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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hE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한국화학공학회 2020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사회문제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for Social Problem Solv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onference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촉매기술 심포지엄 
(GS칼텍스 후원)

•CO
2
 포집, 저장 기술 및 법제도의 최신 동향 심포지엄(SK이노베이션 후원)

•차세대 그린 수소 기술 심포지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수소혁신기술개발사업, 중간 발표회

•Chem-Tech-Biz Symposium:  
소재·공정·부품화 기술의 사업화 사례

•제17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코로나 19 이후의 석유화학/에너지 산업

Speci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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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형당교육상

이윤우

서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198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2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1991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Dept. of 

Chem. Eng., Ph.D.

1991~2004 KIST CFC대체기술센터 선임/책임연구원

2003~2004 KIST 청정기술연구센터 센터장

2013~2015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장

2015~2017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창립준비위원장/학과장 

2005 한국화학공학회 제36대 조직이사  

2006 한국화학공학회 제37대 총무이사

2007~2008 한국화학공학회 영문지 편집위원 

2002~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평의원 

현 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형당교육상 수상 업적

1. 반응공학 강의법 혁신

 * ‘반응공학’ 강의법 혁신으로 논리에 의한 공학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 향상 도모

 * 이론 기반 실험 교육을 디자인하고 공정실험에 반영하여 연계 교육

 (1) ‘반응공학’ 강의를 Flipped Learning식 운영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녹화/편집 완료

 (2) 모듈 기반 Mass Customization 방식의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강의 

 (3) 자신이 제출한 문제와 해답에 대한 Brainstorming식 토론으로 비판적 사고 훈련 

 (4) Essencial of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H.S. Fogler) 번역

2. 화학공정실험 과목 혁신

 (1) 화학공정실험을 산업체의 need에 맞는 실험 주제 발굴(2015~2019년)

 (2) 화학공정실험에 증류/흡수/추출/흡착/공정제어/열역학 공정실험 신규 설치/운영(2016~현재)

3. 해외대학강의, 산업체 인력 재교육, 미래인재 양성교육, 공개 강의

 (1) 해외대학강의: 스페인 바야돌리드 대학, 일본 구마모토대학/도쿄대학,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2)   산업체 인력 재교육: 계속교육 3강좌(반응기설계, 고급분리공정, 초임계유체기술) 매년 책임자 진행 외 210회 

이상의 산업체 강연/세미나/교육

 (3) 미래인재 양성교육: 영재교육 담당교사 교육, 공학캠프, 전공소개 및 고등학교 강연

 (4)   공개 강의: 한국형 온라인 강좌(SKP-MOOC) ‘재미있는 화학공학‘에 공동참여(서울대/KAIST/POSTECH),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좌, OCW(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1, Heat and Mass Transfer, Green Engineering) 

4.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창립 및 초대 학과장 

 (1) 창립준비 및 교육 비전 및 철학 확립

 (2) 초대 학과장

임계점을 넘어서-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1:10~11:35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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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강연
(KIChE Award Lecture)

 ✽ 기술상

이민희 

LG하우시스 

연구소장/상무

� 학력 및 경력 

1986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9  KAIST 화학공학 석사

1999  Univ. of Waterloo 화학공학 박사 

1988~2009 LG화학 중앙연구소 고분자 연구부 연구원

2010~2013 LG하우시스 연구소 고분자 재료 Lab 연구위원 

2016~2017  한국화학공학회 산업계부회장 

2018  한국화학공학회 제49대 이사 

2016~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평의원

2014~현 재  LG하우시스 연구소 연구소장/상무

� 기술상 수상 업적

1988년부터 31년 동안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개발, 경량화 복합소재 개발 및 

Polymer Processing 개발을 진행해 오면서 아래와 같이 기여

1. 화학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천연소재 건자재 제품을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로 준불연 

고성능 유기단열재를 개발

2.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천연소재를 적용하여 개발한 마루 및 벽지는 아토피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 또한, 건축 에너지 절감 및 화재 

확산 방지 효과가 우수한 단열재를 개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3. 제도개선, 사회관행, 기업운영관행 등의 획기적 변화에 창조적 기여

   기존사업인 건자재 개발에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경량화 복합소재를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창호업계 최초로 IoT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창호를 개발

4.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

   탄소 복합소재 제품의 생산성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HP-RTM 연구 장비를 도입하였고, 산업용 

Micropowder를 제조하는 새로운 화학공정을 개발하여 상품화

5. 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

   미래 건축물과 도시에 적용될 에너지 세이빙 건자재 연구를 위해 미국 하버드 그린 빌딩·도시 연구센터에 3년간 

총 30만 달러를 지원

고분자 가공에 기반한 LG하우시스의 제품개발 및 인테리어 공간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1:3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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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Special Symposium of HCR (Highly Cited Researchers))

B발표장 2020년 10월 15일(목), 08:30~17:20

Chair: Woo-Jae Kim, Ewha Womans Univ.

08:30 [Keynote Lecture] Soft bio-resorbable and bio-inspired  Dae-Hyeong Kim, Seoul Nat’l Univ.

 electronics

09:00 [Keynote Lecture] Connecting battery components:  Jang Wook Choi, Seoul Nat’l Univ. 

 Advanced binder designs for emerging rechargeable  

 batteries

09:50 [Keynote Lecture]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Sang Yup Lee, KAIST 

 sustainable chemical industry

10:20 [Keynote Lecture] Recent progress on activatable  Juyoung Yoon, Ewha Womans Univ. 

 photosensitizers and fluorescent probes

Chair: Yun Jeong Hwang, KIST

14:00 [Keynote Lecture] Chemistry for nano, and nano for  Taeghwan Hyeon, Seoul Nat’l Univ.  

 medicine & energy

14:30 [Keynote Lecture] Perovskite solar cell Nam-Gyu Park, Sungkyunkwan Univ.

15:00 [Keynote Lecture] Boosting reaction homogeneity in  Jaephil Cho, UNIST 

 high-energy lithium-ion battery cathode materials

15:50 [Keynote Lecture] Photocatalysis for sustainable  Wonyong Choi, POSTECH 

 environment and energy

16:20 [Keynote Lecture] A new series of Ni-rich layered  Yang-Kook Sun, Hanyang Univ.  

 cathodes for next generation electric vehicles

16:50 [Keynote Lecture] Promises and challenges of  Kyu Tae Lee, Seoul Nat’l Univ. 

 Na-ion batteries

Dae-Hyeong Kim

2009   Ph.D., Mat. Sci. and 
Eng., UIUC

   Assoc. Director of Center 
for Nanoparticle Res., 
IBS

Present   Prof.,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Yang-Kook Sun 

1992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Present   Distinguished Prof., 
Ener. Eng., Hanyang 
Univ.

Juyoung Yoon

1994   Ph.D., The Ohio State 
Univ. 

2014   a Member of Korean 
Academy of Sci. and Tech.

Present   Distinguished Prof., 
Chem. and 
Nanoscience, Ewha 
Womans Univ. 

Wonyong Choi  

1996   Ph.D, Chemistry, Caltech 
1998   Post-doc., NASA Jet 

Propulsion Lab. 
Present    Prof., Environ. Sci. Eng., 

POSTECH   

Sang Yup Lee 

1991   PhD., Chem. Eng., 
Northwestern Univ.

Present   Distinguished Prof., 
Chem. and Biomol. Eng., 
Dean of KAIST Institutes 
the Chair of the Global 
Future Council on 
Biotechnology

Nam-Gyu Park 

1995   Ph.D., Chem., Seoul 
Nat’l Univ.  

2009   Director of Solar Cell   
Research Center, KIST

Present   SKKU Fellow, Prof. 
Chem. Eng., 
Sungkyunkwan Univ. 

Taeghwan Hyeon

1996   Ph. D., Chemistry, UIUC   
Present   SNU Distinguished Prof. 

Director of Center for 
Nanoparticle Res., IBS; 
Assoc. Editor of J. Am. 
Chem. Soc.  

Speaker

Jaephil Cho

1995 Ph.D., Ceramic Eng., 
   Iowa State Univ.
Present   Distinguished Prof., 

Ener. and Chem. Eng., 
UNIST 

Jang Wook Choi 

2007    PhD., Chem. Eng., 
Caltech 

2010    Post-doc., Mat. Sci. and 
Eng., Stanford Univ.

Present   Prof.,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Kyu Tae Lee
2006  Ph. D., Chem. & Biol. 

Eng., Seoul Nat’l Univ.
2010  Assoc. Prof., Ener. and 

Chem. Eng., UNIST
Present  Assoc. Prof., Chem. and 

Biol. Eng., Seoul Nat’l 
Univ.

Yun Jeong Hwang

2012   Ph.D., Chemistry,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resent   Principal Investigato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er/Chair
Woo-Jae Kim

2004   Ph.D., Chem. Eng., 
Seoul Nat’l Univ.

Present   Assoc. Prof., Chem. 
Eng., and Mat. Sci., 
Ewha Womans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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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Dae-Hyeong Kim

Seoul Nat’l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Soft bio-resorbable and bio-inspired 

electronics

Jang Wook Choi

Seoul Nat’l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Connecting battery components: Advanced 

binder designs for emerging rechargeable 

batteries

Sang Yup Lee

KAIST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sustainable 

chemical industry

Juyoung Yoon

Ewha Womans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Recent progress on activatable 

photosensitizers and fluorescent probes

Taeghwan Hyeon 

Seoul Nat’l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Chemistry for nano, and nano for medicine & 

energy

Nam-Gyu Park

Sungkyunkwan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Perovskite solar cell

Jaephil Cho

UNIST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Boosting reaction homogeneity in high-energy 

lithium-ion battery cathode

Wonyong Choi

POSTECH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Photocatalysi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and energy

Yang-Kook Sun

Hanyang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A new series of Ni-rich layered cathodes for 

next generation electric vehicles

Kyu Tae Lee

Seoul Nat’l Univ.

[특별 심포지엄]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Promises and challenges of Na-ion batteries

김지훈

보스턴컨설팅

[특별 심포지엄]

제17회 마스터즈 심포지엄 

코로나 19 이후의 석유화학/에너지 산업

Post-COVID 시대에서의 화학산업 경쟁력 변화

김일수

SK이노베이션

[특별 심포지엄]

CO
2
 포집, 저장 기술 및 법제도의 최신 동향 

심포지엄

기업에서 바라보는 CO
2
 기술

김진곤

POSTECH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위한 고분자 심포지엄 

Functional metal nanostructures based on 

block copolymer self-assembly

김중현

연세대학교 

[고분자 주제별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위한 고분자 심포지엄 

Conducting polymers for flexible electronic 

devices: Synthesi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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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박장서

㈜엘씨에스바이오텍

[공업화학 주제별 심포지엄]

제17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차세대 세라마이드

문   일

연세대학교

[공정시스템 주제별 심포지엄]

PSE 2.0 and the Leadership of K-PSE 1.5 

Generation

공정시스템의 발전과 당면과제

박범준

경희대학교 

[미립자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복잡유체계에서의 미립자 거동 심포지엄
쌍극자–유도쌍극자 상호작용의 직접측정

김우식

경희대학교 

[분리기술/열역학분자모사 주제별 심포지엄]

기능성 결정 설계 및 제조 기술 심포지엄 

규칙적 메크로유동을 이용한 기능성 결정화 

공정기술 

박현규

KAIST

[생물화공 주제별 심포지엄]

나노기술과 분자 진단 심포지엄 

Target-responsive switching of DNA 

polymerase activity

Reshetenko Tatyana

Hawaii Nat’l Institute

[에너지 환경 주제별 심포지엄]

전기화학공학기반 청정에너지기술 심포지엄

Performance of PEMFCs exposed to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 effects of NO
2
 

contentin airstream

Marcio S. Carvalho

PUC-Rio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Coating Materials and Processing
Coating flows of particle suspensions

Masato Yamamura

Kyushu Inst. Technol.

[이동현상 주제별 심포지엄]

Symposium on Coating Materials and Processing

Origin of light-driven composition asymmetric 

in reactive solution coatings 

Jun Li

Tsinghua Univ.

[촉매 및 반응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계산화학 기반 촉매설계 심포지엄

Toward precise catalysis via single-atom 

catalysts and single-cluster catalysts

John Kitchin

Carnegie Mellon Univ.

[촉매 및 반응공학 주제별 심포지엄]

계산화학 기반 촉매설계 심포지엄

Machine learning approaches for  

modeling metal and alloy surfaces

김범준

도쿄대학교

[일본지부]

2020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  

창립 기념 심포지엄 

도쿄대학과 프랑스CNRS와의 25년 

마이크로메카트로닉스 이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결실 

김유수

이화학연구소

[일본지부]

2020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  

창립 기념 심포지엄 

단분자 계면연구의 전개와 전망

이승우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일본지부]

2020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  

창립 기념 심포지엄 

휘발성대사물질을 이용한 암진단 및 토탈 

헬스케어의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최수형

전북대학교 
[구두발표] 공정시스템 Climate change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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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연
(Keynote Lecture)

성 명 / 소 속 세션명 발표 제목

Jung Kwon Oh

Concordia Univ.
[구두발표] 미립자공학 

Stimuli-responsive reversibility and 

degradation: An effective platform to develop 

smart and functional polymeric nanomaterials 

Nikolaus Sonnenschein

Technical Univ. of Denmark
[구두발표] 생물화공 Computer-aided cell factory design

 
Won Hyuk Suh

Univ. of New Hampshire
[구두발표] 생물화공 

Hyaluronan hydrogels for neural stem cell 

cultures

 
Cory M. Simon

Oregon State Univ.
[구두발표] 열역학분자모사 

Message passing neural networks for partial 

charge assignment to metal-organic 

frameworks

Ah-Hyung Alissa Park

Columbia Univ.
[구두발표] 유동층 

Towards sustainable energy and materials: 

Carbon capture and conversion using novel 

liquid-like nanoscale hybrid particulate systems 

Yusuke Yamauchi

Univ. of Queensland
[구두발표] 재료 

Functional porous materials for practical 

applications 

Shizhang Qiao

Univ. of Adelaide 
[구두발표] 재료 

Nanostructured materials for electrocatalytic 

processes

박진호

영남대학교
[구두발표] 재료 

Earth-abundant chalcogenide nanomaterials 

for photovoltaic applications

서영웅

한양대학교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Heterogeneous catalysis for the transformation 

and utilization of small molecules

우희철

부경대학교
[구두발표] 촉매 및 반응공학

해양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위한 촉매의 

활용

이근원

아주대학교
[구두발표] 화학공정안전 연구용 화학설비의 사용실태와 안전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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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e-컨퍼런스 진행표

사전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00,000원, 정회원B-15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0,000원, 학생회원B-70,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50,000원)

일반등록(회원: 종신/정회원A-110,000원, 정회원B-160,000원(1년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A- 45,000원, 학생회원B-75,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회원: 160,000원)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G발표장 H발표장 I발표장 J발표장 K발표장 L발표장 M발표장 N발표장

10월 14일(수)

13:00~18:00

[특별  
심포지엄 1]

 2020  
Chem-Tech-Biz
Symposium:  
소재·공정· 
부품화 기술  
사업화 사례
(14:00~16:30)

[Tutorial 1] 
머신러닝의  

기초와 
화학공학

(13:30~17:40)

[Tutorial 2] 
에너지 
저장 및  

변환장치의 
전기화학 

공학적 이해
(13:30~17:30)

[Tutorial 3] 
유동층반응기
기술입문11-

유동층 이해를 
위한 키워드  
(10:00~17:00)

[Tutorial 4] 
석유·화학

촉매
(10:00~22:00)

[주제별
심포지엄 1]

Symposium on
Best Practices 

in Process 
Safety  

Management 
(13:00~15:30)

10월 15일(목)

08:30~11:00

[특별 
심포지엄 2]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08:30~10:50)

[특별 
심포지엄 3]

제17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COVID 19 
이후의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
(08:30~11:05)

2020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  
창립 기념 
심포지엄 
(08:30~11:1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

(08:30~10:40)

고분자
구두발표

(08:40~11:0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1:10)

교육부 기초

과학연구 

역량강화사업 

소개
(10:00~11:00)

생물화공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0:50)

에너지 환경
구두발표

(09:00~10:30)

[여성위원회]
여성화학

공학인 리더 
심포지엄: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로
(09:30~11:30)

유동층
구두발표

(08:30~11:0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

(학생 구두발표)
(08:30~10:40)

11:10~12:00 학회상 수상자 강연[형당교육상, 기술상]

평의원회(10월 8일~12일) / 총회(10월 13일~15일) 온라인 회의로 진행

13:00~18:00

[특별 
심포지엄 2]
세계 1% 
연구자 
특별 

심포지엄
(14:00~17:20)

[특별
심포지엄 4]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촉매기술 
심포지엄

(14:00~18:00)

[주제별 
심포지엄 2]

제17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14:00~17:3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II
(14:00~16:50)

[주제별 
심포지엄 3]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위한 
고분자 

심포지엄
(14:00~17:45)

[주제별
심포지엄 4]

PSE 2.0 and 
the Leader-

ship of K-PSE 
1.5 Generation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5]
기능성 결정 
설계 및 제조

기술
 심포지엄 
(14:00~18:00)

[주제별 
심포지엄 6]
나노기술과 
분자 진단 
심포지엄
(14: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7]

전기화학공학
기반 청정
에너지기술 
심포지엄
(14:00~17:40)

[주제별 
심포지엄 8]

Symposium on 
Coating  

Materials and 
Processing 
(14:00~17:40)

미립자공학
구두발표
(14:00~16:30)

화학공정안전
구두발표
(14:00~17:20)

촉매 및 
반응공학
구두발표 II
(13:30~17:00)

포스터 발표 I (09:00~10:30): 공업화학, 열역학분자모사, 이동현상, 재 료, 화학공정안전

포스터 발표 II (16:00~17:30): 미립자공학, 에너지 환경, 유동층

10월 16일(금)

09:00~12:00

[2020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6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작품전시,  
동영상발표)
(09:00~11:40)

[2020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09:00~12:00)

[특별심 
포지엄 5]
CO2 포집,  

저장 기술 및 
법제도의  
최신동향  
심포지엄

(09:00~12:00)

[특별  
심포지엄 6]
차세대 

그린 수소
기술 

심포지엄
(09:00~12:10)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Ⅲ
(09:00~10:30)

공정시스템
구두발표 II
(09:00~11:20)

분리기술
구두발표
(09:30~11:50)

생물화공
구두발표 II
(09:00~12:10)

열역학
분자모사
구두발표

(09:00~10:40)

[주제별  
심포지엄 9]
복잡유체  
계에서의 

미립자 거동 
심포지엄 

(09:00~11:00)

재   료
구두발표 I
(09:00~12:10)

[주제별  
심포지엄 10]
계산화학  

기반 
촉매 설계 
심포지엄
(09:00~11:45)

13:00~17:00

[2020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제16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구두발표)
(13:00~17:00)

[특별  
심포지엄 6]
차세대 

그린 수소
기술 

심포지엄
(13:30~16:40)

재   료
구두발표 II
(13:00~17:00)

[주제별  
심포지엄 10]
계산화학  

기반 
촉매 설계 
심포지엄
(13:30~15:30)

* 경품 당첨 결과(온라인 부스 및 요일별 세션 참여자)와 우수 구두 발표상 /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는 학술대회 개최 1주일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포스터 발표 III(09:00~10:30): 고분자, 촉매 및 반응공학

  포스터 발표 IV(14:00~15:30): 공정시스템, 분리기술, 생물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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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안내

•선거기간: 2020년 8월 21일(금)~9월 3일(목)

•투표방법: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

•투표율: 75.07%(253명/337명)

•당선자:   이창하 회원(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KIChE 회원의 AIChE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안내

KIChE - AIChE MOU 개정 협약에 의거하여 한국화

학공학회 회원의 금년도 AIChE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율은 28%로 결정되었습니다. 등록비 할

인은 AIChE 비회원 등록비에서 28% 할인됩니다. 

2020년도 AIChE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래 등록코드를 사용하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SP20KICHEP for professionals – Full Meeting rates 

only

·  SP20KICHEG for graduate students – Graduate 

Student Full Meeting rat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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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Korean J. Chem. Eng.) 인용 검색과정 매뉴얼 안내

How to find recent KJChE articles related to your research field:

1. Visit Springer KJChE webpage (http://www.springer.com/journal/11814).

2. Click ‘Free Preview’ at the center of webpage.

3.  Write a terminology (for example: “bioethanol”) which you want to search 
in the box of ‘Browse Volumes & Issues’ on the webpage.  

4.  After you select ‘sort by “Newest First”’, you can find the latest articles as shown in  
the following scr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