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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몇

해 전부터 해마다 여름이면 기록적인 폭염이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
한 북극권 빙하지역의 감소로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기후 패턴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사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기후 환경이라는 말이

Symposium for thermochemical conversion and
utilizat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무색할 정도로 최근 들어 여름과 겨울이 부쩍 길어지고, 혹서와 혹한,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변이 지구온난화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이에 많은 과학자와 환경정책 입안자들은 화석자원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바이오매스는 현대
과학기술력과 접목하여 수송용/발전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화학소재로 변환 가능한 탄소 자원이라는 점에서 화석자원 사용 억
제로 인한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 국내에서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
이오연료 변환 공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열화학
적 변환 기술 및 열분해 주요 산물 활용”분야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 비해 국내의 연구 기반
및 연구 성과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본 세미나는 바이오매스 활
용 바이오연료 변환 공정에서 열화학적 변환 기술에 대한 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아울러 관련 연구자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은 분들이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바이오매스 열화학 변화기술 분
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열화학적 바이오연료 생산 분야의 원천기술력 개발
가능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12년

10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주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후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최준원 교수 (서울대학교)
최항석 교수 (연세대학교)
류창국 교수 (성균관대학교)

Program
13:30-13:50

Map

Registration

[Session I] Chair : Choi, Joon W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4:00-14:40

[Plenary Lecture]
Prof. E. Dinjus
Chemical energy carriers from thermoKarlsruhe Institute Technology
chemical conversion of biomass

14:40-15:10

Fast pyrolysis of miscanthus
(M. sacchariflorus) and CFD modelling

15:10-15:40

Optimizing biooil production from fast
pyrolysis by response surface method

15:40-16:00

Coffee break

Prof. Choi, Hang Seok
Yonsei University

Dr. Lee, Soomin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ssion II] Chair : Choi, Hang Seok (Yonsei University)

16:00-16:30

Fast pyrolysis of miscanthus biomass
(M. sacchariflorus) and investig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its
pyrolytic products

Prof. Choi, Joon W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마을버스[관악-02]는 항시 대기 상태입니다.

16:30-17:00

Titled-slide fast pyrolyzer and
characteristics of biocrude oil

Dr. Choi, Yeon Seok

17:00-17:30

Slow pyrolysis and biochar for
application to soil

Prof. Ryu, Chang Kook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Seongkunkwan University

마을버스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Biochar: An appropriate ecotechnology
for contamination control

Prof. Jung, Jinho

승용차

17:30-18:00

18:30-20:30

Welcome reception

Korea Institute of Machine & Material

마을버스 운행 시간 (낙성대역 출발 기준) - 첫자 06:00 / 막차 00:15

버스

Korea University

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서울대후문) 방면으로 좌.우회전 하여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지방에서 오실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초IC에서 사당방면으로 P턴 → 남부순환로 이용하여 낙성대(이정표: 서울대 후문) 방면
으로 좌회전하여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1) 리무진 버스 → No.6017(인천공항 Gate 6B탑승) → 호암교수회관 직행 (1시간 10분 소요)
2) 리무진 버스 → No.6003(인천공항 Gate 12B탑승) → 김포공항 국내선 → 서울대학교 정문 → 택시 이용 → 호암교수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