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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정표

❙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08:30~09:20

분 야
시 간

09:20~09:40

09:40~10:00

10:00~10:20

등 록
A 강연장

B 강연장

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

분리막 소재 특성 (1MB)

좌장 :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좌장 :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humid 상태에서

연료전지차용 전해질막의 동력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

압력인가 블리스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MF 필터 응용을 위한 저가의

동적전위차 측정을 이용한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의 최적화

멤브레인의 표면 특성 평가

송인혁 박사 (재료연구소)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투과증발 연속 운전을 위한

기체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소재 및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 평가

모듈의 평가 기법

정재칠 소장 ((주)파인텍)

한상훈 박사 ((주)에어레인)

직접 합성된 제올라이트 나노쉬트를 이용한
10:20~10:40

전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 특성 분석

고선택성 MFI 분리막 제조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평수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0:40~11:00

휴 식
★ 해외 초청강연 1 ★

11:00~11:40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Dr. Hannes Richter (Fraunhofer IKTS)
★ 해외 초청강연 2 ★

11:40~12:20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Dr. Udo Lubenau (DBI Gas- und Umwelttechnik GmbH)

12:20~14:00

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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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연장

B 강연장

Oral session 1
좌장 : 이평수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Oral session 2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14:00~14:15

Organic -Inorganic polymer composite membranes
characteristic for VRFB applications
K. Dhanabalan (전남대학교)

양친성 고분자막의 금속 산화물 전구체 처리 및
그 영향
박민수 (연세대학교)

14:15~14:30

Separation of azeotropic Acetonitrile/water mixture
by pervaporation technique through polymeric
blend membrane
Shivshankar Chaudhari (부경대학교)

세공충진 이온교환막의 개발 및 전기화학적 응용
김도형 (상명대학교)

14:30~14:45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의 가교 결합
김광제 (한국화학연구원)

이미다졸륨을 포함한 다양한 PEEK계 고분자를
이용한 기체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손태양 (경상대학교)

14:45~15:00

광가교를 통해 재생가능한 내오염성 분리막
윤태선 (서울대학교)

정삼투 공정 스케일 업 설계를 위한
정삼투 모듈 성능 분석
이승윤 (한국기계연구원)

15:00~15:15

내산, 내열성이 우수한 나노복합막 제조 및 특성평가
박희민 (경희대학교)

연소 후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포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 실리카 DDR 제올라이트 분리막
정양환 (고려대학교)

15:15~15:30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SM-5 zeolite
composite membranes for Acetic Acid Dehydration
Aafaq ur Rehman (충남대학교)

형광 공초점 광학 현미경을 통한 MFI 분리막 내
결함 구조의 3차원적인 정량화
홍성원 (고려대학교)

15:30~15:45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hase-purity hydroxy-sodalite zeolite particles
Arepalli Priyanka (충남대학교)

분 야
시 간

15:45~16:00
분 야
시 간
16:00~16:30

휴 식
포스터 3분 Speech A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포스터 3분 Speech B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포스터 3분 Speech 1

포스터 3분 Speech 2

16:30~16:40
분 야

휴 식
기체분리막 소재 (1MC)
좌장 : 김종학 교수 (연세대학교)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
좌장 :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6:40~17:00

금속-유기 구조체 중공사막을 이용한 탄화수소 분리
고동연 교수 (KAIST)

제련공정에서 발생되는 희소금속 및 유가금속 회수용
내산, 내열성 분리막 소재 개발 및 회수공정 개발
이용택 교수 (경희대학교)

17:00~17:20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한 Cu(I) 함침 유무기
하이브리드 세공체 및 혼합기질막 개발
배윤상 교수 (연세대학교)

강산 조건하에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취약성 연구
권영남 교수 (UNIST)

17:20~17:40

다공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용 혼합기질막 제조
노동규 박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산성 나노분리막 제조 및 투과특성
홍성표 박사 (도레이케미칼)

시 간

17:40~18:00

18:00~18:20
19:00~

연소후 배가스 처리를 위한 막공정기술 현황 및 전망 방향족 단량체를 이용한 내산성 나노복합막의 제조
이정현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산업부생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메탄 분리회수용 막분리기술 연구동향
김정훈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 간친회 (우수 논문 시상) 및 11월 이사회의, 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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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7일(금요일)
08:30~09:20

등 록
A 강연장

분 야
시 간

9:20~9:40

9:40~10:00

10:00~10:20

10:20~10:40

B 강연장

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

좌장 : 강문성 교수 (상명대학교)

좌장 : 김종표 박사 (롯데케미칼)

등가회로모델을 이용한 역전기투석 스택전지의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 제거를 위한

성능에 대한 수치모사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

류원선 교수 (홍익대학교)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온 전도성 전극을 위한 이온교환 소재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리막- 내구성과 저 에너지

박진수 교수 (상명대학교)

장재영 대표 (퓨어엔비텍)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용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개발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공정의 멤브레인 기술

이장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최종영 상무 ((주)앱스필)

VRFB 적용을 위한 고내구성 유-무기 고분자 복합막

효성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현황 및 적용

정호영 교수 (전남대학교)

신동호 박사 (효성기술원)

10:40~11:00

휴 식

11:00~11:40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 국내 초청강연 ★
최호상 교수 (경일대학교)
11:40~12:30

총 회

12:30~14:00

점심 식사
A 강연장

분 야
시 간

14:00~14:20

B 강연장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물-에너지 (2MD)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좌장 :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다중 미소에너지 추출 바이러스 복합분리막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공정의 장기 운전 평가
이한샘 박사 (현대건설)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회수를 위한
14:20~14:40

14:40~15:00

Pd/Ru 복합 분리막

혐기성 MBR 기술

김성수 교수 (경기대학교)

박찬혁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 내성이 있는

삼중항 소멸기반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의 원리와

산소 연소용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에너지 활용기술에의 적용

정창훈 박사 ((주)에체)

김재혁 교수 (부산대학교)

바이젤(이중 연속상 유화제형) 중공사막의 제조와
15:00~15:20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물/기름 에멀젼 분리

혐기성 유동상 MBR의 유동메디아 비교연구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전하림 박사 (LG화학)
★ 윤리 교육 ★
15:20~15:40

연구 윤리와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제갈종건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5:40~16:00

★ 경품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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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초청강연 1 :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Hannes Richter (Fraunhofer IKTS)

11:00~11:40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 해외 초청강연 2 :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Udo Lubenau (DBI Gas- und Umwelttechnik GmbH)

11:40~12:20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from gas streams

❙ 국내 초청강연 : 2017년 11월 17일(금요일)
최 호 상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11:00~11:40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Hydrogen Production Systems through Water Hydrolysis)

❙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A 강연장
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
1MA-1

좌장 :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humid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분리

(고려대)김은주, 최정규

MF 필터를 위한 저가의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의 최적화

(재료연구소)송인혁*, 하장훈,

(09:20~09:40)
1MA-2
(09:40~10:00)

이종만
(과학기술연합대)송인혁,
Syed Zaighum Abbas Bukhari

1MA-3

투과증발 연속 운전을 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 (파인텍)정재칠*, 김동현, 김현철,

(10:00~10:20) 평가
1MA-4

육종묵, 노영석

직접 합성된 제올라이트 나노쉬트를 이용한

(10:20~10:40) 고선택성 MFI 분리막 제조

(한국화학연구원)이평수*,
박유인
(University of Minnesota)
전미영, 김동훈,
Michael Tsapat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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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
1MC-1

좌장 : 김종학 교수 (연세대학교)

금속-유기 구조체 중공사막을 이용한 탄화수소 분리

(KAIST)고동연*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한 Cu(I) 함침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세대)김아름, 윤정운, 김민준,

(16:40~17:00)
1MC-2

(17:00~17:20) 세공체 및 혼합기질막 개발
1MC-3

윤태웅, 정정표, 김종학, 배윤상*

다공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용 혼합기질막 제조 (한국세라믹기술원)노동규

(17:20~17:40)
1MC-4

(연세대)임정엽, 김종학
연소후 배가스 처리를 위한 막공정기술 현황 및 전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정현,

(17:40~18:00)
1MC-5

문종호, 여정구*
산업부생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메탄 분리회수용 막분리

(18:00~18:20) 기술 연구동향

(한국화학연구원)김정훈*, 장봉준,
문수영

B 강연장
분리막 소재 특성 (1MB)
1MB-1

좌장 :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료전지차용 전해질막의 동력학적 강도 측정을 위한

(09:20~09:40) 압력인가 블리스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1MB-2

(단국대)임윤재, 김우영, 이창현*
(CNL 에너지)이한종, 라일채

동적전위차 측정을 이용한 멤브레인의 표면 특성 평가

(경상대)남상용*

기체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의 평가 기법

((주)에어레인)한상훈, 김세종,

(09:40~10:00)
1MB-3
(10:00~10:20)
1MB-4

정수정, 임민수, 고형철, 하성용*
전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 특성 분석

(경남과학기술대)박치훈*

(10:20~10:40)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
1MD-1

좌장 :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제련공정에서 발생되는 희소금속 및 유가금속 회수용 내산,

(경희대)박희민, 이용택*

(16:40~17:00) 내열성 분리막 소재 개발 및 회수공정 개발
1MD-2

강산 조건하에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취약성 연구

(17:00~17:20)
1MD-3

곽상규
(도레이케미칼)홍성표, 정용두,

내산성 나도분리막 제조 및 투과특성

신홍섭

(17:20~17:40)
1MD-4

(UNIST)권영남*, 전병문, 김수환,

방향족 단량체를 이용한 내산성 나노복합막의 제조

(17: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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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권세이

❙ 2017년 11월 17일(금요일)
A 강연장
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
2MA-1
(9:20~9:40)
2MA-2

좌장 : 강문성 교수 (상명대학교)

등가회로모델을 이용한 역전기투석 스택전지의 성능에 대한 (홍익대)류원선*, 유진수
수치모사
이온 전도성 전극을 위한 이온교환 소재

(상명대)박진수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용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개발

(한국화학연구원)이장용*

VRFB 적용을 위한 고내구성 유-무기 고분자 복합막

(전남대)K. Dhanabalan, 정호영*

(9:40~10:00)
2MA-3
(10:00~10:20)
2MA-4
(10:20~10:40)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2MC-1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다중 미소에너지 추출 바이러스 복합분리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철호*

(14:00~14:20)
2MC-2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회수를 위한 Pd/Ru 복합 분 (경기대)황인혁, 이상문, 김성수*

(14:20~14:40) 리막
2MC-3

이산화탄소 내성이 있는 산소 연소용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주)에체)정창훈, 김종표,

(14:40~15:00)
2MC-4

(동국대)채진웅, 박정훈*
바이젤(이중 연속상 유화제형) 중공사막의 제조와 물/기름

(15:00~15:20) 에멀젼 분리

(LG 화학)전하림
(연세대)김종학*

B 강연장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
2MB-1
(9:20~9:40)
2MB-2

좌장 : 김종표 박사 (롯데케미칼)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 제거를 위한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안은숙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리막- 내구성과 저 에너지

((주)퓨어엔비텍)장재영*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공정의 멤브레인 기술

(앱스필)김용범, 한동균, 최종영

효성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현황 및 적용

(효성)신동호, 이정재, 모치준,

(9:40~10:00)
2MB-3
(10:00~10:20)
2MB-4
(10:20~10:40)

홍현표, 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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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2MD)
2MD-1

좌장 :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공정의 (현대건설)이한샘, 장하영, 김영오*

(14:00~14:20) 장기 운전 평가
2MD-2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혐기성 MBR 기술

(14:20~14:40)
2MD-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ien Thi Nguyen, 박찬혁*

삼중항 소멸기반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의 원리와

(부산대)김재혁*

(14:40~15:00) 에너지 활용기술에의 적용
2MD-4

혐기성 유동상 MBR의 유동메디아 비교연구

(15:00~15:20)

(인하대)김정환*, 박은영,
무하마드 아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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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구 두 (14:00~15:45)
A 강연장
MO-1

좌장 : 이평수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of Organic -Inorganic Polymer Composite

(전남대)K. Dhanabalan, 정호영*

Membran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MO-2

MO-3

Separation of azeotropic Acetonitrile/water mixture by

(부경대)Shivshankar Chaudhari,

pervaporation technique through polymeric blend

권용성, 박치영, 문명준, 손민영*

membrane

(한국화학연구원)남승은, 박유인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의 가교 결합

(한국화학연구원)김광제*, 소원욱
((주)시온텍)김미양, 강경석

MO-4

광가교를 통해 재생가능한 내오염성 분리막

(서울대)윤태선, 곽승엽*

MO-5

내산, 내열성이 우수한 나노복합막 제조 및 특성평가

(경희대)박희민, 이용택*

MO-6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SM-5 zeolite

(충남대)Aafaq ur Rehman, 조철희*

composite membranes for Acetic Acid Dehydration
MO-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hase-purity

(충남대)Devi Priyanka Arepalli,

hydroxy-sodalite zeolite particles

조철희*

B 강연장
MO-8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양친성 고분자막의 금속 산화물 전구체 처리 및 그 영향

(연세대)박민수, 김진규, 박병주,
김종학*

MO-9

세공충진 이온교환막의 개발 및 전기화학적 응용

(상명대)김도형, 최영은, 강문성

MO-10

이미다졸륨을 포함한 다양한 PEEK계 고분자를 이용한

(경상대)손태양, 한송이, 남상용*

기체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ITM-CNR)Elena Tocci
(인천대)김태현

MO-11

정삼투 공정 스케일 업 설계를 위한 정삼투 모듈 성능 분석 (한국기계연구원)이승윤, 김유창

MO-12

연소 후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포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 (고려대)정양환, 최정규*
실리카 DDR 제올라이트 분리막

MO-13

형광 공초점 광학 현미경을 통한 MFI 분리막 내 결함
구조의 3차원적인 정량화

- viii -

(고려대)홍성원, 최정규*

❙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포스터 (15:30~18:00)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분리막 제조 분과
MP-1

투과증발 기술에서 PVA가교 분리막을 이용한 초산 수용액
혼합물의 분리

(부경대)권용성, Shivshankar
Chaudhari, 박치영, 문명준, 손민영*
(한국화학연구원)남승은, 박유인

MP-2

보론 제거를 위한 역삼투막 제조기술

(한국화학연구원)이덕로, 이혜진,
권세이, 안은숙, 김인철*,
(연세대)이덕로, 김종학

MP-3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제지공정 폐수 내 금속이온 제거 연구 (동국대)신민창, 채진웅, 정성식,
박정훈*

MP-4

다양한 고분자를 활용한 clay 나노섬유 복합막의 제조 및 특성 (계명대)박예지, 장원기, 윤재한,
분석
이정훈, 변홍식*
(일리노이주립대)김준현

MP-5

그래핀 함량에 따른 고분자 나노섬유막의 물리적 특성 변화

(계명대)이정훈, 장원기, 윤재한,
박예지, 변홍식,*
(일리노이주립대) 김준현

MP-6

열유도상분리법에 적용하기 위한 응고조 열용량에 따른
PVDF 분리막 구조 분석

(경상대)이정우, 남상용*

MP-7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막 : 미세 구조 제어에 따른 분리막의
투과 증발 성능

(충남대)김영무, 이두형, 조철희*

MP-8

기체 분리용 고투과성 Ni-Zirconia 복합 모세관 지지체의
제조 및 단일기체투과 특성 분석

(충남대)강태영, 조철희*

MP-9

기공 크기에 따른 세라믹 분리막의 성능 비교

(한국화학연구원)김여진, 김정, 조영훈,
이평수,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한양대)박호범, 김여진
(동의대)이광현

MP-10 PVA based mixed matrix membrane for Isopropanol
dehydration using Pervaporation assembly

(부경대)Shivshankar Chaudhari,
권용성, 박치영, 문명준, 손민영*
(한국화학연구원)남승은, 박유인

MP-11 내산성이 뛰어난 방향족 폴리아미드 나노여과막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권세이, 안은숙,
이혜진, 이덕로, 김인철*

MP-12 소수성 SiO2 나노 입자를 이용한 PVDF 분리막 표면 개질

(유니스트)이형개, 전병문, 권영남*

MP-13 폐수 처리용 알루미나 중공사막 제조 및 특성평가

(한국화학연구원)정성민, 조영훈,
박호식, 이평수, 박유인, 남승은*
(동의대)이광현

MP-14 압력지연삼투 적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중공사 분리막 연구

(한국화학연구원)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이평수, 남승은, 박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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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제조 분과
MP-15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IF-8/그래핀 옥사이드 복합막의 (한양대)이준혁, 이현희, 유승연,
제조
박호범*
MP-16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nO 층의 전환 시딩 및
이차성장법에 의한 ZIF-8 분리막의 합성

(경희대)이정희, 김동휘, 김진수*,
(KIST)유성종

MP-17 인산염을 포함하는 PVA 음이온교환막의 제조와 특성

(동의대)최용진*,
(한국화학연구원) 서봉국*

MP-18 UV 경화형 폴리디메틸실옥산 분리막을 이용한
n-부탄올 수용액의 투과증발

(고려대)이주연, 신민규, 이정현*

MP-19 다공성 중공사막의 염석법을 통한 나노 중공사 복합막 제조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MP-20 친수성 고분자의 중공사분리막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임광섭, 우승문, 조진우,
남상용*

MP-21 폴리올레핀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고성능⋅고내구성 역삼투
분리막

(고려대)권순진, 박상희, 전성권,
이정현*

MP-22 Polysulfone과 polyamide 경계층에 형성된 3-Aminopropyl
polysiloxane을 이용한 정삼투 복합박막 제조

(동의대)정보람, 김노원*

기체분리막 분과
MP-23 친환경 분리 공정을 위한 금속 산화물 구조체 및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연세대)김나운, 박철훈, 이재훈,
김종학*

MP-24 POSS-PEG 소재를 이용한 복합막 제조 및 기체 분리
특성평가

(경상대)김지현, 윤준성, 조진우,
남상용*

MP-25 Si-PEG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복합막 제조 및
기체투과도 측정 및 평가

(경상대)조진우, 박윤환, 남상용*

MP-26 α-Al2O3 중공사막 지지체 표면 특성에 따른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수소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동국대)임수민, 김민광, 에도아르도,
박정훈*

MP-27 H2 선택적 투과 분리를 위한 ZIF-8 분리막

(고려대)이민성, 최정규*

MP-28 올레핀/파라핀 분리용 NaY 제올라이트/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의 개발

(충남대)민혜현, 조철희*

환경 에너지 분과
MP-29 이온교환 입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막의 제조와 특성평가

(경상대)윤준성, 손태양, 남상용*

수처리 시스템 기술 분과
MP-30 Pore Blocking Filtration 모델에 의한 자연대류 불안정 흐름의
막오염 제거 특성 해석

(충북대)김예지, 염경호*

분리막 신기술 분과
MP-31 막유화 다중에멀젼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카프로락톤(PCL)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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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지연주, 염경호*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포스터 (10:00~15:00)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기체분리막 분과
MP-32 PEMA-g-PPG 가지형 공중합체의 합성 및 에너지 절약 가스
분리의 응용

(연세대)이창수, 정정표, 임정엽,
김종학*

MP-33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정제용 기체분리막 개발

((주)앱스필)김광배, 지기용, 한동균,
천세원, 최종영, 백영진*

MP-34 Pebax/PEGDA 복합 막의 CO2/N2 분리

(상명대) 김선희, 홍세령, 이현경*

MP-35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한 폴리이미드 합성 및
기체투과특성 평가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MP-36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평가를 위한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 제조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MP-37 은나노입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의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
평가 및 설계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MP-38 COG 부생가스로부터 H2/CH4 분리회수를 위한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공창인, 박채영,
이종명, 문수영, 장봉준, 김정훈*
(연세대)공창인
(한양대)박채영

MP-39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막 제조

(한양대)신재은, 이슬기, 박호범*

MP-40 고순도 메탄 정제를 위한 분리막 공정

(한국화학연구원)성문숙, 공창인,
박보령, 김정훈*
(연세대)공창인

수처리 시스템 기술 분과
MP-41 UCST 특성을 가지는 sulfobetaine 구조의 유도용질

(동아대)주창하, 김태형, 강효*

MP-42 중금속 제거를 위한 상용 고분자 분리막

(한국원자력연구원)김형주*, 이근영,
서범경

MP-43 ZIF-8 입자 크기에 따른 나노 복합 역삼투막의 성능 연구

(한양대)오지연, 이태훈, 박호범*

MP-44 자유말단형 분리막이 적용된 MBR 하수재이용 시스템의 실증
운전 평가

((주)에코니티) 장정우*, 김병석, 김경일,
박민수

MP-45 NIPS 방법과 기능성 첨가제를 이용한 한외여과막의 표면개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창주, 안여진,
백경열*
(고려대)성창주, 안여진,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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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시스템 기술 분과
MP-46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블록 공중합체 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창주, 안여진,
장문정, 박상희, 백경열*
(고려대)성창주, 안여진, 이정현, 박상희

MP-47 적정법을 이용한 음전하성 멤브레인의 새로운 전기적 표면특성 (울산과학기술원)노호정, 조재원*
분석과 활용: 표면전하, pHpzc, pKa
환경 에너지 분과
MP-48 비행시간형 이차이온질량분석을 이용한 나노여과 폴리아마이드 (유니스트)전병문, 이형개, 권영남*
분리막 표면의 산 가수분해 분석
MP-49 디치오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 유도용질을 이용한 정삼투
적용

(한국화학연구원)이혜진, 최진일,
이덕로, 권세이, 김인철*

MP-50 바이오가스에서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고회수율로
정제 회수하는 다단 분리막 재순환 공정 설계

(한국화학연구원)공창인, 성문숙,
박보령, 김정훈*
(연세대)공창인

MP-51 Silicalite-PDMS 복합막을 이용한 아민 흡수법에서 이산화탄소
감압탈거

(한국화학연구원)공창인, 문수영,
장봉준, 김정훈*
(연세대)공창인

MP-52 Mocular dynamics를 이용한 이미다졸 그룹이 도입된
다른 세구조 PEEK 셀 모델링 연구

(경상대)한송이, 손태양, 남상용*

MP-53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용 sPPS/PVDF 블렌딩 막 성능평가

(전남대)정지현, 김보림, 정호영*

MP-54 PEGMA를 코모노머로 사용한 Pore-filled 폴리스티렌계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김성민, 문혜진,
김정훈, 장봉준*

MP-55 손상된 RO 여과막의 in-situ 힐링을 통한 막의 복원 연구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MP-56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물/메탄올 및 물/부탄올 혼합물의 (충남대)오웅진, 조철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웅진,
탈수를 위한 투과증발분리
문종호*, 여정구, 이정현
((주)파인텍)정재칠
MP-57 전기흡착탈이온공정용 양/음이온 교환 소재 합성 및
하이브리드 복합막 제조와 특성평가

(경상대)손태양, 윤준성, 남상용*

분리막 신기술 분과
MP-58 CO2 포집 특성 향상을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제조 기술
개발

(동국대)이홍주, 이성운, 박정훈*

MP-59 공기 내의 수분 제거를 위한 분리막 기공 구조 제어 기술개발

(동국대)이홍주, 박정훈*, 이승환,
박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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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도 측정 및 평가
α-Al2O3 중공사막 지지체 표면 특성에 따른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수소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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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신기술
9 16:24~16:26

MP-31

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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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강연1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Hannes Richter
(Fraunhofer I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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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강연 1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 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H. Richter1, U. Lubenau², P. Puhlfürß1, Ch. Pflieger1, M. Weyd1,
R. Mothes², D. Worch², I. Voigt1, A. Michaelis1
1

Fraunhofer Institute for Ceramic Technologies and Systems,
Hermsdorf, Germany
²DBI GUT GmbH, Leipzig, Germany

High membrane costs hinders large scale application of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 Preparation on elements of large specific membrane
area are a prospective strategy to overcome this problem.
NF membranes with a cut-off of 450 Da were produced for first time in a
163-channel tube geometry of 1.25 m². The membranes were successful
tested in drink water production and in treatment of produced water from
oil production.
Zeolite-NaA-membranes were prepared for the first time inside of 1.2 m
long tubes in four channel geometry of 0.9 m². Natural gas is dried by
stripping with triethylene glycol (TEG). TEG will be regenerated by distillation
at 190°C to 205°C. A pilot plant for TEG drying with Zeolite-NaAmembranes at 120°C for a capacity of 10.000 m³/h natural gas and is
running sinc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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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강연2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Udo Lubenau
(DBI Gas- und Umwelttechnik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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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강연 2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U. Lubenau
DBI GUT GmbH, Leipzig, Germany
Carbon membranes can be applied to several process steps in natural gas,
biogas or flue gas treatment. The significant more expensive inorganic
membranes must have a higher separ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olymeric membranes. Because of its resistance to solvents, pressure and
temperature inorganic membranes have a chance in the marketplace.
The

predominant

transport

mechanism

is

molecular sieving

(MSCM).

Graphitic carbon do have lattice plane distances in the range of small gas
molecules. Different steps in the production process allowed controlling the
size of pores. High separation factors in gas mixtures were achieved.
Reproducibility in the fabrication process is an unsolved problems. Carbon
membranes showed a robust performance also in presence of impurities like
H2O and H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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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청강연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최호상
(경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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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청강연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최호상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Hydrogen Production Systems through Water Hydrolysis
Ho-Sang CHOI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il University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소에너지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을 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는 전기분해, 광화학
적, 열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다. 물의 전기분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하여 수
소를 물로부터 직접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구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물의 전기분해 방법 중에서 알칼리 수전해는 오래전부터 알
려진 수소제조 방법으로 전해액으로 ∼30 wt%의 KOH수용액 또는 ∼20 wt%의
NaOH수용액을 사용하며, 셀은 수산화이온 (OH-) 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격
막,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전극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양.음이온교환막의 발
전과 더불어 전해효율이 60% 이상에 이를 만큼 분리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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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
(1MA-1~1MA-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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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1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humid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분리
김은주, 최정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Zeolite membrane-based carbon dioxide separations
under a humid feed condition
Eunjoo Kim and Jungkyu Choi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분자체(molecular sieve)로 알려진 제올라이트 분리막 중에 8-membered ring
(MR) 구조를 지닌 제올라이트를 연속적인 분리막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8
MR 구조 중에서도 DDR 유형의 제오라이트 기반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해
분자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리막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다른 분자 크기가 큰 질소나 메탄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로서 수분이 존재하는 feed 조건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분리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분리막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에
얻은 DDR 유형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 분리막의 이산화탄소
분리 능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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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2

MF 필터를 위한 저가의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의 최적화
송인혁1,2*, Syed Zaighum Abbas Bukhari2, 하장훈1, 이종만1
1

재료연구소(KIMS),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Optimization of cost-effective SiC based membrane for
microfiltration applications
In-Hyuck Song1,2*, Syed Zaighum Abbas Bukhari2,
Jang-Hoon Ha1, Jongman Lee1
1
2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Korea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Ceramic membranes can be applied under extreme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low pH,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In particular SiC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also has excellent properties related to
membrane performance. However, high processing temperature increases
cost of SiC products and thus limit’s its use.
In

this

study

oxidation

bonding

technique

was

used

to

fabricate

cost-effective SiC microfiltration membrane at low temperature. The oxidation
behavior at different thermal treatments was related with pore morphology
and

ultimately the membrane permeability.

We have found that the

membrane made by coating of oxidation bonded SiC layer over clay-bonded
SiC support, sintered at 1000-1100°C could make a defect-free microfiltration
membrane with pure water permeability above 700 LMH per bar. The
membrane has narrow pore size distribution with average pore size about
0.1 µm.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ﬁnancially by the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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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3

투과증발 연속운전을 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 평가
정재칠*, 김동현, 김현철, 육종묵, 노영석
(주)파인텍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eolite Membrane for
Pervaporation Aging Test
Jung Jae Chil*, Kim Dong Hyun, Kim Hyun Chul,
Yuk Jong Mook, Roh Young Seok
FINETECH.Co.,Ltd.
알루미나 튜브 지지체의 표면에 NaA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수열합성법으로 제
조하고, 이를 투과증발 공정에 사용하였다. 분리막의 제조에 사용된 지지체는
기공율 40%, 기공경 0.7 µm를 갖는 지지체를 사용하였으며, 수열합성법으로 제
조된 NaA제올라이트 분리막은 약 18 µm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분리막
은 단일 분리막 형태와 분리막 모듈로 구성하여 각각 투과증발 성능을 평가하
였으며, 단일 분리막은 10L Batch type반응기에서 투과증발 공정을 수행하고,
분리막 모듈은 1 ton Batch type 반응기에서 투과증발 공정을 수행하여 그 성
능을 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K1A3A1A489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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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4

직접 합성된 제올라이트 나노쉬트를 이용한 고선택성 MFI
분리막 제조
이평수1*, 박유인1, 전미영2, 김동훈2, Michael Tsapatsis2
1
2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 연구센터,

University of Minnesota, Chemical Engineering Dept.

Ultra-selective high-flux membranes from directly
synthesized zeolite nanosheets
Pyung Soo Lee1*, You-in Park1, Miyoung Jeon2,
Donghun Kim2, Michael Tsapatsis2
1
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Chemical Engineering Dept.

Until now, single MFI nanosheets have been prepared using a multi-step
approach based on the exfoliation of layered MFI, followed by centrifugation
to remove nonexfoliated particles. This top-down method is time-consuming,
costly and low-yield and it produces fragmented nanosheets with sub
micrometre lateral dimensions. Alternatively, direct (bottom-up) synthesis
could produce high-aspect-ratio zeolite nanosheets, with improved yield and
at lower cost. Here we use a nanocrystal-seeded growth method triggered
by a single rotational intergrowth to synthesize high-aspect-ratio MFI
nanosheets with a thickness of 5 nanometres (2.5 unit cells). These
high-aspect-ratio nanosheets allow the fabrication of thin and defect-free
coatings that effectively cover porous substrates. These coatings can be
intergrown to produce high-flux and ultra-selective MFI membranes that
compare favourably with other MFI membranes prepared from existing MFI
materials (such as exfoliated nanosheets or nano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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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
(1MC-1~1MC-5)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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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1

금속-유기 구조체 중공사막을 이용한 탄화수소 분리
고동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34141

Scalable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Hollow Fiber
Membranes for Hydrocarbon Separations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AIST
고기능성 소재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성능의 분리막이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 모듈로 통합 된다면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분리공정을 제
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유기 구조체 중에서도 제올라이트형 이미다
졸레이트 구조체 막을 이용한 가스상 탄화수소 분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올라
이트형 이미다졸레이트 구조체는 유연한 성질의 나노 사이즈의 동공을 이용한
고성능의 분자체로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계면 미세유체 막 공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기능성 소재도 스케일 가능한 막분리 플랫폼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미세동공 구조체 중공사
막을 이용한 부탄 이성질체 분리 및 에탄올, 프루푸랄 (furfural) 탈수 공정에 관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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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2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한 Cu(I) 함침 유무기 하이브리드
세공체 및 혼합기질막 개발
김아름, 윤정운, 김민준, 윤태웅, 정정표, 김종학, 배윤상*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Development of Cu(I)-loaded metal-organic frameworks and
mixed matrix membranes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Ah-Reum Kim, Jung Woon Yoon, Min June Kim, Tae-Ung Yoon,
Jung Pyo Jung, Jong Hak Kim, Youn-Sang Ba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올레핀/파라핀 분리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분리 이슈 중의 하
나이다. 흡착 및 막은 에너지 절약적 분리 기술이기에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
한 흡착 및 막 기술의 개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기 하
이브리드 세공체(metal-organic framework, MOF)의 기공 내부에 올레핀 분자와
π complexation이라는 특별한 인력을 지니는 Cu 1가 이온을 효율적이며 안정
적으로 함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Cu 1가 이온이 함침된 MOF를 고분
자 막과 결합하여 올레핀 선택 분리용 혼합기질막(mixed matric membranes)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음(융합연구단-14-1-K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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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3

다공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용 혼합기질막 제조
노동규1, 임정엽2, 김종학2
1

한국세라믹기술원 에코복합소재센터
2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Fabrication of Mixed Matrix Membranes with Porous
Nano-structures for CO2 capture
Dongkyu Roh1, Jungyeop Lim2, Jonghak Kim2
1

Eco-composite Materials Center,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The gas separation through membrane is considered as a promising
solu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level of atmosphere
attributed from CO2. The separation process of membrane allows low energy
requirement,
polymeric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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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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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ing of a polymer matrix and porous nano-filler, are considered to be
a promising solution to overcome the trade-offs in polymeric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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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4

연소후 배가스 처리를 위한 막공정기술 현황 및 전망
이정현, 문종호, 여정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Membrane Process
Technology for Flue Gas Treatment
Jung Hyun Lee, Jongho Moon, Jeong-gu Yeo*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CCS is not a recent issue. Efforts to reduce carbon dioxide since the
1990s have been around the world, and the carbon dioxide emitted from
post-combustion flue-gases is still enormous. Membrane technology also has
been widely considered as a good candidate to enrichment of CO2, but it
has not been verified about the remarkable advantages compare to the
other

technologies;

Numerous

such

membranes

for

as

amine
CO2

scrubbing

separation

or

with

physical
high

adsorption.

selectivity

and

permeance have been developed, but the membrane process for those
applications are much less. The industrial technology to concentrate and
store the carbon source has not been proved enough for its massive
emission and engineering issue. Moreover, membrane technology lacks
database for large scale processes. In this talk, the membrane process for
CCS industry will be introduced. The considerable factors for industrial
application of membrane technology will be also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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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소재 1MC-5

산업부생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메탄 분리회수용
막분리기술 연구동향
김정훈*, 장봉준, 문수영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 연구소 온실가스 분리회수 연구그룹

Membrane-based separation and recovery technologies of
methane and carbon dioxide from industrial waste gases
Jeong-Hoon Kim*, Bong Jun Chang, Su Young Moon
Greenhouse Gas Separation and Recovery Research Group, Carbon Resources
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로 전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게 되었다. 한국도 201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이 7억 톤을 기록
하였으며 BAU대비 37% (3.1억 톤)의 감축의무를 약속하고 있다. 국내외의 철강,
화학, 환경분야 및 천연가스전, 석탄전, 세일가스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산업부
생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탄소, 수소 등을 분리하여 탄소자원화
(carbon resources utilization)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소, 메탄 등의 신재생 에
너지를 확보하는 분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
한 부생가스들의 발생현황과 이들로부터 고순도의 이산화탄소 및 메탄을 분리
회수할 수 있는 막분리기술의 연구동향과 화학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기체분리막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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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소재 특성 (1MB)
(1MB-1~1MB-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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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소재 특성 1MB-1

연료전지차용 전해질막의 동력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압력인가 블리스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임윤재1, 김우영1, 이한종2, 라일채2, 이창현1*
1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330-714, 대한민국
2

CNL 에너지 133-865, 대한민국

Pressure-loaded blister hybrid system to evaluate the
dynamic mechanical strength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evaluation for fuel cell electric vehicles
Yoon Jae Lim1, Woo Young Kim1, Han Chong Lee2, Il Chae La2,
and Chang Hyun Lee1*
1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30-714,
Republic of Korea
2

CNL energy co,.ltd, Seoul 133-865, Republic of Korea
*chlee@dankook.ac.k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is one of key elements to determine
both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nd lifetimes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s
(FCEVs). PEM is exposed to a variety of dynamic stimuli (e.g., temperature,
humidity, pressure, fuel gases and so on) under their operation conditions
and meets unavoidable mechanical damages derived from unequal pressure
difference between anode and cathode feed gase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pproaches to evaluate the mechanical strength of PEM materials,
most of the trials could provide static information on their mechanical
strength. In this study, a pressure-loaded blister hybrid system connected
with gas chromatography was developed to disclose the efficacy of the
system as an evaluation tool of dynamic PEM strength under realistic FCEV
ope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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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소재 특성 1MB-2

동적전위차 측정을 이용한 멤브레인의 표면 특성평가
남상용*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Characterization of membrane surface using streaming
potential measurement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계면동전위(electrokinetic potential)로 불리는 제타전위(zeta potential)란 표면
전하적 특성을 정량화한 값으로, 전기동역학적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적 유동층을 통과하는 전위차를 말한다. 이러한 제타전위는 표면화학분야의 기
초, 응용적인 연구에서 중요하다. 제타전위는 용액 내에서 표면 전하 특성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계면동전위효과(electrokinetic
effects)를 이용한다. 현재 위 효과를 이용하여 제타전위 측정 기기로 측정이 쉽
게 가능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계면동전위의 원리, 측
정, 결과 등을 제시하면서 분리막 표면 특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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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소재 특성 1MB-3

기체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의 평가 기법
한상훈, 김세종, 정수정, 임민수, 고형철, 하성용*
㈜ 에어레인

Evaluation of polymeric membrane materials and
modules for gas separation
Sang Hoon Han, Sejong Kim, Sujung Jeong, Minsu Lim,
Hyungchul Koh, Seong Yong Ha*
Airrane Co. Ltd.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is one of the next generations’ gas
separation technology for various gas and chemical industries (e.g. air
separation,

H2,

CO2

separation,

separation,

etc).

Membrane

has

hydrocarbons,
the

advantages

and
of

fluorinated
i)

low

gas

energy

consumption without a phase change during the separation, ii) small
footprint and easy scale-up of membrane modules, and iii) clean process
without any emission of harmful byproducts. Membrane materials are mostly
composed of polymeric, inorganic and metallic materials whereas membrane
modules are fabricates as flat-sheet, plate-and-frame, spiral-wound and
hollow fibers. In this presentation, the evaluation method of membrane
materials and modules for gas separation ap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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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소재 특성 1MB-4

전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 특성 분석
박치훈*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과*

Characterization of polymeric membranes via computer
simulation
Chi Hoon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NTECH)*
고분자 분리막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의 종류에 따른 화학구조는 고분자 분
리막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고분자의 경우 다양
한 주쇄 구조 및 작용기 구조, 그리고 복잡한 구조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기존
의 실험적인 방법을 통한 분석으로는 정확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양자역학, 분자동역학 등 분자 전산모사 기술은 이러한 고분자의 내부
구조를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직접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메조스케일 전산모사 기술은 원자를 그룹화하여 하나의 구슬(bead)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분자 구조의 모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상분리 등의 특
성 분석에 효과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전산모사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의 특성 분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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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
(1MD-1~1MD-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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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1

제련공정에서 발생되는 희소금속 및 유가금속 회수용 내산,
내열성 분리막 소재 개발 및 회수공정 개발
박희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

Development of acid/heat resistant membrane material and
recovery system for rare metal reclamation from smelting
processes
Hee Min Park,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전기⋅전자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유가금속 및 희소금속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가금속들은 주로 제련산업 공정에서 다량 방출되며, 회수기술
부족으로 중화, 치환, 흡착을 통해 폐기되어 큰 비용으로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
에 분리막을 통한 유가금속회수 소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가금속
이 포함된 습식제련 공정 침출액(15% 황산 용액, 온도 60°C)은 다량의 다가이
온과 1가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별 분리가 가능해야 하며, 특히 구리
와 같은 2가 유가금속 분리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분리/농축을
위해 산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가 금속 배제율
98%, 유량 33GFD 성능을 1개월 이상 유지하는 나노분리막 제조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 Korea) [10050503,
Development of acid/heat resistant membrane material and recovery system
for rare metal reclamation from smel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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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2

강산 조건하에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취약성 연구
권영남1,*, 전병문1, 김수환2, 곽상규2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1,*,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소속기관2

Study on unstability of polyamide membranes
under strong acid condition
Young-Nam Kwon1,*, Byung-Moon Jun1, Su Hwan Kim2, Sang Kyu Kwak2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ST, Ulsan,
Republic of Korea1,*
School of Energy and Chemical Engineerging, UNIST, Ulsan,
Republic of Korea2
본 연구에서는 Piperazine (NE70) 및 m-phenylene diamine (NE90) 기반의 나
노여과 분리막의 강산 용액에 대한 취약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15 wt% 황산 수
용액에 각 분리막을 노출 시킨 후, 물리화학적 특성 및 투과특성 변화를 다양한
분석 툴을 활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분리막의 아마이드 기가 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열역학점 관점 (활성화 에너지 및 twist angle) 에서 살펴보았
다. 반응 결정 단계에서의 activation energy 차이 및 amide의 공명 정도를 나
타내는 twist angle 값을 통해 piperazine (NE70) 기반 분리막이 상대적으로 내
산성이 취약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36 -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3

내산성 나노분리막 제조 및 투과 특성
홍성표, 정용두, 신홍섭
도레이케미칼

Acid resistant nanofiltration membrane manufacturing and
permeation characteristics
Sung-Pyo Hong, Yong-Doo Jung, Hong-Sub Shin
Toray Chemical Co, Ltd
Nanofiltration Membranes (NF) contain nanometer pores to selectively
separate divalent ions and organic species from water. These membranes are
most often made of polymeric thin films and are used in water softening
applications to remove scale forming ions. NF membranes which can survive
in harsh conditions such as acidic environments have drawn interests in the
industry. Acid resistant nanofiltration membrane (ARM) was fabricated using
interfacial polymerization reaction of a specially formulated monomers on a
support layer. ARM showed durability in acidic environments. As compared
to NE40, ARM showed little change in flux and divalent ion rejection after
being exposed to 15% sulfuric acid solution for 30 days. The ARM showed
stable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regular NF membranes, losing both
flux and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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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D-4

방향족 단량체를 이용한 내산성 나노복합막의 제조
김인철*, 권세이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of thin film composite nanofiltration membrane
with good acid resistance
In-Chul Kim*, Se-I Kw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수용액과 유기용액에 방향족 단량체를 사용하여 계면중합을 통하여 폴리아미
드 나노여과막을 제조하고 황산내구성, 내열성 실제 제련액 투과물성을 평가하
였다. 수용액에 지방족 디아민을 사용한 나노여과막에 비해서 방향족 디아민을
사용한 경우에 내산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방향족 단량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1
가 이온 제거율 낮추기 위하여 첨가제 사용하였다. 내열성은 실제 제련액의 경
우는 2가 이상의 이온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하였고 1가 이온 및 황산의 경우
에는 투과수로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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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
(2MA-1~2MA-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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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1

등가회로모델을 이용한 역전기투석 스택전지의
성능에 대한 수치모사
류원선*, 유진수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Numerical Simul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verse Electrodialysis Stack Cells Based on Equivalent
Circuit Model
Won Sun Ryoo*, Jin su Yoo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역전기투석전지는 염수-기수의 농도차이를 원동력으로 이온교환막의 선택성
에 의해 양이온과 음이온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이상
적인 이온교환막의 경우 35 g/L과 0.5 g/L 농도의 염수와 기수를 흘려 보냈을
때, 약 0.1 V의 전압 출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역전기투석 스택전지의 출
력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막저항, 염수와 기수의 전기전도도, 막 이동수,
막 면적, 유로 두께 및 메쉬의 개방면적비, 스택수 등을 고려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스택전지 내 유로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 및 내부저항을 고려한 등
가회로모델을 수립하였고, 상용 이온교환막으로 제작된 스택전지 실험결과로부
터 개방전압, 단락전류밀도, 최대전력밀도와 같은 중요 전지특성에 대하여 수치
모사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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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2

이온 전도성 전극을 위한 이온교환 소재
박진수
상명대학교 공과대학 그린화학공학과

Ion-Exchangeable Materials for Ion Conducting Electrodes
Jin-Soo Park
Department of Green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The reactions at triple phase boundary are unique to be found in fuel
cells, which infer that focal points where ion exchangeable polymer to
conduct water hydrated ions, electronic conductor

to conduct electron and

gases in pores of electrodes meet simultaneously allows complete full fuel
cell reactions. Ion exchangeable polymer dispersed in solvents could be only
introduced in catalyst ink due to difficulty in forming nano-scale body. Thus,
new dispersion techniques for ion exchangeable polymers is necessarily
developed.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granted
financial resource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Republic of
Korea (No. 20173010032100).

- 42 -

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3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용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개발
이장용*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ion exchange
membranes for use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Jang Yong LEE*
Center for Membran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Recently, the most commonly used membrane in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is hydrocarbon-based cation exchange membrane. However,
hydrophilic blocks or hydrophilic moietie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ain
reason

on

degradation

of

hydrocarbon-based

ionomers,

while

the

significance of hydrophobic moiety has been neglected in ionomers.
Herein, the poly(p-phenylene)s-based cation conducting polymeric membrane
materials

with

different

hydrophobic

block

structure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Ni(0)-catalyzed coupling polymerization for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hydrophobic block structure on durability of membrane in
VR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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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4

VRFB 적용을 위한 고내구성 유-무기 고분자 복합막
K. Dhanabalan, 정호영*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Prepar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s
with High Stability for VRFB
K. Dhanabalan, Ho-Young Jung*
Dept. of Environment Energy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An advanced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 is investigated to
enhance

mechanical and chemical stability of membrane for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In order to improve chemical and mechanical
stability of membrane, organic polymer is composed with inorganic material
for VRFB. The inorganic material can be used as anti-oxidant for improving
membrane chemical stability during long-term operation of VRFB. However,
higher concentration of inorganic particles increased the hydrophobicity
which may make membranes brittle. Therefore, the optimization of inorganic
materials in polymer membrane is carried out for the application VR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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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2MC-1~2MC-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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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1

다중 미소에너지 추출을 위한 바이러스 복합분리막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irus thin film composite membrane to extract low-grade
multi-energy
Chul Ho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Living organisms are based on the mass flux that induces various
biological reactions using nanosized asymmetric ion channels as highly
selectivity. However, it is the aggressive challenge to use these channels for
artificial

membranes

because

these

are

fragile

and

susceptible

to

deterioration under pH, temperature, mechanical stress, etc. This study, for
the

first

composite

time,

synthesized

membrane.

This

a

virus

nanochannel-embedded

membrane

shows

the

extremely

thin

film

high

ion

selectively as well as low resistance. This property can be used to extract
various

multi-energies,

for

example,

external

pressure,

water

dropping,

temperature difference, etc. This electricity results from the entropy gradient
between membrane like electric 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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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2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회수를 위한
Pd/Ru 복합 분리막
황인혁1, 이상문2, 김성수2,*
1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과, 2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Palladium/ruthenium composite membrane for hydrogen
separation from the off-gas of solar cell production
In-Hyuck Hwang1, Sang Moon Lee2, Sung Su Kim2,*
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96 San, Iui-dong, Youngtong-ku, Suwon-si, Gyeonggi-do
16227,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94 San, Iui-dong, Youngtong-ku, Suwon-si, Gyeonggi-do 16227,
Republic of Korea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palladium-ruthenium composite membranes to
the

separation

of

hydrogen

from

chlorosilane

gases

in

silicon-based

industries was investigated. Ru/Pd/Al2O3/PSS membranes were prepared by
electroless plating. Hydrogen permeation tests and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addition of a Ru over layer on Pd
changed the hydrogen adsorption characteristics, resulting in improved
stability

of

the

membrane

at

low

temperatures.

The

Ru/Pd/Al2O3/PSS

composite membrane had a stable hydrogen permeation flux of 1.8 m3m-2h-1
over a period of 1,200 h at 180°C without suffering hydrogen embrittlement.
After

exposure to

impurities such as HCl and

SiHCl3,

the

hydrogen

permeation flux of the Ru/Pd/Al2O3/PSS composite membrane was stable
over a period of 9h with feed pressure of 2.0 bar at 2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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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3

이산화탄소 내성이 있는 산소 연소용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정창훈1, 김종표1, 채진웅2, 박정훈2,*
1

㈜에체, 2동국대학교

CO2 Tolerance 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ing
Membranes for Oxy Fuel Combustion
Chang Hoon Jeong1, Jong Pyo Kim1, Jin Woong Chea2, Jung Hoon Park2,*
1

Environment Circulation Energy Co., Ltd., 2Dongguk University

심냉법을 이용한 산소 제조 기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에너
지 효율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온전도성 분리막을 이용한 산
소 제조 기술이 효율적으로 산소를 제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온전도성 분리막을 산소 연소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소투과능과 이
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필요하다. Ba0.5Sr0.5Co0.8Fe0.2O3-δ와 같이 기존에 잘 알려
진 조성의 분리막은 높은 산소 투과성능을 나타내지만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
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내성을 가지는
Sm0.3Sr0.7Cu0.2Fe0.8O3-δ과 Ce0.8Sm0.2O2-δ으로 이상 분리막(dual phase)을 제조하였
다. 제조된 분리막의 특성을 분석하고, 헬륨 및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산소투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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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4

바이젤(이중 연속상 유화제형) 중공사막의 제조와
물/기름 에멀젼 분리
전하림1, 김종학2*
1

LG 화학 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Bijel (Bicontinuous Interfacially Jammed EmuLsion) derived
hollow fiber membranes via microfluidic spinning for
separation of oil-in-water emulsion
Harim Jeon1, Jong Hak Kim2*
1

LG Chem,

2

Biomoleclar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Yonsei Univeristy

‘용매 이동 유도 상분리‘라는 신 기법을 이용하여 바이젤 중공사막을 개발했
고 이를 물/기름 에멀젼 분리에 적용하였다. 바이젤막은 미세유체장치를 이용한
방사법을 통해 제조되며, 제조액으로는 실리카 나노입자가 분산된 삼성분계 혼
합액 (물/가교 가능한 단량체/ 에탄올)을 사용한다. 실리카 나노 입자의 양, 입자
표면을 개질하는 계면활성제의 양에 따라 표면층의 기공 크기 및 하부 층의 구
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바이젤 막의 장점은 후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막
표면 전체를 실리카 입자 층으로 덮어 anti-fouling 효과를 보유한다는 점이다.
물/기름 에멀젼에서 순수 물을 얻는 정밀여과에 적용하였으며, 상용 폴리설폰
중공사막보다 우수한 oil rejection 및 투과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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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
(2MB-1~2MB-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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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1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 제거를 위한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
김인철*, 안은숙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of the polar membrane to remove soft
particles in a photo-resist solution
In-Chul Kim*, Eun-Sook Ah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포토리소그래피는 웨이퍼 위에 선폭 10나노 이하의 패턴을 올리는 반도체 제
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며 선폭을 줄이고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photo-resist 용
액 제조 및 정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고 soft particle 정
제를 위한 공정을 시도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필터는 soft particle 정제
기술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위에 아라미드 고분자
를 함침하여 soft particle 정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팔라듐 나노입자를 합
성하여 투과 특성에 사용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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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2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리막 내구성과 저 에너지
장재영*
(주)퓨어엔비텍*

The New Paradigm of Membrane
High Durability and Low Energy Consumption
Jang Jae Young*
Pure Envitech Co., Ltd.*
분리막은 최초 개발 이후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
어 왔으며 그 과정 중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의해 상업적 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Roeb & Sourirajan의 비대칭막 개발 및 Cadotte의 복합막 개발, Yamamoto
의 침지막의 개발은 기존 분리막의 틀을 넘어서 상업적 적용과 대량생산을 가
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분리막 시장은 분리막에 소모품의 개념을 넘어 내구재의 특성을 요구하
고 있으며, 생산기술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NIPS와 TIPS개념을 넘어
다양한 융합기술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막의 안정성과 중공사의 집적도를 갖으며, 세라믹막의 내구성
과 안정성을 대체함과 동시에 고분자막의 장점을 잃지 않는 플라워 & 클로버
멤브레인의 개발을 통해 분리막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자 한다.
플라워 멤브레인은 융합생산기술을 통해 MF/UF/PV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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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3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공정의 멤브레인 기술
김용범, 한동균, 최종영
앱스필 기술연구소

Membrane Technology for Ultra-Pure Water Process in
Semiconductor Industry
Yong-Beom Kim, Dong-Gyun Han, Jong-Young Choi
ABSFIL R&D Center
반도체용 초순수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있다. 정밀여과막, 한외여과막, 역삼투막, 탈기막, 이온교환막, 최종생산수용 한외
여과막 등이 있다. 멤브레인기술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성능과 운
전의 용이함과 설치면적의 최소화 등 부수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멤브레인은 주로 외산기술이 점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화를 위해 설계공정과 일부 멤브레인 기자재 개발을 진행하
였다. 기자재 개발품의 실증을 위해 실증파일럿플랜트에 적용하여 국/외산 성능
비교와 운전방법에 따른 성능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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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2MB-4

효성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현황 및 적용
신동호, 이정재, 모치준, 홍현표, 임성한*
효성기술원 기능성재료연구그룹

HYOSUNG membrane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and
it's applications
Dong Ho Shin. Jeong Jae Lee, Chi Jun Mo,
Hong Hyung Pyo, Seong Han Lim*
Hyosung Co. R&DB. Labs., Functional Materials Research Group
(주)효성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분리막 소재 및 제막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오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로 PVDF 소재의 평막, 침지형 및 가압형 MF/UF
중공사막 및 모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이를 실제현장에 적용하여 저비용
고성능 고효율의 모듈운전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차세대 분리막으로써
Acetylated MeCellouse (AMC)와 PolyOlefinKetone (POK) 소재를 사용한 수처리
용 분리막을 연구하여 고투수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새로운 분리막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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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2MD)
(2MD-1~2MD-4)

(B 강연장)

- 57 -

물-에너지 2MD-1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공정의
장기 운전 평가
이한샘, 장하영, 김영오*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물환경연구팀

Evaluation of a long-term operation for anaerobic
digestion coupled with UF membrane in
food waste biogas plant
Hansaem Lee, Hayoung Jang, Young O Kim*
R&D Division, Hyundai E&C Co.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및 상용급 규모에서 UF 분리막을 결합한 혐기성 소화
공정을 장기간 운영하여 분리막의 성능, 소화효율,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수질
등의 다양한 인자를 도출하였다. 파일럿 규모에서 막의 투과 플럭스는 15∼20
LMH, 막간 차압은 1∼3 kgf/cm2로 운전되었다. 유입수의 TCOD 와 SCOD 는 각
각 113 g/L, 62 g/L 이었고, 유출수의 TCOD 와 SCOD는 UF 공정 이후 제거효
율이 93% 및 86% 로 나타났다. 상용급 규모의 운전 결과, 분리막의 투과 플럭
스는 12∼15 LMH로 나타났다. 유입수의 CODcr, TS, VS는 각각 236 g/L, 62.5
g/L, 50.2 g/L였으며, 농축여과분리막을 통과 후 제거율은 각각 99%, 94% 및
98%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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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2MD-2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혐기성 MBR 기술
Hien Thi Nguyen1, 박찬혁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

A New Approach to 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Treatment using Silicon Carbide Ceramic Membranes
Hien Thi Nguyen1, Chanhyuk Park1*
1*

Center for Water Researc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 세라믹 멤브레인은 알루미나 원료의 세라믹 멤
브레인보다 높은 친수성을 나타내어 동일한 압력 하에 높은 수투과도 유지가 가
능하다. 이러한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혐기성 생물막 반응조(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AnMBR)에 설치하여 고농도의 생물반응조 운전에도 불
구하고 낮고 안정된 운전압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막오염 현상의 획기적인
저감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수와 음폐수를 혼합 처리함에 있어서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AnMBR의 운전결과를 알루미나 세라믹 멤
브레인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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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2MD-3

삼중항 소멸기반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의 원리와 에너지
활용기술에의 적용
김재혁*
부산대학교 환경공학전공*

Triplet-triplet Annihilation-based Upconvers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to Energy Engineering
Jae-Hyuk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광에너지 상향 전환 기술(이하 Upconversion, UC)은, ‘낮은 에너지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광자를

이용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하나의

광자를

생산해내는 기술’로 비전통적인 광에너지 전환기술의 하나이다. UC 는 광자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광학기반 기기(예 : 태양전지)의 광감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Bioimaging 이나
광학센서 등에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발표에서는 삼중항 소멸에
기반한

UC

기술의

기본원리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개발

단계와

차기

환경-에너지 공학에의 응용가능분야를 살펴본다. 또한 실제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다양한 UC 물질의 제조법을 소개하고, Sub-bandgap 에너지의 광자
조사시 UC 에 의해 광촉매가 광활성화된 연구결과와 이외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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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2MD-4

혐기성유동상 MBR의 유동메디아 비교연구
김정환*, 박은영, 무하마드 아슬람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Comparative Study on Fluidized Media in
Anaerobic Fluidized MBR
Jeonghwan Kim. Enyoung Park and Muhammad Asla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평관형 알루미나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실험실 규모의 단독 혐기성 유동
상 멤브레인 생물반응기에서 알루미나 세라믹막과 비흡착성 PET구형입자를 유
동메디아로 적용하여 평균 유입 COD 250 mg/L를 포함하는 합성폐수를 적용하
여 상온에서 유기물 제거효율과 파울링 현상을 관찰하였다. 약 250일 연속운전
에서 약 10 L/m2.hr 투과플럭스가 달성되었다. 운전기간 동안 약 80% COD 제
거율을 나타내었고 0.075 kWh/m3 운전에너지가 요구되었고 이는 생산되는 메
탄발생 전기에너지의 약 30%에 해당되었다. 실험결과는 GAC를 유동메디아로
사용한 동일 반응기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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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MO-13)
11월 1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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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

URFC용 고내구성 유-무기 복합고분자 막의 제조
K. Dhanabalan, 정호영*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Preparation of Organic -Inorganic Polymer Composite
Membran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K. Dhanabalan, Ho-Young Jung*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An

advanced

organic-inorganic

polymer

composite

membranes

are

synthesized to enhance chemical stability for the application of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URFCs).

In order to improve chemical stability of

polymer membrane, organic polymer is composed with inorganic materials
for long-term operation of URFC. By addition of inorganic polymer, chemical
stability of polymer membrane has highly increased. However, higher
concentration of inorganic particles may lead to brittleness in polymer
membrane. Therefore, the optimization of inorganic materials in polymer
membrane is a crucial for the preparation of polymer membrane with high
chemical stability in URFC.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ngho@chonnam.ac.kr, Tel: +82-62-53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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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2

Separation of azeotropic Acetonitrile/water mixture by
pervaporation technique through polymeric blend
membrane
Shivshankar Chaudhari1, YongSung Kwon1, ChiYoung Park1, MyungJun Moon1,
MinYoung Shon1,*, SeungEun Nam2, YouIn Park2
1

Department of Industrial Chemi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

Center for membran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Blended membranes of hydrophilic polymers poly (vinyl alcohol) (PVA) and
poly(vinyl amine) (PVAm) were prepared and crosslinked with glutaraldehyde.
The characterization of membranes were done by using FTIR, XRD, DSC,
SEM and swelling study. MB1.5 membrane was the best one in all since it
exhibited higher separation index. By using blend membrane (MB1.5), the
flux through a 65-mm film increased from 0.01 to 0.47 kg/m2h at an
acetonitrile/water feed ratio between 20/80 and 5/95 w/w at 30°C while
separation factor increased from the 5055 to 100.84 attributed to the higher
hydrophilicity of blend membranes. On comparison of pervaporation data
with water-acetonitrile vapor-liquid equilibrium data it was observed that the
membrane acted as third phase to effectively break the azeotr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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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3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의 가교결합
김미양1, 김광제2*, 소원욱2, 강경석1
(주)시온텍1, 한국화학연구원2*

Cross-linking of anion exchange membrane based on
polyphenylene oxide
Mi Yang Kim1. Kwang Je Kim2*, Won Wook So2, Kyeong Suk Kang1
SionTech Co.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2*
음이온 교환막은 전기투석, 전기흡착식 탈염(capacitive deionization), 연료전
지 등에서 탈염과 전기 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가교되어 있지 않은 음
이온 교환막은 물이나 유기용매에 대해 취약하거나 내구성이 약해서 장기간 사
용해야 하는 경우 멤브레인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
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과 가교제의 종류와 실험 조건에 따라 가교하
고 가교된 멤브레인의 물성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교제의 종류로는 BADGE,
m-PDA, HMDA를 사용하였다. 가교제 함량에 따른 유기용매 용해 여부와 IR 특
성 피크 변화를 조사하였다. 가교결합 반응속도는 HMDA>m-PDA>BADGE 가교
제 순으로 빨랐다. 가교 전후의 이온교환용량, 함수율 등을 측정하고 비교하였
다. 가교된 음이온 교환막의 내화학성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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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4

광가교를 통해 재생가능한 내오염성 분리막
윤태선, 곽승엽*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Regenerable antifouling Membrane with
Photo-dynamic Cross-linked Layer
Taeseon Yun, and Seung-Yeop Kwak*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4, Korea
We developed a regenerable antifouling membrane using photo-dynamic
reversible

cross-linking.

We

modified

a

branched

polymer

with

photo-responsive group, and coated it to a membrane by dip-coating
method. The combined results of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easurements
clearly revealed that the modified polymer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and
coated to the membrane by photo-dynamic reversible cross-linking. As
expected, the modified film could be detached by UV irradiation. In
addition, the photo-reversible membrane surface was recovered decreased
water flux by photo-induced regen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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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5

내산, 내열성이 우수한 나노복합막 제조 및 특성평가
박희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nhanced acid/heat
resistant nanofiltration composite membrane
Hee Min Park,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습식제련 공정 침출액은 다양한 유가금속 및 희소금속을 함유하고 있지만, 회
수기술 부족으로 중화, 치환, 흡착을 통해 폐기되고 있다. 폐산 용액에 존재하는
금속들을 경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막분리 공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산/내열성이 우수한 나노복합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나
노복합막은 polysulfone(PSf) 위에 지방족 아민과 아실클로라이드(acyl chloride)
를 계면중합하여 제조하였다. 내산성 평가는 15 wt% 황산 용액에 일별 노출한
후 75psi 압력 하에서 cross-flow 방식으로 투과수량 및 이온 제거율을 측정하
였다. 내열성 평가는 운전 온도 60°C에서 투과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조막의 특
성은 FTIR, XPS, FE-SEM 등의 분석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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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6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SM-5 zeolite
composite membranes for Acetic Acid Dehydration
Aafaq ur Rehman,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ZSM-5 zeolite membranes can be tuned for hydrophilicity with varied Si/Al
ratio

allowing

dehydration

of

various

organic-water

mixtures.

α-Al2O3

supports were dip coated by silicalite-1 seed particles, dried (180°C for 12h)
and calcined (450°C for 5h) for the secondary growth process. Hydrothermal
synthesis of ZSM-5 zeolite membranes was carried out at 180 °C for 48 h.
SEM and XRD results indicate excellent crystal morphology with high purity
and

preferred

orientation.

Prepared

membranes

showed

a

maximum

perm-selectivity of 24 at 30°C for H2/SF6 separation. At that condition, H2
and SF6 permeance was 212 and 9 GPU,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
permeance was higher at low Si/Al ratios, so it is expected that prepared
membrane can be applicable for acetic acid de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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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hase-purity
hydroxy-sodalite zeolite particles
Devi Priyanka Arepalli,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Hydroxy sodalite (HS) is reported as high-temperature water separating
zeolite membrane because of its small β-cage structure (pore size=2.8Å). HS
zeolite

particles

were

synthesized

using

various

experimental

set-ups

including water bath, oil bath, refluxing and hydrothermal method using a
gel

composition

of

5SiO2:1Al2O3:50Na2O:1000H2O.

The

morphology,

crystallinity and purity of HS particles by changing silica source, temperature
and synthesis time were studied. The product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Particle sizes were
increased with increase of temperature (90 °C - 180 °C) and time (2 – 24
h). Pure HS particles were obtained by using conventional hydrothermal
synthesis at 120°C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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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8

양친성 고분자막의 금속 산화물 전구체 처리 및 그 영향
박민수, 김진규, 박병주, 김종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ffects and Treatment of a Metal Oxide Precursor on
Amphiphilic Copolymer Membranes
Min Su Park, Jin Kyu Kim, Byeong Ju Park,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Republic of Korea
PVC-g-POEM graft copolymer

was synthesized

for

ultrafiltration

(UF)

membrane area and the effect of TTIP on the membranes was also explored
via phase separation. Characterization was explored by FT-IR,

1

H-NMR and

FE-SEM and measured by cross-flow system. The interaction between
copolymer and TTIP enhanced the water permeance because of increased
surface pore size and porosity. Phase inversion process in 80 oC water bath
resulted in decreased water permeance owing to the increased top selective
layer, but increased BSA rejection. However, TTIP-treated membrane with 80
o

C inversion showed decreased BSA rejection owing to TTIP dissolution in

hot water. TTIP treatment and 80 oC inversion resulted in highly enhanced
antifouling

property.

The

best

performance

exhibited

338

permeance, 89.4% BSA rejection, and 91.9% flux ratio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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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9

세공충진 이온교환막의 개발 및 전기화학적 응용
김도형, 최영은, 강문성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Development and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of pore-filled
ion-exchange membranes
Do-Hyeong Kim, Young-Eun Choi, Moon-Sung Kang
Department of Green Chemical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Ion-exchange membranes which consist of polymer backbones attached
with fixed charge groups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electrochemical
water

treatment

and

energy

processes.

A

pore-filled

ion-exchange

membranes (PFIEMs), composed of an inert and tough porous substrate and
an ionomer that fills the pores, is considered as a promising candidate for
various commercial applications because they can be manufactured via a
cheap process and also provide both high ion conductivity and excellent
mechanical
development

properties.
of

high

We

will

introduce

performance

PFIEMs

the
for

recent
various

results

on

the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such as direct fuel alkaline fuel cells, reverse electrodialysis, and
capacitive deionization etc. (Acknowledgements: NRF-2015H1C1A1034436 and
MOTIE-100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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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0

이미다졸륨을 포함한 다양한 PEEK계 고분자를 이용한
기체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손태양1, 한송이1, Elena Tocci2, 김태현3, 남상용1,*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ITM-CNR
인천대학교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various PEEK based
polymer containing imidazolium for gas separation
Tae Yang Son1, Song I Han1, Elena Tocci2, Tae Hyun Kim3, Sang Yong Nam1,*
1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2

Research Institute for Membrane Technology ITM-CNR, University of
Calabria, Via P. Bucci, 17/C, 87030, Rende (CS), Italy

3

Organic Material Synthesis Laboratory,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22012, Korea
*

walden@gnu.ac.kr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막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분자막을 이용한 기체분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
고 있는 분야로써 시장 규모 및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모노머를 사용하여 poly(ether ether ketone)를 합성 후, 이미다졸륨 그룹
을 도입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의 특성평가
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타임렉 방법을 이용하여 기체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리고 동일고분자를 분자동역학시뮬레이션(Molecular dynamics simulation)의
COMPASS force field로 계산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자동역학시뮬레이
션 계산값과 실험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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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1

정삼투 공정 스케일 업 설계를 위한
정삼투 모듈 성능 분석
이승윤, 김유창
한국기계연구원

Performance Analysis of Forward Osmosis Module for
Scale-up Design
Sungyun Lee*, Yu Chang Kim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최근 정삼투 기술 연구는 정삼투막 물질이동, 다양한 분야 적용과 관련된 연
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정삼투 공정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정설계와 관련 된 파
일럿 규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판형 정삼투 모듈을
이용하여 운전조건(유도용액 및 유입수 유량과 농도, 모듈 개수)에 따른 모듈 성
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삼투 공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
렬로 연결된 평막 모듈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압력이 증가하였으나, 나권
형 모듈에 비해 압력 증가량이 낮아 평막 모듈 형태가 정삼투 공정 스케일 업
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유입수 유량대비 막면적은 삼투압차를 근거로 예측한
회수율을 얻는 주요 인자임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삼투 공정설계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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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2

연소 후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포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
실리카 DDR 제올라이트 분리막
정양환1, 최정규1,*
1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841)

An Oriented & Siliceous Deca-Dodecasil 3R (DDR) Zeolite
Membrane for Effective Post-Combustion Carbon Capture
Yanghwan Jeong1, Jungkyu Choi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lul 02841, Republic of Korea
An all-silica deca-dodecasil 3R (Si-DDR) zeolite with a pore size of
0.36*0.44 nm2 is highly desirable for membrane-based separation of CO2
from N2, which critical in the post-combustion carbon capture process, via
molecular recognition of their slight size difference. For the first time, we
acquired h0h-oriented, hydrophobic DDR zeolite films through epitaxial
growth

of

a

DDR

seed

layer

with

a

structure

directing

agent

of

methyltropinium iodide. The degree of the out-of-plane orientation and
inter-growth was increased with the secondary growth time, while reducing
the

defects

that

provide

non-selective

pathways.

The

resulting

DDR

membrane showed a CO2/N2 separation factor (SF) as high as 11.9 at 50°C
under dry conditions. More desirably, it could achieve a much enhanced
CO2/N2 SF of up to 15.9 at 50°C in the presence of H2O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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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3

형광 공초점 광학 현미경을 통한 MFI 분리막 내 결함 구조의
3차원적인 정량화
홍성원,1 최정규1,*
1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841)

Quantification of 3-Dimensional Defects Structure in MFI
Membranes by Fluorescence Confocal Optical Microscopy
Sungwon Hong,1 and Jungkyu Choi1,

*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Defects of zeolite membranes often lower their separation performance.
Thus, the investigation of the defects is highly critical in achieving high
separation

performance.

While

general

characterization

methods

(e.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hat examine the membrane surface
cannot detect defects, the FCOM measurement is able to identify the
defective structure inside the zeolite membrane using dye molecules of
appropriate size [1]. In this work, various dyeing conditions (times and
concentrations) were applied to a MFI zeolite membrane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defective structure. Furthermore, the quantitative analysis is
practiced to measure the defects in numerical form.
References
[1] G. Bonila et al., J. Membr. Sci. 182 (2001), 103-109

- 77 -

포스터 발표
(MP-1∼M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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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

투과증발 기술에서 PVA가교 분리막을 이용한 초산 수용액
혼합물의 분리
권용성1, Shivshankar chaudhari1, 박치영1, 문명준1,
손민영1, 남승은2, 박유인2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2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1

Separation of Acetic acid aqueous mixture using
cross-linked PVA membrane by pervaporation technique
YongSung Kwon1, Shivshankar Chaudhari1, ChiYoung Park1,
MyoungJun Moon1, MinYoung Shon1*, SeungEun Nam2, YouIn Park2
1

Department of Industrial Chemi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

Center for membran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The hollow fiber composite membrane used in pervaporation test was
prepared by dip coating method on the Polyether Sulfone hollow fiber
using tartaric acid added PVA solution. And each membrane solution
contains H2SO4 as acid catalyst for esterification reaction between PVA and
TA. Also, to increase coating uniformity, specific amount of SDS(sodium
dodecyl sulfate) was contained. Prepared membrane was characterized by IR
spectroscopy, swelling to observe cross-linking degree of PVA and Tartaric
acid then, finally used in pervaporation test. The pervaporation test was
mainly studied about effect of catalyst amount in the membrane solution
and the test was performed until pervaporation value conv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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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

보론 제거를 위한 역삼투막 제조기술
이덕로1,2, 이혜진1, 권세이1, 안은숙1, 김인철1*, 김종학2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Preparation of reverse osmosis membrane for
boron removal
Deok-Ro Lee1,2, Hye-Jin Lee1, Se-i Kwon1, Eun-Sook Ahn1, In-Chul Kim1*,
Jong-Hak Kim2
Advanced Green Chemical Materials Division Center for Membran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2
역삼투 공정은 에너지 효율의 증가로 해수담수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
정이다. 보론은 해수에서 대개 4∼5 mg/L의 농도로 존재하며, pH 8.2에서
B(OH)3로 76%, B(OH)4-로 12%, 나머지 11%는 복합체와 금속 이온을 이룬 구조
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역삼투 후에도 보론 한계기준보다 높은
수치로 남아 있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methyl-D-glucamine (NMDG)이 포함된 첨가제를 이용하여 역삼투막을 제조
하였으며, 제조된 막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부 플랜트 연구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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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제지공정 폐수 내
금속이온 제거 연구
신민창, 채진웅, 정성식,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Removal of Metal Ion in Pulp Process Wastewater by
Using Ceramic Membrane
Min Chang Shin, Jin Woong Chae, Seong Sik Jung , Jung Hoon Park*
Department of biochemical &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Seoul 04620, Korea
제지공정 폐수 내에 포함된 리그닌을 재사용하기 위해 같이 포함되어있는 금
속이온을 줄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하여 제지공정 폐수
내의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리막은

DMAc 용매에 PESf

고분자를 용해시킨 뒤 α-Alumina 분말을 넣고 PVP 분산제를 첨가하여 평판형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FE-SEM으로 분리막의 단면과 표면을 관찰하고 CFP
(Capillary Flow Porometer)장치를 통해 기공크기를 측정하였다. 분리막을 이용
한 금속이온제거 실험을 한 뒤 실험 전, 후의 폐수를 ICP-MS분석을 통해 금속
이온량을 측정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
술개발사업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 83 -

포스터 발표 MP-4

다양한 고분자를 활용한 clay 나노섬유 복합막의 제조 및
특성 분석
박예지¹, 장원기¹, 윤재한¹, 이정훈¹, 김준현², 변홍식¹*
¹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²일리노이주립대학교 화학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lay nanofiber
composite membranes using various polymers
Yeji park¹, Wongi Jang¹, Jaehan Yun¹, Jeonghun Lee¹,
Jun-Hyun Kim², Hongsik Byun¹*
¹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emistry, Illinois State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해 다양한 고분자에 nanofiller인 clay를 복
합시켜 나노섬유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나노섬유에 clay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인 나노섬유가 가지는 취약한 물리적 특성을 증가시키고 수처리 막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분자의 친⋅소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고분자와
clay간의 interaction을 고찰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clay를 활용한 나노섬유 복합막의 제조 및 나노섬유의 특성 보완 연구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No.
C0444371)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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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

그래핀 함량에 따른 고분자 나노섬유막의 물리적 특성 변화
이정훈¹, 장원기¹, 윤재한¹, 박예지¹, 김준현², 변홍식¹,*
¹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²일리노이주립대학교 화학과

Mechanical property change of polymeric nanofiber
membranes according to Graphene oxide contents.
Jeonghun Lee¹, Wongi Jang¹, Jaehan Yun¹, Yeji park¹,
Jun-Hyun Kim², Hongsik Byun¹,*
¹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emistry, Illinois State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함량에 따른 고분자 나노섬유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기방사법으로 GO PAN 나노섬유 복합체 막을 제조하였으
며, 접촉각⋅SEM⋅인장강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GO+계면활성제를 이용
하여 나노섬유에 존재하는 GO의 함량을 증가시켰다. 제조한 나노섬유의 경우
기존의 나노섬유보다 강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처리 분리막의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본 연구는 환경부 친환경혁신사업(Global-Top project, No.2014001080001)으
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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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

열유도상분리법에 적용하기 위한 응고조 열용량에 따른
PVDF 분리막 구조 분석
이정우,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 신소재 융합공학과*

Structural analysis of Coagulation Heat Capacity on the PVDF
Membrane via TIPS Method
Jeong Woo Lee.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본 연구는 열유도상분리법(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TIPS)을 사용
하여, 수처리 분리막에 적용하기 위해, 응고조의 온도 및 열용량의 변화에 따른
분리막의 모폴로지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로는 기계
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poly(vinylidene fluoride)(PVDF)와 고분자의 분산
을 도와주는 무기염 소재인 실리카를 사용하였다. 희석제는 dioctyl phthalate
(DOP), dibutyl phthalate (DBP)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응고액의 열용량 변화 및
온도에 따른 구조 변화 관찰을 위하여 SEM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열용량이 증
가하거나 응고조의 온도가 높을수록 PVDF의 결정화 속도가 느려져 큰 기공을
나타내며 열용량이 감소하거나 응고조의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화 속도가 증가
하여 작은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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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막 : 미세 구조 제어에 따른
분리막의 투과 증발 성능
김영무, 이두형, 조철희*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Mordenite zeolite membranes: microstructure control and
pervaporation performance
Young-Mu Kim, Du-Hyoung Lee,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물/에탄올 분리 성능이 우수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모데나이트 분리막은 다공성 알루미나 지지체 표면에 종결정이 분산
된 종결정 수용액을

이용하여 침지코팅한 후 1SiO2:0.05Al2O3: 0.76NaOH:40H2O

의 몰비로 제조된 수열용액을 이용하여 170°C에서 24시간 동안 이차성장 시켰
다. 이때 종결정 수용액의 농도가 모데나이트 분리막의 미세구조 및 투과증발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종결정 수용액의 농도를 0.025, 0.05,
0.1, 0.25, 0.5 wt%로 한 후 합성한 경우, b축으로 성장된 바늘 구조의 모데나이
트 결정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c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축으로 성장
된 분리막의 물/에탄올 분리성능은 > 10000의 선택도와 0.2 kg/m2h의 투과도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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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8

기체 분리용 고투과성 Ni-Zirconia 복합 모세관 지지체의
제조 및 단일기체투과 특성 분석
강태영, 조철희*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Preparation and Single Gas Permeance of Ni-Zirconia
Composite Capillary Support for Gas Separation Membrane
Tae-Yeong Kang,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고투과성 Ni-ZiO2 모세관 지지체를 NIPS 방법에 의해서 제조
되었으며, 기체분리용 고투과성 분리막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Ni:ZrO2
비율을 각각 100:0, 70:30, 50:50, 30:70으로 섞어 만든 도프용액을 이용하여 모
세관 지지체를 제조한 후 소결온도를 95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C으로 달리하여 Ni:ZrO2 비율과 소결온도가 Ni-ZiO2 모세관 지지체의 기
계적 안정성, 기공구조 및 단일기체투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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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9

기공 크기에 따른 세라믹 분리막의 성능 비교
김여진1,2, 김정1, 조영훈1, 이평수1, 박호식1, 박유인1, 박호범2, 이광현3, 남승은1*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2, 동의대학교 화학공학과3

Pore Size Characterization of Ceramic Membranes
Yeo-Jin Kim1,2, Jeong-Kim1, Young Hoon Cho1, Pyung-Soo Lee1, Hosik Park1,
You-In Park1, Ho-Bum Park2, Kwanghyun Lee3, Seung-Eun Nam1*
Membrane Research Center,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1,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2,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3
미세 기공을 갖는 세라믹 중공사막의 기공 크기 및 분포도를 분석하기 위해
gas-liquid

displacement

porometer(GLDP)와

liquid-liquid

displacement

porometer(LLDP) 두 가지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GLDP와 LLDP를 이용한 기공
크기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고, 10-100 nm의 기공
크기를 갖는 세라믹 중공사막의 기공 크기 및 분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기공크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 종류의 세라믹 중공사막의 기
공 크기 측정 결과와 수투과도, 배제율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분리막 특성의 연
계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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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0

PVA based mixed matrix membrane for Isopropanol
dehydration using Pervaporation assembly
Shivshankar Chaudhari1, YongSung Kwon1, ChiYoung Park1, MyungJun Moon1,
MinYoung Shon1*, SeungEun Nam2,YouIn Park2
1

Department of Industrial Chemi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an 100,
Yongdang-Dong, Nam-Gu, Busan, 608-739, Korea

2

Center for membran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14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305-600, Korea

The modification of Silicotungstic acid (STA) was done by Melamine and
Mixed matrix membranes from the Melamine modified Silico tungstic acid
(M-STA) particles were prepared for the pervaporation dehydration of Water
-Isopropanol (IPA) mixture. The characterization of the membranes were
done by FTIR, SEM, EDS AFM XRD,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s. The
M-STA

loaded

composite

membranes

showed

improved

pervaporation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the virgin membrane. The 8 wt% M-STA
loaded (M8-MSTA) membrane gave an optimum pervaporation performance
having flux = 0.36 kg/m2h, separation factor 485.6 for 20 wt% water
-isopropanol feed composition at 60 0C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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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1

내산성이 뛰어난 방향족 폴리아미드 나노여과막 제조
권세이, 안은숙, 이혜진, 이덕로, 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Preparation of aromatic polyamide nanofiltration
membranes with excellent acid resistance
Sei Kwon, Eun-Sook An, Hye-Jin Lee, Deok-Ro Lee and In-Chu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유가금속 및 희소금속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
용액 내의 유가금속 및 희소금속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황산용액 내의 희소금속 및 유가금속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내산성이
뛰어난 나노분리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내산성을 가진 방
향족 폴리아미드 나노여과막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분리막의 나노여과 특성과
내산성 및 내열성을 평가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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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2

소수성 SiO2 나노 입자를 이용한
PVDF 분리막 표면 개질
이형개, 전병문,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surface
by hydrophobic SiO2 nanoparticles
Hyung Kae Lee, Byung-Moon Jun,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PVDF 분리막의 표면의 소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수성 SiO2
나노 입자를 표면에 고정시키고, 표면에서 나노 입자가 막증류법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수성 나노 입자를 부착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dip-coat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나아가 물리적인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인 약한
부착력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에 화학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PVDF
표면에 OH기를 생성시켜 SiO2 입자의 OH기와의 탈수 반응을 이용하여 고정시
켜준다. 이후 SiO2의 소수성 개질을 통해 막 표면의 소수성을 높여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선 두 가지 부착 방법을 통해 소수성 나노 입자가 PVDF 표면에
부착함에 따른 영향과 부착 방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 92 -

포스터 발표 MP-13

폐수 처리용 알루미나 중공사막 제조 및 특성평가
정성민1, 조영훈1, 박호식1, 이평수1, 박유인1, 이광현2, 남승은1
1

*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2동의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Characteristics of Alumina Hollow Fiber Membranes
Prepared with Phase Inversion Method and Sintering for
Wastewater Treatment
Seongmin Jeong1, Young Hoon Cho1, Hosik Park1, Pyeong Soo Lee1, You-In
Park1, Kwanghyun Lee2, Seung-Eun Nam1
1

*

Membrane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Daejeon, Korea

2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Busan, Korea

In membrane applications for wastewater treatment, polymeric membranes
are dominant due to their processbility and low cost. To enlarge the
membrane application in industrial effluent treatment, membrane materials
with high mechanical and chemical tolerance should be needed. Although
ceramics such as alumina would be good options for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high

cost

and

complex

production

methods

hinder

the

application of ceramic membranes. Here, we demonstrate the preparation of
cost-effective, robust alumina hollow fiber membranes (HFMs). Alumina HFMs
prepared with phase inversion method followed by sintering showed narrow
pore size distribution. Also, characteristics of the membrane can be easily
tuned by controlling spinning and pos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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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4

압력지연삼투 적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중공사 분리막 연구
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이평수, 남승은,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

Robust Cellulosic Hollow Fiber Membranes for Pressure
Retarded Osmosis Application
Sang Deuk Kim, Young Hoon Cho, Hosik Park, Pyeong Soo Lee,
Seung-Eun Nam, You-In Park*
Membrane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Daejeon, Korea
In this study, we performed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ellulosic
hollow

fiber

osmosis(PRO).

membrane
We

used

for
high

the

application

temperature

of

pressure

nonsolvent

retarded

induced

phase

separation (HT-NIPS) method to prepare robust hollow fiber membranes with
cellulosic polymer blends at high concentration. Prepared hollow fiber
membranes showed effective skin layer formation and sponge-like pore
structure. In addition, the effects of pore-forming agents with different
molecular weight and bore liquid composition on PRO performance were
studied. The prepared membranes showed stable water flux and power
density under the hydraulic pressure upto 10 bar. The highest power density
of the membrane module was 5 W/m2 at 1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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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5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IF-8/그래핀 옥사이드
복합막의 제조
이준혁, 이현희, 유승연,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ZIF-8/Graphene Oxide Composite Polymer Membrane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Jun Hyeok Lee, Hyun Hee Lee, Seung Yeon Yoo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Separation of light olefin and paraffin element is one of the most crucial
issuses in petrochemical industry due to its profitable potential as precursor
of petrochemical products, but facing technical predicament from similar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wo components. Membrane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good alternative for current cryogenic separation, however,
current olefin/paraffin separation membranes are suffered from generally low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as well as its durability problem. Here, we have
synthesized

mixed

ZIF-8/graphene

matrix

oxide

2-D

composite

membrane

nanocomposite,

using

presenting

propane separation performance and long-term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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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imid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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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ylene/

포스터 발표 MP-16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nO 층의 전환 시딩 및
이차성장법에 의한 ZIF-8 분리막의 합성
이정희1,3, 김동휘2, 유성종3, 김진수1,2*
1

경희대학교 KHU-KIST 융합기술학과, 2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3

KIST 연료전지센터

Synthesis of ZIF-8 Membranes by Conversion Seeding of
ZnO Layer and Secondary Growth Method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Jeonghee Lee1,3, Donghwi Kim2, Sung Jong Yoo3, and Jinsoo Kim1,2*
1

KHU-KIST Dept. of Converging Sci. and Tech., Kyung Hee University,
2

Departm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3

Fuel Cell Research Center, KIST

As ZIF materials have their unique properties such as high surface area,
tunable pore structure,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they can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gas separation and catalysis. For synthesis of
ZIF membranes, fixing sub-micron ZIF seed particles on the support is
challenging and important. In this work, ZIF-8 seed layer was synthesized by
conversion synthesis of ZnO layer on support in H-mIm solution, followed
by the secondary growth synthesis of ZIF-8 membranes. The parameters of
conversion seeding had been investigated to control the reaction rate
combining the dissolution rate of ZnO and the crystallization rate of ZIF-8.
This ZIF-8 membranes showed the better coverage of seeding layer and
improved gas separation properties compared with the membranes prepared
by traditional dip-coating see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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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7

인산염을 포함하는 PVA 음이온교환막의 제조와 특성
최용진1*, 서봉국2
1

동의대학교, 2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hosponium
salt-composing PVA anion exchange membrane
Yong-Jin Choi1*, Bongkuk Seo2*
1

Dong-eui University, 2KRICT

친환경화소재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용성 PVA에 (Formylmethyl)
triphenyl-phosponium chloride의 모노머를 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고정시켰다.
제조한 막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TIR, TGA. SEM등의 기기분석장치 및 물리
화학적 기본 특성인 IEC, Transport number, MER등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거
동을 보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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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8

UV 경화형 폴리디메틸실옥산 분리막을 이용한 n-부탄올
수용액의 투과증발
이주연1, 신민규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Pervaporation of n-butanol aqueous solution using
UV-curable polydimethylsiloxane membranes
Ju Yeon Lee1, Min Gyu Shin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Polydimethylsiloxane (PDMS) membranes were fabricated using a new class

of

UV-curable

PDMS

(UV-PDMS)

and

conventional

heat-curable

PDMS

(Heat-PDMS) materials for n-butanol recovery. In addition, mixed matrix
membranes (MMMs) were prepared using silicalite-1 particles as a additive
to

improve

the

recovery

efficiency

of

n-butanol. To understand the

structure-performance relationship, the surface/cross-sectional morphology
and roughness of the PDMS membranes and MMMs were characterized
using SEM and AFM, respectively. Consequently, when 20 % of silicalite-1
particles was loaded, the UV-curable MMM exhibited 58 % increased flux
with similar separation factor compared to the heat-curable MMM, which is
attributed to enlarged the effective membrane surface area resulting from its
uniqu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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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9

다공성 중공사막의 염석법을 통한 나노 중공사 복합막 제조
박철오, 임지원*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Preparation of composite nanofiltration hollow fiber
membranes onto the porous membrane surface by the
salting-out
Cheol Oh Park, Ji Won Rhim*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와 Polyacrylonitrile (PAN)의 중
공사막 표면에 염석법을 이용하여 딥코팅하는 방법으로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지지체

중공사

막은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하였고,

Poly(4-styrene

sulfonic acid)(PSSA)와 Polyetherimide의 농도변화, 이온세기의 변화, 코팅시간의
변화에 따라 막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막의 특성평가를 위해 NaCl, MgCl2,
CaSO4 100 ppm의 공급액을 이용하여 일정 가동압력과 공급유량에서 막의 투
과도와 배제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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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0

친수성 고분자의 중공사분리막 제조 및 특성평가
임광섭, 우승문, 조진우, 남상용*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학연구원*

Preparation and Charateriztion of Hydrophilic Polymer Hollow
fiber membrane for watertreat
Kwang Serb Im, Seung Moon Woo, Jin Woo Jo, Sang Yong Nam*
Department of Polymer Engineering,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고분자으로 중공사형 분리막을 개발하기 위해 상전이법
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고분자는 PAN을 사용하여 고분자용액을 제조하였고,
PVP, PEG와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였다. 방사조건에서 에어갭을 조절하여 표면
의 기공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내부응고제의 조성을 조절하여 내부표면 및 전체
적인 모폴로지에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리막의 단면과 표면 모폴로지는 전계방
출형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0.2 cm2의 테스트용 Lab. 모듈을 제
조하여 수투과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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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1

폴리올레핀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고성능⋅고내구성 역삼투 분리막
권순진1, 박상희1, 전성권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Reverse Osmosis
Membranes Using Porous Polyolefin Supports
Soon Jin Kwon1, Sang-Hee Park1, Sungkwon Jeon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The highly performing polyamide (PA) thin film composite (TFC) reverse

osmosis (RO) membrane was prepared using the commercialized porous
polyolefin (PO) membrane as a support. The PO-supported TFC (PO-TFC)
membrane

was

fabricated

via a conventional interfacial polymerization

process. The highly permselective PA layer was formed by optimizing
membrane fabrication parameters such as monomer/additive composition
and post-treatment. The uniform pore structure and high surface porosity of
the PO support are beneficial for improving the membrane permselectivity.
As a result, the prepared PO-TFC membrane showed ~30% higher water flux
and ~0.4% higher NaCl rejection compared to a commercial RO membrane.
In addition, the PO-TFC membrane exhibited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organic solven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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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2

Polysulfone과 polyamide 경계층에 형성된 3-Aminopropyl
polysiloxane을 이용한 정삼투 복합박막 제조
정보람, 김노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Preparation of thin-film composite (TFC) forward osmosis (FO)
membrane fabricated having a 3-aminopropyl polysiloxane
interlayer between polysulfone and polyamide
Boram Jung, Nowo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20 μm의 얇은 폴리에스터(polyester) 부직포 상에

폴리술(polysulfone) 고분

자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폴리술폰 표면에 3-aminopropyldimethyl silane을
sol-gel 중합함으로써 폴리실록산 지지체를 제조한 후 MPD 수용액과 TMC 유
기용액의 계면 중합을 실시를 통하여 정삼투 복합박막을 얻었다. FE-SEM/EDX
분석을 통하여 폴리실록산이 표면에 한하여 분포됨을 확인하였다. 1 M NaCl
유도용액/순수 인입용액 하에서의 FO-mode 유량이 146 - 209 LMH로 향상되
었으며 RSF값은 0.42 - 16.3 GMH로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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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3

친환경 분리 공정을 위한 금속 산화물 구조체 및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김나운, 박철훈, 이재훈, 김종학*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Synthesis of structural metal oxide and comb copolymers
for environmental separation process
Na Un Kim, Cheol Hun Park, Jae Hun Lee,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South Korea
In

this

study,

mixed-matrix

membranes

(MMMs)

containing

MgO

nanosheets (MgO-NSs) and AgBF4 in a comb copolymer matrix were
successfully prepared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The MgO-NSs, which
were synthesized via a non-hydrothermal method, showed a large surface
area

with

multi-mesopores.

POEM-g-PEGBEM

and

Two

kinds

PHMEP-g-PEGBEM,

were

of
used

comb
as

copolymers,
a

matrix

for

dispersion of the MgO-NSs and AgBF4. The separation efficiency was
enhanced by addition of MgO-NSs due to the dual-functionality. MgO-NSs
resulted in the enhancement of the activity of silver through specific
interaction and also led to increased diffusivity due to its mesoporous
structure. The interactions among the MgO-NSs, silver ions, and polymer
matrix were systematically characterized by using FT-IR, XPS, SAXS, and X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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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4

POSS-PEG 소재를 이용한 복합막 제조 및
기체 분리 특성평가
김지현, 윤준성, 조진우,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공학연구원*

fabrication of composite membrane using POSS-PEG material
and characterization of gas separation
Kim Ji Hyeon, Jun Seong Yun, Jin Woo Jo,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분리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는 타 방식에 비해 다양한
장점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선택성을

지닌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OSS)과 고투과성을 지닌 Poly(ethylene
glycol)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POSS-PEG를 합성하고
특성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H-NMR스펙트럼과 FT-IR 스펙트럼을 활용
하여 합성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PAN지지체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복합막을 제
조하였다. 기체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체투과에 필요한 실험모듈을 제작하
였고 이산화탄소 투과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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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5

Si-PEG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복합막 제조 및
기체투과도 측정 및 평가
조진우, 박윤환,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Synthesis and CO2 Separation Properties of
Si-PEG coated Composite Membrane
Jin Woo Jo, Yun Hwan Park and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기체분리용 기능소재에 대한 세계적인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잇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의 기체혼합물에서 높은 이산
화탄소 포집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막의 제조이다. Isocyanate와 SI-PEG, 소
량의 촉매를 사용하여 코팅액을 제조한 뒤 PAN지지체 위에 코팅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SEM기기를

활용하여

복합막의

코팅층을

확인하였고

Bubble

flowmeter를 사용하여 기체투과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체복합막의 두께는 3
um 이하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50 GPU의 이산화탄소 투과값과 질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선택도는 15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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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6

α-Al2O3 중공사막 지지체 표면 특성에 따른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수소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임수민, 김민광, 에도아르도,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Hydrogen Permeation Characteristics of Pd Hydrogen
Membrane Fabricated by Electroless Plating According to
Surface Properties of α-Al2O3 Hollow Fiber Membrane
Soo Min Lim, Min Kwang Kim, Edoardo Magnone, Jung Hoon Park*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수소원자는 금속 표면에 흡착하여 해리되고 금속격자 사이를 이동해 다시 수
소분자로 재결합되어 탈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는 금속을 통해
투과할 수 있다. 특히 수소원자는 팔라듐에서 높은 용해도와 이동도를 보여 우
수한 수소투과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무전해 도금을 이용하여 Pd계 금속을 α-Al2O3 중공사막 지지
체에 증착시켜 수소투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Pd을 증착하기 전, Seeding 과정을
통해 지지체에 Pd 핵을 심어 금속의 증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중공사막 지
지체의 표면 특성에 따른 Pd 증착상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본연구(NRF-2017R1D1A1B03036250)”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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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7

H2 선택적 투과 분리를 위한 ZIF-8 분리막
이민성1, 최정규1,*
1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841)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8 (ZIF-8) Membranes for H2
Perm-Selective Separation
Minseong Lee1, Jungkyu Choi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lul 02841, Republic of Korea
A ZIF-8 membrane was prepared via counter diffusion method. To control
the diffusion rate, two supports with different pore structure were employed,
conventional and modified α-Al2O3 disc; disc A and disc B. The ZIF-8
membranes are derived their name from the supports; ZIF-8-A and ZIF-8-B.
While ZIF-8-A was grown at the surface of the disc A, ZIF-8-B was grown
inside the disc B. At 200°C, ZIF-8-A and -B exhibited H2/CO2 separation
factor (SF) of 6.69 and 8.21. In long-term thermal stability tests, both
ZIF-8-A and -B were withstood their properties at 200 and 250°C for 72 h.
At 300°C, SF of ZIF-8-A fell after ~2 h, however, that of ZIF-8-B dropped
after ~10 h. To sum up these features, ZIF-8-B showed higher H2 sele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than ZIF-8-A, since ZIF-8 membrane was synthesized
inside of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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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8

올레핀/파라핀 분리용 NaY 제올라이트/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의 개발
민혜현, 조철희*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Development of NaY Zeolite/α-Al2O3 Composite Membrane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Hae-Hyun Min,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올레핀/파라핀 분리용 NaY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
해서 알루미나 지지체 표면에 종결정을 진공여과법으로 코팅한 후 NaY 수열용
액을 이용하여 90°C-110°C에서 16-24시간 동안 이차성장 시켰다. 이때 올레핀
과 π-결합을 형성하는 Ag+ 이온을 NaY 결정 구조내에 포함된 Na+ 이온과 이
온교환시킴으로써 올레핀/파라핀 선택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온
교환된 NaY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올레핀/파라핀 분리성능은 C3H6/C3H8=
90/10의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700 GPU의 투과도와 1.13의 선택도
를 나타내었다. 낮은 선택도는 제조된 분리막에 비제올라이트 기공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비제올라이트기공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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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9

이온교환 입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막의 제조와 특성평가
윤준성,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 신소재 융합공학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ybrid membrane using
ion exchange particle
Jun Seong Yun, Tae Yang Son,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

walden@gnu.ac.kr

해수담수화에 적용하기위한 이온교환막에 대한 연구이다. 이온교환막은 역삼
투막에 비해 높은 효율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분자와 입자를 섞어주
어 복합막을 제조했다. 입자의 경우 표면적이 크고 좁은 입자크기 분포를 나타
내어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나타낸다. 입자를 제조하여 양이온은 –NH3+, -NR3+,
-PR3+, -SR2+ 등의 관능기를 그리고 음이온은 –SO3-, -COO-, -PO3-, -C6H4O- 등의
관능기를 도입함으로써 양전하와 음전하로 높게 하전시킬 수 있다. 입자를 제조
하고 크기와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FE-SEM, 정량적 분석을 위한 FT-IR,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zeta potential, IEC value 그리고 열적 특성 평가를 위해
TGA, DSC를 사용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 109 -

포스터 발표 MP-30

Pore Blocking Filtration 모델에 의한 자연대류 불안정
흐름의 막오염 제거 특성 해석
김예지, 염경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Analysis of Membrane Fouling Removal by Natural Convection
Instability Flow Using Pore Blocking Filtration Model
Ye-Ji Kim, Kyung-Ho Youm*
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work, we studied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NCIF on defouling
for a range of solutes that foul (BSA protein) and form cakes (alumina
colloids) on the membrane thereby causing severe reduction in the flux.
Changing the gravitational orientation of the batch cell induces NCIF in the
membrane module and higher inclined angle offers stronger NCIF. This
induced NCIF enhances back transport of the deposited solutes away from
the membrane surface, therefore gives for the improvement of membrane
performance.
The flux results according to the inclined angles (from 0° to 180°)

of the

batch cell were analyzed by the pore blocking filtration model. It was shown
that NCIF reduced the fouling of intermediate pore blocking by about 66%
at the beginning of UF operation, and thereafter reduced the fouling of
cake filtration by abou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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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1

막유화 다중에멀젼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카프로락톤(PCL)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지연주, 염경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Preparation of Biodegradable PCL Microcapsules Using Multiple
Emulsions by Membrane Emulsification
Yeon-Ju Ji, Kyung-Ho Youm*
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membrane

emulsification

(ME)

is

a

technology

for

producing

emulsions with narrow size distribution by using the well-defined porous
membranes such as the SPG membrane.
In this work, the preparation of polycaprolactone (PCL) microcapsules by
using the multiple emulsion membrane emulsification method was studied.
After the making of W1/O single emulsions by sonication, then W1/O/W2
multiple emulsions were prepared by ME method.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ratio of disperse/continuous
phase (D/C ratio), the contents of PCL, emulsifier and model drug and the
transmembrane pressure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PCL microcapsules
were investigated. The uniform PCL microcapsules with about 5～6 μm of
mean size were obtained. The model drug (BSA) release properties of the
obtained PCL microcapsules also were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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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2

PEMA-g-PPG 가지형 공중합체의 합성 및
에너지 절약 가스 분리의 응용
이창수, 정정표, 임정엽,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Facile Synthesis of PEMA-g-PPG Graft Copolymer for
Energy Saving Gas Separation
Chang Soo Lee, Jung Pyo Jung, Jung Yup Lim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We

present

alt-maleic

a

facile,

room

temperature

anhydride)-graft-poly(propylene

synthesis

glycol)

of

poly(ethylene-

(PEMA-g-PPG)

graft

copolymer-based CO2/N2 gas separation membrane with 100% conversion
reaction without any further purification process. As confirmed by the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 NMR)
spectroscopy, the PEMA-g-PPG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with 100%
conversion of PEMA and PPG monom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MA-g-PPG was amorphous and rubbery state according to the X-ray
diffraction

(XRD)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0

results.

Therefore, PEMA-g-PPG/polysufulfone composite membrane exhibited high
performance of CO2 permeability (99.1 Barrer) and selectivity (82.6 for
CO2/N2

and

26.8

for

CO2/CH4),

surpassing

copolymer membrane.

- 112 -

conventional

PEBAX

block

포스터 발표 MP-33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정제용 기체분리막 개발
김광배, 지기용, 한동균, 천세원, 최종영, 백영진*
(주)앱스필

Development of gas separation membrane for
refining natural gas and biogas
Kwang Bae Kim, Ki Yong Jee, Dong Kyun Han, Se Won Cheon,
Jong Young Choi,. Baek Young Jin*
ABSfil Co. Ltd.
기존의 육상 및 근해에서의 석유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심해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해용 해상 생산 설비가 필수
적이나 육상에 비해 설치비용이 2배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면적당 가스처리
량이 높은 기체분리막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외산 분리막이 중용되
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국산화 제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폴리이미드계 고분자인 폴리에테르이미드 고분자를 사용하여 기체분리
막을 제조 하였으며, 투과도와 선택도를 높이기 위해 코팅제로 polyether black
amide (PEBAX)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메탄의 분리 정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113 -

포스터 발표 MP-34

Pebax / PEGDA 복합 막의 CO2/N2 분리
김선희, 홍세령1, 이현경*
상명대학교 화공신소재학과, 상명대학교 교양대학1

Pebax / PEGDA composite membranes for
separation CO2/N2
Sun Hee Kim, Se Ryeong Hong1, Hyun Kyung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of Advanced Material, College of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Studies, Sangmyung University1
Pebax 의 hard amide block 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선택도를 제공하고 soft
ether block 은 높은 투과도를 제공한다. 특히 ether block 은 CO2 의 투과도를
촉진시킨다. 또한 Pebax 기준으로 PEGDA 를 첨가하였을 때 첨가되는 PEGDA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CO2/N2 선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Pebax-2533 / PEGDA 혼합 막과 PES 지지체를 사용한 Pebax-2533
/ PEGDA / PES 복합 막을 제조하여 비교한다. 제조된 막의 특성은 FT-IR, TGA,
DSC, SEM 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막의 CO2, N2 기체에 대한 투과도와 선택도
또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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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5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한 폴리이미드 합성 및
기체투과도특성 평가
박채영1,2, 장봉준1, 문수영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한양대학교2

Synthesis of polyimide using alicyclic dianhydride and their
gas transport properties
Chae Young Park1,2, Bong Jun Chang1, Su Young Moon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Hanyang university2
폴리이미드는 뛰어난 기계적 강도, 내열성, 내화학성 및 여러 기체에 대한 높
은 투과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기용매에 대한 낮은 용해성으로 인해 제막
할 경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기용매에 가용성을 가지는 폴리이미
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라이드인
5-(2,5-dioxotetrahydrofuryl)-3-methyl-3-cyclohexene-1,2-dicar boxylic (DOCDA)
와 다양한 다이아민을 이용하여 DOCDA계 폴리이미드를 합성하였다. FT-IR을
통해 합성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용해도 테스트를 통해 여러 유기용매
에 대한 용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체투과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ime-lag
장비를 이용하여 투과도 및 선택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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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6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평가를 위한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 제조
박채영1,2, 장봉준1, 문수영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한양대학교2

Synthesis of facilitated transport membrane using
amine-based polymer and their propylene/propane
gas separation properties
Chae Young Park1,2, Bong Jun Chang1, Su Young Moon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Hanyang university2
프로필렌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연료이며, Naphatha Cracker 에서 나오는
프로필렌/프로판 혼합물을 저온증류하여 생산된다. 저온증류를 이용하여

프로

필렌/프로판을 분리할 경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플랜트 규모가 작
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막분리법이 대체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올레핀/파라핀 분리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하여 촉진수
송막을 제조 하였으며, 이들의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을 알아보았다. 순수가
스 테스트를 통해 압력변화에 따른 투과도와 선택도를 구하였으며, 혼합가스 테
스트를 통해

stage-cut에 따른 투과측 프로필렌 농도 및 회수율 변화를 알아보

았다. 그 결과, 2bar, 25°C에서 95%의 프로필렌을 99.6%까지 농축 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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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7

은나노입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의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 평가 및 설계
박채영1,2, 장봉준1, 문수영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한양대학교2

Process design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properties
of facilitated transport membranes with silver nano-particle
Chae Young Park1,2, Bong Jun Chang1, Su Young Moon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Hanyang university2
This study is aimed to separation propylene and propane using membrane
process.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enables a chemical process to be
low-energy consuming, if high olefin selective membrane is developed. In
this study, facilitated transport membrane (FTM) is used for propylene/
propane separation. We prepared FTM module using PVP/AgBF4/TCNQ
composite membrane on top of hollow fiber membrane. We developed
simulation program predicting the membrane separation properties under
operation conditions. Separation properties of FTM module for propylene
and propane were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pure
gas permeation data. Based on the these results, it is predicted that an
one-stage membrane process provides 99.5% of propylene at permeate side
from a binary gas mixture of 95 vol% C3H6/5 vol% C3H8 supplied as a fee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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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8

COG 부생가스로부터 H2/CH4 분리회수를 위한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
공창인1,2, 박채영1,3, 이종명1, 문수영1, 장봉준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연세대학교2

Preparation of polyimide hollow fiber membrane for
H2/CH4 separation from COG
Chang In Kong1,2, Chae Young Park1,3, Jong Myeong Lee1, Su Young Moon1,
Bong Jun Chang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Yonsei university2, Hanyang university3
수소는 고부가가치의 신재생 수송원료이자 탄소자원화 화학제품 제조의 기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성 있는 분리소재 및 분리공정기술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강부생가스 COG내 수소를 회수할 수 있는 건습식
방사법에 의한 비대칭 구조의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를 사용한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높은 폴리이미
드 소재를 합성하여 수소, 메탄, 질소, 산소 등의 기체투과특성을 확인하였고 그
중 가장 수소 선택성이 높은 DOCDA-ODA를 이용하여 용해성 폴리이미드를 합
성하였다. 합성된 폴리이미드는 H-NMR, FT-IR을 통하여 합성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확보된 폴리이미드를 이용해 건습식 방사법에 의한
중공사막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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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9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막 제조
신재은, 이슬기,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Graphene Oxide-incorporated Mixed Matrix Membranes
with High CO2 Separation Performance
Jae Eun Shin. Seul Ki Lee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Recently, Graphene Oxide (GO) has extensively studied as a membrane
material due to its 2D structure and high CO2 sorption property, however,
GO membrane still has challenging issues; low gas permeability to apply to
practical system and low stability under dry condition. In this study, we
introduced GO as a nanofiller in CO2-philic polymer matrix because GO has
molecular sieving property and 2D structure. First, we mixed two kinds of
PEO-containing polymers by controlling the ratio of free volume in polymer
networks to increase the permeability, and then, we added GO in the mixed
polymer matrix for improving the CO2/N2 selectivity. Finally, we fabricated
GO-incorporated mixed matrix membranes with high CO2/N2 separation
performance beyond the upper bound. High long-term stability and high
CO2/N2 selectivity were also achieved in mixed ga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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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0

고순도 메탄 정제를 위한 분리막 공정
성문숙1, 공창인1,2, 박보령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연세대학교2

Membrane process for high-purity methane purification
Mun Suk Seong1, Chang In Kong1, Bo Ryoung Park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Yonsei university
jhoonkim@krict.re.kr
1970년대 중반 석유 파동 이후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중에서 혐기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가스의 주성분은 50-70%CH4/30-40%CO2으로 이
루어져 있고 이 때 메탄을 >95%순도로 농축하면 도시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
용이 가능하다. 바이오가스의 정제기술로 막 분리법은 낮은 에너지 소모량, 이
동성 및 쉬운 작동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가스를 95% 이상의 메탄으로 농축하기 위해 폴리설폰
중공사막과 다단 분리막 공정을 이용하였다. 분리막 공정에서 압력, 온도, 막면
적 등 다양한 공정 변수에서 95% 이상의 메탄 순도를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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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1

UCST 특성을 가지는 sulfobetaine 구조의 유도용질
주창하, 김태형, 강효*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Polysulfobetaine draw solute having upp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property
Changha Ju, Taehyung Kim, Hyo Ka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37 Nakdong-Daero
550beon-gil, Saha-gu, Busan 604-715, Korea
We synthesized the zwitterionic homopolymer polysulfobetaine (PBET),
which shows upp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property, in order to
investigate its feasibility as a draw solute for the forward osmosis (FO)
process. The UCST property of the monomer sulfobetaine (BET) was not
confirmed, while the UCST property of PBET was confirmed to be roughly
41°C. This result suggests that PBET can be recovered from aqueous
solutions by cooling them to below the UCST. In an active layer facing feed
solution (AL-FS) method containing 20 wt% PBET at 50°C, the water flux
and reverse solute flux of PBET were found to be roughly 3.22 LMH and
0.36 gMH, respectively. This research provides a deep understanding of new
ways of developing draw solutes, and could provide inspiration for the
design and synthesis of thermo-responsive orga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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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2

중금속 제거를 위한 상용 고분자 분리막
김형주*, 이근영, 서범경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Commercial Polymeric Membrane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 Ion
Hyung-Ju Kim*, Keun-Young Lee, Bum Kyung Se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commissioning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Heavy metal ion separation of commercial polymeric membranes is
investigated to elucidate the permeation mechanism and possibility on
applying treatment of wastewater from various origins. Since wastewater
contains significant amount of heavy metal ions, their treatment to recycle
or reuse is necessary. Polyamide based commercial membranes are prepared
to test their separation performance on single- & multi-component heavy
metal aqueous solut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ymeric membranes can
be potential candidate for heavy met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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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3

ZIF-8 입자 크기에 따른 나노 복합 역삼투막의 성능 연구
오지연, 이태훈,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Size Effects of ZIF-8 Particles on TFN RO Membrane
Performance
Jee Yeon Oh, Tae Hoon Lee,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8 (ZIF-8) has drawn attention as a nanofiller
for thin-film nanocomposite (TFN) reverse osmosis (RO) membranes to
improve desalination performance due to their high porosity and high
surface area. Although a few studies on ZIF-8 embedded TFNs have been
reported, size effects of ZIF-8 particles on TFNs have not yet been studied.
In this work, TFNs incorporated with different sizes of ZIF-8 (small, middle,
large) were prepared and the ZIF-8 particles were characterized using
electron microscopy and XRD. All of TFNs incorporated with ZIF-8 showed a
higher water permeance without losing NaCl rejection compared to the bare
RO membranes. Remarkably, TFNs with middle size of ZIF-8 represented the
highest water permeance, which is attributed to the highest volume fraction
of ZIF-8 filler in polyamid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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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4

자유말단형 분리막이 적용된 MBR 하수재이용 시스템의
실증 운전 평가
장정우*, 김병석, 김경일, 박민수
(주) 에코니티

Evaluation of MBR wastewater reuse system applied by
End-Free type membrane
Jung woo Jang*, Byung seok Kim, Kyung il Kim, Min soo Park
Econity Co., Ltd.
(주)에코니티에서 개발한 자유말단형 분리막모듈(End-Free type)은 기존 분리
막 모듈과는 달리 고농도의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에서도 지
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며, 그 외 다양한 현장 문제 발생 시에서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에코니티

자유말단형

분리막의

MBR(Membrane

Bioreactor) 장기 운전 성능을 평가하였다. 운영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확인하면서 최적의 운전조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수
가 재이용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MBR 처리수가 역삼투 멤브레인의 원수로
공급되는 만큼 안정적이며 양호한 수질이 생성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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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5

NIPS 방법과 기능성 첨가제를 이용한 한외여과막의 표면개질
안여진1,2, 성창주1,2, 이정현2, 백경열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단
2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Surface Modification of Ultrafiltration Membranes
with Functional Additive by NIPS Method
Yeojin Ahn1,2, Changjoo Sung1,2, Jung-Hyun Lee2 and Kyung-Youl Baek1*
1

Center for Materials Architecturi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02792, Korea

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5-1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13, Repubilic of Korea

Amine functionalized polysulfone (PSf) based ultrafiltration (UF) membranes
were prepared by non-solvent induction phase separation method (NIPS)
with reactive PSf (matrix) and polyehtyleneimine (PEI) (additive), where PEI
was reacted in dope solution to give surface modified PSf-UF membrane.
Unreacted PEI might be worked as a forming agent during NIPS, however it
was not much affected to the pore structures. Obtained membranes showed
enhanced hydrophilic property on the membrane, which increased the water
flux without loss of the rejection rate of PEO (1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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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6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블록 공중합체 효과
안여진1,2, 장문정1, 박상희1,2, 성창주1,2, 이정현2, 백경열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단
2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ffect of Amphiphilic Block Copolymer on
PVDF-UF Membrane Formation
Yeojin Ahn1,2, Munjeong Jang1, Sang-Hee Park1,2,
Changjoo Sung1,2, Jung-Hyun Lee2 and Kyung-Youl Baek1*
1

Center for Materials Architecturi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02792, Korea

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5-1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13, Repubilic of Korea

A series of amphiphilic block copolymers consisting of hydrophobic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and poly(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methacrylate) (PPEGEMA) were synthesized by Cu based ATRP and utilized
as an additive to prepare asymmetric ultrafiltration (UF) membranes by
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 (NIPS) with PVDF. Obtained PVDF
based UF membranes gave in-situ hydrophilic surfaces on the hydrophobic
PVDF matrix because of strong compatibility PMMA block segment to PVDF
and the hydrophilicty of PPEGMA block segment to the non-solvent (water),
which showed improved water flux in comparison to neat PVDF UF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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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7

적정법을 이용한 음전하성 멤브레인의 새로운 전기적
표면특성 분석과 활용: 표면전하, pHpzc, pKa
노호정1, 조재원1*
울산과학기술원1

Development for electrical surface properties of membrane
by titration method: surface charge, pHpzc and pKa.
Hojung Rho1, Jaeweon Cho1*
UNIST1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은 최근 효과적인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분리막
표면에서의 기능족들이 이온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표면에 표면전하를 가지게 되
는데 분리막 표면과 수계내의 용질의 전기적 상호작용은 분리막 성능에 큰 영
향을 준다. 분리막의 표면전하는 대부분 제타전위를 측정함으로써 표면전하 값
을 대변해 주는 인자로 사용되어 왔지만 엄밀히 표면에서의 전하라고는 할 수
없다. 제타전위의 경우 표면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인 Shere plane에서의
전기적 포텐셜이기 때문에, 분리막 표면에서의 전기적 이동현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개발한 표면전하를
직접적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막의 표면전하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기
반하여 전기적 표면 특성인 pHpzc및 pKa값을 이론적으로 산정하고 분리막공정에
서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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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8

비행시간형 이차이온질량분석을 이용한
나노여과 폴리아마이드 분리막 표면의 산 가수분해 분석
전병문, 이형개,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Analysis of acid hydrolysis on surface of nanofiltration
polyamide membranes through Time of Flight (ToF)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
Byung-Moon Jun, Hyung Kae Lee,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piperazine 기반 상용화 된 NE70 분리막 표면 성분인 아마이
드기가, 산 가수분해 이후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는 카르복실과 아민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험 방법으로 15 w/v% 황산 수용액 조건에서 7일간 노출
전/후의 NE70 분리막을 ToF-SIMS 기기를 이용하여 카르복실산과 아민기를 포
함하는, Molecular weight이 120 미만인 이차이온들을 비교 하였다. 또한, 상대
적으로 내산성이 있는 m-phenylene diamine 기반 상용화 된 NE90 분리막을
15 w/v% 황산 수용액 조건에서 63일간 노출 전/후 샘플을 비교군으로 두어
NE70 분리막에서 발생 되는 peak intensity 차이는 산 가수분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추가로 확인 하였다.

- 128 -

포스터 발표 MP-49

디치오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 유도용질을 이용한
정삼투 적용
이혜진, 최진일, 이덕로, 권세이, 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Forward osmosis with a draw solute of dithiocarboxylated
polyethyleneimine
Hye-Jin Lee, Jin-Il Choi, Deok-Lo Lee, Se-I Kwon, In-Chul Kim*
Advanced Green Chemical Materials Division Center for Membran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물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정삼투 공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삼투 공정은 가압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에너지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사용되는 유도 용질은
높은 삼투압을 나타내어 높은 수투과를 발생시키고, 염의 역확산은 낮아야한다.
또한 유도용액 후처리 공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쉬운분리가 가능해야한다. 최
근에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유도용질,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도용
질,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유도용질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디치오 카복시화된 유도용질을 합성하고 정삼투 공정에서의 성능평가 및 다
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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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0

바이오가스에서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고회수율로 정제
회수하는 다단 분리막 재순환 공정 설계
공창인1,2, 성문숙1, 박보령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연세대학교2

Multi-stage Design of membrane process for high CH4 and
CO2 recovery from biogas
Chang In Kong1,2, Moon Suk Seong1, Bo Ryeong Park1,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Yonsei university2
바이오가스를 98% 이상의 고순도 메탄가스로 정제하여 자동차연료나 도시가
스로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
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98% 이상의 고순도
메탄가스를 95% 이상 분리 회수하는 분리막 정제 시스템 개발을 하고자 하였
다. 분리막 공정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리막 모듈의 이산
화탄소/메탄 혼합기체 분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종 생산되는 메탄 순도 98%,
이산화탄소 순도 95% 이상을 만족하는 운전 조건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회수율
과 이에 필요한 각 단의 막면적과 비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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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1

Silicalite-PDMS 복합막을 이용한 아민 흡수법에서
이산화탄소 감압탈거
공창인1,2, 문수영1, 장봉준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연세대학교2

Vacuum stripping of CO2 from aqueous amine solutions
using silicalite-filled PDMS composite membranes
Chang In Kong1,2, Su Young Moon1, Bong Jun Chang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Yonsei university2

Carbon dioxide recovery by vacuum stripping at low temperatures
(below 100°C) could be a promising technology to substitute the
desorption

process

in

conventional

aqueous

amine

absorption

process. We prepared composite membranes by coating hydrophobic
silicalite-filled PDMS layers on porous PE supports and used as new
membrane strippers for CO2 recovery to prevent typical pore wetting
problem of hydrophobic PTFE porous membranes. CO2 fluxes were
measured

under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such

as

different

vacuum pressures, stripping temperatures, CO2 loadings, types of
amine solutions and operation time. The composite membranes
showed excellent long-term stability in vacuum stripping process
when compared with porous PTFE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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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2

Mocular dynamics를 이용한 이미다졸 그룹이 도입된
다른 세 구조 PEEK 셀 모델링 연구
한송이,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 신소재 융합공학과*

A study on cell modeling of 3 types PEEK with
imidazolium group b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Song I Han. Tae Yang Son.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South
Korea*
Imidazolium group을 도입한 Poly (ether ether ketone)(PEEK)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고분자를

필름으로

제조해

기체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로

Diffusivity, Solubility, Permeability를 구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값들을
이론상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을 다루어 비
교 분석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MD simulation을 이용해 이미다졸 그룹이 도
입된 3가지 다른 구조의 PEEK cell을 modeling하는 작업을 중심적으로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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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3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용 sPPS/PVDF 블렌딩 막 성능평가
정지현, 김보림, 정호영*
전남대학교

Performance Evaluation of sPPS/PVDF Blend Membrane
for Vanadium Redox Flow Battery
JiHyun Jung, Borim Kim, Ho-Young Jung*
Department of Environment & Energy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Polyphenylene sulfide(PPS) is a hydrocarbon polymer which has resistance
to heat, chemicals and generality due to its low cost. To produce cationic
exchange

polymer,

PPS

was

blended

with

sulfonation

process

and

Polyvinylidenedifluoride(PVdF) was also applied for membrane-flexibility. After
production

of

sulfonated-PPS

(sPPS)/PVdf

blend

membrane,

membrane

property evaluation is concomitant. Water uptake and Dimensional change
were highly enhanced by the incorporation of PVdF in blend membrane.
Also stability of sPPS/PVdF blend membrane in VO2+ solution was highly
improved. When the amount of PVdF is increasing, however, proton
conductivity

shows

a

slightly

downward

tendency.

Consequently,

the

optimization of PVdF Content in sPPS/PVdf blend membran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alization of VRFB system.
Key words : battery, blend membrane, sulfonated polyphenylene sulfide
(sPPS), polyvinylidenedifluoride (PV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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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4

PEGMA를 코모노머로 사용한
Pore-filled 폴리스티렌계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김성민1, 문혜진1, 김정훈1,, 장봉준1,*
한국화학연구원1

The Preparation of Pore-filled and Polystyrene-based Anion
Exchange Membranes Using PEGMA as a Comonomer
Sung-Min Kim1, Hye-Jin Mun1, Jung-hoon Kim1, Bong-jun Chang1,*
KRICT1
While commercial polystyrene-based ion exchange membranes have simple
manufacturing processes, they also possess the poor durability due to their
brittleness. Poly(ethylene glycol)methyl ether methacrylate with hydrophilic
side chain of poly(ethylene glycol) (PEG) was used as a co-monomer to
make the membranes have improved flexibility. Hydrophilicity/hydrophobicity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as able to be adjusted by varying the
chain lengths of the PEG. For the preparation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a porous PE substrate was immersed into monomer solutions
and

thermally

polymerized.

The

prepared

membranes

were

then

subsequently post-aminated using trimethylamine. The prepared pore-filled
anion exchange membranes were evaluated in terms of ion exchange
capacity, electric resistance and water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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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5

손상된 RO 여과막의 in-situ 힐링을 통한 막의 복원 연구
윤원섭, 임지원*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Regeneration of membranes by in-situ healing of damaged
RO filtration membranes
Won Sub Yoon, Ji Won Rhim*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손상된 정수기용 RO 여과막을 코팅하여 복원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된

고분자로는

PEI

(Polyethyleneimine)

와

PSSA

(Polystyrene sulfonic acid)을 사용하였으며, 계면중합을 코팅을 통해 진행하였
다. 손상된 막은 3,450 ppm의 NaOCl 용액에 노출시켰고, NaCl 100 mg/L의 공
급액에서 NaOCl 노출전과 후, 코팅된 RO막에 대한 투과도와 제거율을 비교하
였다. 실험은 PSSA, PEI 코팅용액의 농도와 코팅시간, 이온세기를 달리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NaOCl 노출 전과 코팅 후 막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염 제거율
이 3%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의 결과로 RO막 복원을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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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6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물/메탄올 및
물/부탄올 혼합물의 탈수를 위한 투과증발분리
오웅진1,2, 여정구2, 이정현2, 정재칠3, 조철희1, 문종호2*
1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주)파인텍

Pervaporation Separation for Dehydration of
Water/Methanol and Water/Butanol Binary Mixtures
Using Zeolite Membranes
Woong-Jin Oh1,2, Jeong-gu Yeo2, Jung Hyun Lee2, Jae Chil Jung3,
Churl-Hee Cho1, Jong-Ho Moon2*
2*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1,
2*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3FINE-TECH.Co.,Ltd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메탄올 합성반응과정에서 생성되는 물, 메탄올, 부탄올
로 이루어진 혼합용액에서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하여 물을 분리시키기 위
해 투과증발실험을 진행하였다. 투과증발실험에서 사용된 분리막은 ㈜파인텍에
서 합성된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투과증발실험에서는 물을
분리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실험장비와 성능지표
를 나타내는 계산식들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물과 메탄올(분리계수 최대
250 이상), 물과 부탄올(분리계수 최대 1500 이상)의 혼합물에서 선택적으로 물
을 분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MS (Generalized Maxwell Stefan) 이론을 적용
하여 2성분계의 투과증발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상수추정(parameter estimation)
을 통하여 제올라이트 비지지체의 흡착상수 및 확산상수를 구하였다.

- 136 -

포스터 발표 MP-57

전기흡착탈이온공정용 양/음이온 교환 소재 합성 및
하이브리드 복합막 제조와 특성평가
손태양, 윤준성, 남상용*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Synthesis of cation/anion exchange materials and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on exchange hybrid
composite membranes for electro-adsorptive deionization
Tae Yang Son, Jun Seong Yun,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기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기탈이온(EDI) 공정은 전기투석법과 이온교환수
지법을 혼합한 공정이다. 이 공정에 이용되는 모듈은 전기투석을 위한 양･음이
온교환막, 두 막 사이에 이온교환수지로 채워지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온교환수
지와 양･음이온교환막으로 인해 모듈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
들을 바탕으로 현재 이온교환수지를 글라인딩하여 바이폴라형태의 막으로 만든
전기흡착탈이온 공정 모듈이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이온교환능력을 가지는 이온교환고분자를 합성하고, 이온교환수지을 대신
할 이온교환그룹을 가진 나노입자를 제조하여 이 둘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하이
브리드막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하이브리드막은 다양한 특성평가를 실시
하였고, 그에 따른 고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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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8

CO2 포집 특성 향상을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제조 기술 개발
이홍주, 이성운,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ique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for Enhancement of CO2 Capture Properties
Hong Joo Lee, Seong Woon Lee, Jung Hoon Park*
Department of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pjhoon@dongguk.edu*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CO2 포집용 충전탑 기술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범람, 거품, 과다한 재생 에너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접촉막 기술이 주
목받고 있다. 연구자들 대부분은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하여 접촉막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장기 운전 시 팽윤 현상에 의한 성능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라믹은 고분자 소재에 비해 화학적, 열적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민 흡수
제에 대한 팽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의
기공구조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CO2 포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사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4M1A8A1049314).

- 138 -

포스터 발표 MP-59

공기 내의 수분 제거를 위한
분리막 기공 구조 제어 기술개발
박정훈*, 이홍주, 이승환, 박유강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Development of Membrane Pore Structure Control
Technology for Water Removal from Air
Jung Hoon Park*, Hong Joo Lee, Seung Hwan Lee, Yu Gang Park
Department of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수분을 포함한 압축공기는 공압 시스템에서 부식과 관석 등의 여러 가지 문
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상 내의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이 개발되어오고 있다.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제습 방법은 에너지 소비가 작
고,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습용
중공사막을 상전이 방적법으로 제조하고, 친수성 또는 소수성으로 표면 개질하
였다. 선택도와 투과도 향상을 위하여 기공 구조를 제어하였으며, SEM, 기체 투
과도, 접촉각 측정 등으로 중공사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리막을 모듈
화하여 제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운전 조건에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2017년도 동국대학교 전략연구단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S-2017-G000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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