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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본 연구회에서는 공정시스템 공학 분야에서의 산학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
제적 기술의 개발에 목적을 둔다. 연구회를 통해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함으
로써 안정적인 공장의 운영과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고
자 한다. 참여 인원들은 학계 및 산업계에서 실시간 진단 및 품질관리, 최적화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으로 구성하여 이 분야에서 실제 산업현장에의 
응용기술을 확보하며,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2. 사업계획 
   실시간 진단 및 최적화 산학 연구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진단기술 
- 실시간 품질관리 
- 실시간 최적화 기술 
- 선진 공정시스템 기술의 소개 및 산업계의 요구파악 
 

격월간으로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산업계의 요구 및 학계의 연구성과, 적용결과
를 서로 교환하여, 산학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며, 실제로 필요한 기
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회의 결과를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에 제출하여 공정
시스템 분야 연구자 및 산업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회 모임 진행순서 
-   실시간 진단 기술의 소개 및 적용소개, 산업계의 문제파악 
- 실시간 최적화 적용결과와 이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 공정시스템분야의 실시간 진단 및 최적화 관련 기술의 소개 
 

실시간 진단 및 최적화 관련 문헌 및 웹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BBS 를 통한 관련분
야 종사자의 의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의 장을 활성화 시켜, 이 분야의 발
전을 선도한다.  
 
 

3. 인원구성  
 

책임자: 한종훈 
 
성명 직위 소속기관 
한종훈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문용  조교수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인범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정재학 조교수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지태 교수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세영 팀장 하니웰 코리아 공정제어사업부 ACS팀 
김흥식 차장 하니웰 코리아 공정제어사업부 ACS팀 
안성모 대리 하니웰 코리아 공정제어사업부 ACS팀 
오전근 차장 SK㈜ 기술팀 
조인호 차장 SK㈜ 생산기술센터 화학공정기술팀 
정회일 선임연구원 SK㈜ 생산기술센터 화학공정기술팀 
이무호 책임연구원 현대정보기술 연구소 
노형준 책임연구원 현대정보기술 연구소 
노균 책임연구원 삼성종합화학㈜ 
최태화 책임연구원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이강주 부장 Hyprotech Korea 
이병우 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지능자동화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