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표장소: 306호 앞 로비

- 포스터 게시 시간: 14:00~17:00 / 의무 발표 시간: 15:30-16:00 (30분)

성함 소속

1 포스터 녹색에너지정책/전략 P-01 박형동 서울대학교 에너지사업 타당성평가 학부 교과목 강의 결과 분 Analysis of the lecture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박형동

2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2 권기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조 하수슬러지 대상 가스화기술 적용을 통한 수 A study on gasification technology for dry sewag권기운/정용길/강대규/강보성

3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3 이승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SS 및 전기차용 리튬계 폐배터리 모듈단위 고속방Development of ESS and EV Li-battery module ra이승민/김원균/고종완

4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4 박유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가스의 건식개질을 위한 활성 촉매 반응 비교 Study on Dry Reforming of Landfill Gas in Active 박유리/박혜옥/정용길/이예지/이수출

5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5 김한울 한국수력원자력 출력변동에 따른 수전해 시스템의 수소 생산 순도 Investigation about the Purity of Hydrogen Produ김한울/김태우

6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6 조현식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수소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운영패턴(수Analysi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attern 조현식/이지은/전지현/추성훈

7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7 Alhammadi Salh Yeungnam university Ag-doped In2S3 nanoparticles for enhanced visibAg-doped In2S3 nanoparticles for enhanced visib알하마디 살레/문보경/스리데비 게디/바수데바 레디/압델라만 라비/모스타파 사예드/심재진/박현욱 /김우경

8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8 김태우 (주)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시스템의 동적 응답 A Study on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of 김태우/김한울

9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09 이상용 동국대학교 Ru 촉매에서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의 평형상태 가Ammonia formation kinetics on methane reformi 김철민/이상용

10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10 이상용 동국대학교 수소 생산 및 PSA(Pressure swing adsorption)를 이Research on hydrogen purification in reformate g고석균/이상용

11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11 이주한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린 수소 저장 및 공급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Study on development of Green hydrogen storag이 주한/박 상현/이 승원/김 영채/말릭 무하마드 압둘라/김 지석/송명호

12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12 LEVANNAM 영남대학교 Enhanced light absorption and charge separatio Enhanced light absorption and charge separation레반남/응웬황람/트롱원탐원/정재학

13 포스터 수소/연료전지 P-13 NGUYENHOANGLAM 영남대학교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Broccoli-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Broccoli-l 응왠황람/정재학

14 포스터 자원지도 P-14 김한진 서울대학교 다양한 DEM 취득 방식에 따른 노천광산 유휴 부지Comparison of photovoltaic potential in open-pit김한진/박형동

15 포스터 자원지도 P-15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구름이동벡터와 수치기상예측 기반 태양광 발전량Predic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ase김현구/김창기/김보영/오명찬/윤창열

16 포스터 자원지도 P-16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스리랑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농촌 에너지 자립화Rural energy independence model for balanced r 강용혁/김보영/정동재/윤기동/김현구

17 포스터 자원지도 P-17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농수축산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서비스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ping of Agricultu김진영/김현구/강용혁/황수진

18 포스터 자원지도 P-18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Center (NSRDC김보영/강용혁/김창기/김현구

19 포스터 태양광 P-19 조형근 전남대학교 태양광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Backsheet의 방열성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t dissipat 조형근

20 포스터 태양광 P-20 양희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ntrinsic poly-Si을 삽입한 TOPCon 구조의 패시베 Analysis of passivation characteristics of TOPCon 양희준/민관홍/송희은/강민구/명재민/박성은

21 포스터 태양광 P-21 서주미 LS전선 국내 태양광 케이블 표준의 문제점과 방안 Remedy for Problems on the National Standard o양훈철/서주미

22 포스터 태양광 P-22 박준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BBr3 확산 공정에서 Dry Oxidation이 Boron emitt Effect of dry oxidation on Boron emitter doping p박준성/민관홍/강민구/박성은/이상희/이태경/정경택/이해석/송희은

23 포스터 태양광 P-23 이재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연세대학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적인 전류-전압 측A study of logic for stable I-V measurement of pe이재선/이상희/송희은/강민구/조임현/김동석/이태경/박성은/명재민

24 포스터 태양광 P-24 Muhammad Aleem Zahid Sungkyunkwan university The effect of an Al2O3/IZO double-layer antirefleThe effect of an Al2O3/IZO double-layer antirefle Muhammad Aleem Zahid/Muhammad Quddamah Khokhar/Somin Park/Youngkuk Kim/Junsin Yi

25 포스터 태양광 P-25 Muhammad Quddamah Khokhar 성균관대학교 High-efficiency hybrid solar cell with a nano-crysHigh-efficiency hybrid solar cell with a nano-crystMuhammad Quddamah Khokhar /Duy Phong Pham/Youngkuk Kim/Junsin Yi

26 포스터 태양광 P-26 Hasnain Yousuf 성균관대학교 Enhancement in the efficiency and power of the Enhancement in the efficiency and power of the pHasnain Yousuf/Muhammad Aleem Zahid/Muhammad Quddamah Khokhar/Matheus Rabelo/Yewon Cha/Sungheon Kim/Youngkuk Kim/Junsin Yi

27 포스터 태양광 P-27 Matheus de Assis Rabelo Sungkyunkwan University An investigation of different cooling techniques An investigation of different cooling techniques i Matheus Rabelo/Junsin Yi/Hasnain Yousuf /Xinyi Fan/Jaeun Kim/Eun-Chel Cho

28 포스터 태양광 P-28 김문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lOx/c-Si 계면에 생성된 SiO2가 passivation 특성 Effect of SiO2 generated at the AlOx/c-Si intergac김문세/강민구/김가현

29 포스터 태양광 P-29 Xinyi Fan 성균관대학교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HJT Solar Ce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HJT Solar Cel Xinyi Fan/Junsin Yi

30 포스터 태양광 P-30 권철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type wafer의 셀 구조별 특성 한계 및 비저항에 n-type wafer의 셀 구조별 특성 한계 및 비저항에 따권철욱/이상희/송희은/강민구/이해석/박성은

31 포스터 태양광 P-31 팜 뒤 퐁 성균관대학교 Band-offset reduction for enhancing carrier colleBand-offset reduction for enhancing carrier collecDuy Phong Pham/Youngkuk Kim/Junsin Yi

32 포스터 태양광 P-32 Suresh Kumar Dhungel 성균관대학교 A Brief Review of III-V /Silicon Tandem Solar Cel A Brief Review of III-V /Silicon Tandem Solar CellsSuresh Kumar Dhungel/Youngkuk Kim/Junsin Yi

33 포스터 태양광 P-33 김홍래 성균관대학교 보론 도핑된 n-TOPCon 태양전지에서의 레이저를 Selective emitter formation by using laser and op김홍래/이준신/정성진/김성헌

34 포스터 태양광 P-34 임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면적 태양전지-열전 융합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 Study on changes in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p임규현/정경택/송희은/강민구/이해석/김가현/이태경/박성은

35 포스터 태양광 P-35 Awet Mana Amar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은 첨가제에 따른 유연 CIGS 박막 태양전지 성능에Effects of Ag additive on device performance of f아웻 마나 아마래/정인영/송수민/어영주/조아라/조준식/박주형/안승규/유진수/안세진/곽지혜/윤재호/신동협/김기환

36 포스터 태양광 P-36 강동균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비등방성 식각 방식을 활용한 실리콘 기반 투명 마Fabrication of silicon-based transparent micro-mo강동균/편도원/이해석/김동환/강윤묵/전용석

37 포스터 태양광 P-70 감치욱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스 PVSYST기반으로 기상청 데이터와 음영을 반영한 A pla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olar power g감치욱

38 포스터 해양에너지 P-37 하태준 광운대학교 나노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자가 습기발전기 Self-powered moisture electric generators based 강병철/박상준/최형준/하태준

39 포스터 환경 및 저탄소/CCUS P-38 Desy Caesary 세종대학교 Future projection of CO2 emissions for Integrate Future projection of CO2 emissions for IntegratedDesy Caesary/장수진/김하나/남명진

40 포스터 환경 및 저탄소/CCUS P-39 구지윤 서울대학교 GIS 기반의 CCS 연구에서 사용된 인자들 간의 상호Comparis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구지윤/김채연/박형동

41 포스터 ESS/Grid P-40 이재원 한밭대학교 새만금 재생 에너지 단지 통합 무효전력 제어 연구A Study of Integrated Reactive Power Control for 이재원/신지훈/박찬호/정승민

제출자 정보
번호 발표형식 분야 초록제목(국문) 초록제목(영문)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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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정보
번호 발표형식 분야 초록제목(국문) 초록제목(영문) 저자정보발표번호

42 포스터 ESS/Grid P-41 황현석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직류 배전계통 연계 복수 수전해 설비 운영을 위한A Step-Down DC Transformer Based on Capacito 황현석/이수형

43 포스터 ESS/Grid P-42 Neema Cyril Karima Soonchunhyang University 실리콘의 함량과 열분해의 영향에 따른ZIF67가 도 THE IMPACT OF PYROLYSIS AND SILICON CONTE안 욱/네마카리마/켈빈제네랄/눈구이스라엘/이영우

44 포스터 ESS/Grid P-43 Nguyen Manh Cuong Soonchunhyang University 리튬-황 전지 성능 증대를 위한 Co-NC 구조의 신소An Advanced Material Co-NC Framework for Boo우엔 콩/마이 즈엉/안욱/이영우

45 포스터 ESS/Grid P-44 김성훈 순천향대학교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활 물질로서 다공성 3D 그ZIF-67 Derived Co/C composites Encapsulated in 김성훈/안 욱/이영우

46 포스터 ESS/Grid P-45 김정환 한밭대학교 풍력발전 예측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TGAN 응용A study on TGAN application for improving the p김정환/박래진/정승민

47 포스터 ESS/Grid P-46 유병찬 한밭대학교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의 최적 운영을 위한 유효 A study on an active power sensitivity for optima유병찬/남이슬/정승민

※ 발표시간 조정으로, 발표번호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표장소: 306호 앞 로비

- 포스터 게시 시간: 09:00-12:00 / 의무 발표 시간: 10:30-11:00 (30분)

성함 소속

47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P-47 Gyungmin Yang 동아대학교 수소-천연 가스 혼합가스의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Thermodynamic evaluation of hydrogen blended 양경민/서준우/사정훈

48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P-48 이승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O₂ 분리 및 파이프라인 이송을 위한 가스하이드레Gas hydrate thermodynamic properties for CO₂ s 이승민

49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P-49 이동열 동아대학교 수소-천연가스 혼입 시스템 흐름의 안정성 검증 A Validation for the Stability of Hydrogen-Natura이동열/조상규/사정훈

50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P-50 김민주 동아대학교 다양한 하이드레이트 핵생성 시스템에서 입자형 첨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particle-type additiv김민주/김광범/사정훈

51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P-51 서준우 동아대학교 수소-천연가스 혼합 이송을 위한 가스 하이드레이 Experimental measurement of HNGB equilibria da서준우/양경민/사정훈

52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2 오유관 부산대학교 식물 호르몬 이용 녹색 미세조류 해마토코커스 라 Co-production of fatty acids and antioxidant pigm마하디 렌디/오유관/김상의/사티야바히산락스미프리야/일함샤데아프리안카아유/김보람

53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3 민영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식물성오일 전기절연유의 가속열화 조건에 따른 열A study on deterio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민영제/이지수/김재곤/박현주/곽병섭/전태현

54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4 주다정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곤충의 탄소 13개 이상 지방산(C₁₃+)을 활용한 바이Biodiesel production from insect C₁₃+ fatty acid b주다정/박조용/김재곤/이상훈

55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5 정휘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흑연 펠트 음극의 외부 표면 변경은 로도박터 스페Outer Surface Alteration of a Graphite Felt Catho 정휘종/Hana Nur Fitriana/김희수/이지예/이수연

56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6 김희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전남대학교 Enhanced CO₂ electroconversion of RhodobacterEnhanced CO₂ electroconversion of Rhodobacter 김희수/Hana Nur Fitriana/정휘종/이지예/이수연

57 포스터 바이오에너지 P-57 박선용 강원대학교 열중량분석기를 이용한 농업부산물 공업분석 특성Thermogravimetric analysis-based proximate ana 박선용/김석준/오광철/조라훈/전영광/이충건/김대현

58 포스터 태양광 P-58 차예원 성균관대학교 갈륨과 붕소 도핑 웨이퍼에서 일어나는 열화 분석과Analysis of degradation and recovery method in 차예원/김영국/이준신

59 포스터 태양광 P-59 김상호 Photovoltaic Laboratory, Korea Insti Cu 함유량에 따른 반투광 CIGs 박막 태양전지의 성Effects of Cu content on performance of Semi-tra김상호/이아름/박주형/유진수/조아라/신동협/정인영/황인찬/김기환/조준식

60 포스터 태양광 P-60 김지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예측·제어 관리시스템의 설A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predic김지현/김창헌/정재훈/김주희

61 포스터 태양광 P-61 이경민 금오공과대학교 초음파 처리한 TiO₂광전극을 이용한 고효율 염료감Development of a highly efficient dye-sensitized 이경민/김태오

62 포스터 태양광 P-62 조용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투명 전도성 산화물 전극의 접촉저항 개선을 위한 Study on Semi-Metallic 2D WTe₂ Flake Applicatio조용희/김동렬/안진기/조준식/곽지혜/김태완/박주형

63 포스터 태양광 P-63 안진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ingle-Stage Co-evaporation으로 제작된 반투광형Study on Various Deposition Conditions of Semit 안진기/김동렬/조용희/조아라/이아름/송수민/정인영/황인찬/어영주/유진수/신동협/김기환/안세진/조준식/곽지혜/김태완/박주형

64 포스터 태양광 P-64 김동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LD로 성장한 넓은 밴드갭의 Zn계열 버퍼층을 가 Performance Improvement in Semitransparent Ult김동렬/조용희/이상민/안승규/조준식/이호성/박주형

65 포스터 태양광 P-65 조현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양면형 태양광 모듈 검증을 위한 실증 A study on ther Empirical Method to Verfy the Fl 조현식/이지은/임지연/김현준

66 포스터 태양광 P-66 심명섭 고려대학교 스크린프린팅을 이용한 실리콘 태양전지 위 PDMSPassive cooling effect of PDMS deposited on the 심명섭/정유진/최동진/오승현/강윤묵/김동환/이해석

67 포스터 태양광 P-67 바수데바레디 Yeungnam University Growth of SnS films by sulfurization of SnO2 filmGrowth of SnS films by sulfurization of SnO2 film바수데바레디/스리데비 게디/이그나티우스 안드레 세티아완/알함마디 살레/김우경

68 포스터 태양광 P-68 박소민 성균관대학교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저온 공정으로 증착한 a- Influence of oxygen partial pressure ratio on the 박소민/차예원/정성진/김홍래/김영국/이준신

69 포스터 태양광 P-69 정성진 성균관대학교 n-TOPCon 태양전지의 선택적 에미터 형성을 위한High sheet resistance boron emitter for selective 정성진/김홍래/김성헌/김영국/이준신

70 포스터 태양광 P-71 안종권 공주대학교 전면유리에 따른 컬러 BIPV 시스템의 전기성능 분 Electrical Performance Analysis of Colored BIPV sy안종권/김진희/김준태

71 포스터 태양광 P-72 어승아 성균관대학교 lay-up 구조에 따른 슁글드 태양광 모듈의 특성 분Characteristics analysis of shingled solar module 어승아/배재성/정정호/이재형

72 포스터 태양광 P-73 김성헌 성균관대학교 p-poly Si 선택적 passivated contact 에미터를 이용Selective passivated contact emitter by p-poly Si 김성헌/정성진/김홍래/Muhammad Quddamah Khokhar/Pham Duy Phong/김영국/이준신

73 포스터 태양광 P-74 김준동 인천대학교 Self-powered photovoltaic transparent mechano Self-powered photovoltaic transparent mechanor Priyanka Bhatnagar/Malkeshkumar Patel/김준동

74 포스터 태양광 P-75 김준동 인천대학교 Ga2O3-SnS 이종접합 투명 태양전지 기반 응용소자A novel Ga2O3-SnS heterojunction-based transpaNaveen Kumar/Malkeshkumar Patel/김준동

75 포스터 태양광 P-76 SETIAWAN IGNATIUS ANDRE 영남대학교 Effect of Substrate Temperature of ZTO Layer by Effect of Substrate Temperature of ZTO Layer by 세티야완이그나티우스 안드레/민남레디 바수데바레디/게디 스리데비/김우경

76 포스터 태양광 P-77 Nguyen Tam Nguyen Truo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 Quantum Dots Planar Bulk Hetero-Junction SolarQuantum Dots Planar Bulk Hetero-Junction Solar 트롱윈탐윈/응웬황람/래반남/정제학

▶ 4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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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78 김대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폐플라스틱 저온유화기술 적용을 통한 고형연료(S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using solid fuel (S 김대우/유재관/박다정/정용길/강대규

78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79 김대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폐비닐 선별공정을 적용한 폐플라스틱 저온유화기Evaluation of production yield of waste plastic low김대우/유재관/정용길/김문정/강대규

79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0 오철 한국해양대학교 R134a 냉매의 이상유동 해석을 통한 브레이징 타입The design Study of Brazed Plate Heat Exchanger황대중/오철/박상균/방은신/지재훈

80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1 박혜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하수슬러지 수열탄화액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Characteristics of biogas production efficiency us 박혜옥/박유리/이영민/박장춘/정용길

81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2 박찬 공주대학교 폐플라스틱(PP, PE)의 열분해로 형성되는 열분해 생A study on the properties of pyrolysis products fo박찬/이명종/송민정/오세천

82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3 송민정 공주대학교 매립 석탄회 활용을 위해 CFD를 이용한 시멘트 소A Study on the Combustion reaction of Cement k송민정/박찬/장지원/류경미/이구회/김우태/오세천

83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4 Rabin Nepal 공주대학교 Torrefaction of Spent Coffee Ground to enhance Torrefaction of Spent Coffee Ground to enhance Rabin Nepal/김혁진/박찬/송민정/오세천

84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5 박혜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속식 반응장치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수열탄화액Biogas production of a mixture of sewage sludge박혜옥/박다정/유재관/정용길

85 포스터 폐자원에너지 P-86 한단비 수원대학교 Ni 촉매상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오일의 개질반응A Study on the steam reforming of pyrolysis oil f 한단비/김민아/정하늘/백영순

86 포스터 풍력 P-87 임채욱 한밭대학교 2MW 풍력발전기 출력제어용 피치 구동기의 시간 Time Delay and Bandwidth of Pitch Actuator for 임채욱

87 포스터 풍력 P-88 최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주 풍력발전단지 내 최대출력제어 시스템 적용에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최혜원/김만복/최혜빈/최현준

88 포스터 풍력 P-89 최현준 녹색에너지연구원 OPAL-RT를 활용한 멀티제어법의 복수 풍력발전단A Study on reducing output fluctuations in multip최현준/최혜원/김인철/이준용/김만복/안태경/최만수

89 포스터 풍력 P-90 김만복 녹색에너지연구원 공동접속설비의 해상영역 최적후보지 평가기법 분Analysis of evaluation techniques for optimal site김만복/최현준

90 포스터 풍력 P-91 김인철 녹색에너지연구원 내혹한 환경에 적합한 소형풍력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mall wind system suitable for 김인철/최현준/최혜원/이지현/문성영/최만수

91 포스터 풍력 P-92 이창민 (재)녹색에너지연구원/국립목포대학교저풍속 중형풍력 발전기의 출력성능 특성결정을 위Output curve analysis for determining the output 이창민/최현준/박지훈

※ 발표시간이 조정으로, 발표번호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