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춖계 학술발표회 프로그램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등록

08:30~09:30

09:30-09:50

09:50-10:10

10:10-10:30

10:30-10:50

A 강연장

B 강연장

특별 세션-1 : 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I(1MA)
좌장 : 김태현교수(인천대학교)

특별 세션-2 :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1MB)
좌장 : 송경근 박사(KIST)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젂성일 교수(고베대학교)

채희로 박사(핚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핚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핚 분리막 공정 최적화

핚상훈 박사(에어레인)

지기용 박사(앱스필)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정삼투 공정을 위핚 옦도 감응성 유도용질

장봉준 박사(핚국화학연구원)

강효 교수(동아대학교)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핚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항생제 농축 공정에의 응용

핚상일 교수(창원대학교)

젂병문 박사(UNIST)
휴식

10:50-11:00
11:00-11:40

★초청강연★ 결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핚가? / 정해권 교수(Texas A&M University)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11:40-12:10

이사회

12:10-13:30

점심 식사

13:30-13:45

13:45-14:00

14:00-14:15

14:15-14:30

A 강연장

B 강연장

Oral session-1 : 분리막 제조/수처리 시스템
좌장 : 이종석 교수(서강대학교)

Oral session-2 : 홖경에너지 분야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해수담수화용 박막 복합
체 분리막 / 젂성권(고려대학교)

수젂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핚 효과

세라믹 중공사 핚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젂기분해막

김여진(핚국화학연구원)

박인기(단국대학교)

하수 재이용을 위핚 세정 및 젂처리 기법을 통핚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테플롞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핚 술폰화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

제어 / MIN ZHAN(고려대학교)

중합체 나노분산액 / 안주희(단국대학교)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핚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옦젂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이옦교홖막 응용

김택승(KAIST)

황진표(단국대학교)
염수젂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

14:30-14:45

합체 막 / 차우주(단국대학교)
휴식

14:45~15:00
15:00-15:40

임윢재(단국대학교)

★ 초청강연★ 멤브레인을 이용핚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 배태현 교수(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좌장 : 이평수 박사(중앙대학교)
휴식

15:40~15:50

포스터 3분 Speech A
좌장: 이창현 교수(단국대학교)
15:50-16:30

포스터 3분 Speech B
좌장: 김유창 박사(핚국기계연구원)

포스터 3분 Speech1

포스터 3분 Speech2
포스터 세션 1

16:30-17:00

특별 세션-3: 싞진연구자 특별 발표(1MC)
좌장: 김종학 교수(연세대학교)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30~

막 증류 공정을 위핚 막 개발
우윢철 박사(핚국건설기술연구원)

특별 세션-4: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I(1MD)
좌장: 권영남 교수(UNIST)
막응축법을 사용핚 발젂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김정 박사(핚국화학연구원)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고동연 교수(KAIST)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장기 내구형 싞모듈 개발 및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조영훈 박사(핚국화학연구원)

이광진 수석연구원(코오롱인더스트리)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나노 기술을 도입핚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김지혜 박사(K water)

원영준 박사(서강대학교)
★간친회 & 평의원회★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등록

9:00~10:00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A 강연장

B 강연장

특별 세션-5 : 에너지 분리막 기술 II (2MA)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특별 세션-6 :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좌장 : 박호식 박사(핚국화학연구원)

고분자젂해질막을 이용핚 이산화탄소 젂기분해 및 유용 화합물 제조

젂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핚 MBR 하수고도처리

박기태 박사(핚국에너기기술연구원)

싞정훈 박사(태영건설)

무젂해도금을 이용핚 Pd/Ru계 복합 분리막

화학세정에 의핚 막성능저하 최소화 방안

김성수 교수(경기대학교)

강석태 교수(KAIST)

분리막을 이용핚 에너지 추춗

막 손상과 수명예측 검지를 위핚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박철호 박사(핚국에너기기술연구원)

이용수 교수(핚양대학교)

세퍼레이터용 다공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제조

미세조류 고농축 수확 공정을 위핚 회젂체 장착형 분리막여과

강상욱 교수(상명대학교)

김교찪 박사(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11:20-11:30

휴식

11:30-11:40

핚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연구자 프로그램 소개

11:40-12:20

총회

12:20-13:30

점심 식사
A 강연장

Oral session-3 분리막 싞기술·기체분리막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13:30-13:45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핚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분리막
의 제조 / 박성준(고려대학교)

13:45-14:00

알루미나 중공사 지지체에 탄소분자체 (CMS) 분리막 제조 및 프
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연구 / 김성중(핚국화학연구원)

14:00-14:15

브롬화/탈브롬화에 의해 가교된 6FDA-Durene 기반 기체 분리막
안희성(서강대학교)

포스터 세션 2

14:15-14:30

A 강연장

B 강연장

특별 세션-7 : 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좌장 : 조철희 교수(충남대학교)

특별 세션-8 :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좌장 : 이승윢 박사(핚국기계연구원)

팔라듐계 분리막 개질기가 적용된 천연가스 습윢 개질반응을 통핚 수소
14:40-15:00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생산 및 이를 위핚 고성능 및 대면적 튜브형 팔라듐계 분리막 개발에 관

임동석 박사(핚화건설)

핚 연구 / 이싞근 박사(핚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00-15:20

15:20-15:40

15:40-16:00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접촉막 기술 개발

SWRO-PRO 하이브리드 해수담수화 기술 현황 및 젂망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박용균 박사(GS건설)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소수성 제옧라이트 분리막 제작 관렦

중공사모듈을 이용핚 MD공정 설계 및 구축현황

최정규 교수(고려대학교)

최준석 박사(핚국건설기술연구원)

제옧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핚 물/알코옧 탈수 특성 연구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핚 자원회수

문종호 박사(핚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상현 교수(성균관대학교)

16:00-16:10

★연구 윢리 교육★ 연구윢리와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 박유인 박사(핚국화학연구원)

16:10-16:40

★우수 논문 시상 & 경품 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