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1일(목)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08:00-09:00 접수 및 등록

09:00-10:30
KECS Tutorial: 전기화학 임피던스의 기초 및 응용 (양해식, 부산대학교) 

(컨퍼런스홀)

10:30-10:40 Small Break

태양전지(SC1)
(세미나실1)

연료전지(FC1)
(세미나실4)

특심)계산전기화학1
(세미나실6)

10:40-12:10
Session 1
(90min)

좌장: 고두현(경희대) 좌장: 김형준(KIST) 좌장: 이상헌(이화여대)

SC1_Invited_01
박영석(UNIST)/25min

FC1-Invited_01
엄광섭(GIST)/30min

계산1-Invited_01
유종석(서울시립대)/20min

SC1_Invited_02
갈진하(코오롱)/25min

FC1-O_02
김동규(중앙대)/20min

계산1-Keynote_02
한병찬(연세대)/25min

SC1_Invited_03
심재원(동국대)/20min

FC1-O_03
박희영(KIST)/20min

계산1-Invited_03
강홍석(전주대)/25min

SC1_Invited_04
김진영(UNIST)/20min

FC1-O_04
김기출(건국대)/20min

계산1-Invited_04
함형철(KIST)/20min

12:10-13:50 점심

이차전지(BA2)
(컨퍼런스홀)

태양전지(SC2)
(세미나실1)

커패시터(CA2)
(세미나실2)

연료전지(FC2)
(세미나실4)

물리전기화학(EC2)
(세미나실5)

특심)계산전기화학2
(세미나실6)

특심)이차전지 학생발표1
(세미나실7)

13:50-15:20
Session 2
(90min)

좌장: 황성필(고려대) 좌장: 함형철(KIST) 좌장: 강병우(포항공대)

BA학생발표1-O_1
정영재(UNIST)/15min

BA학생발표1-O_2
임진솔(한양대)/15min

BA학생발표1-O_3
김윤정(KAIST)/15min

BA학생발표1-O_4
유혜인(UNIST)/15min

BA학생발표1-O_5
정주영(포항공대)/15min

BA학생발표1-O_6
진다희(한밭대)/15min

15:20-15:40 Coffee break 

15:40-16:30
Plenary Lecture I: Prof.  Yue Kuo (Texas A&M Univ)

컨퍼런스홀       

16:30-17:20
Plenary Lecture Ⅱ: Prof. Zhong-Qun Tian (Xiamen Univ)

컨퍼런스홀                       

17:20-19:00
POSTER Sessin I (발표분야: 여성, 전착, 이차전지)

로비 

19:00-19:20
총회

컨퍼런스홀

19:30-21:30
간친회

베네치아 호텔

이차전지(BA1)
(컨퍼런스홀)

커패시터(CA1)
(세미나실2)

물리전기화학(EC1)
(세미나실5)

특심)ABC
(세미나실7)

좌장: 강병우(포항공대)

좌장: 조한익(건국대)좌장: 이용민(DGIST) 좌장: 심재원(동국대)
좌장: 유정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좌장: 박규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좌장: 유현덕(부산대) 좌장: 이창현(단국대)

BA1-Invited_01
윤원섭(성균관대)/30min

BA2-Award Lecture_01
조병원(KIST)/30min

SC2_Invited_01
노준홍(고려대)/25min

계산2-Invited_01
임동희(충북대)/20min

FC2-Invited_01
윤창원 (KIST)/30min EC2-Invited_01

선정윤(서울대)/30min
CA2-Keynote_01

이경구(군산대)/30min

CA1-Keynote_01
김점수(동아대)/30min

EC1-Invited_01
신운섭(서강대)/30min 

ABC-Keynote_01
박진수(상명대)/30min

BA1-Invited_02
한병찬(연세대)/30min

BA2-Invited_02
김진홍(RIST)/30min

SC2_Invited_02
조임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5min

계산2-Keynote_02
정유성(KAIST)/25min

FC2-O_02
우민우(지필로스)/20min

EC2-Invited_02
황성필(고려대)/30min

CA2-O_02
이혜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0min

CA1_Invited_02
유정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0min

EC1-Invited_02
장병용(부경대)/30min 

ABC-Keynote_02
배병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0min

BA1-Invited_03
강병우(포항공대)/30min

BA2-O_03
오필건(부경대)/15min

SC2_Invited_03
이재민(한국화학연구원) 

/20min

계산2-Invited_03
이상헌(이화여대)/20min

FC2-O_03
김춘환(에스에너지)

/20min

EC2-Invited_03
김동원(한양대)/30min

CA2-O_03
김창효(한국과학기술원)

/30min
BA2-O_04

권지언(서울대)/15min
SC2_Invited_04

박병욱(UNIST)/20min
계산2-Invited_04

임형규(강원대)/20min
FC2-O_04

서진유(KIST)/20min

CA1_Invited_03
김형석(KIST)

/30min

EC1-Invited_03
석정돈(KIST)/30min

ABC-Keynote_03
유성종(KIST)/30min

시간

시간

시간

장소

장소

장소

"포스터 게시는 오후 1시부터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금)

이차전지(BA3)
(컨퍼런스홀)

태양전지(SC3)
(세미나실1)

전착(ES1)
(세미나실2)

연료전지(FC3)
(세미나실4)

신진연구자1
(세미나실5)

환경전기화학
(세미나실6)

학생발표경진대회1
(세미나실7)

09:00-10:30
Session 3
(90min)

좌장: 박용준(경기대)
좌장: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좌장: 유상우(경기대) 좌장: 엄광섭(GIST) 좌장: 최진섭(인하대) 좌장: 이재영(GIST)

좌장: 봉성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GS학생1-O_1
추현원(KAIST)/12min 

GS학생1-O_2
김우영(단국대)

GS학생1-O_3
전유주(UNIST)/12min 

GS학생1-O_4
김문수(인하대)/12min 

GS학생1-O_5
김태욱(경북대)/12min 

GS학생1-O_6
한정구(UNIST)/12min

GS학생1-O_7
권정안(충북대)/12min 

10:30-10:50 Coffee break 

이차전지(BA4)
(컨퍼런스홀)

특심)이차전지
학생발표2
(세미나실1)

전착(ES2)
(세미나실2)

연료전지(FC4)
(세미나실4)

신진연구자2
(세미나실5)

여성
(세미나실6)

학생발표경진대회2
(세미나실7)

10:50-12:20
Session 4
(90min)

좌장: 이종원(조선대)/
     이호춘(DGIST)

좌장: 이용민(DGIST) 좌장: 심욱(전남대) 좌장: 김수길(중앙대) 좌장: 이기영(경북대) 좌장: 변혜령(KAIST)
좌장: 정범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GS학생2-O_1
이치호(한양대)/12min 

GS학생2-O_2
안주희(단국대)/12min 

GS학생2-O_3
정선기(GIST)/12min 

GS학생2-O_4
안준성(서울대)/12min 

GS학생2-O_5
김상국(포항공대)/12min 

GS학생2-O_6
최주혁(KAIST)/12min

GS학생2-O_7
이건우(UNIST)/12min

12:20-14:00 점심

14:00-14:50
Plenary Lecture Ⅲ: 남학현 회장 (㈜아이센스)

컨퍼런스홀                                                   

14:50-15:10 Coffee break 

15:10-16:50
POSTER Sessin Ⅱ (발표분야: 이차전지, 커패시터, 물리전기화학,계산전기화학, 태양전지, 연료전지)

로비

16:50-17:20
경품추첨 및 대회 종료 

컨퍼런스홀

BA3-Invited_01
송태섭(한양대)/30min

BA4-Invited_01
이호춘(DGIST)/30min

FC4-Invited_01
김형준(KIST)/30min

신진2-Invited_01
김양래(광운대)/25min

여성-Invited_01
조은선(KAIST)/25minES2_Invited_01

강순형(전남대)/30min

BA학생발표2-O_1
박제희(UNIST)/15min

SC3_Invited_01
문홍철(서울시립대)/

25min

ES1_Invited_01
심욱(전남대)/30min

FC3-Invited_01
나영승(서울시립대)/30min

신진1-Invited_01
이기영(경북대)/25min

환경-Award Lecture_01
박현웅(경북대)/30min

BA3-Invited_02
윤덕기

((주)정관디스플레이)
/30min

BA4-Invited_02
이종원(조선대)/30min

FC4-O_02
유종성(DGIST)/20min

신진2-O_02
한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min

여성-O_02
김현아(서울대)/20min

ES2_Invited_02
유상우(경기대)30min

BA학생발표2-O_2
노형준(KAIST)/15min

SC3_Invited_02
김태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5min

ES1_O_02
김지현(고등기술연구원)

/15min

FC3-O_02
박태현(숭실대)/20min

신진1-O_02
최창혁(GIST)/20min

환경-Keynote_02
이창현(단국대)/30min

BA3-O_03
강찬순(KIST)/15min

BA4-O_03
홍지현(KIST)/15min

FC4-O_03
이승걸(부산대)/20min

신진2-O_03
한지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min

여성-O_03
이지영(KAIST)/20min

ES2_O_03
박기범(GIST)/15min

BA학생발표2-O_3
배창근(POSTECH)/15min

SC3_Invited_03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min

ES1_O_03
노우영(UNIST)/15min

FC3-O_03
김상문(인천대)/20min

신진1-O_03
이은직(현대자동차)/20min

환경-Keynote_03
엄성현(고등기술)/30minBA3-O_04

이대한(건국대)/15min

BA4-O_04
곽호범(KAIST)/15min

FC4-O_04
김명환(자부연)/20min

신진2-Invited_04
한동훈(가톨릭대)/25min

여성-Invited_04
조은애(KAIST)/25min

BA학생발표2-O_4
고우석(UNIST)/15min

BA학생발표2-O_5
오연재(숭실대)/15min

BA학생발표2-O_6
김민규(POSTECH)/15min

SC3_Invited_04
전용석(건국대)/20min

ES1_O_04
박민아(서울대)/15min

FC3-O_04
장세근(한밭대)/20min

신진1-Invited_04
윤태호(영남대)/25min

시간

시간

장소

장소

"포스터 게시는 오후 1시부터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