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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HAE SYSTEM
Lab Scale에서 Pilot plant까지

FO Membrane test Equipment

저희 일해시스템은 파트너의 연구시작 단계부터 공정개발까지
책임과 무한 신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Hybrid System for PFCs separation

- 2nd Membrane modules
∙ Area : 1.34 m2(ⅹ5)
- 1st Membrane modules
∙ Area : 2.43 m2(ⅹ6)

- 4th Membrane modules
∙ Area : 0.18 m2(ⅹ2)
- 3rd Membrane modules
∙ Area : 0.62 m2(ⅹ3)

Start and finish together!

- SAM
∙ Absorbent cont. : 45.6 g(ⅹ2)

- Membrane module(MC-1512)
∙ Area : 1.2 m2(ⅹ2)

Custom made equipment .

Pilot Plant

Gas Membrane System

High Pressure &Temp reacting system

Catalyst reacting system

Optimal equipment production for best
research result.

Gas Membrane System for SF6 concentration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63번길 28-12 TEL : (042)672-7160 E-Mail : ilhae7160@haimail.net

2017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Fall Meeting

1990년 설립된 한국막학회는 올해로 설립 2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학회 산·학·연·관 회원 및 회원사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외
형적인 큰 성장과 아울러 내실을 튼튼히 하였으며 분리막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도 물심양면으로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이 생겼으며, 이
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줄곧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오세아니아 지

초대의
글

역 막학회인 AMS와 전 세계 막학회인 ICOM 등 국제학회의 성공적 개최
는 우리나라의 막 제조 및 응용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막 제조 및 응용기술 분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회에서는 수처리 특별위원회, 기체분리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특별세션을 구성하였습
니다. 세라믹 분리막 소재 / 분리막 소재특성 / 기체분리막 소재 / 수처리
용 분리막 소재 / 전기·이온교환막 소재 / 에너지 막분리 기술 / 물-에
너지 세션으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오니 회원 여러분
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회 기간을 전일로 이틀 동안 진행함은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 질적 및 양적으로 우수한 전문학회로서의 위상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춘계학회 때와 같이 추계학회에서도 간
친회를 첫째 날에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함은 물론 회원
들 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술상, 구두 및 포
스터 발표상을 수여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발
표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퇴임하시고 본 학회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하신 최호상 고문님의 초청강연도 준비하였습니다.
2017 한국막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우리의 분리막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며 회원들 간 분리막 기술 교류 및 협력의 폭넓은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막학회 회장 이 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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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November 16(Thu)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등록

08:30~09:20
A 강연장

B 강연장

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
좌장 :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분리막 소재 특성 (1MB)
좌장 :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09:20~09:40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humid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분리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자동차 연료전지 전해질막의 동력학적 내구성 평가기법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09:40~10:00

MF 필터 응용을 위한 저가의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의 최적화
송인혁 박사 (재료연구소)

동적전위차 측정을 이용한 멤브레인의 표면 특성 평가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10:00~10:20

투과증발 연속 운전을 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 평가
정재칠 소장 ((주)파인텍)

기체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의 평가 기법
한상훈 박사 (㈜에어레인)

10:20~10:40

직접 합성된 제올라이트 나노쉬트를 이용한
고선택성 MFI 분리막 제조
이평수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전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 특성 분석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시간

분야

10:40~11:00

휴식

11:00~11:40

해외 초청강연 1 :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 - 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Dr. Hannes Richter (Fraunhofer IKTS)

11:40~12:20

해외 초청강연 2 :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Dr. Udo Lubenau (DBI Gas-und Umwelttechnik GmbH)

12:20~14:00

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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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분야

15:45~16:00
시간

분야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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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3분 Speech B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포스터 3분 Speech1

포스터 3분 Speech2

16:30~16:4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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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18:00

연소후 배가스 처리를 위한 막공정기술 현황 및 전망
이정현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방향족 단량체를 이용한 내산성 나노복합막의 제조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8:00~18:20

산업부생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메탄 분리회수용 막분리기술 연구동향
김정훈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시간

분야

19:00~

간친회 (우수 논문 시상) 및 11월 이사회의, 평의원회

한국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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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November 17(Fri)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8:30~9:20

등록
A 강연장

B 강연장

전기/이온교환막 소재 (2MA)
좌장 : 강문성 교수 (상명대학교)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2MB)
좌장 : 김종표 박사 (롯데케미칼)

9:20~9:40

등가회로모델을 이용한 역전기투석 스택전지의 성능에 대한 수치모사
류원선 교수 (홍익대학교)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 제거를 위한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9:40~10:00

이온 전도성 전극을 위한 이온교환 소재
박진수 교수 (상명대학교)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리막-내구성과 저 에너지
장재영 대표 (퓨어엔비텍)

10:00~10:20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용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개발
이장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공정의 멤브레인 기술
최종영 상무 ((주)앱스필)

10:20~10:40

VRFB 적용을 위한 고내구성 유-무기 고분자 복합막
정호영 교수 (전남대학교)

효성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현황 및 적용
신동호 박사 (효성기술원)

시간

분야

10:40~11:00

휴식

11:00~11:40

국내 초청 강연 :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최호상 교수(경일대학교)

11:40~12:30

총회

12:30~14:00

점심 식사
A 강연장

B 강연장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좌장: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물-에너지 (2MD)
좌장: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14:00~14:20

다중 미소에너지 추출 바이러스 복합분리막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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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4:40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회수를 위한 Pd/Ru 복합 분리막
김성수 교수 (경기대학교)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혐기성 MBR 기술
박찬혁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40~15:00

이산화탄소 내성이 있는 산소 연소용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정창훈 박사 (㈜에체)

삼중항 소멸기반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의 원리와
에너지 활용기술에의 적용
김재혁 교수 (부산대학교)

15:00~15:20

바이젤(이중 연속상 유화제형) 중공사막의 제조와
물/기름 에멀젼 분리
전하림 박사 (LG화학)

혐기성 유동상 MBR의 유동메디아 비교연구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시간

분야

15: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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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6:00

경품 추첨

한국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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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연사 요약표

추계 학술발표회 연사
2017년 5월 16일 (목요일)
해외 초청강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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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초청강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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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초청강연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최호상 교수 (경일대학교)

세라믹 분리막 소재 (1MA)

분리막 소재 특성 (1MB)

좌장 :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좌장 : 박치훈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송인혁 박사

재료연구소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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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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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3분 스피치 B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초청강연] Microporous Ceramic Membranes

		

- on the Way to Large Scale Application
좌 장 : 최정규 (고려대학교)
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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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nes Richter
Head of Department
Nanoporous Membranes at
Fraunhofer Institute for Ceramic
Technologies and Systems
(IKTS) in Hermsdorf, Germany.
University education and PhDstudy at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Freiberg/Germany
from 1989 until 1998.
Member of IKTS and HITK
(pre-existing institute of IKTS
Hermsdorf) since 1998.
Continuous research in the
thematic area of development of
ceramic membranes si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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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membranes at 120°C for a capacity
of 10.000 m³/h natural gas and is running since October 2016.

[초청강연] Experience with carbon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

좌 장 : 최정규 (고려대학교)
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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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o Lubenau

(MSCM). Graphitic carbon do have lattice plane distances in the

1985 Study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1990 Scientific staff at the DBI Gut
GmbH
2007 Head of department gas
chemistry / gas treatment
at the DBI Gut GmbH
현재 DBI Gas- und Umwelttechnik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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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 시스템

좌 장 :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
Park You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소에너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을 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는 전
기분해, 광화학적, 열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다. 물의 전기분해 기
술은 전기를 이용하여 수소를 물로부터 직접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구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물의 전기분해 방
법 중에서 알칼리 수전해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수소제조 방법으로 전해액
으로 ∼30wt%의 KOH수용액 또는 ∼20wt%의 NaOH수용액을 사용하며,

최호상

셀은 수산화이온 (OH-) 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격막, 수소와 산소를

1991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2002 일본원자력연구소 초빙연구원
현 재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발생시키는 전극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양·음이온교환막의 발전과 더불
어 전해효율이 60% 이상에 이를 만큼 분리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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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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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최정규 (고려대학교)
Chairperson : 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09:20~09:40

최정규 고려대학교 (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용한 humid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분리
(Zeolite membrane-based carbon dioxide separations under a humid feed
condition)

최정규
2008 University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공학 (Pos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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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10:00

송인혁 재료연구소 (In-Hyuck Song,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MF 필터를 위한 저가의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의 최적화

		(Optimization of cost-effective SiC based membrane for microfiltr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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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칠

10:00~10:20

		투과증발 연속 운전을 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 평가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eolite Membrane for Pervaporation
Aging test)

2012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주)파인텍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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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칠 (주)파인텍 (Jung, Jae Chil, FINETECH.CO.,Ltd)

10:20~10:40

이평수 한국화학연구원 (Pyung Soo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cial Technology)

		직접 합성된 제올라이트 나노쉬트를 이용한 고선택성 MFI 분리막 제조
		(Ultra-selective high-flux zeolite membranes from Directly synthesized
zeolite nano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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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단국대학교 (Chang Hyun Lee, Dankook University)

		

연료전지차용 전해질막의 동력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압력인가 블리스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Pressure-loaded blister hybrid system to evaluate the dynamic
이창현

mechanical strength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evaluation fo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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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용 경상대학교 (Sang Yong N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동적전위차 측정을 이용한 멤브레인의 표면 특성 평가

		(Characterization of membrane surface using streaming potentail
measurement)
10:00~10:20

한상훈 ㈜에어레인 (Sang Hoon Han, Airrane Co. Ltd.)

		

기체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의 평가 기법

		

(Evaluation of polymeric membrane materials and modules for gas

		

separation)

10:20~10:40

박치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Chi Hoon Park,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전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 특성 분석

		

(Characterization of polymeric membranes via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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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Hollow Fiber Membranes for
Hydrocarbon)

고동연
2013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2017 Georgia Tech 박사후 연구원
현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배윤상
2006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0 노스웨스턴대학 화학공학과
연구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16:50~17:10

배윤상 연세대학교 (Youn-Sang Bae, Yonsei University)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한 Cu(I) 함침 유무기 하이브리드 세공체 및

		

혼합기질막 개발

		(Development of Cu(I)-loaded metal-organic frameworks and mixed matrix
membranes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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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Mixed Matrix Membranes with Porous Nano-structures for CO2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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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후 배가스 처리를 위한 막공정기술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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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Membrane Process Technology

1997 카이스트, 화학과
2000 캐나다 워터루대학교화학공학과,
Post-Doc.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연구소 온실가스분리
회수그룹 그룹장/책임연구원

		

for Flue Gas Treatment)

17:50~18:10

김정훈 한국화학연구원 (Jeong-Hoon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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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based separation and recovery technologies of metha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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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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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Based on Equivalent Circuit Model)

류원선
2005 U.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07 삼성전자 S.LSI 책임연구원
현재 홍익대 화학공학과 교수

9:40~10:00

박진수 상명대학교 (Jin-Soo Park, Sangmyung University)
이온 전도성 전극을 위한 이온교환 소재
(Ion-Exchangeable Materials for Ion Conducting Electrodes)

박진수
2004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박사
200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재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부교수

10:00~10:20

이장용 한국화학연구원 (Jang Yong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용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개발

이장용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ion exchange membranes for use of

2011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vanadium redox flow battery)
10:20~10:40

정호영
2007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2008 Research Associate at USC
현재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부교수

정호영 전남대학교 (Ho-Young J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VRFB 적용을 위한 고내구성 유-무기 고분자 복합막
(Prepar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s with High Stability
for VRFB)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Ⅱ (2MB)
Chairperson
김종표
2002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2005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현재 롯데케미칼 연구소 수석연구원

좌 장 : 김종표 (롯데케미칼)
Chairperson : Jong Pyo Kim (LOTTE Chemical Research Institute)
9:20~9:40

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 (In-Chu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 제거를 위한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
(Preparation of the polar membrane to remove soft particles in a photoresist solution)

김인철
2001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박사
2002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9:40~10:00

장재영 퓨어엔비텍 (Jang Jae Young, Pure Envitech Co., Ltd.)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리막- 내구성과 저 에너지

장재영

(The New Paradigm of Membrane-High Durability and Low Energy

2007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퓨어엔비텍 대표이사

Consumption)
10:00~10:20

최종영

최종영 (주)앱스필 (Jong-Young Choi, ABSFIL R&D Center)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공정의 멤브레인 기술

1985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현재 앱스필 상무이사

(Membrane Technology for Ultra-Pure Water Process in Semiconductor
Industry)

신동호
2011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효성기술원 수석연구원

10:20~10:40

신동호 효성기술원 (Dong Ho Shin, Hyosung Co.)
효성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현황 및 적용
(HYOSUNG membrane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and it’s
applications)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Chairperson
박정훈
2000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좌 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Chairperson :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14:00~14:20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hul Ho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다중 미소에너지 추출을 위한 바이러스 복합분리막
(Virus thin film composite membrane to extract low-grade multi-energy)

박철호
Chung Ang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Vermont, Post-doc
SEMES (Samsung Subsidiary),
Principle Reseacher
Korea Institue of Energy Research
(KIER). Reseacher

14:20~14:40

김성수 경기대학교 (Sung Su Kim, Kyonggi University)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회수를 위한 Pd/Ru 복합 분리막
(Palladium/ruthenium composite membrane for hydrogen separation
from the off-gas of solar cell production)

김성수
2008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박사
2012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ost-doc.
2014 경기대학교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

14:40~15:00

정창훈 ㈜에체 (Chang Hoon Jeong, Environment Circulation Energy

		

Co., Ltd.)

정창훈

이산화탄소 내성이 있는 산소 연소용 이온전도성 산소 분리막

2002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2013 (주)코아에프앤티 대표이사
현재 (주)에체 대표이사

(CO2 Tolerance 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ing Membranes for Oxy

전하림
2010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사
2015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통합

Fuel Combustion)

15:00~15:20

전하림 LG화학 (Harim Jeon, LG Chem)

		

바이젤(이중 연속상 유화제형) 중공사막의 제조와 물/기름 에멀젼 분리

		

(Bijel (Bicontinuous Interfacially Jammed EmuLsion) derived hollow fiber

		

membranes via microfluidic spinning for separation of oil-in-water)

물-에너지 (2MD)
Chairperson
김정환
200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Environmental
Sciences and Engineering, Ph.D.
2006 Michigan State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현재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

좌 장 : 김정환 (인하대학교)
Chairperson : Jeonghwan Kim (Inha University)
14:00~14:20

이한샘 현대건설 (Hansaem Lee, Hyundai E&C Co)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공정의 장기 운전 평가
(Evaluation of a long-term operation for anaerobic digestion coupled with UF
membrane in food waste biogas plant)

이한샘
2013 고려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현재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박찬혁

14:20~14:40

박찬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hanhyuk Park,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탄화규소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혐기성 MBR 기술

201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토목환경공학 박사
2014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연구원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선임연구원

(A New Approach to 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Treatment using Silicon
Carbide Ceramic Membranes)

김재혁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1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후 연구원
2014 Yale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현재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교수

14:40~15:00

김재혁 부산대학교 (Jae-Hyuk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삼중항 소멸기반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의 원리와 에너지 활용기술에의 적용
(Triplet-triplet Annihilation-based Upconvers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to
Energy Engineering)

김정환
200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Environmental
Sciences and Engineering, Ph.D.
2006 Michigan State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현재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

15:00~15:20

김정환 인하대학교 (Jeonghwan Kim, Inha University)
혐기성 유동상 MBR의 유동메디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Fluidized Media in Anaerobic Fluidized MBR)

구두 발표 일정표
Chairperson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이평수
2011 미네소타 화학공학과 박사
2012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박사후 연수
2013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권영남

A 강연장
순서

1

시간

14:00~14:15

포스터NO. 성명(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MO-1

K.
전남대학교
Dhanabalan

Preparation of Organic
-Inorganic Polymer Composite
Membran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Shivshankar
부경대학교
Chaudhari

Separation of azeotropic
Acetonitrile/water mixture by
pervaporation technique through
polymeric blend membrane

2006 Stanford Univ. 공학박사
2009 Stanford Univ. 박사후연구원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2

14:15~14:30

MO-2

3

14:30~14:45

MO-3

김광제

한국화학연구원

4

14:45~15:00

MO-4

윤태선

서울대학교

광가교를 통해 재생가능한
내오염성 분리막

5

15:00~15:15

MO-5

박희민

경희대학교

내산, 내열성이 우수한 나노복합막
제조 및 특성평가

충남대학교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SM-5 zeolite composite
membranes for Acetic Acid
Dehydration

충남대학교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hase-purity hydroxysodalite zeolite particles

6

15:15~15:30

MO-6

Aafaq ur
Rehman

7

15:30~15:45

MO-7

Arepalli
Priyanka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의 가교 결합

B 강연장
8

14:00~14:15

MO-8

박민수

연세대학교

양친성 고분자막의 금속 산화물
전구체 처리 및 그 영향

9

14:15~14:30

MO-9

김도형

상명대학교

세공충진 이온교환막의 개발 및
전기화학적 응용

10

14:30~14:45

MO-10

손태양

경상대학교

이미다졸륨을 포함한 다양한 PEEK계
고분자를 이용한 기체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11

14:45~15:00

MO-11

이승윤

한국기계
연구원

정삼투 공정 스케일 업 설계를 위한
정삼투 모듈 성능 분석

12

15:00~15:15

MO-12

정양환

고려대학교

연소 후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포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 실리카
DDR 제올라이트 분리막

13

15:15~15:30

MO-13

홍성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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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3분 Speech 일정표
Chairperson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이정현

A 강연장

2010 Georgia Tech 화학공학과 박사
2014 KIST 선임연구원
현재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부교수

분리막 제조
순서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16:00~16:02

MP-1

권용성

부경대학교

투과증발 기술에서 PVA가교 분리막을
이용한 초산 수용액 혼합물의 분리

2

16:03~16:05

MP-2

이덕로

한국화학
연구원

보론 제거를 위한 역삼투 막 제조기술

3

16:06~16:08

MP-3

신민창

동국대학교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제지공정
폐수 내 금속이온 제거 연구

4

16:09~16:11

MP-4

박예지

계명대학교

다양한 고분자를 활용한 clay 나노섬유
복합막의 제조 및 특성 분석

5

16:12~16:14

MP-5

이정훈

계명대학교

그래핀 함량에 따른 고분자 나노섬유의
물리적 특성 변화

6

16:15~16:17

MP-6

이정우

경상대학교

열유도상분리법에 적용하기 위한
응고조 열용량에 따른 PVDF 분리막
구조 분석

7

16:18~16:20

MP-7

김영무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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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6:21~16:23

MP-8

강태영

충남대학교

기체 분리용 고투과성 Ni 모세관
지지체의 제조 및 단일기체투과 특성
분석

이종석
2011
2012
2016
현재

조지아텍 화학공학과 박사
조지아텍 박사후연구원
키스트 선임연구원
서강대 화학공학과 조교수

B 강연장
기체 분리막
순서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16:00~16:02

MP-23

김나운

연세대학교

친환경 분리 공정을 위한 금속 산화물 구조체 및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2

16:03~16:05

MP-24

김지현

경상대학교

POSS-PEG 소재를 이용한 복합막 제조 및
기체분리 특성평가

3

16:06~16:08

MP-25

조진우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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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6:09~16:11

MP-26

임수민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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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6:12~16:14

MP-27

이민성

고려대학교

H2 선택적 투과 분리를 위한 ZIF-8 분리막

6

16:15~16:17

MP-28

민혜현

충남대학교

올레핀/파라핀 분리용 NaY 제올라이트/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의 개발

환경 에너지

7

16:18~16:20

MP-29

윤준성

경상대학교

이온교환 입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막의
제조와 특성평가

수처리 시스템 기술

8

16:21~16:23

MP-30

김예지

충북대학교

Pore Blocking Filtration 모델에 의한 자연대류
불안정 흐름의 막오염 제거 특성 해석

분리막 신기술

9

16:24~16:26

MP-31

지연주

충북대학교

막유화 다중에멀젼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카프로락톤(PCL)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구두 발표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구두 (14:00~15:45)
A 강연장
MO-1

MO-2

좌장 : 이평수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of Organic -Inorganic Polymer Composite
Membranes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Separation of azeotropic Acetonitrile/water mixture by
pervaporation technique through polymeric blend membrane

(전남대) K. Dhanabalan,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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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3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음이온 교환막의 가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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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
membranes for Acetic Acid Dehydration

(충남대) Aafaq ur Rehman, 조철희*

MO-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hase-purity hydroxysodalite zeolite particles

(충남대) Devi Priyanka Arepalli, 조철희*

B 강연장

(㈜시온텍) 김미양, 강경석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M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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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 손태양, 한송이, 남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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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카 DDR 제올라이트 분리막

(고려대) 정양환, 최정규*

M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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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홍성원, 최정규*

포스터 발표

2017년 11월 16일(목요일)
포스터 (16:00~16:40)
분리막 제조
MP-1

투과증발 기술에서 PVA가교 분리막을 이용한 초산 수용액
혼합물의 분리

(부경대) 권용성, Shivshankar Chaudhari, 박치영,
문명준, 손민영*
(한국화학연구원) 남승은,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 이덕로, 이혜진, 권세이, 안은숙,

MP-2

보론 제거를 위한 역삼투 막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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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MP-5

그래핀 함량에 따른 고분자 나노섬유의 물리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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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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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 김여진, 김정, 조영훈, 이평수,
MP-9

기공 크기에 따른 세라믹 분리막의 성능 비교

MP-10

PVA based mixed matrix membrane for Isopropanol dehydration
using Pervaporation assembly

MP-11

내산성이 뛰어난 방향족 폴리아미드 나노여과막 제조

MP-12

소수성 SiO2 나노 입자를 이용한 PVDF 분리막 표면 개질

MP-13

폐수 처리용 알루미나 중공사막 제조 및 특성평가

MP-14

압력지연삼투 적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중공사 분리막 연구

MP-15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IF-8/그래핀 옥사이드 복합막의
제조

MP-16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ZnO 층의 전환 시딩 및 이차성장법에
의한 ZIF-8 분리막의 합성

MP-17

인산염을 포함하는 PVA 음이온교환막의 제조와 특성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한양대) 박호범, 김여진
(동의대) 이광현
(부경대) Shivshankar Chaudhari, 권용성, 박치영,
문명준, 손민영*
(한국화학연구원) 남승은,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 권세이, 안은숙, 이혜진, 이덕로,
김인철*
(유니스트) 이형개, 전병문, 권영남*
(한국화학연구원) 정성민, 조영훈, 박호식, 이평수,
박유인, 남승은*
(동의대) 이광현
(한국화학연구원) 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이평수,
남승은, 박유인*
(한양대) 이준혁, 이현희, 유승연, 박호범*
(경희대) 이정희, 김동휘, 김진수*
(KIST) 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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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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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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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29

이온교환 입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막의 제조와 특성평가

(경상대) 윤준성 · 손태양 · 남상용*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30

Pore Blocking Filtration 모델에 의한 자연대류 불안정 흐름의
막오염 제거 특성 해석

(충북대) 김예지, 염경호*

분리막 신기술
MP-31

막유화 다중에멀젼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카프로락톤(PCL)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충북대) 지연주, 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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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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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투과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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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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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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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안여진

MP-46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블록 공중합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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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47

적정법을 이용한 음전하성 멤브레인의 새로운 전기적
표면특성 분석과 활용: 표면전하, pHpzc, pKa

(울산과학기술원) 노호정 , 조재원*

환경/에너지
MP-48

비행시간형 이차이온질량분석을 이용한 나노여과
폴리아마이드 분리막 표면의 산 가수분해 분석

(유니스트) 전병문, 이형개, 권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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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를 위한 투과증발분리

(충남대) 오웅진, 조철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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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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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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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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우수 논문 발표
•구두 : 본 학회 정회원 (박사과정 및 연구원)
•포스터 : 본 학회 학생회원 및 정회원
※ 포스터 전시물 무단촬영 및 훼손을 금지합니다.

★ 포스터발표 : 포스터상 지원자의 3분 Speech를 진행합니다.
◑ 본 학회 ‘초록집’에 게재되는 프로시딩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타 학회
초록, 프로시딩 및 논문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초록 및 연구논문의 출판 및 보급에 대한 저작권을
접수일로부터 한국막학회에 양도합니다. 또한 타 학회에 이미 발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프로시딩을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초록 제출 양식
•B5 용지 (400자 이내)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그림과 표의 경우 중복성을 감안하여 글로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 초청강연 : 40분
- 특별세션발표 : 20분
- 구두 발표 : 15분
- 포스터Speech : 3분
※ 포스터 사이즈 : 가로 90 cm X 세로 120 cm
※ 초록은 제출된 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첨부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회원구분

사전등록
사전등록 A

종신회원

현장등록
사전등록 B

현장등록 A

90,000원

정회원

90,000원

130,000원

110,000원

학생회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비회원

현장등록 B
110,000원

120,000원

150,000원
90,000원
150,000원

•등록 A - 학술발표회 등록비
등록 B - 학술발표회 등록비 + 연회비
•학생회원 : 학부생 ~ 석사과정

▹ 연회비 안내
구분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연회비

450,000원

40,000원

20,000원

입회비

-

10,000원

10,000원

★ 발표자 및 교신저자는 회원가입 및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발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마감 : 2017년 10월15일(일)
•On-line 계좌정보 : 우리은행 1006-401-389748(예금주:한국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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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안내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한미르관

▹ 구역안내
•학회발표회
한미르관
- 여의주홀(A)
- 세미나실3(B)
•간친회 장소
나포리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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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ƵŶĚĞĚŝŶϮϬϬϭĂƐĂEĂƚŝŽŶĂůZĞƐĞĂƌĐŚ
>ĂďŽƌĂƚŽƌǇ͕/ZZEŝƐĂůĞĂĚŝŶŐƉŝŽŶĞĞƌ

AIRRANE’s Business & Technology

DŽĚƵůĞ
WƌŽĚƵĐƚŝŽŶ

ŽĨŝŶŶŽǀĂƚŝǀĞŵĞŵďƌĂŶĞƐŽůƵƚŝŽŶ
ƚĞĐŚŶŽůŽŐǇĨŽƌŐĂƐƐĞƉĂƌĂƚŝŽŶ͘&ƌŽŵ
ŚŽůůŽǁĨŝďĞƌŵĞŵďƌĂŶĞƉƌŽĚƵĐƚŝŽŶƚŽƚŚĞ
ĚĞƐŝŐŶ͕ŵĂŶƵĨĂĐƚƵƌŝŶŐĂŶĚƐĞƌǀŝĐŝŶŐŽĨ
ŵĞŵďƌĂŶĞŵŽĚƵůĞĂŶĚ
DĂƚĞƌŝĂů^ǇŶƚŚĞƐŝƐ
Θ&ŝďĞƌ^ƉŝŶŶŝŶŐ
ƐĞƉĂƌĂƚŝŽŶƐǇƐƚĞŵ͕
AIRRANE’s goal is to serve 
ĂƐǇŽƵƌŽŶĞͲƐƚŽƉƉƌŽǀŝĚĞƌŽĨĂĚǀĂŶĐĞĚ
ŵĞŵďƌĂŶĞƚĞĐŚŶŽůŽŐǇĨŽƌŐĂƐƐĞƉĂƌĂƚŝŽŶ

DĞŵďƌĂŶĞ
^ĞƉĂƌĂƚŝŽŶ^ǇƐƚĞŵ

ƚŽŽĨĨĞƌĂƐƵƐƚĂŝŶĂďůĞĞŶĞƌŐǇƐŽůƵƚŝŽŶ͘

DĞŵďƌĂŶĞWƌŝŶĐŝƉůĞ

DĞŵďƌĂŶĞĞŶĞĨŝƚƐ
 ^ŝŵƉůĞΘZĞůŝĂďůĞĞƐŝŐŶ
 ĐŽŶŽŵŝĐ^ŽůƵƚŝŽŶ
 ŶǀŝƌŽŶŵĞŶƚĂůĞŶĞĨŝƚƐ

 &ůĞǆŝďůĞƉƉůŝĐĂƚŝŽŶ
 /ŵƉƌŽǀĞĚ^ĂĨĞƚǇ

/ŶĚƵƐƚƌŝĞƐΘƉƉůŝĐĂƚŝŽŶƐ
 EŝƚƌŽŐĞŶ'ĞŶĞƌĂƚŝŽŶ͗ĨƵĞůƚĂŶŬŝŶĞƌƚŝŶŐ;K/''^Ϳ͕ĐŚĞŵŝĐĂůƉƌŽĐĞƐƐŝŶŐ
 ŝŽŐĂƐhƉŐƌĂĚŝŶŐ͗ďŝŽŐĂƐ;ĨƌŽŵĨŽŽĚǁĂƐƚĞ͕ŵĂŶƵƌĞͿ͕ůĂŶĚĨŝůůŐĂƐ͕ƐĞǁĂŐĞƐůƵƌƌǇ
 WŽǁĞƌ͗KϮĂƉƚƵƌĞ͕KϮŐĞŶĞƌĂƚŝŽŶĨŽƌŽǆǇĨƵĞůĐŽŵďƵƐƚŝŽŶ͕,ϮƉƵƌŝĨŝĐĂƚŝŽŶ
 DŝĐƌŽĞůĞĐƚƌŽŶŝĐƐ͗/Wͬ,&ƌĞĐǇĐůŝŶŐ͕KϮͬKϮͬEϮĐŽŶƚƌŽůůŝŶŐĨŽƌ/ǁĂƚĞƌ
 &ŽŽĚΘĞǀĞƌĂŐĞ͗ĐŽŶƚƌŽůůĞĚĂƚŵŽƐƉŚĞƌĞ͕EŝƚƌŽŐĞŶĐŽĨĨĞĞͬďĞĞƌ
 ,ĞĂůƚŚĐĂƌĞΘŝƌYƵĂůŝƚǇŽŶƚƌŽů͗ŵĞŵďƌĂŶĞĚƌǇĞƌ͕ŵŽďŝůĞŽǆǇŐĞŶĐŽŶĐĞŶƚƌĂƚŽƌ

 KŝůΘ'ĂƐ͗EϮͬKϮͬ,Ϯ^ƌĞŵŽǀĂůĨŽƌŶĂƚƵƌĂůŐĂƐ͕ƌĞĐŽǀĞƌǇŽĨŵŽŶŽŵĞƌͬƐŽůǀĞŶƚ
'ĂƐDĞŵďƌĂŶĞ^ƉĞĐŝĂůŝƐƚĨŽƌ^ĞƉĂƌĂƚŝŽŶǁǁǁ͘ĂŝƌƌĂŶĞ͘ĐŽŵŝŶƋƵŝƌǇΛĂŝƌƌĂŶĞ͘ĐŽŵ

필터/분리막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Total Solution Provider

분리막 필터
연구 개발

수처리시스템
설계 개발

플랜트
제조 설비

토목
엔지니어링

SYNOPEX INC. / www.synopex.com / 054-433-0208 / kchea@synopex.com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물사업팀 : 경북 김천시 공단1길 11-7

마케팅
CS

VOP-50

VOP-60

VOP-100

VOP-150

VOP-200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9-4 우리빌딩 4층
TEL 02-796-0981(대표) FAX 02-744-5507 E-MAIL poongil77@naver.com

원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Won International Patent and Law Firm
Won International Patent and Law Firm

1995년 설립이래,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술성장의 원동력이

대표변리사 이 원 희

1995년 설립이래,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술성장의 원동력이

대표변리사 이 원 희

되어온
정부출연
중소기업의연구결과를
연구결과를
되어온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소,대학교,
대학교, 벤처기업
벤처기업 및
및 중소기업의
국내
및및
해외에서
이들 특허권을
특허권을사업화하
사업화하
국내
해외에서강력한
강력한특허권으로
특허권으로 만들고
만들고 이들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
(생물화학
(생물화학
전공) 전공)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박사 박사
(의약생명공학
(의약생명공학
전공) 전공)

여 여
왔습니다.
왔습니다.

소재재료·화학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재재료·화학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소는 소재재료부 및 화학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

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재료부에서는
세라믹,
멤브레인,
나 전
당소는
소재재료부
및 화학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다양한공중합체,
기술분야의
노소재, 연료전지
다루고 소재재료부에서는
있으며, 화학부에서는
전통적인
유기화학
뿐만 나
공자들로
구성되어등을
있습니다.
세라믹,
멤브레인,
공중합체,
아니라 고분자,
화학공정
분야의 기술을
있습니다.
노소재,
연료전지
등을 다루고
있으며,처리하고
화학부에서는
전통적인 유기화학 뿐만

아니라 고분자, 화학공정 분야의 기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출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비롯하여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직접

출원 등 해외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무소 중 하나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 및

PCT
국제출원을 비롯하여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직접
철저한 서비스로 높은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출원 등 해외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무소 중 하나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 및
철저한 서비스로 높은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 Consulting을 제공합니다.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기술사업화에 제공해
대한 드립니다.
종합 Consulting을
제공합니다.
기술분석/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에

관하여 수요자 발굴부터

계약까지
법률적
지원노하우를
및 자문을
해드립니다.
특허분쟁 발생시
기술분석은
20여
년간의
경험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물론 비즈니스적 측면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제공해 드립니다.

기술분석/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에 관하여 수요자 발굴부터

계약까지 법률적 지원 및 자문을 해드립니다.

특허분쟁 발생시 기술분석은

물론 비즈니스적 측면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 II 8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 II 8층

Tel (02)3453-0507

Tel (02)3453-0507

E-mail ip@wonpat.com

E-mail ip@wonpat.com

주식회사 이노켐텍
“고분자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처리 및
환경 분야 관련 소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이온교환막
● 이온교환용액
● 이온교환섬유

수소수기

● 이온교환분말

● DSA전극

포터블 살균수기

● 탄소전극
● 폴리머전극

● 정수/연수장치
● 전기투석장치(ED)
● 전기탈염장치(EDI)
● 살균수 제조기
● 수소/일산화탄소 센서
● VOC/악취 센서

이온교환 응용 소재 및 부품
>> 수처리 시스템 설계 및 운용
>> 정수/살균 소독 장치 관련 부품
>>

┃ 주요 특허
● 이온선택성 축전식 탈염 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CDI 전극모듈(10-1237258)
● 축전식탈염복합전극, 축전식탈염복합전극 셀 및 축전식복합탈염전극의 제조방법(10-1591257)
● 바이폴라 이온교환 복합 막 및 이의 제조방법(10-1746591)

┃ 인증 현황
● 특허등록 : 16건
● 특허출원 : 7건

충남대학교 & (주)시온텍 & (주)코아텍 산학연공동연구법인으로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5호관동 305호(충남대학교 공과대학)
T. 042-860-0106 / wkson@innochemtech.com / www.innochem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