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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ALL CONFERENCE OF KTAPPI

10. 24(목)

구두발표
시간

발표제목 및 발표자

09:00-09:50
09:50-10:00

좌장

등록 (Registration)

개회사
김강재 / 경북대학교

김형진 회장
(사)한국펄프·종이공학회

10:00-10:20

수초지 지합과 거칠음도 상관관계 분석
김희원, 김형진1, 오윤택, 박종수2, 박종문
충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1,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2

10:20-10:40

하이브리드 탄산칼슘 제조 방식에 따른 종이 물성의 변화
엄태진 / 경북대학교

강동석, 김상윤, 김태현, 임승민, 고묘정, 서영범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10:40-11:00

농업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크라프트 펄핑 및 나노화 적성 평가
조해민, 이지영1, 김철환1, 김경민, 김수호, 황선기
경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1

11:00-11:20

11:20-11:40

휴식 (Coffee Break)

리그노 마이크로피브릴 셀룰로오스의 4차 산업용 바이오소재로서 세포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인체 안전성 평가
이중명, 번치 희연1, 엄태진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 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1

11:40-12:30

<특강 1>

이학래 / 서울대학교

유한킴벌리 사업, 그리고 성장 스토리
김성훈 부사장
유한킴벌리

12:30-13:30

중식 (Lunch)

<기획 포럼> 4차 산업혁명과 제지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망

13:30-14:10

산업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 및 공정 관리
김종효 차장
발멧코리아

14:10-14:50

Smart Positioner
이준희 부장

김형진 / 국민대학교

메쪼 코리아

14:50-15:30

Kemira’
s New Approach for Papermachine Runability & Efficiency
- On-line Monitoring and Digitalization for Smart Paper
이진호 부장
한국케미라화학

15:30-16:50
16:50-17:10

포스터 발표 (Poster Presentation)
양이온성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의 종류에 따른 종이의 강도 및 탈수성 평가
김경민, 이지영1, 조해민, 김수호, 황선기, 김철환1
경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1

원종명 / 강원대학교

17:10-17:30

3D Printing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기반 구조체 제조
김성아, 신종현, 신성철, 신동혁, 현진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8:00-

만찬 (Banquet)

2019 FALL CONFERENCE OF KTAPPI

10. 25(금)

구두발표
시간

10:00-10:20

발표제목 및 발표자

좌장

기능성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 제조를 위한 펄프의 양이온화
임완희, 박신영, 육심엽, 구수임, 이학래,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10:20-10:40

외부 환경에 따른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 도공지의 배리어 및 기계적 특성
박종문 / 충북대학교

육심엽, 박신영, 구수임, 임완희,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10:40-11:00

단면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도공층 내 라텍스 바인더 구조의 정량화
이지홍, 센젱후이, 이학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 전공

11:00-11:30
11:30-11:50

휴식 (Coffee Break)

수계수지 및 합성 바인더의 이용 - 코팅지의 기록특성
김선구, 최현진, 정경모, 원종명, 이용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11:50-12:10

Improving Barrier Performance of Cellulosic Paper by Polyvinyl Alcohol Based
Polymer Coating
Zhenghui Shen, Jae-Hong Lee, Hak Lae Lee

서영범 / 충남대학교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and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12:10-12:30

한국과 일본의 황촉규계 점질물의 구성당 및 분자량 분석
한윤희, 야나기사와 마사히로1, 이소가이 아키라2, 에노마에 토시하루3, 이시이 타다시4
㈜한아카이브연구소, ㈜스미토모화학1, 도쿄대학2, 쯔쿠바대학3, 일본 삼림종합연구소4

12:30-13:30
13:30-13:50

중식 (Lunch)

Absorbency Fundamentals of Consumer Disposable Absorbent Products
고영찬, 박나영1, 릴리 멜라니1, 김형진1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1

최태호 / 충북대학교

13:50-14:10

미용 화장지 제품 선호도에 대한 기능적 특성의 영향
박나영, 릴리 멜라니, 고영찬1,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1

14:10-14:40

우수포스터발표상 시상식 / 폐회사
김강재 / 경북대학교

김형진 회장
(사)한국펄프·종이공학회

단체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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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4(목) / 15:30-16:50

포스터발표
포스터

P1

발표제목 및 발표자

좌장

Enhancing Hydrophobicity and Adsorptivity of Lignin via a One-step Procedure of
Silyation-amination
안량량, 유용호, 배진호, 김용식1 /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1

P2
P3
P4
P5

목재 바이오매스 추출분리에 적용 가능한 공융용매 제조 연구
이철우, 류정용1, 최경화 /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1

응집제를 이용한 Kraft 리그닌의 분리
이현수, 서혜인, 김석주 / 국립산림과학원

표면 개질된 구형 리그닌 입자의 제조 및 고성능 6가 크롬 흡착제의 응용
곽효원, 박진석 /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화학적 처리에 따른 CTMP의 펄핑 효과 연구
임현택, 김철환1, 이지영1, 이민석, Ishaq-Ahmad, 구호경, 류정헌, 이창영
/ 경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1

P6

MFC 첨가 PLA 복합 필라멘트의 3D 프린터 적용 및 특성 평가
류지애, 박수정1, 김강재2, 엄태진1, 이중명1
/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1,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2

P7

신준섭 / 용인송담대학교
성용주 / 충남대학교

Ligno-cellulosic Micro Fines(LCMFs)의 용해 용제에 따른 재생 특성 비교
류지애, 김강재1, 안은별1, 엄태진2, 이중명2
/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1,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2

P8
P9
P 10
P 11
P 12
P 13
P 14
P 15
P 16
P 17

리그노셀룰로오스 마이크로 파이버의 표면 개질을 통한 다공성 물질의 제조
최사랑, 류지애, 서은지, 엄태진1, 이중명1 /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1

TiO2 함량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어로겔 소수화 특성
양봉숙, 강규영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염화지방산 종류별 기상 그라프팅 처리 연구
최경화, 이광섭, 이재훈, 류정용1 /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1

바이오폴리머 커버리지 특성이 염화지방산을 이용한 소수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은선, 김건중1, 박미림, 이광섭, 류정용1 /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1

염화지방산을 이용한 기상 그라프트 처리 효과 개선을 위한 전처리 연구
김건중, 최지선, 최경화1, 류정용 /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1

FAC 그라프트 반응이 PVOH 코팅지의 고주파 전자레인지 가열적성에 미치는 영향
최지선, 류정용 /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

PVA 성상별 코팅지 제조 및 물성 변화
박미림, 이광섭, 이재훈, 류정용 /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

Bacillus spp. 처리에 의한 Carboxymethyl Cellulose의 환원당 분석
양지욱, 김대영, 황교정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볼밀 처리에 따른 커피찌꺼기의 특성 변화
양지욱, 황교정, 김대영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펄프의 표면개질에 따른 양이온성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의 특성 평가
김수호, 이지영1, 김철환1, 조해민, 김경민, 황선기
/ 경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1

P 18
P 19
P 20
P 21
P 22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의 재질별 섬유특성 - 크로스지를 중심으로 현혜경, 허인영, 양수현, 양소은 /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소수화 효율 개선을 위한 셀룰로오스 II 기반 CNF 제조 연구
박민아, 최경화1, 조병욱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1

여수도 측정을 통한 셀룰로오스 피브릴의 특성 분석
한정수, 김태현, 김상윤, 임승민, 고묘정, 서영범 /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피브릴화에 따른 셀룰로오스 필름의 특성 변화
한정수, 김상윤, 김태현, 임승민, 고묘정, 서영범 /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구리 안료 종류에 따른 산화 특성 비교 평가
원서영, 김형진 /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윤혜정 / 서울대학교
현진호 / 서울대학교

포스터

P 23
P 24
P 25
P 26
P 27
P 28
P 29
P 30
P 31

P 32

발표제목 및 발표자

좌장

닥나무 인피섬유의 증해에 사용되는 잿물의 특성 분석
정소윤, 원서영1, 정선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1

기계적 처리 조건을 달리한 펄프의 혼합으로 박엽지의 강도 및 투기저항성 개선 연구
이원재, 류정용 /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

AKD, PAM, 계면활성제의 투입 위치가 NC-NBKP 시트의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
김진수, 이성규, 이재훈1, 조병욱 / 강원대학교 산림응용공학부,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1

ONP 표백이 피브릴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
최재준, 이용규, 원종명 /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단속식 박막 제조 방법에 따른 MFC 필름의 특성 비교 및 분석
서은지, 이중명1 /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1

in-situ 탄산칼슘 함성 공법을 이용한 Fly Ash의 개질 처리
강동석, 김상윤, 김태현, 임승민, 고묘정, 서영범 /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김철환 / 경상대학교
신수정 / 충북대학교

셀룰로오스 나노 파이버를 이용한 피커링 에멀젼의 제조
신종현, 신성철, 김성아, 윤혜정1, 현진호 /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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