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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 
  시간

1발표장
(컨벤션홀A)

2발표장
(컨벤션홀B)

3발표장
(대회의실)

4발표장
(교육장1)

5발표장
(교육장2)

08:40~ 등 록

09:00~10:00  1A 

학생콜로키움

(09:00-10:30)

2A 

학생콜로키움

(09:00-10:30)

3A

 학생콜로키움

(09:00-10:30)

4A 

학생콜로키움

(09:00-10:30)

5A 

학생콜로키움

(09:00-10:30)

10:00~11:00
Break-Time

1B 

학생콜로키움

(10:40-12:10)

2B 

학생콜로키움

(10:40-12:10)

3B 

학생콜로키움

(10:40-12:10)

4B 

학생콜로키움

(10:40-12:10)

5B 

학생콜로키움

(10:40-12:10)

11:00~12:00

12:00~13:00 점   심

13:00~14:00

개회사 / 환영사 (13:00-13:10)

[전문가세션I]

공동학술심포지움

(13:10-14:35) 

3C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특 별 세 션 ]
(13:10-14:40)14:00~15:00

Break-Time Break-Time

[전문가세션II]

공동학술심포지움

(14:50-16:35)

3D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14:50-16:05)

15:00~16:00

16:00~17:00
Break-Time

[전문가세션III]
공동학술심포지움

(16:50-17:30)
 17:00~17:30 

17:30~ 폐 회 사

2022년 한국대기환경학회 공동학술심포지움 및 학생콜로키움  

◆ 일      시 : 2022년 5월 12일(목) 09:00-17:30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 주      제 : 탄소중립 시대 동북아시아 대기질의 현황과 전망

◆ 주최ㆍ주관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위원회, 교육ㆍ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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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세  부  내  용

1부 학생콜로키움 (컨벤션홀A,B, 대회의실, 교육장1,2)

세 션 1A (컨벤션홀A) 2A (컨벤션홀B) 3A (대회의실) 4A (교육장1) 5A (교육장2)

좌 장 한세현 대표이사
((주)랩솔레미스)

딘 브엉 교수
(건국대학교)

이지이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화진 교수
(서울대학교)

김창혁 교수
(부산대학교)

09:00~09:15 안다현 응웬드란흥 도현석 이상우 임재현
09:15~09:30 조예슬 레띠황옌 한윤성 박병규 김동우
09:30~09:45 송상현 제스퍼 마다리파이 최재호 김인영 조채연
09:45~10:00 강은진 만달 심아윤 최인영 진사경
10:00~10:15 최현영 Uzzal Kumar 이혜지 이하영 김종윤

10:15~10:30 강예리 정팡위엔 장지희 심준형
10:30~10:40 휴   식

세 션 1B (컨벤션홀A) 2B  (컨벤션홀B) 3B (대회의실) 4B (교육장1) 5B (교육장2)

좌 장 이승묵 교수
(서울대학교)

이형주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손윤석 교수
(부경대학교)

이상린 박사
(에스엠씨케미칼)

김용현 교수
(전북대학교)

10:40~10:55 유진혁 박종문 이영현 길준수 김상화

10:55~11:10 주정태 이다영 김세기 김경진 이연정

11:10~11:25 김예진 이지우 하윤경 김태윤 이종현

11:25~11:40 차예솔 이도경 정성은 윤창동 은다미

11:40~11:55 김기연 이호영 김기애 이용구 이윤경

11:55~12:10 김은령 이상진 등혜혜 이용찬 채찬병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대회의실)

세 션 3C (대회의실) 세 션 3D (대회의실)

좌 장 김용국 처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좌 장 유 철 팀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3:10~13:25 홍진혁 14:50~15:05 박재현

13:25~13:40 주소희 15:05~15:20 최인우

13:40~13:55 신주선 15:20~15:35 조성우

13:55~14:10 한상우 15:35~15:50 황인준

14:10~14:25 이성학 15:50~16:05 유정훈

14:25~14:40 김용호

14:40~14:50 휴 식

1부 학생콜로키움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세부일정 5페이지 참조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세부일정 1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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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공동학술심포지움 

시 간 세  부  내  용

2부 공동학술심포지움 (컨벤션홀A+B)
사회 : 송창근 학술이사(UNIST)� � � � � � � � � � � � � � �

13:00~13:05 개 회 사 (송철한 학술위원장)

13:05~13:10 환 영 사 (김조천 회장)

전문가 세션 I : 3차원 입체 측정과 모델링을 통한 대기질 현황 종합 분석
좌장 : 구자호 교수 (연세대학교) 

13:10~13:35 【Keynote】 정지궤도 환경위성 GEMS를 이용한 아시아 대기질 모니터링
이동원 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13:35~13:55 GMAP2021결과 및 SIJAQ 2022계획
송창근 교수

(UNIST)

13:55~14:15 최근 동북아 대기질-배출 변화 분석: 관측과 대기질 모사를 중심으로
김순태 교수
(아주대학교)

14:15~14:35 대기질 관리를 위한 첨단 지상원격탐사 기술
노영민 교수
(부경대학교)

14:35~14:50 휴� � � 식

전문가 세션 II : 탄소 중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전망
좌장 : 송철한 학술위원장 (GIST)

14:50~15:15 【Keynote】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김용건 본부장

(한국환경연구원)

15:15~15:35 수소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책 추진현황
탁송수 처장

(한국가스안전공사)

15:35~15:55
탄소중립과 대기환경정책에 따른 동북아시아 미래 배출전망 및 
대기오염 개선 편익 분석

우정헌 교수
(건국대학교)

15:55~16:15 미래 기후의 대기오염-기후변화 상호작용
박록진 교수
(서울대학교)

16:15~16:35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방안-도로수송을 중심으로
송상석 위원장

((사)녹색교통운동)

16:35~16:50 휴  식

전문가 세션 Ⅲ : 대기오염과 생태 및 건강영향 현황 분석
좌장 : 장임석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16:50~17:10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부담 추정에 관한 연구
이종태 교수
(고려대학교)

17:10~17:30 미세먼지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홍은미 교수
(강원대학교)

17:30~ 폐 회 사 (이승묵 교육·미래위원장)

※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Keynote】의 경우 2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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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
시간

1발표장
(컨벤션홀A)

2발표장
(컨벤션홀B)

3발표장
(대회의실)

4발표장
(교육장1)

5발표장
(교육장2)

09:00-10:30

1A 2A 3A 4A 5A 
좌장 한세현 좌장 딘 브엉 좌장 이지이 좌장 김화진 좌장 김창혁

안다현 응웬드란흥 도현석 이상우 임재현

조예슬 레띠황옌 한윤성 박병규 김동우

송상현 제스퍼 마다리파이 최재호 김인영 조채연

강은진 만달 심아윤 최인영 진사경

최현영 Uzzal Kumar 이혜지 이하영 김종윤

강예리 정팡위엔 장지희 심준형
10:30-10:40 Break-Time

10:40-12:10

1B 2B  3B 4B 5B 
좌장 이승묵 좌장 이형주 좌장 손윤석 좌장 이상린 좌장 김용현

유진혁 박종문 이영현 길준수 김상화

주정태 이다영 김세기 김경진 이연정

김예진 이지우 하윤경 김태윤 이종현

차예솔 이도경 정성은 윤창동 은다미

김기연 이호영 김기애 이용구 이윤경

김은령 이상진 등혜혜 이용찬 채찬병

12:10~13:00 점  심

13:00~13:10 개회사/환영사

13:10-14:35

전문가세션I
(13:10-14:35) 

3C
(13:10-14:40)

좌장 구자호 좌장 김용국
이동원 홍진혁

주소희
송창근 신주선
김순태 한상우

이성학노영민 
김용호

14:35-14:50 Break-Time Break-Time

14:50-16:35

전문가세션II
(14:50-16:35)

3D
(14:50-16:05)

좌장 송철한 좌장 유 철
김용건 박재현

최인우탁송수
조성우우정헌 
황인준

박록진 
유정훈

송상석 
16:35-16:50 Break-Time

16:50-17:30

전문가세션Ⅲ
(16:50-17:30)
좌장 장임석

이종태 
홍은미 

◆ 발표일정표 [Oral Session 1~5 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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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학생콜로키움 세부일정 안내

■ 학생콜로키움 Session 1A  컨벤션홀A

2022. 5. 12. Thursday. 09:00~10:30 

좌장 : 한세현 대표이사 ((주)랩솔레미스)

1A1)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아시아 지역의 HONO 산출 민감도 분석

안다현, 김 준, 정희성1), Gonzalo Gonzalez Abad1), 차혜지, 구자호, 박상서2), 김덕래3), 이원진3)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1)Atomic and Molecular Physics Division, Harvard-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1A2)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솔 광학 특성 산출

조예슬, 김준, 고수정1), 김미진1), 이서영, 김덕래2), 이동원2), Omar Torres1)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1)미국항공우주국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NASA GSFC) 2)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1A3) 천리안위성 2A호를 이용한 기계 학습 기반 동아시아 지역의 주간 및 야간 시간 에어로졸 광학 깊

이 추정

송상현, 강유진,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A4) LightGBM을 이용한 MODIS 산출물 기반 동아시아 지역의 AOD 산출

강은진, 박선영1), 김미애, 유철희,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1A5) GOCI-I, II TOA 반사도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남한 지역 초미세먼지(PM2.5) 지상농도 추정

최현영, 박선영1), 임정호, 강유진, 송상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1A6) GEOS-Chem 모델을 이용한 2020년 배출량 감소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변화 분석

강예리,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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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1B  컨벤션홀A

2022. 5. 12. Thursday. 10:40~12:10

좌장 : 이승묵 교수 (서울대학교)

1B1) 3차원 변분 자료동화를 통한 PM2.5의 단기 예측성 개선

유진혁1), 송철한1), 이소진2), 박순영1),3), 이도경1), 김준4), 송창근5), 우정헌6)

1)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2)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3)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4)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5)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6)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B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사회인지 특성 파악

주 정 태 , 이상진, 최 성 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B3) 남한 지역 지상 NO2, O3 농도 추정을 위한 기계학습을 사용한 공간, 시공간 모델 성능 비교

김예진, 강은진, 최현영,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B4) 최근 5년간 겨울철 동아시아 대기질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차예솔, 김승미,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B5) 3차원 대기화학 수송 모델의 다중 할로젠 화학반응에 대한 연구

김기연, 한경만, Ross Beardsley1), 임호진2),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1) Ramboll Environment & Health, 2)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B6) WRF-LES 모델로부터 산출된 TKE를 이용한 PBLH 추정법에 관한 연구

김은령, 최강찬,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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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2A  컨벤션홀B

2022. 5. 12. Thursday. 09:00~10:30 

좌장 : 딘 브엉 교수 (건국대학교)

2A1) SMPS와 ELPI를 활용한 나노 입자의 유효 밀도 측정

Nguyen Tran Hung1), Le Thi Hoang Yen1), 김동우2), 전기준1),2),3)

1)인하대학교 고분자환경융합공학전공, 2)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3)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2A2) 타이어 마모 유래 ZnO-CB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Le Thi Hoang Yen1), 정용원2),3), 윤종상4), 전기준1),2),3)

1)인하대학교 고분자환경융합공학전공, 2)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3)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4)가톨릭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2A3) Extended evaluation of BFM and DDM Sensitivities from CMAQ Simulations in East Asia

Jasper Madalipay, Ross Bearsley1),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1)Ramboll US Corporation

2A4) 단기통 CI엔진을 이용한 폐식용유의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dhirath Mandal, HaengMuk Cho 

Dept. of Mechanical Eng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Campus, Korea

2A5) Development of the Ensemble Square Root Filter (EnSRF) Data Assimilation System for 

a Chemical Transport Model  

Uzzal Kumar Dash1), Soon-Young Park1),2), Jinhyeok Yu1), Chul Han Song1)

1)Sc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2)Institute of Environment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A6) 바이오혼합연료의 연소성능 및 배기가스 미치는 영향

정팡위엔, 조행묵 

공주대학교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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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2B  컨벤션홀B

2022. 5. 12. Thursday. 10:40~12:10

좌장 : 이형주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2B1) 군집분석과 PMF 모델을 이용한 PM2.5오염원의 신속한 기여도 추정 방법론의 개발

박종문, 이태정, 김동술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응용과학과

2B2) 지상관측과 MERRA-2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PM2.5비교

이다영, 구자호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2B3) 기계학습을 이용한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으로부터의 동아시아 지역의 PM2.5농도 추정

이지우, 김 준, 조예슬, 이서영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2B4) 대기화학 수송 모델의 불확실도를 기반으로 구축한 배경 오차 공분산 행렬이 PM2.5예측을 위한 

3차원 변분 자료동화에 미치는 영향

이도경1), 유진혁1), 박순영1),2), 송철한1)*

1)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2)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B5) 유기성분 자료와 수용모델을 이용한 백령도 미세먼지 오염원 추정

이호영, 이상진, 손지민, 반지희1), 김기애2), 이태형1), 이지이2), 최성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2B6) 미세먼지 위해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통합대기위해지수 개발

이상진, 이호영, 주정태, 신혜정1), 최성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1)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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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3A  대회의실

2022. 5. 12. Thursday. 09:00~10:30 

좌장 : 이지이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3A1) 2019년 3월 춘천시 대기 정체와 지형적 요인에 따른 고농도 PM2.5사례 분석

도현석, 김연욱, 곽경환1)

강원대학교 환경의생명융합학과, 1)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3A2)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입경별 2차 질산염 및 황산염 발생 특성 

한윤성, 은다미, 윤종상

가톨릭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3A3) 2019년 고농도 PM2.5사례별 특징 분석 : 백령도, 서울, 광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재호,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3A4) 겨울철 서울 에어로졸 수분함량과 PM2.5내 유기 탄소 성분의 상관성 연구

심아윤, Teng Zihui, 이연정, 김경진, 이지이, 최은락, 김용표1), 박승명2), 신혜정2), 김대곤2)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1)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2)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3A5)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PM2.5특징 비교

이혜지, 한영지1), 이효원1)

강원대학교 환경학과ㆍ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1)

3A6) 서울시 HNO3 측정과 입자 분포와의 상관성 분석 

장지희, 손정효, 김주애, 이미혜, 안준영1), 박승명1)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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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3B  대회의실

2022. 5. 12. Thursday. 10:40~12:10

좌장 : 손윤석 교수 (부경대학교)

3B1)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포장도로 재비산먼지의 미사부하량 시‧공간적 측정값 비교

이영현1), 정상민1), 박풍모2), 정용원1),2), 전기준1),2),3)  

1)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2)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3)인하대학교 고분자환경융합공학과

3B2) 기상, 국외 및 국내 배출의 교차 민감도를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PM2.5영향 변화 분석

김세기, 배민아1), 강윤희1), 김순태2),*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2)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3B3) 동북아 4개국 대기 초미세먼지 실시간 물리적 특성 차이 연구

하윤경, 김정빈, 조경일, 이수동, 송미정2), 이지이3), 장경순4), 이광열5), 박승명5), 김창혁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전공, 2)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3)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4)한국기초지원연구원 바이오화학분석팀, 5)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3B4) 대기질 모사를 통한 산불 배출량의 하향식 산정과 PM2.5농도 영향

정성은, 배민아1), 김세기2), 안초원2), 유승희2), 손규원1), 강윤희1),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1)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2)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3B5) 남극 대기 중 유기 에어로졸 기원 특성 분석

김기애, 유하영, 김연태1), 박지연1), 박기태1), 윤영준1), 정창훈2), 김용표3), 이지이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1)극지연구소 극지대기연구본부, 2)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관리과,
3)이화여자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3B6) Spatiotemporal Variation of Oganic Compounds in PM2.5 at UB, BJ and SE

Zihui Teng1)，김기애1), 이연정1), 심아윤1),  Amgalan Natsagdorj2)，Zhijun Wu3)，이지이1)

1)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2)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3)Pek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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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4A  교육장1

2022. 5. 12. Thursday. 09:00~10:30 

좌장 : 김화진 교수 (서울대학교)

4A1) 수분 전처리 장치가 악취성 VOCs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

이상우, 딘브엉, 박병규, 백다현, 최인영, 김인영, 박재형, 서예빈, 박신영1), 김조천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1)건국대학교 국제기후연구센터

4A2) 수분이 TMS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병규, 딘브엉, 이상우, 최인영, 백다현, 서예빈, 박재형, 김인영, 김조천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4A3) 굴뚝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수분전처리장치 연구

김인영, 딘브엉, 이상우, 박병규, 백다현, 최인영, 김조천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4A4) 사이클론 냉각면적 변화에 따른 수분제거 효율 연구

최인영, 딘브엉, 김인영, 박병규, 이상우, 김조천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4A5) 암시야 산란과 표면증강 라만 분광법을 활용한 대기 나노 입자의 단일 입자 분석 기술 개발

이하영, 유한진, 박창민, 신동하, 노철언

인하대학교 화학과

4A6) 아미노산(alanine/glycine)과 NaCl 혼합 입자의 흡습성 거동

심준형, 무력, 유한진, 노철언 

인하대학교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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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4B  교육장1

2022. 5. 12. Thursday. 10:40~12:10

좌장 : 이상린 박사 (에스엠씨케미칼)

4B1) 서울시 HONO 생성 특성에 따른 PM2.5질산염 생성에의 기여 분석

길준수, 이미혜, 김정환1), 이강웅1), 이태형1), 박문수2), 김철희3), 허국영4) 장임석5)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3)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5)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4B2) 서울의 여름철 HONO의 생성 특성 및 대기 산화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

김경진, 박승명1), 신혜정1), 김대곤1), 안준영1), 이지이, 김세웅2)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1)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2)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4B3) 권역별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 분포 특성

김태윤, 이미혜, 송인호1)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4B4) 관악산 정상에서 측정된 PM2.5와 O3의 장기변동 특성 

윤창동, 이현민, 차준일, 김효민, 임세희, 이미혜, 김경한1), 박문수2)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4B5) 대기 중 입자상 및 가스상 PAHs(19종)의 방법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도, 정밀도 평가

이용구, 이지환1), 강슬기2), 한진석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공학과, 1)㈜아카씨앤비, 2)㈜아카

4B6) PAQmanⓒ Campaign을 통한 AIS 기반 서해안 선박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및 특성 분석

이용찬1), 권예진2), 전인선2), 황준영2), 강예슬2), 유지예1), 임효지1), 김성천3), 김종호4), 이희관1,2)

1)인천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인천대학교 아시아환경에너지연구원, 2)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3)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4)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 13 -

■ 학생콜로키움 Session 5A  교육장2

2022. 5. 12. Thursday. 09:00~10:15  

좌장 : 김창혁 교수 (부산대학교)

5A1) 실내 바이오 에어로졸 제거를 위한 복합식 공기청정기 연구

임재현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5A2)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응축성 입자상 물질과 여과성 입자상 물질의 단일입자 분석 연구

김동우1), Le Thi Hoang Yen2), 박풍모3) 윤종상4), 정용원1),3), 전기준1),2),3)

1)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2)인하대학교 고분자환경융합공학과, 3)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4)가톨릭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5A3) 브레이크 패드 마모먼지 집진장치의 개발

조채연1),2), 신동호1),2), 이건희1), 한방우1),3)*, 황정호2) 
1)한국기계연구원 환경시스템연구본부, 2)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환경에너지기계공학과

5A4) 서해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eBC 분포와 배출원 특성

Sijing Chen, 김도영, 강소현, 임세희, 이미혜, 정진용1)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해양과학기술원

5A5)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종윤, 이준협, 1)조윤주, 선우 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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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콜로키움 Session 5B  교육장2

2022. 5. 12. Thursday. 10:40~12:10

좌장 : 김용현 교수 (전북대학교)

5B1)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전국 VOCs의 오염특성 파악 및 위해성평가

김상화, 이상진, 이종현, 최성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5B2)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계절별 특성 : 2차 유기화합물 형성에 대한 기여도 파악

이연정,  박승명1, 신혜정1, 김대곤1, 김상균1,이지이,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2)국립환경과학원

5B3) 울산시 대기 중 BVOCs 오염 특성 

이종현, 김성준, 이상진, 최성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5B4) 소규모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 인체 위해성과 오존 및 SOA 생성 

기여도 분석

은다미, 한윤성, 윤종상

가톨릭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5B5) 인쇄 공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 평가와 산정 방법 개선

이윤경, 안해영, 송지현, 배창한1)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5B6)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VOC 배출량 감축시 수도권 오존형성 및 고농도 오존 일수 변화 분석

채찬병, 박다솜, 강문석, 송지현1), 선우 영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1)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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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세부일정 안내

■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3C  대회의실

2022. 5. 12. Thursday. 13:10-14:40

좌장 : 김용국 처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C1) 춘천지역 PM2.5무기성분과 비극성 유기화합물의 특성 및 산화잠재력

홍진혁, 박성원, 홍세인¹⁾, 한영지²⁾
강원대학교 환경의생명융합학과, ¹⁾강원대학교 미세먼지통합관리학과, ²⁾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3C2) 다파장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한 고농도 오염물질 및 수증기 구분 

주소희, 신주선, 노영민1)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1)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C3) 스캐닝 라이다 신호 처리 및 분석 알고리즘 개선

신주선, 김가형, 주소희, 김덕현1), 노영민2)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1)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2)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C4) PMF(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수용모델 및 역궤적 모델을 활용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추정 

및 기여도 파악  

한상우, 한진석, 송희준, 이춘상, 김경찬, 주흥수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3C5) 축산환경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가스상 전구물질의 배출특성 상관관계분석

이성학, 주흥수, 한진석, Pius M. Ndegwa1)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1)워싱턴 주립대학교

3C6) 교육연구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통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경제성 분석

김용호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기후경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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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특별세션] 3D  대회의실

2022. 5. 12. Thursday. 14:50-16:05

좌장 : 유 철 팀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3D1) 다공성 멤브레인 필터의 유효여과두께 측정

박재현, 이명화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3D2) AI 스마트제어 실내 청정환기시스템 개발

최인우1), 김현정1), 조성우1), 서지훈2), 손종렬3)

1)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2)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3)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3D3) 미용업종 내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VOCs, aldehydes)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

조성우1), 최인우1), 김현정1), 서지훈2), 손종렬3) 
1)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2)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3)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3D4) 부생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먼지 배출계수 산정

황인준, 김진성, 홍진형, 유정훈, 김종호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3D5) 석탄 사용시설에서의 일산화탄소 배출계수 개선에 관한 연구

유정훈, 김종현, 황인준, 김진성, 김종호1)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한서대학교 인프라시스템학과(환경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