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융합

주관캠퍼스 소개

Division of Energy & Environment

연계역할을 하며, 서로의 강점을 제고하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에너지,
환경, 국방, 재료, 건강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종합연구기관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융/복합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계와 대학의
U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프런티어 스쿨로서 바이오-메디컬,
나노-정보, 에너지-환경 학문간 융합으로 긴밀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창의적인
융합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꿈꾸는 사람들,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꿈을 만들고 이루는
자랑스러운 세계적 연구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www.kist.re.k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Tel : 02-958-5114
Fax : 02-958-5478

전공 개요
미래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사회적, 학문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청정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분리된 시각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에너지-환경 융합전공은 에너지공학과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각 분야의 고유한
연구를 바탕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융합하므로서 미래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세부전공 개요
석유를 탈피한 미래 청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및 화합물 제조,
에너지
공학

변환, 저장, 그리고 전달과 관련된 다양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을 연구한다.
세부분야로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이차전지, 도시에너지와 관련된
촉매, 화학, 연료, 고분자, 공정, 시스템 구축, 및 기타 관련기술을 탐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목표로 환경문제와
환경공학

관련된 다양한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연구한다. 세부분야로 수자원 관리, 지속적
물 재이용, 토양/지하수 처리, 나노기술 이용 수처리, 폐자원 이용 에너지 생산,
대기질 감시 및 예측, 환경 유해물질 탐지 및 제어, 환경 위해성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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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KIST is Korea’s premier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e whose goal is to research, develop,
and implement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will further develop national capacit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Currently, we are putting a special emphasis on convergence
technologies that will potentially serve as the driving force for Korea’s future economic growth.
KIST will continue to proactively foster partnerships among industr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an open environment that promotes free exchanges of ideas and the
realization of our researchers’ fullest potential. We are hard at work to make KIST an eminent
global research institute that Korea can be proud of. KIST School, UST will be known as
a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I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encouragement. Thank
you.

INTRODUCTION OF MAJ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depletion of future oi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microscopic dust,
water pollution, etc. are the biggest social and academic issues.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lean socie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solv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ergy problems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rather than separating them. The
Energy-Environment Convergence Major aims to solve the future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integrating them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unique researches in each field
of energy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To realize a clean and sustainable future society, we study basic and
Energy
Engineering

applied technology related to the production, conversion, storage, and
delivery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and chemical. Detailed research
field includes biomass to energy, solar energy, fuel cell, batteries and
system engineering.
For the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we study basic and applied

Environment
Engineering

technology related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Detailed research
fields include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process engineering,
treatment of soil and ground water, energy production using wastes,
air pollution monitoring and modeling, diagnosis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ealth risk.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337

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편성 목록

∙ 고분자공학

구 분(Category)

∙ 에너지공학

전공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화학･생명과학･환경
∙ 화학공학
∙ 환경공학

필수

(Major)

에너지공학

전공

(Energy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에너지-환경융합개론 | Introduction to Energy and Environment
전기화학개론 | Fundamentals of Electrochemistry
불균일촉매의 이해 | Introduction to Heterogeneous Catalysis

Engineering)

수소 및 연료전지 개론 | Introduction to Hydrogen and Fuel Cells
고체화학 | Solid State Chemistry
촉매공학 | Heterogeneous Catalysis in Industrial Practice

학부 선수 권장과목

화학 및 바이오촉매의 원리와 활용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Chemical and Biochemical Catalysts

∙ 고분자화학
∙ 공학수학

전기화학에너지소재개론
| Introduction to Electrochemical Energy Materials

∙ 무기화학
∙ 물리화학

이차전지시스템

∙ 열역학

| Materials and System for Secondary Battery Application

∙ 유기화학

이차전지소재구조의 이해
| Introduction to Structural Analysis for the Energy Storage Materials

∙ 재료과학

고분자에너지재료 | Polymer for Energy Material
고급반응공학 | Advanced Reaction Engineering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 Colloid and Interfacial Chemistry
반도체공정개론 |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Process
에너지저장 및 변환용나노소재 | Nano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 Conversion

에너지변환시스템기계부품의 성능 및 소재신뢰성평가

| Assessment

of Performance and Material Reliability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Energy Conversion System

환경공학

전공

(Environment

(Major)

Engineering)

선택

환경물리화학 | Environmental Physics and Chemistry
하폐수처리공학 |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환경분자생물공학 | Environmental Molecular Biotechnology
토양지하수환경공학
| 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Soil and Ground Water
고도수처리 | Advanced Water/Wastewater Treatment
오염물질운송론 | Transport of Pollutants
대기환경 | Atmospheric Environment
환경센서 | Sensors for Environment
수화학 | Aquatic Chemistry
환경생태독성학 | 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화학물질대사학 | Environmental Chemical Metabolism
환경생물물리학 | Environmental Bio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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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공통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에너지세미나 1 | Seminar on Energy 1

(Seminar)

에너지세미나 2 | Seminar on Energy 2
촉매세미나 1 | Seminar on Catalysis 1
촉매세미나 2 | Seminar on Catalysis 2
환경세미나 1 | Seminar on Environment 1
환경세미나 2 | Seminar on Environ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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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C1 화합물의 전환 및 활용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

| Conversion and Application of C1 Chemicals
계산독성학 | Computational Toxicology

▶

환경 분석 및 모니터링

▶

-

환경이슈이해 | Understanding Environmental Issues

▶

-

에너지반도체소재공정 | Energy semiconductor Processing

▶

반도체공정개론 |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Process

에너지변환시스템의 개론

▶

에너지 변환시스템기계부품의 성능 및 소재신뢰성평가

환경생태독성학 | Environmental Toxicology

| Environmental Analysis and Monitoring

| Introduction to Energy Conversion System

| Assessment of Performance and Material Reliability for
Mechanical Components of Energy Conversion System

보건환경안전학 |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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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화학
Solid State Chemistry
이 강의에서는 화학의 관점에서 고체 물질의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는

고급반응공학
Advanced Reaction Engineering
본 강의는 촉매반응공학의 기본 개념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청정연료 및 환경에 관련된 촉매, 반응기 및 공정의 기본설계에
대한 고급반응공학의 응용기술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The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on the basic concepts for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the
advanced application technology on the design of catalyst, reactor
and process

것을 목표로 한다. 고체 물질의 정의를 습득하고, 고체 물질의 다양한
합성법 및 분석 방법을 소개 한다. 또한, 고체 물질의 전자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금속 및 반도체 물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들을 습득하고,
촉매 및 전기 화학에 응용되는 예를 살펴본다.
The goal of this lecture is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the solid state materials in the point view of chemistry. This
course covers the definition of the solid state material, crystal
structure, and lattice, and also introduce various chemical synthesis
method of solid state materials and their material characterization
techniques.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the understanding the
electronic band structures of the metallic and semiconducting solid

고도수처리

state materials, and lastly, their applications for catalysts will be

Advanced Water/Wastewater Treatment

discussed.

정수 및 하폐수 처리와 소독 공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펜톤산화, 오존산화,
광기반 산화, 전기화학적 기술 등 다양한 고도산화기술 관련 이론 및
적용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환경
Atmospheric Environment

Fundamental theory and application of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s) in water treatment and disinfection, including
Fenton reaction, ozonation, photolysis, photosensitization, and
photocatalysis, and electrochemical oxidation.

불균일촉매의 이해
Introduction to Heterogeneous Catalysis

고분자에너지재료
Polymer for Energy Material
고분자 합성, 물성 및 복합재료의 기본 이해와 에너지 재료로의 응용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polymer synthesis, properties and
nanocomposites, and its application to energy materials

1. 화학반응에서 불균일계 촉매의 역할을 이해한다.
2. 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균일계 촉매를 학습한다.
3. 촉매와 촉매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1. Understand the roles of heterogeneous catalysts for the chemical
reactions.
2. Study the heterogeneous catalysts used in the chemical industry.
3. Understand the methods of characterizing catalysts and their
reaction.

수소 및 연료전지개론
Introduction to Hydrogen and Fuel Cells
본 강의에서는 청정에너지 운반체인 수소의 생산 및 저장 기술과 더불어,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화학적 수소 에너지 변환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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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수화학

이차전지소재구조의 이해

Aquatic Chemistry

Introduction to Structural Analysis for the Energy Storage

본 과목은 수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반응에 대한 화학적 기초지식과

Materials

수처리공정 적용사례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차전지 적용을 위한 주요 유무기 에너지저장소재의 구조적 특성 강의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conceptual frameworks and

및 Rietveld Method를 활용한 Structural Refinement를 통해 그

techniques about chemical reactions in aquatic systems.

구조의 특성화 방법 강의
This course will discus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various

에너지-환경융합개론
Introduction to Energy and Environment

materials for the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system through
a structural refinement using Rietveld method

본 과목은 최근 이슈가되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연구 동향을 초청 세미나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에너지, 환경 이슈들을 학생들이

전기화학개론

자각하도록 하여 에너지/환경 연구 활동에 도움이되도록 한다.

Fundamentals of Electrochemistry

This course support invited seminars that introduce recent research

전기화학의 기본 개념 및 주요 응용 기술에 대해 이해함.

trends and hot topic in energy and environment fields. Therefore,

To understand fundamentals of electrochemistry and major

this course helps the student have insights for their own research

application technologieis

theme.

전기화학에너지소재개론
오염물질운송론

Introduction to Electrochemical Energy Materials

Transport of Pollutants

에너지와 환경 관련 다양한 연구에서 나노 및 고분자 소재등이 밀접하게

본 강의는 지하수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연관된다. 본 교과목에서 전기화학 기반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적용되는

원리 및 오염물질의 지하대수층에서의 거동에 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주요 소재 및 현상 관련 기초지식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를 목표로 한다.

Many research groups for energy and enviroment in the department

This class introduces various mechanisms related to the

carry out research involving nano- and polymer materials for

groundwater pollution to understand the fate and transport of the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applications which are related

contaminants in underground system.

to materials covered in this class.

이차전지시스템

촉매공학

Materials and System for Secondary Battery Application

Heterogeneous Catalysis in Industrial Practice

이차전지 시스템별 반응 원리 및 이의 핵심 소재에 대한 이해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Understanding on the working principle of secondary battery

to heterogeneous catalysis from academic level to industrial

systems and its major component materials.

applications. Firstly, the introduction on heterogeneous catalysts

∙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f secondary batteries

is provided with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wdered

and its applicatios as electrodes for energy storage devices. The

catalysts as well as the forming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urse is intended for those in the master or Ph.D. course related

catalysts. Second, a variety of catalysts such as supported metal

to batteries based on electrochemistry. The topic includes the

catalysts, acid and base catalysts, supported non-metal catalysts,

currently commercialized lithium ion batteries as well as the novel

supported noble metal catalysts, oxidation catalysts and cracking

secondary batteries for next generation.

catalysts are reviewed in terms of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talysts. Finally, energy related catalytic processes on
petrochemicals, syngas conversion and clean energy such as
hydrogen and synthetic fuels are introduced to explain practical
applications in commercial processes. It is useful for students who
want to learn both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on the design
of catalysts and reactors for applications in commercial cataly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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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와 계면화학

환경물리화학

Colloid and Interfacial Chemistry

Environmental Physics and Chemistry

에너지와 환경 관련 다양한 연구에서 콜로이드 및 계면 현상이 밀접하게

본 강의는 대기환경 관련 물리화학 및 수환경 관련 유기화학 내용으로

연관된다. 본 교과목에서 콜로이드와 계면 현상 관련 기초지식 학습함을

구성되어 있으며, 본 강의를 통해 대기 및 수환경 오염물질 이동 및 제거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본적인 물리화학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한다.

Many research groups for energy and enviroment in the department

This course begins with the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carry out research involving colloidal and interfacial systems which

It covers the basic aerosol science, the meteorology of air pollution,

are related to materials covered in this class.

the transport and removal of species in the atmosphere, and the
interaction of atmospheric chemistry and climate. Another major

토양지하수환경공학

topic of this course is the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It covers
intermolecular interactions and thermodynamic principles which are

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Soil and Ground Water

governing the properties of organic chemicals and phase transfers

토양지하수환경공학은, 토양지하수환경계의 오염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in the environment. Then, this course introduces mechanisms as

대한 정화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흙의 기본적인 특성, 지하수계

well as kinetics of the chemical transformation reactions of organic

오염물질 이동특성, 오염토양지하수 정화공법에 관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함

contaminants which are important in the environment.

This graduate course covers the advanced contents in soil properties,
numerical models of contaminant transport in the subsurface,
soil/groundwater remediation technologies and the latest issues

환경분자생물공학

in the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Molecular Biotechnology
본 과목은 생물 분자의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환경 생물공학 연구 (생물
분자를 이용한 환경공학적 응용 연구) 응용을 위해 생물 분자를 활용하고

하폐수처리공학

다루는 법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and essential knowledge about

생활하수 및 폐수 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biomolecules and focuses on their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to environmental research.

목표로 한다. 최근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하폐수
처리기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불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환경생태독성학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theories and design principles

Environmental Toxicology

of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for wastewater

환경 생태 독성학은 다양한 biomarker를 이용하여, 환경에 방출되는

treatment process.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cluding the real

오염물질의 영향(독성)을 규명하고 그들 영향(독성)기작을 해명하는 연구

applications in related fields will be also introduced towards a broader

분야이다.

understanding of the wastewater engineering industry.

환경센서
화학 및 바이오촉매의 원리와 활용

Sensors for Environ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Chemical and Biochemical

본 과목은 환경센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Catalysts

실제 다양한 환경시료의 포집 및 분석과 관련된 현장 응용 기술에 대한

이 강의에서는 유기금속촉매와 바이오촉매의 기본 원리 및 반응을 이해

내용을 함께 공부한다.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유기금속촉매와 바이오촉매를

This course offer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살펴보고, 향 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environmental sensor. This basic scientific knowledge could be

In this lecture, we will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and reactions

connected to th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ypical

of organometallic catalysts and biocatalysts. Based on this, we

environmental sample measurement and analysis.

examine the current industrial metal catalysts and bio catalysts,
and discuss their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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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환경화학물질대사학

에너지변환시스템기계부품의 성능 및 소재신뢰성평가

Nano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

Assessment of Performance and Material Reliability for

Conversion

Mechanical Components of Energy Conversion System

환경 물질 대사학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생물계 효소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변환 기계시스템은 다양한 부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동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기계
부품의 트러블은 전체 시스템의 고장이나 파단과 직결되므로, 평소
모니터링 및 진단을 통한 관리와 더 나아가 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교체 주기 방안을 수립하여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대사되고 배출 되는지 그 반응과 기전을 설명하는 연구 분야이다.

반도체공정개론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Process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생겨나는 신산업들은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강의는 반도체소자 제작을 위한 공정들의 배경과
원리 및 공정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물질의 분류, 반도체 소재 전자특성 및 디바이스, 금속/반도체
인터페이스, 공정기술인 리소그래피, 산화, 확산 이온주입과 필름 증착,
플라즈마공정, 물리 및 화학증착에 관한 개발을 다루고 있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industries
are indispensible for semiconductors. The main goal of this lecture
is to learn the background, principle, and process technologies of
process for manufacturing of the semiconductor devices.
-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covered: 1) materials classification
and semiconductors 2) electronic properties of semiconductors 3)

본 강의에서는 에너지변환 기기의 대표적인 부품 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
기술 및 소재 파손의 주요 원인인 크리프, 피로 파괴, 마모 등의 원인을
학문적 견지에서 바라보며 이를 근거로 기계 부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결정하며 내구 수명 평가 방법 등을 공부한다.
The energy machine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various
components, such as bearing, seal and damper that meets the
require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operating conditions. Failure
of these energy mechanical components is directly linked to
breakdown of the entire system, so life expectancy and replacement
cycle should be predicted. In this lecture, the main causes of energy
component damage, such as creep, fatigue and wear that are
researched and studies evaluation lists for energy components to
determine reliability evaluation and durability life evaluation.

metal/semiconductor interface 4) semiconductor processes;
lithography, oxidation, diffusion, ion implantation and film deposition.

환경생물물리학

5) plasma process for energy and environment, 6) physical and

Environmental Biophysics

chemical vapor deposition.

환경생물물리학은 물리적 환경인자가 세포, 조직, 장기, 단일 개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물물리적 관점에서

에너지저장 및 변환용나노소재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본 과목에서는 지구 및 인공 환경에서의

Nano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

열역학적 현상과 생체에너지학, 광(光)생물학, 생체전자기학 등의

Conversion

기초개념에 기반하여 에어로졸, 전자파, 빛, 방사선, 나노물질 등이 인체

나노 크기의 소재 합성을 위한 다양한 합성 방법과 그 합성 원리를 이해하고,

및 환경생태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폭넓게 다룬다.

소재의 크기가 벌크에서 나노화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물성의

Environmental biophysics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where

변화에 대해 습득한다. 또한 나노 크기 소재가 사용되는 에너지저장 및

biophysics and environmental science merge. In this subject,

변환 분야를 알아보고, 벌크소재 대비 나노소재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we will deal with the fundamental aspects on how the physical

장·단점을 이해하며, 상기 에너지저장 및 변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factors in the environment (electromagnetic field, aerosol,

물성 제어법을 다룬다.

radioactivity, etc.) affect the human, ecological species, and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methods and principles for

ecosystem. Biophysical mechanisms ranging from

manufacturing nanostructured materials, solid-state chemistry for

biomacromolecules, cells, tissues, to organs will be introduced

nano-sized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energy

in view of environmental biology and health science.

storage and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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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환경세미나 1
Seminar on Environment 1
KIST 환경 분야 연구자와 외부 초청 연사들의 특강을 듣고, 수강생은

에너지세미나 1
Seminar on Energy 1
KIST 에너지 분야 연구자와 외부 초청 연사들의 특강을 듣고, 수강생은
한번 이상 주제발표를 하며, KIST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KIST researchers or special guest will be invited to talk their studies

한번 이상 주제발표를 하며, KIST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KIST researchers or special guest will be invited to talk their studies
on the energy or environmental issues. Also, each student should
be presented his work. Students may attend seminars held in KIST
campus.

on the energy or environmental issues. Also, each student should
be presented his work. Students may attend seminars held in KIST

환경세미나 2

campus.

Seminar on Environment 2
KIST 환경 분야 연구자와 외부 초청 연사들의 특강을 듣고, 수강생은

에너지세미나 2
Seminar on Energy 2
KIST 에너지 분야 연구자와 외부 초청 연사들의 특강을 듣고, 수강생은
한번 이상 주제발표를 하며, KIST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KIST researchers or special guest will be invited to talk their studies

한번 이상 주제발표를 하며, KIST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KIST researchers or special guest will be invited to talk their studies
on the energy or environmental issues. Also, each student should
be presented his work. Students may attend seminars held in KIST
campus.

on the energy or environmental issues. Also, each student should
be presented his work. Students may attend seminars held in KIST
campus.

촉매세미나 1
Seminar on Catalysis 1
에너지 및 환경 촉매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공부한다.
Study of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 catalytic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촉매세미나 2
Seminar on Catalysis 2
에너지 및 환경 촉매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공부한다.
Study of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 catalytic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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