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공학회 2000년 가을 학술 회에서 발표될 임계유체 련 논문목록입니다.

일자: 2000년 10월 20일( ) -10월 21일(토)

장소: 포항공과 학교

1. 임계유체를 이용한 미세입자 제조 (B-13)

   (KIST) 이윤우

2. 임계 유체 추출과 제조용 HPLC를 이용한 귤껍질로부터 페릴릴 알코올의 분리 (P-2)

   (인하 ) 강덕희, 이종호, 노경호 (KIST) 이윤우, 김재덕, 이윤용

3.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은행잎에서의 flavonoids 추출(Ⅲ) (P-11)

   (아주 ) 김 동, 유연우, 김철

4. Supercritical AntiSolvent 재결정법을 이용한 연속 인 Poly(L-Lactic Acid) 미세입자 제조 (P-25)

   (KIST) 송규호, 임종성, 이윤용, 이윤우 (연세 ) 이창하

5. 임계수에 의한 Lithium cobalt oxide 나노입자의 연속 합성 (P-84)

   (KIST) 구성모, 송규호, 임종성, 김재덕, 이윤우 (연세 ) 이창하

6. 임계수 수열합성에 의한 바륨헥사페라이트 미세입자 제조 (P-113)

   (KIST) 송규호, 임종성, 김재덕, 이윤용, 이윤우

7. 임계 CO2에서 Dimethyl Dipropargylmalonate의 환화 합 반응 (P-136)

   (KIST) 이윤우, 염춘섭, 임종성, 김재덕, 이윤용, 조 남

8. 임계 이산화탄소에 의한 Dimethyl Carbonate의 합성 (P-168)

   (KIST) 김재덕, 이경환, 임종성, 이윤우 ( 국길림화공학원) 최창억

9. 임계 유체를 이용한 Peptide의 효소합성(Ⅱ) (P-221)

   (아주 ) 김승 , 윤성화, 김철

10.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Cyclodextrin의 생성(Ⅱ) (P-222)

   (아주 ) 김상 , 고은용, 유연우, 김철

11. Methylene Chloride와 이산화탄소 혼합 임계유체에서의 Poly(L-lactide)의 Cloud Points (P-247)

   (한남 ) 국윤모, 이병철, 신정필, 김남일, 이 식 (KIST) 이윤우, 임종성

12. 고분자/ 임계 이산화탄소 혼합물에 한 이성분  삼성분계의 상거동  공용매의 효과 (P-248)

   (여수 ) 김근빈, 변헌수 (경남 ) 곽철

13. 임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N,N-Dimethylformamide와 N,N-Diethylformamide와의 고압 상거동 (P-250)

   (경남 ) 김낙 , 곽철, 박인수, 황 기 (여수 ) 변헌수

14. 임계 이산화탄소내에서의 고분자섬유의 염착평형 (P-253)

   ( 남 ) 김철훈, 이 희, 박진열, 심재진

15.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웨이퍼 세정 (P-263)

   (수원 ) 오 환, 김선태, 이창용, 임교빈

16. Ethanol+water 이성분계에 한 고압 상평형 측정 (P-264)

   (충남 ) 원동복, 한규진, 박소진 (SK(주)) 김철

17. CO2-2-methyl-2-propanol, 2-methyl-2-butanol, 2-pentanol 이성분계에 한 고압 상평동 측정 (P-265)

   (서강 ) 유창우, 정승남, 김선 , 유기풍

18. 이성분 CO2-1-hexane과 CO2-2-ethyl-1-butene계의 고압 상거동 (P-268)

   (여수 ) 남석, 김근빈, 변헌수

19. Bench 규모 임계 염색기에 의한 Polyester 직물의 염색 (P-270)

   ( 남 ) 이 희, 김철훈, 박진열, 백종국, 심재진 (삼일산업) 이 수 (에 지 리공단) 성진기

20. 고분자/CO2 탁액의 속팽창에 의해 형성된 에멀션(II) (P-271)

   ( 남 ) 박진열, 심재진, (The University of Texas as Austin) Keith P. Johnston

21. 고압의 HFC-134a에 한 분산염료의 용해도 측정과 평형염착량 (P-272)

   ( 남 ) 박민우, 정호, 배효



22. 임계 CO2 유체를 이용한 1-naphtolic acid의 해합성 (P-325)

   (KIST) 박지 , 이윤우, 김재덕, 이윤용, 임종성 (연세 ) 이창하

23. 임계수를 이용한 p-Xylene의 부분산화반응 (P-417)

   (KIST) 김 래, 장성철, 이경환, 임종성, 이윤우, 김재덕 (한양 ) 이성철

24. 임계수에서 TPA생산공장 폐수의 매 산화 반응 연구 (P-421)

   (KIST) 박태 , 임종성, 김재덕, 이윤용, 이윤우 (고려 ) 김성

25. 근임계수에서의 Urea, Biuret  Melamine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론 (P-480)

   (화학연) 박철우, 육신홍, 이수복, 김 철, (한화석유화학(연)) 노민정, 신 호, 한주희, 한승호

25. 임계 헥산을 이용한 PS의 분해 (P-491)

   (한양 ) 최정환, 황규철, 문세기, 배성렬

26. 아임계  임계 암모니아로 분해된 Rayon 잔여 고형분의 활성화 (P-492)

   (부산 ) 김 성, 김진규, 김인실, 박 욱 (부경 ) 정용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