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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목) 김대중컨벤션센터

■5월 9일(수)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17:00~       연석회의

A(총회장, 컨벤션홀)

첨단 공업화학
분야에서의
기체분리막
공정의 적용

B(201)

정보전자
산업용
첨단소재

C(202+203)

나노구조체의
합성과 응용

D(206)

신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제형화 기술

E(207)

우수
논문발표
(구두)

F(208+209)

[교육프로그램]
TOPAS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파우더 X선 회절
데이터의 분석

G(210)

신진
과학자
포럼

블록공중합체
합성 및
응용 기술

화학산업기술
심포지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지기술

신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제형화 기술

고효율
에너지소자
고급트랙
사업단

[교육프로그램]
TOPAS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파우더 X선 회절
데이터의 분석

신진
과학자
포럼

초청강연 및 총회

점심 및 여성위원회 네트워크 포럼

포스터 1(고분자, 나노, 무기재료, 생물공학, 콜로이드계면화학, 정보전자소재, 접착제도료잉크, 펄프제지피혁, 환경에너지)(총회장, 컨벤션홀)

무료간친회 및 우수논문상 시상(총회장, 컨벤션홀)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일정표

5/9(수) ~ 5/11(금),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김대중컨벤션센터

9:00~11:00

14:00~16:00

11:00~12:30

12:30~14:00

16:00~18:00

18:00~18:20

A(총회장, 컨벤션홀)

촉매 및
표면화학

B(201)

최근
정밀화학
현황과 응용

C(202+203)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
성과발표

D(206)

전기화학/기능수
심포지엄

E(207)

분쇄 분급 및
입자제어를 통한
미립자의
고부가가치화

F(208+209)

에너지
저장·변환
소재 및 소자

G(210)

연료전지
소재 및
스택 기술

촉매 및
표면화학

나노물질을
이용한

촉매/흡착제 및
화학소재 응용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
성과발표

전기화학/기능수
심포지엄

분쇄 분급 및
입자제어를 통한
미립자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저장·변환
소재 및 소자

연료전지
소재 및
스택 기술

점심

포스터 2(고분자, 기능수, 전기화학, 석유화학윤활유, 정밀화학, 에너지저장변환, 촉매, 지경부 성과발표, 화학공정, 환경에너지)

무료간친회 및 우수논문상 시상

9:30~11:30

13:00~15:00

11:30~13:00

15:00~17:00

17:00~17:20

■5월 11일(금) 김대중컨벤션센터

(총회장, 컨벤션홀)

(총회장, 컨벤션홀)



KSIEC Spring Meeting Timetable

May 9(Wed) ~ 11(Fri), Ramada Plaza Gwangju Hotel/Kimdaejung Convention Center

■May 9(Wed), Ramada Plaza Gwangju Hotel

17:00~       Committee Meeting

■May 10(Thu),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May 11(Fri),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A(Convention Hall)

Application of Gas
Separation

Processes using
Membranes to the
Advanced Industrial

Chemistry

B(201)

Advanced
Materials for
Information &
Electronic
Industry

C(202+203)

Synthesis of
Nano

Structured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D(206)

New Functional
Materials and
Formulation
Technology for
Cosmetic
Application

E(207)

Award for
Outstanding
Graduate
Research in
Presentation

F(208+209)

Powder X-ray
Diffraction
Analysis

using TOPAS

G(210)

Young
Scientist
Forum

Block
Copolymers :
Synthesis &
Applications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Chemical
Industries

Papermaking
Tedchnologies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

New Functional
Materials and
Formulation
Technology for
Cosmetic
Application

High
Efficiency

Energy Device
Development

powder X-ray
Diffraction
Analysis

using TOPAS

Young
Scientist
Forum

Invited Lecture & Spring Meeting(Convention Hall)

Lunch / Woman Scientist & Engineer Network Forum

Poster 

Reception & Award for Outstanding Presentation

9:00~11:00

14:00~16:00

11:00~12:30

12:30~14:00

16:00~18:00

18:00~18:20

A(Convention Hall)

Catalyst &
Surface
Chemistry

B(201)

Research
Trends and
Application of

Fine
Chemicals

C(202+203)

Session for Chemical
Engineering

Projects(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MKE) 

D(206)

Electrochemistry
& Functional
Water

Symposium

E(207)

High Value
Addition of Fine
Particles by Milling,
Classification and
Particle Size
Control

F(208+209)

Divice &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G(210)

Materials,
Design and
Operation of a
PEMFC Stack

Catalyst &
Surface
Chemistry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for Catalysts,
Adsorbents
and Chemical
Materials

Session for Chemical
Engineering

Projects(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MKE) 

Electrochemistry
& Functional
Water

Symposium

High Value
Addition of Fine
Particles by Milling,
Classification and
Particle Size
Control

Divice &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Materials,
Design and
Operation of a
PEMFC Stack

Lunch

Poster 

Reception & Award for Outstanding Presentation

9:30~11:30

13:00~15:00

11:30~13:00

15:00~17:00

17:00~17:20

(Convention Hall)

(Convention Hall)

(Convention Hall)

(Convention Hall)

(Convention Hall)



콘택트렌즈의 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효과  

김수정·박종웅·김명규*·구상만† 

한양대학교, *고려아이택 

(sangman@hanyang.ac.kr†) 

콘택트렌즈는 안경을 대체하여 근시, 난시, 원시 및 노안 등에 대한 시력 문제들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미용, 간편함 등과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의료 보조 물질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콘택트렌즈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과 같은 생체친화성 

재료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콘택트렌즈의 착용감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중요 물성인 기체 투과성 및 함수율 등의 특성 

향상을 위하여 최근 많은 선진 외국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실리콘 하이드로젤 물질들을 제조하여 실리콘 

고분자가 이들 실리콘 하이드로젤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밖에도 자외선으로 인한 광 각막염 및 

백내장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택트렌즈에 UV흡수제를 첨가하여 UV 차단 효과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Keywords: 콘택트렌즈,하이드로젤,실리콘 고분자,UV 차단효과 

 

 

 

 

 

 

실버 나노 물질의 형상 및 전기적 특성 제어에 관한 연구  

이상경·최재원*·구상만† 

한양대학교, *LS-Nikko 동제련 

(sangman@hanyang.ac.kr†) 

최근 들어 전자 부품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전성 재료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금속 

나노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금속 쇄 중 특히 은 나노 물질들은 

무선전자태그(RFID), 초소형 전자기계 기술(MEMS),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박막트랜지스터(TFT), 및 태양전지(Solar cell), 등의 전극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은금속염 화합물 전구체로부터 금속 은 나노 물질들을 제조하고, 이들의 

전기적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반응에 사용된 용매 및 환원제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은 나노 물질의 크기 및 모양을 조절하였으며, 보조제로 사용된 안정화제 및 첨가제의 종류가 은 

나노 물질의 용매 분산성 및 전기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Keywords: 실버나노입자, 나노와이어, 화학적환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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