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국화학공학회 2000년 춘계 임계 련논문

한국화학공학회에서는 2000년 4월 21일과 22일에 한양 학교 안산캠퍼스에서 2000  학술

회를 개최하 습니다. 아래 열거된 목록은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에서 ‘ 임계‘라는 

단어가 논문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논문의 원문을 원

하시는 분은 에게 ywlee@kist.re.kr로 성명, 기 명, 주소, 그리고 e-mail을 보내주시면 보

내드리겠습니다.

화학공학의  이 론과  응용 

The or i e s  a nd Appl i ca t i ons  of Che m i ca l  Engi ne e r i ng 

'2000 춘계 (제6권 제1 호)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은행잎에서의 라보노이드의 추출(Ⅱ) 

김 구, 유연우, 김철

 

임계 톨루엔을 이용한 방향족 질오일의 분획 

김철 , 한규진, 이보성, 박소진

 

임계 유체를 이용한 귤껍질로부터 페릴릴알코올의 추출(Ⅲ) 처리 조건 

이종호, 정 , 강덕희, 노경호, 이윤우, 김재덕, 이윤용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달맟이꽃씨유의 추출속도에 한 연구 

조동선, 장성철, 이윤우, 유기풍, 이윤용

 

3차 상태방정식과 여러 혼합법칙  Kirkwood-Buff 용액이론을 이용한 임계유체내에서의 

용질의 무한희석 부분몰부피의 계산 

박종선, 김 철, 권

 

임계 이산화탄소-Alkyl Methacrylate계의 상거동과 공용매의 향 

남석, 김근빈, 변헌수, 곽철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Gas Anti-Solvent 방법에 의한 3-Nitro-1, 2, 4-Triazol-5-One

의 재결정 

이상윤, 이시연, 임교빈, 김 수, 박방삼

 

마황으로부터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Ephedrine의 선택  추출 

김진열, 유기풍, 최 해, 김진웅

임계 유체를 이용한 Peptide의 효소합성 



김승 , 윤성화, 김철

연속식 장치를 이용한 임계수에서의 Cellulose 가수분해 

이우 , 이윤건, 박상도, 여상도

임계수에서 페놀의 매 산화 반응 연구 

도승회, 임종성, 김재덕, 이윤용, 이윤우, 하백

임계  아임계 암모니아-수소계를 이용한 폐타이어의 액화와 잔여 고형분의 활성화 

배 일, 강원석, 김 성, 박 욱, 정용옥

임계수 결정화에 의한 바륨헥사페라이트 제조공정에서의 온도, 압력과 체류시간변화에 따

른 입자 특성 

남성찬, 서순용, 박상도, 김건

임계수 결정화법을 이용한 바륨헥사페라이트의 구조 연구 

정의 , 김도연, 최청송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입자 형태의 PLA 제조 

이 , 김

임계수에 의한 Barium Hexaferrite 나노 입자의 연속 합성 

송규호, 도승희, 임종성, 이윤우, 김재덕, 이윤용

임계수 결정화법에 의해 제조된 바륨헥사페라이트 형상에 한 원료 물질의 농도비 형향 

노승욱, 남성찬, 김종기, 박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