연구소), 성동기(부산대학교)

PS-107	 산화 그래핀에의 마이크로파 처리와 도파민 코팅이 박막 점착 필름의 점착 특성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이승희, 박종승, 성동기(부산대학교)

PS-108	 수분 제어 ε-카프로락탐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폴리아미드 6 복합재료의 TRTM 공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효, 송경현(부산대학교), 김상우, 이진우(재료연구소), 성동기(부산대학교)

PS-109	 복합재료 구조체의 하이브리드성형에서 성형조건에 따른 굴곡강도 성능 고찰 

이영광, 조익철, 이형수(캠틱종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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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10	 이차원 CdSe/CdS/ZnS Nanoplatelets 두께 성장에 따른 광학적 측정 

지승인, 정재한(홍익대학교)

PS-111	 광경화성 유기-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복합소재 합성 

김기태, 지승인, 양민정, 정재한(홍익대학교)

PS-112	 CdSe-P3HT Nanocomposites 합성과 계면 특성 측정 

양민정, 정재한(홍익대학교)

PS-113	 고분해능/고종횡비의 나노구조체가 형성된 전극소재 제작 및 에너지 소자 응용 연구 

김민호, 오상아, 전환진(한국산업기술대학교)

PS-114	 Mode Ⅱ형 CFRP-Al6061로 된 경사진 이중외팔보의 접착 계면에 대한 피로 한도 연구

이정호, 김재원, 전성식, 조재웅 (공주대학교)

인프라·해양

PS-115	 친환경 복합재료 극저온 성능평가

김희태, 이제명(부산대학교)

PS-116	 강화 폴리우레탄폼-플라이우드 샌드위치 판넬의 극저온 환경 동적 강도 평가

이동하, 배진호, 황병관, 이제명(부산대학교)

PS-117	 케블라 섬유 및 에어로겔 분말을 첨가한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기계적 성능 평가

김진연, 김정대, 정연제, 김희태, 황병관, 이제명(부산대학교)

자동차

PS-118	 탄소섬유 전처리를 통한 단일 채널 T-RTM

심윤보, 지우석,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PS-119	 PPS/POSS-GO 복합재의 열적 특성 및 기계적 물성 연구

허지원(울산과학기술원), Bjoern Beck, Frank Henning(Fraunhofer ICT),  

박영빈(울산과학기술원) 

PS-120	 Drop Impact Test of the Front Bumper Beam according to Manufacturing Types by 

Theoretical Methods

이민식, 허민(부산대학교), 임옥동(Autogen Composite Co. ltd), 강충길(부산대학교)

PS-121	 Evaluation of Collision Characteristic for Front Bumper Beam with HPF and Al7075 using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Methods

이민식, 박준(부산대학교), 임옥동(Autogen Composite Co. ltd), 강충길(부산대학교)

PS-122	 Wet-laid 공법이 적용된 중간재를 이용한 FRP 기어 성형기술에 관한 연구 

이수정, 김상현, 김봉준, 이동현(경창산업), 강용기, 이철환(디케이솔루션)

PS-123	 단방향 카본/열가소성 테이프의 하이브리드 공법을 이용한 경량화 복합소재 엔진 브라켓 개발

박홍기, 하성규(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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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안드로이드 OS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서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검색	후	설치

 아이폰 OS
[앱스토어]	검색창에서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검색	후	설치

*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QR코드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메뉴

◉   학술 프로그램 : 세션별보기, 즐겨찾기,  목차형식으로보기, 타임라인보기, PDF보기, 검색기능

◉   학술대회 안내 : 개요, 프로그램, 장소안내

◉   교통 및 숙박 , 후원사 , 안내장 Download, Notice, Map, DB & DATA Update (최신내용으로 갱신)

◈ 즐겨찾기 저장 및 알람기능 사용법

1. 즐겨찾기 저장: 학술프로그램에서 관심있는 행사가 있으면, 시간(발표번호)를 클릭

2. 즐겨찾기 알람: 즐겨찾기에서 알람버튼을 클릭 (5분전 알람)

3. 즐겨찾기 삭제: 즐겨찾기에서 휴지통 클릭 또는 시간(발표번호)를 클릭

◈ 초록 PDF 사용법

학술프로그램에서 초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안내(텍스트 오류 등의 경우)

좌측상단  메뉴 클릭 후 DB&DATA Update 를 하면 신규 내용으로 갱신 됩니다.

◈ QR코드를 통해서 설치

QR코드를	촬영하면
설치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Google Play Store | App App Store]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검색 후 설치

QR코드를 촬영하면
설치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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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   축소보기 ↔ 확장보기

◉   세션별보기 ↔ 타임라인보기

◉   즐겨찾기: 즐겨찾기 저장 및 알람

◉   축소보기: 세션명보기

◉   확장보기: 세션명+초록제목 보기

(클릭할때마다 축소보기, 확장보기가 바뀝니다.)

◉   타임라인보기: 시간표형식으로 보기 

(클릭할때마다 타임라인보기, 세션별보기가 바뀝니다.)

◉   View: PDF보기 (클릭시 폰에 PDF가 저장됩니다.)

◉   Export: 메일발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   Export > The downloaded pdf delete and viw : 

폰에 저장된 PDF를 삭제하고, 새로 다운로드 합니다.

알람 Off  On 으로 설정시 강의시작 5분전 알람

즐겨찾기 삭제 :   휴지통 클릭 또는 시간(발표번호)를 클릭

확장보기 EXPORT

즐겨찾기

축소보기	:	초록	세션페이지	→ 목록페이지

타임라인보기

즐겨찾기	저장	:	시간(발표번호)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