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11월 12일(금)
장소

온라인 개최

시간

10:00~10:10

개회식
사회 : 남재욱

10:10~11:00

초청강연
좌장 : 남재욱, 최수형

11:00~11:30

총회

11:30~12:30

중식

12:30~14:30

교수 구두세션
좌장 : 이두진, 김소연

12:30~15:00

신진연구자 구두세션
좌장 : 구자승, 최수형

14:30~14:40

휴식

15:00~15:10

휴식

14:40~16:25

대학원생 구두세션 A
좌장 : 성동기, 유승건

15:10~16:25

대학원생 구두세션 B
좌장 : 장건수, 김준모

16:25~16:35

휴식

16:25~16:35

휴식

16:35~18:05

대학원생 구두세션 C
좌장 : 장건수, 엄영호

16:35~18:25

포스터세션 A
좌장 : 박준동

18:05~18:30

포스터세션 B
좌장 : 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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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2021년 11월 12일(금) 10:10~11:00
좌 장 : 남재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수형 교수/홍익대학교

10:10~11:00

S-1

코로나19의 면역반응과 백신
도준상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교수 구두세션

2021년 11월 12일(금) 12:30~14:30
좌 장 : 이두진 교수/전남대학교
김소연 교수/서울대학교
Highly flexible and transparent film with superior mechanical strength and
folding reliability using mismatched charge-transfer complex intensification

12:30~13:00

A-1

13:00~13:30

A-2

Simulation Study of Boundary-directed Epitaxy
Su-Mi Hur(Chonnam National University)

13:30~14:00

A-3

Simultaneous Measurement of Glass-Transition Temperature and Crystallinity
of As-Prepared Polymeric Films from Restitution
Jinwon Park, Siyoung Choi(KAIST)

14:00~14:30

A-4

Controlling coffee-ring effects for soft matter coating
김형수(한국과학기술원)

홍성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찬재(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김태용(한국생산기술원),
최성원(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한학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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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구두세션

2021년 11월 12일(금) 12:30~15:00
좌 장 : 구자승 교수/충남대학교
최수형 교수/홍익대학교

12:30~13:00

B-1

고분자 유변학 분야 다중스케일 전산모사 기법
김준모(경기대)

13:00~13:30

B-2

미세유체공정을 이용한 하이드로젤 입자 배열
김재정(홍익대)

13:30~14:00

B-3

기계적 힘에 반응하는 고분자를 이용한 충격파 에너지 감소에 관한 연구
이재준(부산대)

14:00~14:30

B-4

하이드로젤 표면 윤활의 유변학적 고찰
김지호(홍익대), Alison C. Dunn(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4:30~15:00

B-5

Filler Effects on Silicone-Based Suspension Rheology
김진호(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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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구두세션 A

2021년 11월 12일(금) 14:40~16:25
좌 장 : 성동기 교수/부산대학교
유승건 선임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AO-1

The effect of lipid extraction of microalgae on the rheolog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VA-microalgae green composite
Jin Hoon Yang, Joung Sook Hong, Kyung Hyun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AO-2

Microstructure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Graphene Oxide Gels Induced
by Mild Thermal Annealing
Geon Woong Kim, So Yo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15:10~15:25

AO-3

Effects of binder amount on the elongational rheological properties of
lithium-ion battery anode slurries
Na Hyun Park(Ajou University), Jae Wook Nam, Kyung Hyun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Ju Min Kim(Ajou University)

15:25~15:40

AO-4

고분자 물질의 거듭제곱 형태 완화 시간 스펙트럼의 수학적 분석
최제혁, 조광수(경북대)

15:40~15:55

AO-5

Stokes-Cahn-Hilliard 방정식과 미끄럼-양방향 주기적 경계조건을 이용한 2상
유동의 직접수치해석
이정행(경북대), 황욱렬(경상대), 조광수(경북대)

15:55~16:10

AO-6

그래핀 산화물 분산액의 상거동 및 배향에 따른 유변학
최경민, 이헌상(동아대)

16:10~16:25

AO-7

Rheology and elastic behavior of soft pNIPAM micro-hydrogels in a
microchannel
Ashhar Hussain, Heon Sang Lee(동아대)

14:40~14:55

14:5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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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구두세션 B

2021년 11월 12일(금) 15:10~16:25
좌 장 : 장건수 교수/수원대학교
김준모 교수/경기대학교

15:10~15:25

BO-1

폴리다이옥사논과 키토산 블렌드의 compatibility 와 degradability에 관한 연구
남지윤, 송영석(단국대)

15:25~15:40

BO-2

표면 관능화를 통한 나노입자의 분산성과 계면 결합 강도의 향상
하진수, 이두진(전남대)

15:40~15:55

BO-3

큰 진폭 진동 전단(LAOS)를 이용한 금속-카복실레이트 배위 결합구조를 가지는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의 구조적 특성 분석
송예은, 이두진(전남대)

15:55~16:10

BO-4

탄소섬유 강화 폴리카보네이트의 제조와 특성 분석 및 유변학
정현담(동아대), 유승찬(주.삼양사 화학연구소), 이헌상(동아대)

16:10~16:25

BO-5

불포화도에 따른 부틸고무 복합체의 가교 반응 연구
이상호(홍익대), 전현욱(용진유화), 최수형(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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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구두세션 C

2021년 11월 12일(금) 16:35~18:05
좌 장 : 장건수 교수/수원대학교
엄영호 교수/부경대학교

16:35~16:50

CO-1

The Effects of Anionic and Cationic Surfactants on the Gelation
Temperatures of Human Serum Albumin
Tochukwu Olunna Nnyigide, Osita Sunday Nnyigide, Kyu Hyun(Pusan National
University)

16:50~17:05

CO-2

The stratified drying of bidisperse colloidal suspension film
박진석, 윤진성, 전병진, 정현욱(고려대)

17:05~17:20

CO-3

Image analysis to measure coating layer shape in finite-depth dip coating
Jisoo Song, Dongkeun Yu, Junhyeong Jang, Jaewook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17:20~17:35

CO-4

Obtaining orientation distribution from transient rheology of
fiber-reinforced plastics
Javad Rahmannezhad, Heon Sang Lee(동아대)

17:35~17:50

CO-5

염 농도와 기능기에 따른 고분자전해질 복합체의 세그멘탈 운동 연구
김소정(서울대), Nicolas de Souza(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이원보(서울대), 최수형(홍익대)

17:50~18:05

CO-6

내화학성 마이크로 채널 제작과 준-묽은 폴리스티렌 용액의 인장 흐름 측정
김재현, 이헌상(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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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A

2021년 11월 12일(금) 16:35~18:25
좌 장 : 박준동 교수/숙명여자대학교

AP-01

Rheological properties of arabinogalactan solutions related to the carbohydrate
composition of different legumes
Kyeongyee Kim(Seoil University)

AP-02

신축성 전극용 PDMS/하이브리드 나노필러 나노복합재료의 반복변형 물성
엄현식, 김태곤, 김종휘, 이성재(수원대)

AP-03

라텍스 기술을 이용한 개질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나노복합재료의 전자파 차폐 특성
김영재, 박은수, 서정예, 이성재(수원대)

AP-04

유변학적 방법을 이용한 PVdF 나노 섬유의 전기 방사 특성 예측
김보경, 송예은, 윤병욱, 이두진(전남대)

AP-05

Characterization of rheological properties of nanoparticle colloidal dispersion using
capillary break-up rheometry and lateral particle focusing in a microchannel
Daekwon Jin, JuMin Kim(Ajou University)

AP-06

Drying Dynamics of Silica Suspension Droplets Containing Hydrosoluble Polymer
Additives Using Light Scattering Methods
이예원, 정인조, 정현욱(고려대)

AP-07

전산모사 기법을 활용한 간헐 슬랏 코팅의 유동 분석
지상훈, 박진석, 정현욱(고려대)

AP-08

Molecular Exchange Kinetics in Complex Coacervate Core Micelles: Role of Associative
Interaction
허태영(홍익대), 김소정(서울대), Liwen Chen(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nna
Sokolova(Australian Centre for Neutron Scattering,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이상우(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최수형(홍익대)

AP-09

Effect of bottleneck on tortuosity of porous media
Seunggeon Lee, Jaewook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AP-10

원료고무의 고전단 영역 전단점도 측정에 관한 유변학적 연구
현재식, 김명호, 최선웅(한남대) , 손영곤(공주대)

AP-11

사출 성형을 위한 Digital Material Manufacturing의 핵심 물성 측정에 관한 연구
임규석, 김명호, 최선웅(한남대)

AP-12

GF, CF, AF 필러의 PP에 대한 체계적인 유변학적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강유석, 김명호 ,최선웅(한남대)

AP-13

Calculation of the planar 4:1 contraction flow of viscoelastic material
Woohyeon Jo, Jaewook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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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4

Investigating flow behaviors of microgel solution in confined flow
Hyunjoon Jung, Jungwon Park, Jaewook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AP-15

형광 야누스 입자 제조 및 콜로이드 계면활성제로의 응용
박주원, 김병주, 이봉규, 이성재(수원대)

AP-16

Effect of compounding conditions on the electric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polycarbonate/carbon nanotube composite
Jung Woo Lee, Young Soo Choi, Hyungsu Kim(Dankook University)

AP-17

생분해성 poly(butylene succinate)/cellulose nanocrystal 나노복합체의 기계적 및 가수분해적
성능 제어를 위한 유변물성 연구
김효정, 엄영호(부경대)

AP-18

Isosorbide를 사용한 바이오 폴리우레탄의 중합 조건에 따른 화학적 구조 및 물성에 대한 연구
정지훈, 엄영호(부경대)

AP-19

아라미드 나노 섬유가 Poly (vinyl alcohol)/ Dimethyl Sulfoxide Solutions의 유변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최윤형, 엄영호(부경대)

AP-20

Hierarchical interfacial self-assembly of amphiphilic poly(ethyleneoxide)–poly(propylene
oxide)-based triblock copolymers for spontaneous control of molecular alignment
Jisung Park, Jin-Wook Choi, Jongil An, Seung-Rak Son, Soyern Kim, Chan Beom Park,
Jun Hyup Lee(Soongsil University)

AP-21

A Sequence of Physical Processes Quantified in LAOS of Concentrated Graphene Oxide
Dispersion
Jiho Choi, Youn-Ki Lee, Sung-Soo Kim, Sungho Lee(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P-22

설폰화 및 KOH 활성화를 통한 에멀션 기반 탄소 발포체의 전기화학 특성
신홍희, 김선겸, 이성재(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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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B

2021년 11월 12일(금) 18:05~18:30
좌 장 : 엄영호 교수/부경대학교

BP-01

EPDM/IIR blend를 통한 방진효과 및 filler와 curing agent 함량 조절을 통한 기계적 물성변화 연구
이성훈, 박건우, 장건수(수원대)

BP-02

Graphene 종류 및 표면개질에 따른 고분자/graphene 복합소재의 기계적, 열적 특성
윤상석, 송병윤, 이태희, 장건수(수원대)

BP-03

금속표면개질 및 계면상용화제를 통한 고분자-금속 이종접합 복합체의 기계적 및 유변학적 물성
최경수, 윤상석, 우정원, 장건수(수원대)

BP-04

다중 드롭 방식의 충진 공정을 통한 복잡한 형상의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CFRP) 제작
강승인, 김민경, 성동기(부산대)

BP-05

Fabrication of polyamide 6 impregnated carbon nanotube aerogel composites via
reactive in-situ polymerization
이수연(부산대), 정민주(한국재료연구원), 정아람(부산대), 오영석(한국재료연구원),
성동기(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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