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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정표

❙ 2018년 5월 17일(목요일)
08:30~09:30

분 야
시 간
09:30~09:50

09:50~10:10

10:10~10:30

10:30~10:50

등 록
A 강연장

B 강연장

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 (1MB)

좌장 : 김태현 교수 (인천대학교)

좌장 : 송경근 박사 (KIST)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전성일 교수 (고베대학교)

채희로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한상훈 박사 ((주)에어레인)

지기용 박사 ((주)앱스필)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정삼투 공정을 위한 온도 감응성 유도용질

장봉준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강효 교수 (동아대학교)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항생제 농축 공정에의 응용

한상일 교수 (창원대학교)

전병문 박사 (UNIST)

10:50~11:00

휴 식
★ 초청강연 ★

11:00~11:40

결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한가?
정해권 교수 (Texas A&M University)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11:40~12:10

이사회

12:10~13:30

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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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시 간

13:30~13:45

A 강연장

B 강연장

Oral session 1 : 분리막 제조/수처리 시스템

Oral session 2 : 환경⋅에너지 분야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해수담수화용 박막 복합체 분리막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전성권 (고려대학교)

임윤재 (단국대학교)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13:45~14:00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박인기 (단국대학교)

김여진 (한국화학연구원)

14:00~14:15

14:15~14:30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제어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MIN ZHAN (고려대학교)

안주희 (단국대학교)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이온교환막 응용

김택승 (KAIST)

황진표 (단국대학교)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14:30~14:45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차우주 (단국대학교)

14:45~15:00

휴 식
★ 초청강연 ★

15:00~15:40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배태현 교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좌장 : 이평수 교수 (중앙대학교)

15:40~15:50
분 야
시 간
15:50~16:30

휴 식
포스터 3분 Speech A

포스터 3분 Speech B

좌장 :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좌장 : 김유창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포스터 3분 Speech1

포스터 3분 Speech2

16:30~17:00
분 야
시 간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30~

포스터 세션 1
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I (1MD)

좌장 : 김종학 교수 (연세대학교)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그래핀을 이용한 막 증류 공정 전용막 개발

막응축법을 사용한 발전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우윤철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정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고동연 교수 (KAIST)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장기 내구형 신모듈 개발 및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조영훈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이광진 수석연구원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나노 기술을 도입한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김지혜 박사 (K-water)

원영준 박사 (서강대학교)
★ 간친회 & 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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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8일(금요일)
9:00~10:00

등 록
A 강연장

B 강연장

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좌장 : 박호식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0:00~10:20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및
유용 화합물 제조
박기태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
신정훈 박사 (태영건설)

10:20~10:40

무전해도금을 이용한 Pd/Ru 복합 분리막
김성수 교수 (경기대학교)

화화학세정에 의한 역삼투막 손상평가
강석태 교수 (KAIST)

10:40~11:00

분리막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막 손상과 수명예측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이용수 교수 (한양대학교)

11:00~11:20

세퍼레이터용 다공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제조
강상욱 교수 (상명대학교)

미세조류 고농축 수확 공정을 위한
회전체 장착형 분리막여과
김교찬 박사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시 간

분 야

11:20~11:30

휴 식

11:30~11:40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연구자 프로그램 소개

11:40~12:20

총 회

12:20~13:30

점심 식사
A 강연장

시 간

분 야

Oral session 3 : 분리막 신기술⋅기체분리막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13:30~13:45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한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분리막의 제조
박성준 (고려대학교)

13:45~14:00

알루미나 중공사 지지체에 탄소분자체(CMS)
분리막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연구
김성중 (한국화학연구원)

14:0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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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14:30

휴 식
A 강연장

B 강연장

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좌장 :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좌장 : 이승윤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14:30~14:50

팔라듐계 분리막 개질기가 적용된 천연가스 습윤
개질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및 이를 위한 고성능 및
대면적 튜브형 팔라듐계 분리막 개발에 관한 연구
이신근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임동석 박사 (한화건설)

14:50~15:10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접촉막 기술 개발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기술 현황 및 전망
박용균 박사 (GS건설)

15:10~15:30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소수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관련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중공사 모듈을 이용한 MD공정 설계 및 구축 현황
최준석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30~15:50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물/알코올 투과증발 특성 연구
문종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한 자원회수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시 간

분 야

15:50~16:00

★ 연구 윤리 교육 ★ 연구윤리와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박유인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6:00~16:30

★ 우수 논문 시상 & 경품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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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1 : 2018년 5월 17일(목요일)
정 해 권 (Texas A&M University)
11:00~11:40

결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한가?
(Can Crystalline Molecular Sieve Gas Separation Membranes Compete with Polymeric
Membranes?)

❙ 초청강연 2 : 2018년 5월 17일(목요일)
배 태 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5:00~15:40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Membrane Technology for Biogas Recovery and Purification)

❙ 2018년 5월 17일(목요일)
A 강연장
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1MA-1

좌장 : 정범석 교수 (명지대학교)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고베대)전성일*, 마츠야마 히데토

(09:30~09:50)

(서울과학기술대)정건용
(동국대)박정훈

1MA-2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주)에어레인)한상훈, 김세종,
정수정, 임민수, 이충섭, 고형철,

(09:50~10:10)

하성용*
1MA-3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한국화학연구원)장봉준*,
박채영, 이장용, 김성민, 이종명,

(10:10~10:30)

문수영, 김정훈
1MA-4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한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창원대)한상일*

(10:30~10:50)
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
1MC-1

좌장 : 김종학 교수 (연세대학교)

그래핀을 이용한 막 증류 공정 전용막 개발

(17:00~17:20)
1MC-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우윤철,
최준석*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KAIST)고동연*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한국화학연구원)조영훈, 정성민,

(17:20~17:40)
1MC-3
(17:40~18:00)

김여진, 김성중, 김정,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1MC-4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K-water)김지혜*, 이경혁,
임재림

(18: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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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연장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 (1MB)
1MB-1

좌장 : 송경근 박사 (KIST)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09:30~09:50)
1MB-2

김인철*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주)앱스필)지기용, 김용범, 한동균,
최종영

(09:50~10:10)
1MB-3

(한국화학연구원)채희로, 이덕로,

정삼투 공정을 위한 온도 감응성 유도용질

(동아대)강효*

(10:10~10:30)
1MB-4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항생제 농축

(10:30~10:50) 공정에의 응용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I (1MD)
1MD-1

(UNIST)전병문, 이형개, 박지훈,
권영남*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막응축법을 사용한 발전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17:00-17:20)

(한국화학연구원)김정, 박아름이,
김성중, 이평수,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UST)김성중

1MD-2

(고려대)이정현*, 최완석, 신민규,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이창훈, 정현욱

(17:20-17:40)

(서강대)원영준, 이종석
1MD-3

장기 내구형 신모듈 개발 및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이광진,
이아름, 정호찬, 문희완,

(17:40-18:00)

(두산중공업)이우녕, 노형근
1MD-4

나노 기술을 도입한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서강대)원영준*

(18:00-18:20)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A 강연장
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2MA-1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및 유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기태*

(10:00-10:20) 화합물 제조
2MA-2

무전해도금을 이용한 Pd/Ru 복합 분리막

(경기대)김성수*, 한동희

분리막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철호*

세퍼레이터용 다공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제조

(상명대)강상욱*

(10:20-10:40)
2MA-3
(10:40-11:00)
2MA-4
(11: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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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좌장: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2MC-1
팔라듐계 분리막 개질기가 적용된 천연가스 습윤
(14:30-14:50) 개질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및 이를 위한 고성능 및
대면적 튜브형 팔라듐계 분리막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신근,
김창현, 한재윤
(고려대)김창현, 한재윤

2MC-2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접촉막 기술 개발
(14:50-15:10)

(동국대)박정훈*, 이홍주, 박유강,
이승환

2MC-3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소수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관련 (고려대)최정규, 정양환
(15:10-15:30)
2MC-4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물/알코올
(15:30-15:50) 투과증발 특성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문종호*,
오웅진, 이정현, 여정구, 박영철,
김현욱, 이동호,
(충남대)오웅진, 조철희
((주)파인텍)정재칠

B 강연장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좌장 : 박호식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2MB-1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
(10:00-10:20)

(태영건설)신정훈, 이형기
(한화건설)신경숙, 차재환
(K-water)김병군

2MB-2
화학세정에 의한 역삼투막 손상평가
(10:20-10:40)

(KAIST)강석태*, 박대선

2MB-3
막 손상과 수명예측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10:40-11:00)

(한양대)이용수, 김종오*

2MB-4
미세조류 고농축 수확 공정을 위한 회전체 장착형
(11:00-11:20) 분리막여과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김교찬,
장용근
(KAIST)김교찬, 장용근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좌장 : 이승윤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2MD-1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14:30-14:50)

(한화건설)임동석, 박정수, 이태국,
박승국, 조용주

2MD-2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기술 현황 및 전망
(14:50-15:10)

(GS건설)박용균*, 여인호, 이원일,
박태신

2MD-3
중공사 모듈을 이용한 MD공정 설계 및 구축 현황
(15:10-15: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준석*,
김봉철, 우윤철
(국민대) 최용준, 이상호

2MD-4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한 자원회수
(15:30-15:50)

(성균관대)정상현, 임승주, 정다운,
장암*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Gayathri Naidu, 최영권,
Saravanamuthu Vigneswar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nthony G. F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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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7일(목요일)
구 두 (13:30~14:45)
A 강연장
MO-1

MO-2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해수담수화용

(고려대)전성권, 박상희, 신민규,

박막 복합체 분리막

이정현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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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3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정삼투

(고려대)Min Zhan, 곽기문, 홍승관*

공정의 막오염 제어
MO-4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역삼투막 공정의

(KAIST)김택승, 김효전,

바이오파울링 제어

Pattarasiri Fagkaew, 강석태*

B 강연장
MO-5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단국대)임윤재, 이창현*

효과
MO-6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단국대)박인기, 이창현*

MO-7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단국대)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MO-8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단국대)황진표, 이창현*

이온교환막 응용
MO-9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단국대)차우주, 이창현*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포스터 (16:30~17:00)

좌장 :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김유창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분리막 제조 분야 분과
MP-1
MP-2

양쪽성 이온 화합물 SBMA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UNIST)박지훈, 전병문, 이형개,

표면 개질 및 평가

권영남*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용매를 이용한

(고려대)권효은, 김달용, 이정현*

고염선택도 정삼투 분리막
MP-3
MP-4
MP-5

열유도상분리(TIPS)를 이용한 PVDF분리막의 장기 안정성

(경상대)김지현, 이정우, 우승문,

테스트

남상용*

이온빔 처리를 통한 주름진 구조를 이용한 그래핀 분리막

(KAIST)남윤태, 김선준, 강경민,

성능 조절

정우빈, 김대우*, 정희태*

SEBS계 고분자를 활용한 음이온교환 제조 및 계면동전위

(경상대)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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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제조 분야 분과
MP-6

MP-7

전열 교환막 적용을 위한 암모늄 도입 SEBS계 친수성

(경상대)정지혜, 손태양, 김지현,

고분자 분리막 제조 및 투습도 특성평가

남상용*

PolySulfone기반 중합체 분리 막 생성을 통한 유사한 크기

(경상대)홍준의, 손태양, 남상용*

단백질 분리 및 제타 전위 측정
기체 분리막 분과
MP-8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α-Al2O3 수소 분리막의 치밀 Pd

(동국대)임수민, 채진웅, 박정훈*

코팅층의 형성 및 수소투과특성
MP-9

CO2 분리용 멀티 블록형 PIM-PI 공중합체 폴리이미드

(인천대)Iqubal Hossain, 김태현*

고분자막
환경 에너지 분과
MP-10 말단 가교를 도입한 피페리디니움 작용기를 가진

(인천대)윤다영, 김태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MP-11 퍼플루오르화 술폰산 이오노머 멤브레인의 제조 이력의

(단국대)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중요성
MP-12 알킬 암모니움을 첨가제로 도입한 poly(2,6-dimethyl-1,4-

(인천대)이보련, 김태현*

phenylene oxide) 고분자 음이온 교환막
MP-13 친수성-소수성 올리고머 조성 변화에 따른 암모니움

(인천대)Mayadevi T S, 김태현*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MP-14 해수/하수 처리수 연계 정삼투 공정에서 막오염 저감을 위한

(GIST)김예지, 양은목, 최희철*

폴리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 제조
MP-15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갖는 SEBS 공중합체 기반의 음이온

(인천대)Abu Zafar Al Munsur,
김태현*

교환막
수처리 시스템 기술 분과

MP-16 전극 투과식 전기화학적 산화공정을 통한 비스페놀 A 제거율 (KAIST)정기철, 강석태*
향상
MP-17 전기흡착탈이온(EAD) 공정에 따른 SEBS계 고분자을 통한

(경상대)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이온 교환막 제조 및 특성평가
MP-18 MFI-UF 적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시스템 역삼투 공정의

(고려대)이현경, Min Zhan, 홍승관*

모니터링
MP-19 나노여과 및 역삼투 분리막을 이용한 핵종 제거

(한국원자력연구원)김형주*

MP-20 아민 혼합 모노머를 이용한 폴리아마이드 복합막의 제조 및

(한양대)오지연, 박인호, 이태훈,

성능 평가

박호범*

MP-21 정삼투 공정을 위한 하한임계용액온도 특성을 가지는
polystyrene-based uaternaryammonium hexanesulfonate
구조의 유도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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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주창하, 김태형, 박찬혁, 강효*

수처리 시스템 기술 분과
MP-22 막여과 정수장에서의 과망간산나트륨(NaMnO4)을 이용한
망간제거 평가

(K-water)백인찬, 김충환, 강석형,
박영무, 유영범*

MP-23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입자성 무기물질 유무에 따른

(인하대)장호석, 김정환*

유기 파울링 및 세정 효과 관찰
MP-24 하수재이용을 위한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의

(인하대)권대은, 김정환*

재처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MP-25 중공사막 모듈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에서의 유입원수 압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봉철, 우윤철,
최준석*

변화에 따른 성능변화
MP-26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다단 적층 모듈을 통한 처리 용량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증대 및 이의 성능 연구
MP-27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전극의 제조 및 축전식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탈염공정에서의 탈염성능평가
MP-28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흡착전압과 이온교환막 두께에 따른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흡착성능 연구
MP-29 이산화탄소 포집 및 물 재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아민류

(고려대)곽기문, 김정원, 김인혁,
Min Zhan, 홍승관*

유도용액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의 적용
MP-30 양친매성 공중합체 블랜드로 구성된 오염방지 나노 기공

(충남대)김다름, 양성윤*

멤브레인
분리막 신기술
MP-31 폴리사카라이드 나노파이버 국소 혈액지혈 패치의 개발

(경희대)고은주, 박희민, 이용택*

MP-32 Removal of Toxic Mercury from aqueous solution by

(UNIST)Ayyavoo Jayalakshmi,
권영남*

Reverse osmosis with low pressure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환경/에너지 분과
MP-33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주성, 이민재,

para-Polybenzimidazole 내 인산 전해질의 유출에 대한 연구 오송이, 이소영, 김형준*
MP-34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인산이 도핑된
폴리벤지미다졸의 가수분해 조건에 관한 연구
MP-71 부피가 큰 사이드 그룹을 갖는 새로운 블루 발광 물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민재, 이주성,
김형준
(경희대)강석우, 박종욱*

합성과 특성
MP-72 안트라퀴논을 이용한 새로운 청색 및 적색 염료의 합성에

(경희대)안철우, 박종욱*

관한 연구
MP-73 OLED를위한 높은 홀 이동성을 갖는 Hole Injection Layer

(경희대)정연규, 박종욱*

부분에 기반한 새로운 방출 재료
MP-74 유기발광다이오드용 고효율의 아미노쿠마린 유도체에 기반한
새로운 양극성 녹색 발광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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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심연희, 박종욱*

환경/에너지 분과
MP-75 잉크젯 응용 분야를 위한 새로운 황색 시너지 제의 합성

(경희대)조아름, 박종욱*

MP-76 새로운 쿠마린 유도체의 합성 및 전자 발광 특성

(경희대)정진욱, 박종욱*

기체 분리막 분과
MP-67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해 전환시딩법을 사용한 시딩 후
ZIF-8 기체분리막의 이차성장합성

(경희대)이정희, 김동휘, 김진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정희, 유성종*

MP-68 고성능 기체 분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친화적 이중상의

(연세대)이창수, 김진규, 임정엽,
이재훈, 김종학*

고분자막의 제조
MP-69 기체분리용 PEMA-g-POEM/AgNPs 하이브리드막의 합성

(연세대)김기훈, 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MP-70 자가-가교가 가능한 PGP-POEM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및

(연세대)김나운, 박철훈, 박민수,
김종학*

친환경 가스 분리에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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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구 두 (13:30~14:30)
A 강연장
MO-10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한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고려대)박성준, 권순진, 이정현*
분리막의 제조

MO-11

알루미나 중공사 지지체에 탄소분자체(CMS) 분리막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김성중, 남승은,

및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연구

박호식, 박유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김성중,
박호식, 박유인*

MO-12

브롬화/탈브롬화에 의해 가교된 6FDA-Durene 기반 기체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분리막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포스터 (13:30~14:30)

좌장 : 김유창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분리막 제조 분과
MP-35 Silica 크기와 함량이 polysulfone 복합 중공사막에 미치는

(GIST)강예솔, 김인수*

영향분석
MP-36 R2R 설비를 이용한 역전기투석용 이온교환막 제막 및 특성
평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양승철*,
최지연, 최영우

MP-37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메타크릴레이트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박상희, 안여진,
장문정, 조계용, 황승상, 백경열*

블록공중합체 효과

(고려대)박상희, 안여진, 이정현
(한국화학연구원)안여진, 백경열*
MP-38 이중유화법을 통한 마이크로캡슐막의 제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권세진, 구자경*

MP-39 계면중합법을 이용한 평막형 NF막의 제조 및 성능 연구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MP-40 산화그래핀 슬폰산염 나노필터가 폴리비닐알콜 박막 복합형

(명지대) Anelyn P. Bendoy,

정삼투막의 성능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Hana G. Zeweldi, 정욱진*,
Grace M. Nisola, 김한승
(시드니 공과대학)박명준

MP-41 Plasma를 통한 기공 조절과 나노입자 성장을 이용한 PVDF
분리막의 개질

(UNIST)이형개, 전병문, 박지훈,
권영남*

MP-42 내산성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평가

(경희대)박희민, 고은주, 이용택*

MP-43 Photo-resist 용액 정제를 위한 멤브레인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권세이,
이혜진, 이덕로, 안은숙

MP-44 표면개질을 통한 보론 제거율의 향상

(한국화학연구원)이덕로, 이혜진,
권세이, 채희로, 김인철*
(연세대)이덕로,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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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제조 분과
MP-45 파울링 저감을 위한 생체 모방형 패턴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서강대)이다혜, 원영준, 이종석*

한외여과막
MP-46 폴리올레핀을 이용한 다공성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우승문, 남상용*
((주)퓨어멤)정연석

MP-47 Pebax/ZIF-7 복합 막에 의한 기체투과 특성

(상명대)윤숭석, 이현경, 홍세령*

MP-48 Nafion/TiO2 나노복합체를 통한 박막 중공 사막 제조 및 SO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형진,
가스의 효율적인 제거

백일현*, Umair Hassan Bhatti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mair
Hassan Bhatti
(고려대)이기봉*

MP-49 PEBAX/PEGDA - PES 복합 막의 CO2/N2 분리

(상명대)김선희, 홍세령, 이현경*

MP-50 프로필렌/프로판 분리용 폴리이미드 분리막

(한양대)유승연, 박호범*

기체 분리막 분과
MP-51 고내구성 페롭스카이트계 물질을 이용한 산소분리공정 개발

(동국대)채진웅, 신민창, 박정훈*

MP-52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폴리이미드 기반

(한양대)이준혁, Farhad Moghadam,
박호범*

금속유기구조체 복합분리막 합성
MP-53 H2/CH4 분리회수를 위한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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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54 은이온이 함침된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의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평가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MP-55 폴리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한 다단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막

(한국화학연구원)성문숙, 공창인,
박보령, 김정훈*

공정

(연세대)공창인
MP-56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랩급 및 벤치급 분리막 공정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정현, 이다훈,
여정구*
(한양대)이다훈

MP-57 PEBAX 복합분리막의 지지층, 선택층의 조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투과거동 고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여정구, 이윤표,
이정현*
(서울시립대)이윤표

MP-58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에서 있어서 고분자 주쇄 길이가 미치는

(경남과학기술대)강호성, 박치훈*

효과
MP-59 SIFSIX-3 입자를 포함한 효과적인 CO2/CH4 분리용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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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신주호, 이종석*

환경/에너지 분과
MP-60 바이오가스 정제를 위한 막접촉기 압력-분배 탈기 공정 개발 (한국화학연구원)박아름이, 김영미,
김정,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MP-61 DNP solid-state NMR spectroscopy를 이용한 멤브레인

(단국대)표세연, 위성술, 이창현*

재료의 특성 분석
MP-62 PEGMA를 코모노머로 사용한

(한국화학연구원)김성민, 김정훈,

Pore-filled 폴리스티렌계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장봉준*
(중외생명과학)문혜진

MP-63 UV/Ozone 그라프트 중합을 이용한 PEG계 기체 분리

(한국화학연구원)이장용, 성훈모,
문수영, 김정훈, 장봉준*

복합막의 제조
MP-64 연료전지 적용을 위한 술폰화된 폴리(아릴렌 이써) 막의

(위덕대)김동현, 이동훈*

포스피네이트 팬던트 그룹의 합성과 특성
MP-65 유리섬유 입자크기에 따른 폴리에테르설폰 멤브레인의 특성

(GIST)박신윤, 양은목, 최희철*

MP-66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계 유도용질의 정삼투 해수담수화

(한국화학연구원)이혜진, 최진일,
이덕로, 권세이, 김인철*

연구
MP-77 청색 발광 물질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카바졸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유도체
MP-78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 발색단 방출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물질의 합성 및 전계 발광 특성
MP-79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경희대)정효철, 박종욱*

안트라센 유도체
MP-80 새로운 블루 형광 발광체를 이용한 고효율 백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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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박종욱*

3분 스피치 발표시간 안내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A강연장
분리막 제조
순서

시 간

포스터 No.

성 함

소 속

발표 제목

양쪽성 이온 화합물 SBMA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표면 개질 및 평가

1

15:50~15:52

MP-1

박지훈

UNIST

2

15:53~15:55

MP-2

권효은

고려대학교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용매를 이용한 고염선택도 정삼투
분리막

3 15:56~15:58

MP-3

김지현

경상대학교

열유도상분리(TIPS)를 이용한 PVDF분리막의 장기 안정성
테스트

4

15:59~16:01

MP-4

남윤태

KAIST

이온빔 처리를 통한 주름진 구조를 이용한 그래핀 분리막
성능 조절

5 16:02~16:04

MP-5

조진우

경상대학교

SEBS계 고분자를 활용한 음이온교환 제조 및 계면동전위
특성평가

6 16:05~16:07

MP-6

정지혜

경상대학교

전열 교환막 적용을 위한 암모늄 도입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 제조 및 투습도 특성평가

7

MP-7

홍준의

경상대학교

PolySulfone기반 중합체 분리 막 생성을 통한 유사한 크기
단백질 분리 및 제타 전위 측정

16:08~16:10

기체 분리막
8

16:11~16:13

MP-8

임수민

동국대학교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α-Al2O3 수소 분리막의 치밀 Pd
코팅층의 형성 및 수소투과특성

9

16:14~16:16

MP-9

호세인이쿠발

인천대학교

CO2 분리용 멀티 블록형 PIM-PI 공중합체 폴리이미드
고분자막
B강연장

환경 에너지
순서

시 간

포스터 No.

성 함

소 속

발표 제목

1

15:50~15:52

MP-10

윤다영

말단 가교를 도입한 피페리디니움 작용기를 가진
인천대학교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2

15:53~15:55

MP-11

김우영

단국대학교

퍼플루오르화 술폰산 이오노머 멤브레인의 제조 이력의
중요성

3 15:56~15:58

MP-12

이보련

인천대학교

알킬 암모니움을 첨가제로 도입한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고분자 음이온 교환막

4

15:59~16:01

MP-13

5 16:02~16:04

MP-14

6 16:05~16:07

MP-15

티에스마야데비 인천대학교
김예지

친수성-소수성 올리고머 조성 변화에 따른 암모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해수/하수 처리수 연계 정삼투 공정에서 막오염 저감을
위한 폴리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 제조

GIST

엠디. 아부 자파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갖는 SEBS 공중합체 기반의 음이온
인천대학교
알문술
교환막
수처리 시스템 기술
전극 투과식 전기화학적 산화공정을 통한 비스페놀 A
제거율 향상

7

16:08~16:10

MP-16

정기철

KAIST

8

16:11~16:13

MP-17

고태호

경상대학교

전기흡착탈이온(EAD) 공정에 따른 SEBS계 고분자을 통한
이온 교환막 제조 및 특성평가

9

16:14~16:16

MP-18

이현경

고려대학교

MFI-UF 적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시스템 역삼투 공정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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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1
결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한가?

정 해 권
(Texas 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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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1

결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한가?
정해권1,2

Can Crystalline Molecular Sieve Gas Separation Membranes
Compete with Polymeric Membranes?
Hae-Kwon Jeong1,2
1
2

Artie McFerri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77843-3122

Molecular sieve ZIF-8 membranes have shown extremely effective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To

compete

with

commercial

polymeric

membranes, both materials limitations and processing challenges need to be
addressed: one materials challenge is that very few ZIF materials show
promising

molecular

sieving

properties

for

industrially

important

gas

separations. When the size disparity of the gas molecules is too small as is
the case for many challenging separations, ZIFs with suitable aperture size
are not always available. Processing challenges include batch crystallization,
grain

boundary,

and

expensive

supports,

making

these

membranes

prohibitively expensive.
In this talk, I would like to discuss completely new strategies to address
both materials and processing challenge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compete with polymeric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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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2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배 태 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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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2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배태현*
싱가포르 난양공대 화학생물공학부 & 싱가포르 분리막 연구센터

Membrane Technology for Biogas Recovery and Purification
Tae-Hyun Bae*
School of Chem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 Singapore Membrane
Technology Center,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Biogas produced in anaerobic digestion process has been considered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To recover biogas from the anaerobic effluent and
thereby maximize the energy recovery from anaerobic processes, membrane
contactor employing hydrophobic porous hollow fiber membrane has been
applied. By optimizing the surface hydrophobicity and the porosity of
membranes, a desirable CH4 flux could be achieved. Biogas recovered can
be upgraded by applying required purification processes for the injection
into natural gas grid or for the use as vehicle fuel. My group has
synthesized various microporous materials including zeolites,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and

amine-appended

sorbents

that

are

selectively

transport CO2 molecule and incorporated them into polymeric films to
design high performance gas separation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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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1MA-1~1MA-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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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1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전성일1*, 마츠야마 히데토1, 정건용2, 박정훈3
고베대학교 화학공학부 분리막 필름 연구 센터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3

New-generation hollow fibre membrane for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Sungil Jeon1*, Hiedeto Matsuyama1,
Kun Yong Chung2, Jung Hoon Park3
Center for Membrane and Film 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cal Science
and Engineering, Kobe University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hcnology2,
Department of Biochemical & Chemical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3
유기용매 나노여과(OSN,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분리막은 폴리이마이
드(PI)나 폴리벤질이미디아졸(PBI)과 같은 특수 고분자의 개발, 상업화가 이루어
지고 강한 유기용매에 견딜 수 있도록 가교를 통해 분리막의 내구성이 급격하
게 향상되면서 저분자량의 합성, 정제 및 농축을 필요로하는 의약, 바이오, 식품
산업에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분리막 공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고분자, 가교를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 다량의 강한 용매 폐수 발생등
상업화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제막
방식에서 벗어나 무독성의 용제를 사용하여 단일공정으로 유기용매 나노여과
분리막을 제막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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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2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한상훈, 김세종, 정수정, 임민수, 이충섭, 고형철, 하성용*
(주)에어레인

Design and demonstration of membrane separation
process for CO2 capture
Sang Hoon Han, Sejong Kim, Sujung Jeong, Minsu Lim, Chung-Seop Lee,
Hyungchul Koh, Seong Yong Ha*
Airrane Co. Ltd.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process is one of the next generations’
gas separation processes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Membrane
process has the advantages of i)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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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llow fiber membranes used in this study shows CO2 permeance
over 900 GPU (1 GPU = 10-6 cm3/cm2⋅sec⋅cmHg). Using the hollow fiber
membranes and modules, we established a moveable CO2 separation system
including pretreatment of flue gas and 3-stages of membrane cascade. The
system was installed at the several on-site flue gas sources, and the
performance of pilot plant operation will be presented in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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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3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장봉준*, 박채영, 이장용, 김성민, 이종명, 문수영, 김정훈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연구소

PEG-containing surface-attached polymeric separation
membranes for carbon dioxide separation
Bong-Jun Chang*, Chae-Young Park, Sungmin Kim, Jangyong Lee,
Jongmyeong Lee, Su-Young Moon, Jeong Hoon Kim
Carbon Resources 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이산화탄소 분리막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면서도 투과성이 뛰
어나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분자 분리막들은 투과
도 및 선택도에 있어 매우 뚜렷한 상충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충관계
를 극복할 수 있는 고투과성 및 고선택성을 갖는 분리막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근래 PEG (polyethylene glycol)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투과선택도가 뛰
어난 것이 밝혀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더해 내구성이
우수한 표면고착된 PEG 함유 고분자 복합막을 제조하여 이의 이산화탄소에 대
한 분리에 대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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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4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한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한상일*
창원대학교 화학공학과*

Highthroughput Screening of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 for the Development of CO2 Separation Membrane
Sangil Ha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OF는 높은 표면적, 균일한 공극, 크기를 가지는 새로운 클래스의 porous
material 이다. MOF는 금속과 organic linker가 coordination 결합에 의해 연결
되어 있고, 온도에 대한 강한 안정성을 나타내고, 높은 표면적 때문에 촉매, 분
리, 개스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MOF는
zeolite보다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작용기를 organic linker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MOF가 합성되었고
CO2/N2 선택도, 흡착량, 수분과 산성가스에 대한 안정성이 분석되었다. 최종적
으로 선택된 MOF는 폴리머와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멤브레인을 만드는 데에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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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
(1MC-1~1MC-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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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1

그래핀을 이용한 막 증류 공정 전용막 개발
우윤철, 최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Graphene incorporated phase-inverted membrane for
membrane distillation
Yun Chul Woo, June-Seok Choi*
Department of Land, Water and Environment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Membrane distillation (MD) has shown the potential to further reduce the
volume of coal seam gas (CSG) reverse osmosis (RO) brine. However,
despite its potential, the lack of appropriate MD membranes limits its
industrial use.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on the fabrication of a robust
membrane for the treatment of real CSG RO brine via an air gap MD
(AGMD) process. Here, graphene/polyvinylidene fluoride (G/PVDF) membranes
were prepared through a phase inversion method. Surface characterization
revealed

that

all

G/PVDF

membranes

exhibited

favorable

membrane

properties having high porosity and liquid entry pressure, and suitable pore
size. AGMD test results indicated a high water vapor flux of 20.5 L/m2h.
Long-term AGMD operation revealed the robustness of G/PVDF membrane
with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commercial PVDF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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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2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고동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34141

Next-Generation Membrane Based Hydrocarbon Reverse
Osmosis Separation Process
Dong-Yeun Koh*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AIST
가솔린, 플라스틱, 섬유 등 수많은 일상 소재들의 원재료를 저에너지 및 저탄
소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은 석유화학 회사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분리 및 정제 하여 다양한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여러 집약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화
학 원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혼합물로부터 비슷한 종류의 성분을 분리
하는 공정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열에너지가 소비 된다. 본 발표에서는
석유화학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멤브레인 기반 상온 액상 탄화수소 역삼
투 분리 공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 분자체 기반 분리막의 제조와
이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18 -

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3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조영훈, 정성민, 김여진, 김성중, 김정,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and Applications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s
Young Hoon Cho, Seung Min Jeong, Yeojin Kim, Seong-Joong Kim,
Jeong Kim, Hosik Park, You-In Park, Seung-Eun Na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have

been

widely

used

in

water

purification or gas separation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process simplicity,
low cost operation and small footprint. Nowadays, applications of ceramic
membranes with high thermal, chemical and mechanical resistance has
rapidly

grown

in

new

separation

applications

where

the

polymeric

membranes cannot be used (e.g., high temperature, strong acidic/basic or
solvent-contained corrosive feed solution). In this study, robust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s

were

prepared

by

extrusion-phase

inversion

followed by sintering. The effects of preparation conditions on membrane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to improve the separation performance of
ceramic membranes. In addition, a variety of modific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based on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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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4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김지혜*, 이경혁, 임재림
K-water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ssure Retarded Osmosis and
Hybrid Processes
Jihye Kim*, Kyung-Hyuk Lee, Jae-Lim Lim
K-water Research Institute
Pressure-retarded osmosis (PRO) is one of the promising candidates to
reduce the reliance on fossil fuels by harnessing energy from the salinity
gradient
advances

between
in

the

high-saline
membrane

and

low-saline

technologies,

water.

PRO

has

Based

on

recent

re-emerged

as

a

potentially viable energy option. However, several challenges still remain
before PRO can reach the commercial stage. With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the techno-economic feasibility of
PRO and PRO-hybrid processes. In particular, model-based performanc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PRO-hybrid system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colloidal fouling on the performance of PRO process was
further

investigated.

comprehensively

It

is

understand

expected
the

that

PRO-hybrid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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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processes

would

thereby

help

activate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 (1MB)
(1MB-1~1MB-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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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B-1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채희로, 이덕로, 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

Acid Resist Nanocomposite Membrane
Embedding Graphene Oxide
Hee-Ro Chae, Deok-Ro Lee, In-Chu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미드 층 내에 그래핀 옥사이드를 첨가시킴으로써 피페
라진 기반 나노여과막의 내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50% 황산 용액에 나노여과
막을 침지시키며 주기적으로 MgSO4 염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여과막의 경우 95% 이상으로 염제거율을 유지한 기간이 대조군에 비
해 4.7배로 길어졌다. 이에 반해, 산화 탄소 나노 튜브는 그래핀 옥사이드와

비

슷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노여과막에 첨가했을 때 내산성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에 그래핀 옥사이드의 화학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폴리아미드 돌출 희생층이나 폴리아미드와의 수소결합보다 형태적 특성에서 기
인하는 장벽 효과가 내산성 향상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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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B-2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지기용, 김용범, 한동균, 최종영
(주)앱스필 기술연구소

Optimization of Membrane Process in Ultra-Pure Water for
Semiconductor Industry
Ki Yong Jee, Yong-Beom Kim, Dong-Kyun Han, Jong-Young Choi
ABSFIL Co., Ltd., R&D Center
반도체용 초순수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카트리지 필터, 한외
여과막, 역삼투막, 탈기막, 이온교환막, 최종생산수용 한외여과막 등 다양한 종
류의 분리막이 적용되고 있다. 분리막 공정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성능과 운전의 용이함과 설치면적의 최소화 등 부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전처리 필터의 종류 및 기능이 결정되며, 최종수의 폴리
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리막 공정의 구성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
체용 초순수 실증파일럿플랜트의 공정 최적화를 위해 분리막 공정의 구성 및
운전방법에 따른 성능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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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B-3

정삼투 공정을 위한 온도 감응성 유도용질
강효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Temperature-responsive Draw Solutes for
Forward Osmosis Processes
Hyo Ka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Recently, among the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the forward osmosis
(FO) system has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due to the advantages in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O system
has been limited because of the remaining obstacles such as the absence of
both adequate draw solute and efficient membrane. In this study, polymers
having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 and upp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UCST), one of the temperature-responsive characteristics, are
used as the draw solutes. These materials could be recovered easily by
heating them to above their LCST and to below their UCST, respectively.
Finally, we believe that our results will provide insight into the synthesis of
temperature-responsive draw solutes for water treatm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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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Ⅰ 1MB-4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항생제 농축 공정에의 응용
전병문, 이형개, 박지훈,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Acid-resistance evaluation of polyamide membranes
and its application to enrichment of antibiotics
Byung-Moon Jun, Hyung Kae Lee, Jihun Park,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 된 piperazine 기반 NE70 및 m-phenylene diamine 기
반 NE90 나노여과막을 15 wt% 황산 수용액 조건에서 산 노출 뒤의 표면 특성
평가를 통해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면 특성 평가(SEM/
FT-IR/ToF-SIMS 등)를 통해 piperazine 기반 분리막이 낮은 내산성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piperazine 기반 NE70 분리막을 황산에 후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분리막 기공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적화된
후처리 조건에서 서로 다른 분자량을 가지는 erythromycin (Mw ~ 734 Da) 과
vancomycin (Mw ~ 1486 Da) 항생제를 농축시키는 공정에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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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
(1MD-1~1MD-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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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1

막응축법을 사용한 발전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김정1, 박아름이1, 김성중1,2, 이평수1, 조영훈1, 박호식1, 남승은1, 박유인1*
1
2

분리막센터, 한국화학연구원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arnessing Clean Water from Power Plant Emissions Using
Membrane Condenser Technology
Jeong F. Kim1, Ahrumi Park1, Seong-Joong Kim1,2, PyungSoo Lee1,
YoungHoon Cho1, HoSik Park1, SeungEun Nam1, YouIn Park1**
1

Research Center for Membranes,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141 Gajeongro, Yuseong, Daejeon
34114, Republic of Korea
2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176 Gajeongro, Yuseong, Daejeon
34114, Republic of Korea
Power plants consume a major fraction of water to generate electricity,

typically in the range between 30 - 50% of all fresh water sources. Most of
the water from plants are lost with heat through stack and cooling towers.
It has been reported that if 20% of these water can be recycled, power
plants can be self-sustainable, allowing them to be located with higher
flexibility. Membrane contactor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harness this
source of water, but most of the work have been focused on dense vapor
separation membranes with limited succes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potential application of membrane condenser technology to harness fresh
water from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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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2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최완석1, 신민규1, 이창훈1, 원영준2, 정현욱1, 이종석2, 이정현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1*,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Biomimetic Ultralow Fouling Reverse Osmosis Membranes
Wansuk Choi1, Mingyu Shin1, Changhoon Lee1, Young June Won2,
Hyun-Wook Jung1, Jong Suk Lee2, Jung-Hyun Lee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2
폴리아마이드 역삼투 분리막은 우수한 분리성능(염제거율, 수투과도)으로 인
해, 해수담수화 공정의 핵심소재로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해수내 존
재하는 오염원에 의해 막표면이 오염(파울링)되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 분리막의 내오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주로 분리막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장
기간 내오염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분리막의 표면구조
를 제어하여 내오염 특성을 부여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리막 표면구조 제어기술을 활용하여, 내오염특성이 우수한 생체의 표
면구조를 모사한 역삼투 분리막을 제조하고, 우수한 내오염성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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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3

장기 내구형 신모듈 개발 및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이광진1, 이아름1, 정호찬1, 문희완1, 이우녕2, 노형근2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중앙기술원1, 두산중공업 물사업개발팀2

Development of new membrane modules with
long-term durability and their application on
low energy MBR process
Kwang-Jin Lee*, Ah-Reum Lee1, Ho-Chan Jung1, Hee-Wan Moon1,
Woo-Nyoung Lee2, Hyung-Keun Roh2
Central research park, KOLON Ind., Inc.1, Water business development team,
Doosan Heavy Ind. & Construction2
Membrane bioreactors (MBRs) have big issue on high aeration energy. In
this study, reciprocation of membrane was adapted to mitigate membrane
fouling. Inertial force induced by reciprocation removed foulants from
membrane surface. Pilot plant with capacity of 1,100 m3/day was operated
for 8 months

in Singapore. The result showed stable trans membrane

pressure (TMP) and low permeate turbidity below 0.1 NTU at 25 LMH. It
also showed 60 times less energy consumption than conventional MBR. Low
dissolved oxygen in membrane tank resulted in higher nitrogen removal.
Long-term reciprocation requires very strong membrane modules. Braid
reinforced membrane and its modules were optimized to reciprocation. The
evaluation of them after the operation showed there was no change in all
thei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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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4

나노 기술을 도입한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원영준
서강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Post-doc

Preparation of nano-hybrid membrane for
enhancing the anti-biofouling
Young-June Won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분리막에 관한 최신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분리막 분야에 차용
하여, 분리막의 성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나노기술과 분리막 제조 기술의
융합연구는 최신 분리막 연구 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나노-하
이브리드 분리막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패터닝 기술을 도입한 패턴 분리막의 제조
- 나노 기술의 하나인 패터닝 기술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융합하여, 표면이
패턴화된 분리막을 제조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MIL-100(Fe)/CS 등의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분리막의 제조
-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노입자(MIL-100(Fe)/CS의 경우 항균성 및 친
수성)를 분리막 제조에 적용하여 분리막의 막오염 저감 효과를 증진한 분리
막을 제조하였다.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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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2MA-1~2MA-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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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1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및
유용 화합물 제조
박기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실

PEM electrolyzer for electrocatalytic CO2 reduction into
valuable chemicals
Ki Tae Park*
Greenhouse Gas Research Lab.,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유용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
술로서 지속적인 탄소원의 활용 및 고부가 가치의 화합물 생산을 통한 이익 창
출이 가능하다. 다양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중에서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유용 화합물 생산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저장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열역학적으로 안정
한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기술의 경제성 확
보 및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성물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촉매 개발 및 효율적인 반응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 개미산염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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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2

무전해도금을 이용한 Pd/Ru 복합 분리막
한동희1, 김성수2*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과1,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2*

Palladium/ruthenium composite membrane
by electroless plating
Dong Hee Han1, Sung Su Kim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96 San, Iui-dong, Youngtong-ku, Suwon-si, Gyeonggi-do
16227, Republic of Korea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94 San,
Iui-dong, Youngtong-ku, Suwon-si, Gyeonggi-do 16227, Republic of Korea2*
SiHCl3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클로로실란 혼합가스 중 수소의 재이용
을 위하여 분리공정이 필수적이며, Pd계 분리막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Pd
분리막의 경우 300°C 이하에서 수소 흡착에 의한 취성문제와 공존하는 불순물
가스에 의한 손상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Pd layer 위에 Ru을 무전해 도금하여 Pd/Ru 복합 분리막을 제조하였고 저온에
서 수소 투과도 및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180°C에서 50일 동안 수소에 의한 취
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8 m3m-2h-1의 안정적인 투과량을 나타내었고. 또한
5% HCl, 0.5% SiHCl3가 포함된 가스를 225°C의 온도에서 2 bar로 주입하였을
때 9 hr 동안 Pd/Ru 복합 분리막이 손상되지 않고 수소의 투과량이 2.0
m3m-2h-1 이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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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3

분리막을 이용한 에너지추출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nergy Harvesting using membrane
Chul Ho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Membrane potential is based on the difference in electric potential
between membrane that is induced by the concentration differences. This
study

focused

on

membrane

synthesis

for

ultra-thin

ion

exchange

membrane. Using those membranes, prototype concentration cell were
produced. Interestingly, those concentration cells responds to all external
changes, for example, vibration, bending, temperatures. We expect that the
concentration cells could extract the useful energy from any type of
low-degree en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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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4

세퍼레이터용 다공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제조
강상욱*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Preparation of porous cellulose acetate for
application to separator
Sang Wook Kang*
Department of Chemistry and Energy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The straight nanopores in cellulose acetate (CA) polymers for battery gel
separators were generated by utilizing both hydrated metal salts and water
pressure. When polymer film was exposed to water pressure, the continuous
nanopores were generated after complexing with hydrated metal salts.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that polymer chains were weakened because
of the plasticization effect of the hydrated regions incorporated into the CA.
Pore size could also be easily controlled by adjusting the water pressure.
The generated pores in CA polymers were confirm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The coordinate interactions between CA polymer
and metal salts, and ionic states of metal salts were investigated by FT-IR
and Raman spectroscop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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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2MC-1~2MC-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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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1

팔라듐계 분리막 개질기가 적용된 천연가스 습윤 개질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및 이를 위한 고성능 및
대면적 튜브형 팔라듐계 분리막 개발에 관한 연구
이신근1*, 김창현1,2, 한재윤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 고려대학교2

Hydrogen production of natural gas steam reforming using
palladium based membrane reformer and development of
tubular palladium based membrane with high performance
and large scale
Shin-Kun Ryi1*, Chang-Hyun Kim1,2, Jae-Yun Han1,2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1*, Korea University2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PEMFC는 고효율⋅출력밀도를 나타내며, 짧은 시동시
간, 우수한 응답특성에 따라 현지설치형 발전기술로 사용되며, 이를 위한 고효
율 연료처리장치가 필수적이다. SMR반응은 연료당 고회수율을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하며, 전환율 확보를 위해 700°C, 20 bar 이상의 운전조건에서 수행되며,
WGS, PSA의 후단공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한다. 분리막 개질기를 이용한 SMR
반응은 분리막이 수소를 제거함에 따라 반응효율 증진, 공정온도 저감, 후단공
정 배제를 할 수 있어 공정구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는 팔라듐
분리막 개질기를 사용하여 550°C, 5 bar에서 SMR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였
으며, 개질된 가스의 CO 농도를 최소화하여 고온 PEMFC용 연료처리장치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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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2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접촉막 기술 개발
박정훈*, 이홍주, 박유강, 이승환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pjhoon@dongguk.edu*

Development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for CO2 Capture
Jung Hoon Park*, Hong Joo Lee, Yu Gang Park, Seung Hwan Lee
Department of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CO2 포집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최근 분리막, 흡수 공정의 하이브리드 기술인 접촉막 공정이 주
목받고 있다. 본 연구진은 2014년부터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세라믹 소
재의 중공사막을 적용한 접촉막 공정을 개발해오고 있다. 대규모 공정 실증을
위하여 세라믹 중공사막 기공 구조 제어 기술부터 소수성 코팅, 모듈 디자인 및
배치, 공정 구성 최적화 등을 연구하였다.
사사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4M1A8A10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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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3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소수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관련
정양환, 최정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Formation of CO2-selective hydrophobic zeolite membranes
Yanghwan Jeong and Jungkyu Choi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분자체(molecular sieve)로 알려진 제올라이트 분리막 중에 8-membered ring
(8 MR) 구조를 지닌 제올라이트를 다공성 지지층 위에 연속적인 분리막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8 MR 구조 중에서도 소수성을 띠는 제올라이트 기반으로
높은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분리 능력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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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 방법으로 제작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이산화탄소 분리
능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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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4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물/알코올 투과증발 특성 연구
오웅진1,2, 정재칠3, 이정현2, 여정구2, 박영철2, 김현욱2, 이동호2, 조철희1, 문종호2*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 (주)파인텍3

Dehydaration Characteristics of Water/Alcohol Binary
Mixtures Using Zeolite 4A Pervaporation Membranes
Woong-Jin Oh1,2, Jae Chil Jung3, Jung-Hyun Lee2, Jeong-gu Yeo2, Young
Cheol Park2, Hyunuk Kim2, Dong-Ho Lee2, Churl-Hee Cho1, Jong-Ho Moon2*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1,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2, FINE-TECH.Co.,Ltd3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 4A 분리막((주)파인텍)에서의 물과 알코올(메탄올,
에탄올, IPA, 부탄올)의 1성분, 2성분 그리고 3성분 투과증발 특성을 실험 및 모
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양한 온도 및 농도 조건 실험을 통해 제올라이트 4A
분리막이 알코올로 부터 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분리계수는 각각 물/메탄올 150 이상, 물/에탄올 3,000 이상, 물/IPA 1,500 이
상, 물/부탄올 1,500 이상이었다. Generalized Maxwell Stefan 모형 및 Dusty
Gas 모형을 이용하여 단일성분 및 혼합물의 투과증발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상수추정을 통하여 비지지체의 흡착 및 확산 상수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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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2MB-1~2MB-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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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1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
신정훈1, 이형기1, 신경숙2, 차재환2, 김병군3
태영건설, 한화건설*, 한국수자원공사**

Membrane bioreactor sewage treatment by applying a
two-stage coagulation control based on pre-coagulation
JungHun Shin1, Hyungki Lee1, Kyung-Suk Shin2,
Jaehwan Cha2, Byung-Goon Kim3
Taeyoung E&C, Hanwha E&C*, K-water**
2012년부터 강화된 총인의 농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응집에 의한 물리화학
적 처리가 필수적인 후단공정이 되었으며, 현재 국내 하수처리시설 중 약 60%
의 처리시설에서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총인처리시설 운전에 따른
응집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약품 비용 및 슬러지 처리비 증가
등의 운영비가 상승하였다. 특히 분리막 공법(MBR)의 경우 막 투과수의 응집액
부족으로 인한 응집효율 저하 및 응집제의 과다 주입으로 인한 처리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R 공법내에서 별도의 총인처리시설 필요 없이 생물학적 인
제거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응집제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처리수의 인농도를
0.2 mg/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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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2

화학세정에 의한 역삼투막 손상평가
박대선,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Investigation of RO membrane damage
by chemical cleaning agents
Daeseon Park, Seoktae Kang
KAIST,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the present study, the impact of RO polyamide layer by long-term
chemical exposure was evaluated. Basic cleaning chemicals such as NaOH
increased the pure water flux and salt passage of RO membrane up to 1.6
times and 2 times, respectively. In contrast, membranes exposed to acidic
chemicals

such

as

HCl

have

experienced

no

discernible

change

of

permeability, which indicated that basic chemicals caused the more serious
damage to

RO polymeric layers. However, XPS analysis showed that both

membranes

were

experienced

significant

damages

on

cross-linking

of

polyamide structures. It can be concluded that basic cleaning chemicals
induced the enlarged pore structure due to electrostatic repulsion between
damaged

polymers,

while

acidic

chemicals

caused

deterioration by shrinkage of the polyami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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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performance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3

막 손상과 수명예측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이용수1, 김종오1*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1

Research on Algorithm Optimization for
Detecting Membrane Damage and Deterioration
Yong-Soo Lee1, Jong-Oh Kim1*
Depar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1
다양한 활용용수 생산을 위한 막 소재 및 막여과 공정개발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유지
관리 측면의 막 손상 검지와 수명예측은 제도적으로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막
여과 공정 운영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막 손상 검지 기술개발은 막 특
성 및 시설규모에 따른 오차보상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따라
서 분리막의 물리/화학적 노출강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찰하여 내구년한 산정
및 수명예측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리막의 특성과 모듈의 배열에
따라 최적화된 막 손상 검지를 위한 기체-액체 치환율을 기반으로 물리적 한계
도출과 병행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센싱융합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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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4

미세조류 고농축 수확 공정을 위한
회전체 장착형 분리막여과
김교찬1,2, 장용근1,2*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1, KAIST 생명화학공학과2

Dynamic filtration with rotating disk
for microalgae harvesting process
Kyochan Kim1,2, Yong Keun Chang1,2*
Advanced Biomass R&D Center1
Department of Biomolecular & Chemical Engineering, KAIST2
Membrane filtr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promising harvesting
technology in the fields of microalgal biorefinery to produce biofuels and
valuable chemicals from microalgal biomass. For developing the effective
membrane-based

harvesting

process

to

produce

highly

concentrated

biomass, membrane fouling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it leads to not
only reduced filtration rate but also insufficient reachable concentration of
harvested biomass for downstream process. For that, a dynamic filtration
using a rotating disk was evaluated in this study, efficiently generating high
shear flow near the membrane surface by an independently moving part. It
was demonstrated to achieve feasible filtration performance even under high
biomass concentration with complete biomass recovery and moderate energy
consumption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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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2MD-1~2MD-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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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1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임동석, 박정수, 이태국, 박승국, 조용주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Design skills for low energy RO system
Dongseok Lim, Jungsu Park, Taekuk Lee, Seungkook Park, Yongju Cho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Hanwha E&C
일반적으로 SWRO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은 3.5 kWh/m3 이상의 에너지를 소
비한다. 그중 RO트레인은 2.5～3.0 kWh/m3를 소모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RO트레인
의 최적 설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는 다양한 RO트레인의 설계를 최적화 하
여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10% 절감하고자 한다. 1) ISDInternally Staged
Desing)을 적용한 1st Pass의 설계최적화, 2) SPSP(Split Partial Sencond Pass)
적용을 통한 2nd 용량 최적화 설계, 3) 초고성능 막을 적용한 Single Pass 설계
방법의 최적 조합을 통해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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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2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기술 현황 및 전망
박용균*, 여인호, 이원일, 박태신
GS 건설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SWRO-PRO Hybrid
Desalination Technology
Yong Gyun Park*, In-ho Yeo, Won-il Lee, Tae-shin Park
GS E&C
최근 국내에서 연구개발중인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기술은 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고염도 농축수와 저염도 하수처리수를 각각
PRO 시스템의 유도용액과 원수로 사용하여, 두 용액의 농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삼투에너지를

압력교환장치를

통해

회수하여

RO

고압펌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거나, 터빈 형태의 에너지 회수장치 적용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PRO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에너지는 해수담수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농도 농축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농축수 처리 비용 및 해수담수화 전력시설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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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3

중공사 모듈을 이용한 MD 공정 설계 및 구축 현황
김봉철1, 우윤철1, 최용준2, 이상호2, 최준석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대학교

MD process design and construction status using
hollow fiber module
Bongchul Kim1, Yunchul Woo1, Yongjun Choi2, Sangho Lee2, June-Seok Choi1*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 Building Technology1*,
Kookmin University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체수자원 확
보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해수담수화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개념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막증발법
(Membrane distillation, MD)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Global MVP 연구단”에서는 세
계 최대 규모인 400 m3/일 규모의 복합탈염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산
중공사 막증발 모듈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복합탈염 설계기술과 구축기술
을 확보하고자 현재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55 -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4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한 자원회수
정상현1, Gayathri Naidu2, 최영권2, 임승주1, 정다운1,
Anthony G. Fane3, 장암1*, Saravanamuthu Vigneswaran2
성균관대학교1,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3

Resource Recovery in Seawater Desalination using the
Membrane
Sanghyun Jeong1, Gayathri Naidu2, Youngkwon Choi2, Sung-Ju Im1,
Dawoon Jeong1, Anthony G. Fane3, Am Jang1*, Saravanamuthu Vigneswaran2
Sungkyunkwan University1,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3
The ultimate goal of seawater reverse osmosis brine management is to
achieve minimal liquid discharge while recovering valuable resources. The
suitability of an integrated system of membrane distillation (MD) with
sorption for the recovery of rubidium (Rb⁺) and simultaneous SWRO brine
volume

reduction

encapsulated

has

potassium

been
copper

evaluated

for

the

hexacyanoferrate

first

time.

Polymer

(KCuFC(PAN))

sorbent

exhibited a good selectivity for Rb⁺ sorption. The integrated MD-KCuFC
(PAN) system with periodic membrane cleaning, enabled 65% water recovery.
A stable MD permeate flux was achieved with good quality permeate.
KCuFC (PAN) showed a high regeneration and reuse capacity. Ammonium
chloride air stripping followed by resorcinol formaldehyde resin filtration
enabled to recover Rb⁺ from the desorb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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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M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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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해수담수화용 박막
복합체 분리막
전성권1, 박상희1, 신민규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Star Polymer Based Thin Film Composite Membrane with
High Separation Performance and Low Fouling for
Desalination
Sungkwon Jeon1, Sang-Hee Park1, Min Gyu Shin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Growing demand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have raised interest
to design advanced materials for thin film composite (TFC) desalination
membranes with high permselectivity and low fouling. Here, we synthesized
a star-shaped polymer as a new building block material, which can be
assembled into selective layer of the TFC membrane via a facile interfacial
polymerization (IP). Star polymer with compact globular structure and high
density amine functional groups enabled to fabricate higher permselectivity
and

lower

fouling

propensity

membrane

compared

to

commercial

membranes. In addition, star polymer assembled TFC membrane can function
as either nanofiltration or reverse osmosis membrane by simply adjusting IP
process

conditions,

which

cannot

feasible

in

conventional

demonstrating remarkable versatility of our star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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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구두 발표 MO-2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김여진1,2, 김정1, 조영훈1, 박호식1, 박유인1, 박호범2, 남승은1*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2

Preparation of Ceramic Hollow Fiber Ultrafiltration
Membranes and Comparison of
Pore Size Characterization Methods
Yeo-Jin Kim1,2, Jeong-Kim1, Young Hoon Cho1, Hosik Park1,
You-In Park1, Ho-Bum Park2, Seung-Eun Nam1*
Membrane Research Center,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1,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2
본 연구에서는 sol-gel법을 이용하여 세라믹 중공사 지지체 표면에 합성된
sol을 dip coating하고 활성층을 형성시켜 한외여과막을 제조하였다. 코팅 횟수
및 코팅 용액의 조성에 따른 코팅층 변화를 확인하여, 결함을 최소화하고 균일
하게 제조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 소결 후 투과 특성 측정을 통해 소결 온
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제조된 한외여과막은 분획분자량(Molecular Weight
Cut-Off, MWCO)과 gas-liquid displacement porometer (GLDP), liquid-liquid
displacement porometer (LLDP)를 이용하여 기공크기를 측정하고 분리막의 성
능과 기공크기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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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3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제어
잔민, 곽기문, 홍승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Efficient control of membrane fouling in FO system by
cleaning and pretreatment strategy for municipal
wastewater reuse
Min Zhan, Gimun Gwak, Seungkwan Hong*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various physical cleaning methods such as physical washing
and osmotic backwash,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membrane fouling
properties by employing real secondary wastewater effluent (SWWE). In
addition, microfiltration (MF) and ultrafiltration (UF) pretreatments were
compared to maximize removal of organic matter and to control membrane
fouling efficiently. Organic foulants deposited on the active layer of FO
membrane were observed by fouling behavior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s of natural organic matter and membrane fouling was also
investigated from the bench-scale FO tests.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code 18IFIP-B088091-05) from
Industrial Facilities &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n government.

- 61 -

구두 발표 MO-4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김택승, 김효전, Pattarasiri Fagkaew,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Biofouling control of RO membrane process using
immobilization of biofilm inhibitors
Taek-Seung Kim, Hyojeon Kim, Pattarasiri Fagkaew, Seoktae K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바이오파울링은 역삼투막 여과 공정에서 운전 성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다. 이전 연구들은 분리막 표면에 발생하는 바이오파울링을 제어하기 위해서 화
학적 세정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화학적 세정제의 주입은 분리
막의 손상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수계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입 농도와
운영 방법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
리막 표면에 생물막 저해제를 고정하여 바이오파울링을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표면 고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Layer-by-layer 기술을 적용하였고, 생물막
저해제로 클로르헥시딘과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사용하였다. 막 표면의 생물막 저
해제 고정화는 미생물의 부착 억제 및 사멸로 생물막 형성이 지연되어 운전 성
능이 유지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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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5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3111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에너지공학과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for water electrolysis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widely used as
representativ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to generate hydrogen and oxygen gases with a high purity (e.g.,
99.999%) simultaneously. PEM should satisfy high selectivity of proton to
water and act as gas barrier to hydrogen and oxygen in order to improve
current efficiency which is a barometer to determine how effectively the
electric energy is used for water electrolysis. In this study, PFSA ionomers
with different chemical architectures and equivalent weights were used to
make PEM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The structure-property-performance
relationship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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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6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박인기,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31116

Saline water electrolysis membranes with a chemically
resistant layer
In Kee Park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lee@dankook.ac.kr)
Saline water electrolysis is a representative electrochemical conversion to
produce chlorine gas and sodium hydroxide as major products by applying
electric power.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usually used as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materials owing to high
sodium ion selectivity and strong resistance to acidic compounds (e.g., Cl2,
HCl and so on) produced in anode. However, PFSA ionomers have been
suffering from chemical degradation occurring when exposed under harsh
basic

condition

in

cathode.

In

this

study,

double

layered

chlor-alkali

membranes were prepared by anchoring crosslinked hydrocarbon ionomer
via radical polymerization technique in water channels located in a surface
layer of PFSA ionomer membranes and electrochemically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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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7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번길 (우)31116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random copolymer
nanodispersion for poly(tetrafluoroethylene) reinforced
membrane formation
Juhee Ahn,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30-714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SPAES) random copolymers have
been

perceived

ionomers

owing

as

alternatives

to

their

to

cheap

perfluorinated
production

sulfonic

cost

and

acid

low

(PFSA)

hydrogen

permeability. In spite of their advantages, there are some issues to
overcome

such

as

membrane

durability

and

relatively

low

proton

conductivity in the low humidity range. An approach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fill SPAES copolymers into porous support films (e.g.,
poly(tetra fluoro ethylene), PTF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defect-free
pore-filling

membranes.

In

this

study,

SPAES

nanodispersion

in

a

water-alcohol mixture is made under a modified supercritical condition and
used to make highly proton conductive and chemical durable SPAES-PTFE
pore-filling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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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8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이온교환막 응용
황진표,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3111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에너지공학과

The syntheses of anion-conductive perfluorinated ionomers
and their membrane applications
Jin Pyo Hwang,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The anion exchange membrane (AEM) has a structure having a group of
positively charged ions inside, and selectively permeates the anion of the
electrolyte. In addition, excellent ion conductivity and chemical durability,
and highly reliabl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are required. However,
commercially available AEMs have a hydrocarbon-based backbone. It is
difficult to make the thin film because of low solubility. As a result, it has
low ionic conductivity and high area resistivity and shows limitations in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In this study, a perfluorinated ionomer-based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excellent chemical stability is prepared and
shows enhanced anion conductivity in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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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9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차우주,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Radiation-graft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membranes for salined water electrolysis
Woo Ju Cha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Contact email address: chlee@dankook.ac.kr
Chlor-alkali (CA) membrane process is a commercially useful process to
produce valued chemicals such as chlorine, sodium hydroxide and hydrogen
via salined water electrolysis using sodium ion (Na+)-selective membrane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CA process is to reduce high energy
consumption. A plausible solution is to obtain highly Na+-conductive
membranes. The representative membrane materials are chemically stable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such as Nafion® and Aciplex®.
PFSA membranes,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s to PFSA
membranes. In this study, a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copolymer
membrane is radiation-grafted with a highly sulfonated poly(styrene) used as
a side chai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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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0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한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분리막의 제조
박성준1, 권순진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Fabrication of High Performance Thin Film
Composite Reverse Osmosis Membranes using
Aromatic Hydrocarbon Solvents
Sung-Joon Park1, Hyo-Eun Kwon1, Min Gyu Shin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We report on the fabrication of a high performance reverse osmosis
membrane based on a hydrophilic polyacrylonitrile support via an aromatic
solvent-assisted interfacial polymerization process. The use of aromatic
solvent (toluene or xylene) produced the membranes with unprecedentedly
high NaCl rejection (~99.9%) and superior water flux, outperforming both
the control membrane prepared using a conventional aliphatic solvent
(n-hexane) and commercial membranes. The membranes fabricated using
toluene or xylene had roof-like structures covering a thin and highly dense
polyamide (PA) layer, which was induced by enhanced amine diffusion and
the extended miscible layer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miscibility of
aromatic solvent with water. The high performance of the membranes is
attributed to thin and highly cross-linked basal PA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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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1

알루미나 중공사 지지체에 탄소분자체(CMS) 분리막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연구
김성중1,2, 남승은1, 박호식1,2, 박유인1,2*
한국화학연구원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2

Preparation of Carbon Molecular Sieve Membrane on
Alumina Hollow Fiber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Seong-Joong Kim1,2, Seung-Eun Nam1, Hosik Park1,2, You-In Park1,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
To separate olefin from paraffin efficiently, highly selective and permeable
carbon molecular sieve (CMS) membrane has been employed. Especially,
supported CMS membrane could offer high permeance and mechanical
strength. However, it has been limited to flat or tubular type membranes
despite a lower packing density due to a difficult manufacturing process of
hollow fiber membrane. Thus, we have optimized the process to prepare the
CMS membrane on alumina hollow fiber. To coat a defect-free thin alumina
intermediate layer, the withdrawal speed during dip-coating process was
varied, and the viscosity of polymer solution was controlled to form uniform
layer. Then, the pyrolyzed CMS membrane was tested in propylene/propane
mixture gas system as well as single component. Moreover, a long-term
performance was evaluated in hars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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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2

브롬화/탈브롬화에 의해 가교된 6FDA-Durene
기반 기체 분리막
안희성, 이종석*
화공생명공학과, 서강대학교

Bromination/debromination-induced Thermal Crosslinking of
6FDA-Durene for Aggressive Gas Separations
Heseong An, Joung Suk Le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A new method for enhancing condensable gas-induced plasticization
resistance of aromatic polyimides (PIs) as well as increasing the flux of gas
penetrants with negligible selectivity loss was demonstrated via a so-called
bromination/debromination-induced thermal crosslinking. Our newly developed
crosslinking approach essentially loosened the polymeric chain packing of
6FDA-Durene PIs by forming ethylene crosslinking bonds, while retaining its
rigid PI backbone. As the degree of crosslinking increased, the permeability
increased with trivial selectivity loss. As a result, outstanding separation
performances for CO2/N2, CO2/CH4 and C3H6/C3H8 gas pairs have been
obtained, and most importantly, a high tolerance to CO2 or C3H6 induced
plasticization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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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M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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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

양쪽성 이온 화합물 SBMA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표면 개질 및 평가
박지훈, 전병문, 이형개, 권영남*
UNIST 도시환경공학부

Evaluation of surface modificated SWRO commercial
membrane with zwitterionic chemical SBMA
Jih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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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은 상용화 된 DOW FILMTECTM과 Toray Chemical Korea Inc.
의 폴리아마이드 기반 해수담수화 분리막을 양쪽성 이온의 특성을 지니는 화합
물인 SBMA를 이용한 표면 개질 후 성능 및 특성 평가에 대한 고찰이다. 표면
개질 방법으로 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ATRP) 반응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FT-IR, XPS 및 Contact angle 등의 표면 분석 평가를 통해서 SBMA가 분리막
표면에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성능 테스트 또한 진행하였다. SBMA가 표
면에 개질 되면서 양쪽성 이온의 특성을 통해 분리막은 높아진 친수성으로 개
질되기 이전 분리막 대비 해수담수화 시스템 운전시 발생 되는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막 오염 현상을 개선 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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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용매를 이용한
고염선택도 정삼투 분리막
권효은1, 김달용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High Salt Selective Forward Osmosis Membranes Prepared
by Interfacial Polymerization using Aromatic Hydrocarbon
Solvents
Hyo-Eun Kwon1, Dal-Yong Kim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Development of forward osmosis (FO) membranes with high salt selectivity

is a essential issue to realize the FO technology. To improve salt selectivity
of the FO membrane, a polyamide thin film composite FO membrane was
fabricated
hydrocarbon

by

the

organic

interfacial
solvents

polymerization
on

method

polyacrylonitrile

(PAN)

using

aromatic

supports.

The

aromatic hydrocarbon organic solvent accelerated amine diffusion rate
toward the organic phase and the subsequent reaction, which can improve
membrane performance by fabricating a thin and highly dense basal PA
layer. As a result, the prepared FO membrane showed ~1.7 times higher
flux and ~4.5 times higher salt selectivity compared to HTI-CTA commercial
membrane with 1.0 M NaCl draw solution and DI water feed solution in F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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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

열유도상분리(TIPS)를 이용한 PVDF분리막의
장기 안정성 테스트
김지현, 이정우, 우승문,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공학연구원*

Characterization of Long-term Stability Test According to
Sadistic Condition of TIPS Membrane
Ji Hyeon Kim, Jung Woo Lee, Seung Moon Woo,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Chronic problems of water treatment membranes are fouling phenomena
and membrane damage during the cleaning process. In this study, to solve
these problems, a separation membrane in the form of a hollow fiber
having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was produced by using the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TIPS). The material used to make the water
treatment membrane is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In the evalu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manufactured hollow fiber, citric acid which is an
acidic

solution

and

NaCl

which

is

a

basic

solution

were

used

and

experiments of chemical resistance were proceed.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hollow fiber membrane, water flux and tensile strength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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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

이온빔 처리를 통한 주름진 구조를 이용한
그래핀 분리막 성능 조절
남윤태, 김선준, 강경민, 정우빈, 김대우*,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유기광전자재료 연구실
연구 책임자: audw1105@gmail.com, heetae@kaist.ac.kr

Ion-Beam Induced Wrinkling of Polymer Supports to Tune
the Performance of Graphene-based Membrane
Yoon Tae Nam, Seon Joon Kim, Kyoung Min Kang, Woo-Bin Jung,
Dae Woo Kim*, Hee-Tae Jung*
KAIST Institute of Nanocentury & National Laboratory for Organic
Optoelectronic Materials,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BK-21 plus), Korea Advanced Institu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5-701,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audw1105@gmail.com and heetae@kaist.ac.kr
Laminated graphene oxide (GO) membrane has great attention for ultrafast
flux

membrane

with

well-defined

pore

structure.

However,

laminated

structure is sensitive to various factors such as functionalization, fabrication
method and especially support morphology due to ultrathin thickness.
Herein, we investigated surface roughness effect by controlling systematically
wrinkled structure of support with ion beam treatment. Wrinkled surface of
support generates free volume at interface, facilitating fast water transport,
which confirmed 6.4 times enhancement on permeation of water while
maintaining

high

rejection

of

all

dye

molecules.

The

tunability

of

nanostructure through support control can provide development for ultrathin
GO membrane in wate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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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

SEBS계 고분자를 활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및
계면동전위 특성평가
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Electrokinetic potential study of SEBS-based polymer anion
exchange membrane
Jin Woo Jo, Tae Yang Son,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

walden@gnu.ac.kr

제타전위를 이용한 분리막의 막오염 개선연구와 분리막의 표면전하 분석을
통한 고분자의 개질 확인 및 치환기 확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타전위(zeta potential)란 전기역학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전위차를 정량화 한
값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영동(ele
ctrophoresis), 전기삼투(eletrosmosis),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를 측정하는
예가 있고 그중 평막은 유동전위 측정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BS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고분자를 개질하여 아민화된 SEBS 평막
형택의 분리막을 제조하고, 제조한 아민화된 SEBS 고분자 분리막을 계면동전위
측정기 이용으로 유동전위를 측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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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

전열 교환막 적용을 위한 암모늄 도입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 제조 및 투습도 특성평가
정지혜, 손태양, 김지현, 남상용*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Preparation and vapor permeability evaluation of
hydrophilic SEBS polymer membrane for Total heat
exchange membrane
Ji Hye Jung, Tae Yang Son, Ji Hyeon Kim,,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

walden@gnu.ac.kr

최근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실내 공기의 질은 매우 중
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새롭게 대두되어야 할 문제이다.
실내 공기질은 온도, 습도 등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인자를 제
어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지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전열 교환을 적용한

문제를 해결하려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열 교환막을 이용하여 효과
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전열 교환 분리막 적용을 위하여,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고분자에 암모늄을 도입하여 친수성을 가지는 아민화된 SEBS 고분자를
합성 및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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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

PolySulfone기반 중합체 분리 막 생성을 통한
유사한 크기 단백질 분리 및 제타 전위 측정
홍준의,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Separation of similar size proteins and measurement of
zeta potential through production of PolySulfone based
polymer separation membrane
Jun Ui Hong, Tae Yang Son,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

walden@gnu.ac.kr

현재 단백질 분리 공정에서의 큰 문제점은 공정의 시간이 길며 고비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의 해결방안으로 membrane을 이용한
공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연구에는 단백질 분리 공정에서도
단백질 크기 및 막 표면의 전하차를 이용한 분리 공정이 관심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Poly Sulfone을 이용하여 용액을 제조하여 유사크기 단백질의 분리
를 위한 membrane을 제조하였다. membrane은 용액을 얇게 casting하여 증류
수를 이용한 상 분리 법을 통하여 membrane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membrane
의 structure을 확인하기 위해 FT-IR, H-NMR을 이용하였다. 또한, pH에 따른 전
위차를 측정하여 표면의 Zeta Potential을 확인하였으며 membrane의 특성평가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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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8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α-Al2O3 수소 분리막의
치밀 Pd 코팅층의 형성 및 수소투과특성
임수민1, 채진웅1, 박정훈1*
1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The Formation and Hydrogen Permeation Properties of
Dense Pd Layer Coated on the Pd/α-Al2O3 Hydrogen
Membrane by Electroless Plating
Soo Min Lim1, Jin Woong Chae1, Jung Hoon Park1*
1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수소원자는 금속 표면에 흡착하여 해리되고 금속 격자 사이를 이동해 다시
수소분자로 재결합되어 탈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는 금속을 통해
투과할 수 있다. 특히 수소원자는 팔라듐에서 높은 용해도와 이동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수소 투과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무전해 도금을 이용하여 Pd 금속을 α-Al2O3 중공사 지지체에
증착시켜 SEM&EDS 분석을 통해 Pd 코팅 특성을 확인하였다. 치밀 Pd 층을 확
인하기 위한 분리막의 leak 테스트 후 고온 수소투과 실험을 통해 분리막의 수
소투과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본연구(NRF-2017R1D1A1B03036250)”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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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9

CO2 분리용 멀티 블록형 PIM-PI 공중합체
폴리이미드 고분자막
Iqubal Hossain, 김태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화학과 유기재료합성실험실

Multi-block PIM-co-polyimide Membranes for CO2
Separation
Iqubal Hossain, Tae-Hyun Kim*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kim@inu.ac.kr*)
Polymer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has been attracting recent
interest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and low operational cost. Polyimides
(PIs) are the most widely used polymers for this application due to their
toughness and moderate gas separation properties. However, the gas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current polymers, including PIs, do not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We report herein multi-block
PIM-co-PIs as novel polymer membranes for CO2 separation. Synthesis,
characterization and their properties including gas separation performance of
various

compositions

of

PIM-PI

block

discussed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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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olymer

membranes

will

be

포스터 발표 MP-10

말단 가교를 도입한 피페리디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윤다영, 김태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화학과 유기재료합성실험실

Terminally-crosslinked piperidinium-functionalized
poly(arylene ether sulfone)s as
novel anion exchange membranes
Dayoung Yun, Tae-Hyun Kim*
Organic Material Synthesis Laboratory,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s) have been considered as a
promising

energy

device.

To

make

highly

efficient

AEMs,

high

ion

conductivity, mechanical stabilities and alkaline stabilities are required. High
ion conductivity generally accompanies poor mechanical properties, and
crosslinking has been widely appli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Our
groups introduced novel terminally-crosslinked piperidinium-functionalized
poly(arylene ether sulfone)s as a anion exchange membrane. Unlike the
typical AEMs, our terminally-crosslinked membranes are expected to have
high

conductivity,

especially

at

low

RH

conditions

due

to

enhanced

water-holding capacity, while maintaining the high chemophyscial stabilities
by crosslinking. The synthesis, and properties of the prepared membrane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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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1

퍼플루오르화 술폰산 이오노머 멤브레인의
제조 이력의 중요성
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3111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에너지공학과

The importance of fabrication history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Woo Young Kim,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One of the key components to determin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performances is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the representative PEM

material is

perfluorinated
®

ionomers. PFSA ionomers such as Nafion and 3M

®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widely used as PEM materials for fuel cells owing to their excellent chemical
inertness and high proton conductivity. Generally, polymeric material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 membrane fabrication histories including casting
solvents, thermal annealing temperature and time, when they are converted
in the membrane forming process. In this study, 3M PFSA ionomer
membranes were systematically prepared under different fabrication histories.
Their morphological contribution on fundamental characteristics, transport
behavior,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wer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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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2

알킬 암모니움을 첨가제로 도입한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고분자 음이온 교환막
이보련, 김태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화학과 유기재료합성실험실

Novel ionic conductor based on long alkyl-diammonium as
an additive to poly(p-phenylene oxide) and
its application to anion exchange membrane
Boryeon Lee, Tae-Hyun Kim*
Organic Material Synthesis Laboratory,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The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s) have been known to
be promising eco-friendly power sources. To develop AEMFCs, the high ion
conductivity,

good

dimensional,

mechanical

and

alkaline

stabilities

are

required for AEMs. However, the high conductivity generally requires high
water uptake, which causes an enhanced swelling and decreased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AEMs. To overcome this problem, we introduced an ionic
conductor

having

long

alkyl

diammonium

groups

to

alkyl-substituted

poly(p-phenylene oxide) (PPO). Addition of this new additive increased the
conductivity,

mechanical

and

alkaline

stabilities

due

to

the

molecular

interaction between alkyl chains in PPO and same group of the additive.
Synthesis and properties of the corresponding membrane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 84 -

포스터 발표 MP-13

친수성-소수성 올리고머 조성 변화에 따른 암모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Mayadevi T S, 김태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화학과 유기재료합성실험실

The effect of controlling hydrophilic-hydrophobic block
ratio in quarternary ammonium-functionalized
poly(ether sulfone ketone)s
Mayadevi T S, Tae-Hyun Kim*
†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kim@inu.ac.k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s) have attracted a growing
interest as an alternative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PEMFCs).
AEMs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AEMFCs, and it’s a great
challenge to attain high ion conductivity, good dimensional, mechanical and
alkaline stabilities for AEMs. We prepared poly(ether sulfone ketone)s having
various hydrophilic-hydrophobic block ratios,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block

composition

on

the

chemo-physical

properties

of

the

corresponding membranes. The experimental procedures and the properties,
including conductivity, morphology and stabilit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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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4

해수/하수 처리수 연계 정삼투 공정에서 막오염 저감을 위한
폴리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 제조
김예지, 양은목, 최희철*
광주과학기술원

Poly dopamine coating on carbon nanotube composite
membranes in Forward Osmosis for enhanced anti-fouling
Yeji Kim, Eunmok Yang, Heechl Choi*
S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해수를 유도용액으로 사용하고 하수처리수를 공급수로 사용하
는 정삼투막 공정의 유기/바이오 오염물에 의한 막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폴리
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을 제작하였다. 분리막은 기존 계면중합반응
에 탄소 나노 튜브를 첨가하여 초박형 복합 분리막을 제조한 후, 폴리도파민으
로 코팅시켜 제조하였다. 제작 된 분리막은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용액
과 미생물(Pseudomonas aeruginosa PA01) 부착 실험을 통하여 수투과도와 막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폴리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은 복합
되지 않은 분리막에 비하여 높은 수투과도와 낮은 막오염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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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5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갖는 SEBS 공중합체 기반의
음이온 교환막
Abu Zafar Al Munsur, 김태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화학과 유기재료합성실험실

Tuning of hydrophobic side-chain
poly(styrene-ethylene-co-butylene-styrene) tri-block
copolymer: a comparative studies of free-volume effect on
anion exchange membranes
Abu Zafar Al Munsur, Tae-Hyun Kim*
†

Department of Chemi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kim@inu.ac.kr*)

There is a great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s) for renewable energy research. The high
conductivity and alkaline stability under high pH conditions at elevated
temperatures are required for AEMs. We report herein SEBS-based AEMS
with

different

hydrophobic

side

chain

lengths,

and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the corresponding AEMs, including conductivity, morphology
and chemophysical st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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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6

전극 투과식 전기화학적 산화공정을 통한
비스페놀 A 제거율 향상
정기철1, 강석태1*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Flow through electrochemical oxidation system for
enhanced degradation efficiency of bisphenol A
Kicheol. Jung1, Seoktae. Kang1*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With

increasing

concerns of

organic

micropollutants,

which

are not

removed by con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s) are recently introduced. Among AOPs, electrochemical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EAOPs) have advantages of simple operation
and reasonable costs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However, low
diffusion rate of pollutants from solution to electrode is regarded as a
limitation. In this study, hollow fiber type of carbon nanotube (CHF) was
fabricated and operated with flow through system to enhance mass transfer
rate. The removal efficiency of BPA was achieved in following order: flow
through, cross-flow, and batch methods. In addition, rate of removal in flow
through system was significantly enhanced, comparing that of cross-flow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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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7

전기흡착탈이온(EAD) 공정에 따른 SEBS계 고분자을 통한
이온 교환막 제조 및 특성평가
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on Exchange
Membrane by SEBS Type Gobunjaul by Electric Adsorption
Deionization Process
Tae Ho Ko, Tae Yang Son, Sang Yong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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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den@gnu.ac.kr

현재 해수담수화 공정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전기흡착탈이온(EAD) 공정은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전기투석법과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한 이온교환수지법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보다 효율적으
로 이온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이지만, 이온교환막 사이에 이온교환수지
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비교적 크다. 또한, 이온교환수지의 크기 분포와
당량비가 모듈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온교환공정에서 쓰이고 있는 모듈의 문제
해결과 성능 향상을 위해 보다 이온교환용량이 향상된 고분자와 현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이온교환수지가 아닌 더 작고 균질한 이온교환능력을 가진 이온
교환 나노입자를 제조하여 제막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특성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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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8

MFI-UF 적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시스템 역삼투 공정의
모니터링
이현경, 잔민, 홍승관*
고려대학교

Application of MFI-UF to monitor stable performance of
reverse osmosis (RO) process in ultrapure water (UPW)
production system
Hyunkyung Lee, Min Zhan, Seungkwan Hong*
Korea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applicability of modified fouling index (MFI) on
ultrapure

water

(UPW)

production

system

was

assessed

to

predict

performance of reverse osmosis (RO) process. The practical study on MFI-UF
was first performed at a pilot-scale UPW plant (Hwaseong-si, Gyeonggi-do,
Korea), monitoring water quality parameters (i.e., conductivity, turbidity and
TOC) as well as MFI-UF of pretreatment stage for 10 months. While water
quality parameters were maintained in a stable manner, the MFI-UF was
fluctuated implying the different propensity of RO influent. The increment of
fouling

potential

was

intimately

related

with

RO

performance,

the

aggravation of permeate quality. The sensitivity of MFI-UF was also verified
by evaluating the fouling potential of reclaimed water in UPW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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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9

나노여과 및 역삼투 분리막을 이용한 핵종 제거
김형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Nanofiltration & Reverse Osmosis Membranes for
Nuclides Separation
Hyung-Ju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ecommissioning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Facing the decommissioning era of nuclear faci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for treating wastewater containing nuclides. Among
variety of nuclides, Cs/Sr/Co are the major nuclides considering quantity and
radioactivity. In this presentation, we report the performance of nanofiltration
and reverse osmosis membranes for nuclides separation. Reverse osmosis
membranes have quite effective for the separation of Cs, Sr, and Co.
Rejection is above 93% for single component and even higher for mixed
nuclides separation, > 98%.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ymeric membranes
can be potential candidate for nuclides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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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0

아민 혼합 모노머를 이용한
폴리아마이드 복합막의 제조 및 성능 평가
오지연, 박인호, 이태훈,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lyamide TFC
Membranes with Mixed Amine Monomers
Jee Yeon Oh, In Ho Park, Tae Hoon Lee,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Polyamide

(PA)

thin-film

composite

(TFC)

membranes

m-phenylenediamine (MPD) and trimesoylchloride (TMC)

consisting

of

monomers have

been widely used in desalination process for decades. Still, a rational design
of PA TFC membranes by tailoring monomer species and concentration
could further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in desalination process. In this
study, we prepared PA TFC membranes using mixed amine monomer
depends on the number of -NH₂group and investigated the desalination
performance of prepared membranes. The crosslinking between amine and
acyl chloride group was confirmed by infrared spectroscopy regardless of
amine

species.

Surface

morphologies

which

were

characteriz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showed increased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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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1

정삼투 공정을 위한 하한임계용액온도 특성을 가지는
polystyrene-based quaternaryammonium hexanesulfonate
구조의 유도용질
주창하, 김태형, 박찬혁, 강효*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Draw solute of polystyrene-based quaternaryammonium
hexanesulfonate having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property for forward osmosis process
Changha Ju, Taehyung Kim, Chanhyuk Park, Hyo Ka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We synthesized the poly(4-vinylbenzyltributylammonium hexanesulfonate)
P[VBTBA][HS] which was obtained via anion exchange with hexanesulfonate
after acquiring monomer [VBTBA][Cl] by Menshutkin reaction to investigate
its feasibility as draw solute for forward osmosis process. P[VBTBA][HS]
shows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 property at about 21oC,
while LCST property of [VBTBA][Cl] and P[VBTBA][Cl] was not confirmed. This
result suggests that P[VBTBA][HS] can be recovered from solution by heating
them to above LCST. In AL-FS mode with solution of 20 wt% P[VBTBA][HS]
at 15oC, water flux and reverse solute flux were found to be about 6.43
LMH and 0.59 gMH. This study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new way
of proceeding draw solute and information for the potential design and
synthesis of thermo-responsive organ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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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2

막여과 정수장에서의 과망간산나트륨(NaMnO4)을 이용한
망간제거 평가
백인찬, 김충환, 강석형, 박영무, 유영범*
K-water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

Evaluation of manganese removal using sodium
permanganate in membrane water treatment plant
Inchan Baek, Chunghwan Kim, Sukhyung Kang,
Youngmu Park, Youngbeom Yu*
K-water Convergence Institute, Water Works Research Center
막여과 정수장에 고농도 망간이 유입될 경우 심각한 막오염을 유발할 수 있
어 망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최근 수처리제로 등록된 NaMnO4의 경우 짧
은 반응시간에 망간 제거가 가능하여 정수장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MnO4 주입에 따른 망간 제거 성능과 막의 여과유속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유입망간농도 대비 NaMnO4 주입 조건을 평가한 결과
반응시간 5분 이내 1배, 1.5배 조건에서 약 90% 이상의 망간 제거 효율을 나타
내었으며 0.5배, 2배 조건에서는 제거효율이 감소되었다. 또한, NaMnO4 주입조
건과 미주입 조건에 대한 여과유속을 평가한 결과 미주입 조건과 비교하여 주
입조건에서의 막오염이 저감되어 미주입 조건과 비교하여 유과유속이 높게 유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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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3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입자성 무기물질 유무에 따른
유기 파울링 및 세정 효과 관찰
장호석, 김정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Investigation of organic fouling and cleaning effect depend
on the presence of inorganic particulate in pressurized UF
water treatment
Hoseok Jang, Jeonghwa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eonghwankim@inha.ac.kr, 032-860-7502
지표수 성상을 재현한 용액을 가압식 한외여과 시스템을 통하여 100 L/m2/h
정속 조건에서 전량 여과하였다. 공극 크기 0.05 μm의 한외여과 중공사막으로
구성된 가압식 모듈을 통해 휴민산(HA) 10 mg/L 용액과 알긴산 나트륨(SA) 10
mg/L 용액, 그리고 이 두 용액에 실리카(SiO2) 입자 50 mg/L이 포함된 총 4가
지 용액을 여과하였다. 여과 공정은 30분 여과 후 30초 역세와 30초 정세의 주
기적 물리 세정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HA와 SA 용액에 SiO2 입자
가 존재하는 경우 파울링 속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SA 여과에서 SiO2 입
자 위에 형성된 SA 케이크층이 세정에 의해 SiO2 입자와 함께 탈착되어 물리
세정에 의한 분리막 성능 회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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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4

하수재이용을 위한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의 재
처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권대은, 김정환*
환경공학과, 인하대학교
*jeonghwankim@inha.ac.kr, 82-32-860-7502

Forward Osmosis Membrane to Treat Effluent from
Anaerobic Fluidized Bed Bioreactor for
Wastewater Reuse Applications
Deaun Kwon, Jeonghwa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jeonghwankim@inha.ac.kr, 82-32-860-7502
The

Anaerobic

wastewater

to

fluidized

simulate

bed

bioreactor

domestic

sewage

(AFBR)
was

treating

operated

synthetic

under

GAC

fluidization to provide high surface area for biofilm formation. Although the
AFBR achieves excellent COD removal efficiency due to biological activities,
concerns are still made with nutrient such as nitrogen remaining in treated
wastewater. In this study, FO membrane was applied to treat the effluent
produced

by

AFBR.

Removal

efficiency

with

total

nitrogen

(TN)

was

investigated with draw solution (DS, NaCl) and hydrodynamic condition (i.e.,
recirculation flow rate) along FO membranes. Permeability of FO membrane
increased with increasing DS concentration. About 85% of TN removal
efficiency was observed with the FO membrane using 1 M of NaCl DS.
During operational period of a day, no permeate flux declin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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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5

중공사막 모듈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에서의
유입원수 압력 변화에 따른 성능변화
김봉철, 우윤철, 최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Effect of Pressure on Feed Solution at
hollow Fiber FO Process
Bongchul Kim, Yunchul Woo, June-seok Choi*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정삼투막(Forward osomosis, FO) 공정은 차세대 해수담수화 기술 중 하나이
다. FO 공정은 운영에너지나 막오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도용액의 분리회수
등의 문제로 실증화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FO 공정에 대해서는
FO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RO 전단에 FO 공정을 두어 이용하는 hybrid 시스
템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도용액의 분리회수
가 필요하지 않은 FO-RO 공정에서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투과유량을 늘리기
위해 공정 운전 조건 중 유도용액의 유량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였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8IFIP-B088106-06)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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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6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다단 적층 모듈을 통한
처리 용량 증대 및 이의 성능 연구
윤원섭, 임지원*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Studies of Performance and Enlarged Capacity through
Multi-stages Stacked Module
in Membrane Capacitive Deionization Process
Won Seob Yun, Ji Won Rhim*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의 단수를 10단 형태의 모듈로 설
계하여 처리용량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MCDI에 사용된 이온교환고분자로는 아
민기가 함유된

폴리설폰(APSf)과 술폰기가 함유된 폴리이서이서케톤(SPEEK)을

합성하여 캐스팅법으로 탄소전극에 제조하였다. 공정변수는 흡착전압 및 시간,
탈착전압 및 시간, 공급액의 유속과 농도 등을 달리하여 염 제거효율을 측정하
였다. 대표적으로 Nacl 100 mg/L, 유속 100 mL/min, 흡착조건 1.2 V/3 min, 탈
착조건 -0.5 V/5 min에서 98.3%의 염 제거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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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7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전극의 제조 및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탈염성능평가
박철오, 임지원*
한남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34054)

Preparation of carbon electrode using activated carbon
fiber and performance for capacitive deionization process
Cheol Oh Park, Ji Won Rhim*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Hannam
University, 1646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Korea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탄소전극의 제조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형태가 아닌,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하여 축전식 탈염공정에 적용할 탄소전극을 제조하였다.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를 지지체로 사용하며 활성탄소섬유를 배합한 후
시판되는 그라파이트 시트에 캐스팅하여 탄소전극을 제조한 다음 염 제거 효율
을 평가하였다. 활성탄소섬유의 입자 크기를 달리하였고 용매와 고분자 지지체
그리고 활성탄소섬유를 80 : 2 : 18, 80 : 5 : 15의 배합비율로 전극을 제조하였
다. 축전식 탈염공정 운전조건으로 흡착전압, 시간, 탈착전압, 시간, NaCl 공급액
의 농도와 유속 등을 달리하여 제조한 활성탄소섬유전극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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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8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흡착전압과 이온교환막 두께에 따른
흡착성능 연구
윤원섭, 임지원*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Adsorption Performance of Membrane Capacitive
Deionization by Adsorption Voltage and Ion Exchange
Membrane Thickness
Won Seob Yun, Ji Won Rhim*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막을 결합한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으로 적용하
여 진행하였다.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에서 흡착전압과 이온교환막의 두께
가 흡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흡착전압을 0.5, 1, 1.4 V로 달리하였
고 흡착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강한인력으로 인해 많은 이온들의 흡착으로 배출
수 농도의 최소점이 낮아지고 전극이 포화상태가 되기까지의 운전시간이 증가
하였다. 이온교환막의 두께를 1, 2, 3회로 코팅횟수를 달리하였고 막이 두꺼울수
록 막 내에서 이온들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감소된 흡착성능을 확인하였다.
이온교환막의 적합한 두께는 1회 코팅했을 때 3.85 ㎛의 두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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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9

이산화탄소 포집 및 물 재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아민류 유도용액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의 적용
곽기문, 김정원, 김인혁, 잔민, 홍승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Integrating System for Carbon Dioxide (CO2) Capture and
Water Reuse: Application of Forward Osmosis (FO) with
Amine-based Draw Solution
Gimun Gwak, Jungwon Kim, David Inhyuk Kim, Min Zhan, Seungkwan Hong*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물 재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으로서 정
삼투 공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통합 공정은 이산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에 정삼투 기반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물 재이용
및 냉각수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CO2를 흡수한 5M의 모노에탄올아민
(습식용매)을 유도용액으로 적용한 결과 40 LMH (FO mode) 및 85 LMH (PRO
mode)라는 매우 높은 수투과도를 얻을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IFIPB088091-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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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0

양친매성 공중합체 블랜드로 구성된
오염방지 나노 기공 멤브레인
김다름1, 양성윤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Stealthy Nanoporous Membrane Comprised of
Amphiphilc Copolymer Blends
Da-Reum Kim1, Sung Yun Yang1,*
1

Department of Orgainc Material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sungyun@cnu.ac.kr

Effective filtration ability with preventing irreversible biofilm formation
might b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water purification membranes. The
materials used in current market still need the improvement to be more
practical

and

durable

for

the

high

performance

filtration

technology.

Nanofiltration, which is one of the method of water filtration, the materials
for this use reguire highly defined nanostrucured morphology.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amphiphilic

copolymers

and

blended

with

some

homopolymers, of which the homopolymer could interact with a part of the
copolymer by secondary interactions. Latet, the homopolymer was able to
be removed, therefore, porous structure could be created. Also, the cell
adhesion experiment of these polymer blend samples indicated anti-fouling
effec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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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1

폴리사카라이드 나노파이버 국소 혈액지혈 패치의 개발
고은주, 박희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Development of polysaccharide nanofiber wound blood
hemostasis patch
Eunjoo Koh, Heemin Park,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폴리사카이드 기반 나노파이버는 신체 독성이 없고 수분 흡수성이 우수하다.
폴리사카이드 소재를 나노파이버로 적층시키면 표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혈액
흡습량이 증가하고 피부 알러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공기 투과성이 증가하
여 상처 치료 소재로 적합하다. 폴리사카이드 나노파이버의 약한 물리적 성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흡습성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나노파
이버를 지지층으로 사용하여 국소 상처 치료용 혈액지혈 패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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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2

Removal of Toxic Mercury from aqueous solution
by Reverse osmosis with low pressure
Ayyavoo Jayalakshmi1, In-Chul Kim2, Young-Nam Kwon1*
1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689-798, Republic of Korea
2

Environment &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Chemical Technology, Daejeon 305-606, Republic of Korea

Mercury is known as harmful element an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human and living creature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
removal of toxic mercury from aqueous solution by reverse osmosis with
low pressure. The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as concentration, time and
pressure used for the rejection study. The rejection study carried out in
both terms as adsorption and pore size for long term (48 h) and achieved
99% mercury rejection. Further, the fouling propensity of membranes was
studied and the fouling layer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membranes was
analyzed by the AFM imaging and the flux recovery ratio of the membranes
was also calculated. The compatibility, thermal stability, hydrophilicity, surface
energy, and morphology of the membrane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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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3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para-Polybenzimidazole 내 인산 전해질의 유출에 대한 연구
이주성1, 이민재1, 오송이1, 이소영1, 김형준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1

A Study on Leakage of Phosphoric Acid Electrolyte in
para-Polybenzimidazole for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Ju Sung Lee1, Min Jae Lee1, Song I Oh1, So Young Lee1, Hyoung-Juhn Kim1*
Fuel Cell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
고온형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HT-PEMFC)는 100°C 이하의 저온 고분자
전해질 운영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전극 반응 동역학, 뛰어난 물 및 열 관리,
연료 불순물에 대한 내성 및 폐열 이용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HT-PEMFC는 구동 중 발생하는 물의 증발과 함께 분리막 내 인산이 증발하여
성능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산의 유출에
대한 핫 프레스 유무, 전극 GDL 종류, 분리막 가수분해 조건, 셀 성능에 따른
영향을 인산의 비색정량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산의 유출량은 주로 셀
성능에 영향을 받으며 GDL이 치밀할수록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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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4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인산이 도핑된
폴리벤지미다졸의 가수분해 조건에 관한 연구
이민재1, 이주성1, 김형준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1

A Study on Hydrolysis Conditions of PA-doped
Polybenzimidazole for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Min Jae Lee1, Ju Sung Lee1, Hyoung-Juhn Kim1
Fuel Cell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
연료 전지 구동 시 전기화학적 활성은 촉매와 연료, 전해질이 만나는 삼상계
면에서 일어나며 연료전지의 성능은 이 삼상계면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인산이
도핑된 Polybenzimidazole (PA-doped PBI)을 기반으로 한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HT-PEMFC)의 경우 막 내의 인산이 전해질의 역할을 하며 삼상계
면 및 연료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PBI 막 내의 인산은 고분자 합성 용매
인 폴리인산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Sol-Gel 법(Direct
casting 법)으로 제조된 PA-doped PBI 막의 가수분해 조건을 달리하여 이에 따
른 연료전지의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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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5

Silica 크기와 함량이 polysulfone 복합 중공사막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예솔1, 김인수2*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1,
광주과학기술원 글로벌담수화연구센터2*

The Effects of Silica Size and Content on Polysulfone
Composite Hollow Fiber Membranes
Yesol Kang1, In S. Kim2*
Sc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1,
Global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GDRC)2*
친수성을 띄는 silica 나노입자(7, 11, 15 nm)를 0.1, 0.2, 0.3 wt%의 비율로 고
분자(Polysulfone)에 섞은 후, 상전이 공정에 의하여 중공사막을 제조하였다. 용
매로는 N-Methyl-2-pyrrolidone (NMP)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공사막 제조 시
내부 응고제는 NMP/증류수(1:1) 혼합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외부 응고제로는 증
류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ilica 나노입자의 크기 및 함량이 분리막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

연구사업의

B087389-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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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6

R2R 설비를 이용한 역전기투석용 이온교환막 제막 및
특성 평가
양승철*, 최지연, 최영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on Exchange
Membranes for Reverse electrodialysis using R2R
equipment
SeungCheol Yang*, Jiyeon Choi and Young-Woo Choi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roll to roll (R2R) 설비를 이용해 폭 60 cm의 역전기투석용 양
이온 및 음이온교환막을 제막했다. 양이온 및 음이온교환막의 전해질로 아크릴
아마이드계 술폰산 및 암모늄염, 가교제로 다이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했다. 또
한, 지지체로 16 um 두께의 PE계 다공성 필름을 사용했다. R2R 설비로 제작된
양이온 및 음이온교환막은 swelling 후 18 um의 두께, 0.6 Ω⋅cm2 이하의 저
항, 85% 이상의 permselectivity, 1.3 meq g-1 이상의 ion exchange capacity
(IEC)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제조된 이온교환막의 전극 유효면적 5 × 5 cm의
역전기투석 셀 test 결과 2.5 W/m2의 전력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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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7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메타크릴레이트계
블록공중합체 효과
박상희1,2, 안여진1,2,3,, 장문정1, 조계용1, 황승상1, 이정현2, 백경열1,3*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단
2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3

한국화학연구 CCP융합연구단

Effect of Methacrylate based Amphiphilic Block Copolymer
Additives on Ultra Filtration PVDF Membrane Formation
Sang-Hee Park1,2, Yeojin Ahn1,2,3, Munjeong Jang1, Kie Yong Cho1,2,
Seung Sang Hwang1, Jung-Hyun Lee2 and Kyung-Youl Baek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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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3

Center for Convergent Chemical Proces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Daejeon, 34114, Korea

Well-defined methacrylate based amphiphilic block copolymers (BCs) used
as additives to fabricate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UF membranes,
where

the

amphiphilic

BC

additives

hydrophilically

altered

PVDF

with

PPEGMA block segment by strong interaction with the other PMMA block
segment, which reduced water resistance to the PVDF polymer solution
during phase separation. FT-IR and XPS studies showed carbonyl groups of
BCs in the PVDF membranes. Obtained membranes showed porous surface
layer and finger-like pore structures on the sublayers, of which sizes wer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BC contents. Obtained membranes showed
MWCO with 100K PEO and the best water flux was achieved in the PVDF
membrane with BC/LiCl additive and improved the anti-fouling property for
BSA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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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8

이중유화법을 통한 마이크로캡슐막의 제조
권세진, 구자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Fabrication of microcapsule membranes through
double emulsion method
Sejin Kwon, Ja-Kyung Koo*
School of Energy-Materials-Chem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icrocapsule

membranes

are

fabricated

with

PLGA

through

double

emulsion method and solvent evaporation method. In outer aqueous phase,
surfactants such as PVA were replaced with metal salts as CaCl2 and MgCl2.
Inside the microcapsule membrane, BSA was encapsulated as the model
drug.

Morphologies,

BAS

encapsulation

efficiencies

and

BAS

releasing

behaviors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process, microcapsule membranes
with diameters of μm are generated and, through this work, we got a
conclusion that the metal salts could be a good choice to replace PVA to
solidify the microcapsule membrane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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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9

계면중합법을 이용한 평막형 NF막의 제조 및 성능 연구
박철오, 임지원*
한남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34054)

Preparation and performance of nanofiltration flat
membrane by the interfacial polymerization
Cheol Oh Park, Ji Won Rhim*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Hannam
University, 1646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Korea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역삼투법(reverse osmosis)용 UF평막을 이용하여
-NH기를 가지고 있는 piperazine (PIP)과 -COCl기를 가지고 있는 trimesoyl
chloride (TMC)의 계면중합을 통해 나노복합막을 제조하였다. UF평막을 PIP수용
액에 침지시킨 후 TMC를 녹인 hexane 용액에 침지시켜 계면중합반응을 진행하
였고, 별도의 건조과정 없이 초순수에 세척하여 나노복합막을 제조하였다. PIP
와 TMC의 농도, 침지 시간, 친수화 유무, 공급액의 종류 등을 달리하여 제조한
나노복합막의 투과도 및 염 배제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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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0

산화그래핀 슬폰산염 나노필터가 폴리비닐알콜 박막 복합형
정삼투막의 성능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아닐린 벤도이1, 하나 게브리찌아버1, 박명준3, 김한승2,
정욱진1*, 그레이스 니솔라1*
*교신저자: grace.nisola@gmail.com; wjc0828@gmail.com;
Tel.: +82-31-330-6687
1
명지대학교 에너지융합공학과, 에너지환경융합기술연구소,
2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3시드니공과대학

Effect of sulfonated graphene oxide nanofiller to
performance and properties of poly(vinyl alcohol) thin film
composite forward osmosis membrane
Anelyn P. Bendoy1, Hana G. Zeweldi1, Myoung Jun Park3,
Hanseung Kim2, Wook-Jin Chung1*, Grace M. Nisola1*
1
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E2FTC),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DEST),
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Energy, Myongji University,
3
Environmental Center for Technology in Water and Wastewater,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Australia
Membrane fabrication is a critical area that hampers forward osmosis (FO)
technology from industrialization. Herein, electrospun poly(vinyl alcohol)
(PVA) nanofiber (NF) was used as a support layer for thin film composite
(TFC) FO membrane. The PVA NF was incorporated with sulfonated
graphene oxide (sGO). The oxygenous-rich sGO enhanced the hydrophilicity
and mechanical strength of PVA NF as revealed by contact angle and
tensile strength measurements, and pure water flux. On this support, the
active polyamide layer was formed through interfacial polymerization.
Meanwhile, FO performance of sGO/PVA TFC membrane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 of Korea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6R1A2B1009221 and 2017R1A2B2002109) and
Ministry of Education (2009-0093816 and 22A20130012051 (BK21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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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1

Plasma를 통한 기공 조절과 나노입자 성장을 이용한
PVDF 분리막의 개질
이형개, 전병문, 박지훈,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using pore size control
through plasma and nanoparticle growth
Hyung Kae Lee, Byung-Moon Jun, Ji Hun Park,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막 증류법에 사용되는 PVDF 분리막을 나노입자로 개질하여
젖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나노입자를 분리막에 적용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dip-coating 방법의 경우, 나노입자에 의한 기공 막힘 현상과 나
노입자와 표면과의 부착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plasma 전처리를 통해 분리막 표면의 기공 크기를 키워주었으며, Fenton 반응
을 통해 분리막 표면에 SiO2의 성장 작용기인 OH기를 생성시켜 주었다. 이로부
터 SiO2를 성장시켜 준 뒤, fluoroalkylsilanes (FAS)를 이용하여 SiO2 표면의 소
수성 처리를 통해 막을 준비하였다. 상기 방법을 통해 준비된 분리막과 처리 전
분리막의 젖음 정도를 막증류 법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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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2

내산성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평가
박희민, 고은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cid-resistant Nanofiltration membrane
HeeMin Park, Eunjoo Koh,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제련 산업 공정에서 방출되는 폐산 용액에는 다양한 유가 및 희소 금속을 함
유하고 있으며 나노 분리막을 적용하여 폐산에 잔존하는 금속들을 경제적으로
분리, 회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 wt% 폐산 용액에 적용 가능한 나노
분리막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다공성 PSf 지지막 위에 수용액상으로 다양한
aliphatic amine과 유기상으로 trimesoyl chloride (TMC), diisocyanate계를 계면
중합하여 제조하였다. 분리막의 투과 평가는 75 psi 압력 하에서 cross-flow 방식
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산성 평가는 15 wt% 황산 용액에 일별 노출한 후 투과 평
가를 진행하였다. 제조막의 특성은 FTIR, XPS, FE-SE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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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3

Photo-resist 용액 정제를 위한 멤브레인의 제조
김인철*, 권세이, 이혜진, 이덕로, 안은숙
한국화학연구원

Preparation of the membrane for purification of
photo-resist solution
In-Chul Kim*, Eun-Sook Ah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포토리소그래피는 웨이퍼 위에 선폭을 나노급으로 줄인 패턴을 제조하는 반
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며 선폭을 줄이고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photo-resist 용액 제조 및 정제 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photo-resist solution 내
에 함유되어 있는 soft particle의 정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멤
브레인 필터는 soft particle 정제 성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위에 아라미드 고분자를 함침하여 soft particle 정제 특성을 살펴보
았다. 또한 팔라듐 나노입자를 합성하여 투과 특성에 사용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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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4

표면개질을 통한 보론 제거율의 향상
이덕로1,2, 이혜진1, 권세이1, 채희로1, 김인철1*, 김종학2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Improving boron rejection by using surface modification
Deok-Ro Lee1,2, Hye-Jin Lee1, Se-i Kwon1, Hee Ro Chae1,
In-Chul Kim1*, Jong Hak Kim2
Advanced Green Chemical Materials Division Center for Membran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2
해수담수화의 성장과 함께 붕소 제거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흡착제, 이온교환수지 등 많은 방법으로 붕소가 제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
리막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술은 높은 선택성과 효율로 인해 빠른 성장을 보
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붕소 제거는 여러 분리막 중에서 역삼투막이 많
이 사용되는데, m-phenylenediamine (MPD)와 trimesoyl chloride (TMC)를 이용
한 역삼투막 제조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MPD와 TMC를 이용하
여 Polysulfone 지지체 위에 polyamide 활성층을 제조하는데, 이를 통해 높은
수투과량과 염제거율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lyamide 활성층에 표면
개질을 이용하여 염제거율 및 보론 제거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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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5

파울링 저감을 위한 생체 모방형 패턴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한외여과막
이다혜, 원영준, 이종석*
화공생명공학과, 서강대학교

Patterned biomimetic mixed matrix ultrafiltration
membranes for fouling mitigation
Dahye Lee, Young-June Won, Jong Suk Le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Various methods for suppressing the membrane fouling have been
investigated over the last two decades. For instance, micropatternings
including lines, pillars or pyramids on the porous membrane surface as a
passive strategy and coating nanoparticles including TiO2, silver and chitosan
on the membrane as an active strategy have been verified useful in
improving fouling resistance. Here we successfully fabricated biomimeticpatterned ultrafiltration membranes with high pattern fidelity to enhance the
fouling resistance. Also, we investigated the synergistic effect of biomimetic
patterns and nanoparticles on fouling resistance of our UF membranes. The
excellent long-term performance of our nanoparticles containing patterned
biomimetic UF membranes in membrane bioreactor further demonstrated its
feasibility for ultrafiltr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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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6

폴리올레핀을 이용한 다공성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우승문1, 정연석2, 남상용1*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1,*, (주)퓨어멤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porous Hollow
fiber membrane using Polyolefin
Seung Moon Woo1, Youn Suk Chung2, Sang Yong Nam1*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1,
Puremem Co. Ltd, Hwasung Korea2
본 실험에서는 폴리올레핀을 이용하여 중공사 형태의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권취속도를 달리하여 중공사막을 제조하였으며, 보어로는 질소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중공사는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응력과 변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
고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이용하여 각각의 샘플의 결정화도를 측정하였고, 권
취속도와 어닐링 효과에 따른 결정화도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냉연신과 열연신
을 거친 중공사 분리막은 전계방출형주사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단면, 표면
의 모폴로지를 관찰하였다.
Keywords : polyolefin, hollow fiber, stretching, melt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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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7

Pebax/ZIF-7 복합 막에 의한 기체투과 특성
윤숭석, 이현경, 홍세령*
상명대학교 화공신소재학과, 상명대학교 화공신소재학과,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Gas Permeation Characteristics by Pebex/ZIF-7
Composite Membreanes
Soong Seok Yoon, Hyun Kyung Lee, Se Ryeong Ho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Materials Science,
Sang Myung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Studies, Sang Myung University*
Pebax[(Poly(ether-block-amide))]은 열가소성 탄성체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성
질과 단단한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소재이다. 그래서 분리막으로 이용할
경우 기계적 특성과 선택도, 투과도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
다. ZIF-7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7)은 금속 이온과 유기 리간드의 조
합으로서 간단한 공정으로 다공성 나노구조의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체분
리막이나 기체 센서 부문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Pebax에 ZIF-7을 함량별로 다르게 첨가해서 Pebax/ZIF-7 복합
막을 제조하고, ZIF-7 함량에 따른 CO2와 N2에 대한 선택도와 투과도를 연구하
고자 한다. 기체 투과 실험은 Sepra Tek 회사의 VPA-601 제품을 이용해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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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on/TiO2 나노복합체를 통한 박막 중공 사막 제조 및
SO2 가스의 효율적인 제거
박형진1, Umair Hassan Bhatti1,2, 이기봉3*, 백일현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실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2,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3

Nafion/TiO2 nanoparticle decorated thin film composite
hollow fiber membrane for efficient removal of SO2 gas
Hyung Jin Park1, Umair Hassan Bhatti1,2, Ki Bong Lee3*, Il Hyun Baek1*
Greenhouse Gas Laborator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aejeon,
Republic of Korea1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Republic of Korea2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3
To remove SO2 from flue gas, a thin film nanocomposite (TFN) hollow
fiber membrane was decorated with Nafion/TiO2 nanoparticles.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analyses of the TFN membranes were performed using FTIR,
SEM, EDX, TEM, and AFM. The gas perme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pure gases and a mixed gas within a pressure range of 1-3 bar and
feed gas flow rate of 0.03-0.15 L/min. The obtained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Nf/TiO2 nanoparticles improved the membrane
performance by introducing sulfonate and hydroxyl functional groups to the
membrane, and thus increased SO2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The SO2
permeability was found to be 411-1671 GPU, while the ideal selectivities
achieved for SO2/N2 and SO2/CO2 were 2928 and 72, respectively. Overall, an
SO2

removal

efficiency

of

93%

was

incorporated TF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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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9

PEBAX/PEGDA - PES 복합 막의 CO2/N2 분리
김선희, 홍세령1, 이현경*
상명대학교 화공신소재학과, 상명대학교 교양대학1

PEBAX/PEGDA - PES composite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O2/N2
Sun Hee Kim, Se Ryeong Hong1, Hyun Kyung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Materials science, College of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Studies, Sangmyung University1
PEBAX 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선택도를 제공하고 또한 높은 투과도를
제공한다. 특히 ether block 은 CO2 투과도를 촉진시킨다. PEGDA 를 첨가하면
Tg 가 증가하므로 CO2/N2 선택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PEBAX (2533)/
PEGDA 혼합 막을 PEGDA 분자량 별로 제조하고 PEBAX (2533)/PEGDA - PES
복합 막을 PEGDA 함량별로 제조하여 비교한다. 제조된 막의 특성은 FT-IR,
TGA, DSC, SEM 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막의 CO2, N2 기체에 대한 투과도와
선택도를 확인하였다.

- 121 -

포스터 발표 MP-50

프로필렌/프로판 분리용 폴리이미드 분리막
유승연,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olyimides synthesized from diamines containing ortho
ethyl substituent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Seung Yeon Yoo,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Separation of propylene and propa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due to the large demand of
propylene as a feedstock for organic chemicals. It is now carried out with
cryogenic distillation, which consumes a lot of energy due to a small
differences in relative volatility of propylene and propane. The incorporation
of a highly selective membranes ha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energy
demands for the process. Polyimides, especially the 6FDA-based polyimide
membranes offer excellent C3H6/C3H8 separation properties,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stability.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polyimides from

6FDA and sterically hindered diamines containing ortho ethyl substituents.
Characterization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of propylene and propane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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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구성 페롭스카이트계 물질을 이용한 산소분리공정 개발
채진웅, 신민창, 박정훈*
동국대학교

Developments of Oxygen Separation Process Using
High Durable Perovskite Materials
Jinwoong Chae, Minchang Shin, Junghoon Park*
Dongguk University
이온전도성 분리막을 이용한 산소 제조 기술은 효율적으로 산소를 제조할 수
있으며, 산소부화 연소기술, 순산소 연소기술 등에 적용 범위가 넓다. 고온에서
운전하는 특성상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특히 이산화탄소 재순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내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투과성능을 가지는 Ba0.5Sr0.5Co0.8Fe0.2O3-δ를 상전이 및 소결법으로 중공사막을
제조하였으며 표면을 페롭스카이트-플로라이트 이중상 물질로 개질하여 이산화
탄소 내성을 갖도록 하였다. 제조한 분리막을 산소 분리 모듈에 적용하여 부피
당 면적에 따른 투과도 및 산소 유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사사
본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사업단의지원으로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 20170024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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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2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폴리이미드 기반
금속유기구조체 복합분리막 합성
이준혁, Farhad Moghadam,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Composite Membrane with Metal-Organic Framework
Based on Polyimide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Jun Hyeok Lee, Farhad Moghadam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Current petrochemical product mainly comes from light olefin, such as
ethylene and propylene. these olefins can be obtained as mixture form of
olefin/paraffin, which is co-product of naphtha cracking process. However,
the mixture of light olefin and paraffin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separate
because they have similar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density, boiling
point, and molecular weight. Cryogenic distillation is currently utilized, but
still

suffered

from

high

operating

cost.

Membrane

separation

with

polyimide-based material is a promising alternative due to its lower energy
cost and modular operation. Here, we synthesized composite membrane with
metal-organic

framework

(MOF)

based

on

polyimide

exhibiting

high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in propylene/propane separation, as well as
simple preparation and high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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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3

H2/CH4 분리회수를 위한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
공창인1,2, 박채영1,3, 이종명1, 문수영1, 장봉준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연세대학교2, 한양대학교3

Preparation of semipoly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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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COG 부생가스에는 수소가 메탄, 질소, 황화수소, 분
진 등과 함께 100만 톤 정도가 다성분의 혼합가스로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수소 분리기술이 부족하여 주로 저부가가치의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COG 부생가스내 수소를 회수할 수 있는 비대칭 구조의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를 사용한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높은 폴리이미드 소재를 합성하여 수소, 메탄, 질소, 산소
등의 기체투과특성을 확인하였고 그 중 가장 수소 선택성이 높은 DOCDA-ODA
를 이용하여 용해성 폴리이미드를 합성하였다. 확보된 폴리이미드를 이용해 건
습식 방사법에 의한 중공사막을 제조하였다.

- 125 -

포스터 발표 MP-54

은이온이 함침된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한 촉진수송막의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평가
박채영1,2, 장봉준1, 문수영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한양대학교2

Synthesis of facilitated transport membrane using silver ion
impre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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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수송막이란 특정기체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반체를 포함하고 있는
분리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올레핀/파라핀 분리에는 π-complexation을 할 수
있는 은이온이 운반체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해
은이온이 함침된 아민계 고분자를 이용하여 촉진수송막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프로필렌/프로판 분리특성을 알아보았다. 순수가스 테스트를 통해 압력변화에
따른 투과도와 선택도를 구하였으며, 혼합가스 테스트를 통해

stage-cut에 따

른 투과측 프로필렌 농도 및 회수율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2bar, 25°C에
서 95%의 프로필렌을 99.6%까지 농축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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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한
다단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막 공정
성문숙1, 공창인1,2, 박보령1, 김정훈1*
1

한국화학연구원 온실가스분리회수연구그룹
2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Multi-stage biogas purification membranes process using
polysulfone hollow fiber membranes
Mun Suk Seong1, Chang In Kong1,2, Bo Ryoung Park1 and Jeong Hoon Kim1*
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2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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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가스의 정제기술로 막 분리법은 낮은 에너지 소모량,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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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랩급 및 벤치급 분리막 공정 연구
이정현1, 이다훈1,2, 여정구1*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한양대학교

Study on Lab-scale and Bench-scale Membrane Process to
Capture Carbon Dioxide
Jung Hyun Lee1, Da-hun Lee1,2, Jeong-gu Yeo1*
1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2Hanyang University

배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인 14%를 기준으로 실험실규모에서 벤치스케일로
격상하였고, 랩스케일에서는 모사가스로 진행한 반면 벤치스케일에서는 실제 보
일러에서 나오는 배가스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가스의 높지않은 압력조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단 분리막 공정실험에서는 주입부 압력 2 bar, 투과부
압력 0.2 bar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고, 2단 막 공정에서는 1단 분리막은 동일하
게, 2단 분리막 주입부 압력 1 bar, 투과부 압력 0.05 bar에서 진행하였다. 결론
적으로 랩스케일에서 벤치스케일로 격상했을 경우 같은 경향성을 볼 수 없었으
며 이는 실제 발전소 및 보일러에서 연소되는 배가스를 분리막공정으로 포집하
는 것은 사전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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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AX 복합분리막의 지지층, 선택층의 조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투과거동 고찰
여정구1, 이윤표1,2, 이정현1*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서울시립대학교

Effect of Support and Selective Layer on CO2 Permeability
Performance of PEBAX Composite Membranes
Jeong-gu Yeo1, Yun Pyo Lee1,2, Jung Hyun Lee1*
1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2University of Seoul

본 연구에서는 PAN과 폴리설폰의 두 지지체와 PEBAX 1657, 2533 두 선택층
을 형성하였고, 지지체의 투과저항으로 인한 복합 막의 기체 투과도와 선택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투과선택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PEG를 첨가하여 20에서
50 wt% 범위에서 농도를 달리하여 막을 제조한 후 CO2, N2 기체 투과성능을
측정하였다. 투과 성능이 가장 우수한 복합막의 물성 평가로써, PEBAX 복합평
막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PEG 함량의 증가로 인한 Polyether 유리전이온도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PEG 첨가제에 의한 PEBAX 복합평막은 에틸렌옥사이드
그룹으로 이루어진 PEG가 이산화탄소에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PEG가 증가함
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투과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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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8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에서 있어서
고분자 주쇄 길이가 미치는 효과
강호성, 박치훈*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과*

Effect of polymer chain length on molecular dynamics
Hoseong Kang and Chi Hoon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NTECH)*
고분자는 많은 수의 원자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동역학 연구 시 다양
한 변수를 고려 해야 하는 어려운 연구 대상이다.

구성 원자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으며, 반대로 원자의 개수를 너무 줄
일 경우에는 실제 모사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기체
분리와 같은 분야에서는 기체 분자가 고분자 내에서 투과하는 것을 반영한 계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계산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델의 크
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에 있어서 고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
수와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고분자 주쇄 길이를 조절하면서 고분
자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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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9

SIFSIX-3 입자를 포함한 효과적인
CO2/CH4 분리용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신주호, 이종석*
화공생명공학과, 서강대학교

Development of Mixed Matrix Membrane Containing
SIFSIX-3 Particles for Efficient CO2/CH4 Separations
Ju Ho Shin, Jong Suk Le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SIFSIX-3, containing a coordinative complex of hexafluorosilicate, transition
metal

ions,

and

the

organic

ligands,

is

a

subclass

of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SIFSIX-3 is considered a high capacity adsorbent for CO2
capture due to the enriched interaction sites of fluoride groups in SIFSIX.
Also, SIFSIX-3-Zn is known to have an appropriate effective aperture size for
efficient CO2/CH4 separation. In this work, we successfully incorporated
different metal-based SIFSIX-3 crystallites into polyimide (PI) matrix and
demonstrated

that

the

associated

mixed

matrix

membranes

improved

CO2/N2, CO2/CH4 and CO2/CO separ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pristine
polyimide membranes due to the excellent molecular sieving behaviors of
SIFSIX crysta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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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0

바이오가스 정제를 위한 막접촉기 압력-분배 탈기 공정 개발
박아름이, 김영미, 김정,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The Development of Pressure-Cascaded stripping
Membrane Contactor Process for Biogas Upgrading
Ahrumi Park, Young Mi Kim, JeongF. Kim, Young Hoon Cho, Ho Sik Park,
Seung Eun Nam, You-In Park*
Research Center of Membranes,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압력-분배 탈기방식으로 막접촉기를 구성하여 바이오가스 정제를 하였다. 폴
리프로필렌(PP) 중공사막 모듈과 물리흡수제를 이용하여 막접촉기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흡수 압력, 가스의 유량, 흡수 온도 및 흡수제의 농도등 다
양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CO2 흡수능이 높은 상용 흡수제인 프로필렌카
보네이트(PC)와 물의 혼합흡수제를 사용하여 회수성능이 향상되었다. 탈기 방법
이 개선된 압력-분배 탈기방식의 막접촉기는 50% CO2/50% CH4의 바이오가스
모사가스로부터 바이오메탄을 98% CH4 순도와 91%의 회수율로 정제하였다. 따
라서 압력-분배 막접촉기를 통해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송용 바이오메탄의 생산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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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1

DNP solid-state NMR spectroscopy를 이용한
멤브레인 재료의 특성 분석
표세연1, 위성술2, 이창현1*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1,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2

Characterization of fuel cell membrane materials using
dynamic nuclear polarization solid-state NMR spectroscopy
Se Youn Pyo1, SungsoolWi2, ChangHyunLee1*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30-714,
Republic of Korea1,
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 32308, Tallahassee, Florida2
Membranes techniques used to convert chemical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from energy sources such as hydrogen, salt water, and water.
Membrane materials have transport property of desire molecular and barrier
property for satisfy to requirement of cell performance. Typically, PFSA
polymer

is

characteristics

used

to

fabricate

depending

on

membrane.
the

Each

membrane

material
formation

has

different

conditions.

Macroscopic characteristics are difficult to correlation with molecular motion,
mobility, and transport within membrane matrices. NMR spectroscopy can
analysis about these characteristics by observing the molecule level. In this
study, NMR spectroscopy can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f PFSA
ionomers and correlation with macroscop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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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2

PEGMA를 코모노머로 사용한
Pore-filled 폴리스티렌계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김성민1, 문혜진2, 김정훈1,, 장봉준1*
한국화학연구원1
중외생명과학2

The Preparation of Pore-filled and Polystyrene-based Anion
Exchange Membranes by Using Different Chain Length of
PEGMA as a Comonomer
Sung-Min Kim1, Hye-Jin Mun2, Jung-hoon Kim1, Bong-jun Chang1*
KRICT1
JW-LIFESCIEN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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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as able to be adjusted by varying the chain lengths
of

the

PEG

polymers.

For

the

preparation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a porous PE substrate was immersed into monomer solutions
and thermally polymerized and crosslinked. The prepared membranes were
then subsequently post-aminated using trimethylamine (TMA). The prepared
pore-filled anion exchange membranes were evaluated in terms of ion
exchange capacity (IEC), electric resistance (ER) and water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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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3

UV/Ozone 그라프트 중합을 이용한
PEG계 기체 분리 복합막의 제조
이장용1, 성훈모1, 문수영1, 김정훈1, 장봉준*1
1

C1가스 분리⋅전환 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Preparation of PEGylated gas separation composite
membranes using UV/Ozone graft polymerization
Jang-Yong Lee1, Hoon-Moh Seong1, Su-Young Moon1,
Jeong-Hoon Kim1, Bong-Jun Chang*1
1

C1 Gas Separation & Conversion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14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34114, Korea,
*changbj@krict.re.kr
In this study, we prepared thin composite membranes in which a support

layer and a selective layer are covalently bonded in a simple method. The
graft polymer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UV/Ozone on a commercial
Poly(sulfone) (PSf) ultrafiltration membrane with 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methacrylate) (PEGMA) possessing CO2affinity. As a result, nano-pores
on the surface membrane were covered with PEGMA. The covalent bonding
of the composite membranes has the advantage of improving stability. In
addition, due to the thin selective layer formed by the graft polymerization,
highly gas permeation characteristics are exhibited, and efficient process
performance

can

be

expected.

The

final

composite

membran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ir chemical structures and elements, morphology,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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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4

연료전지 적용을 위한 술폰화된 폴리(아릴렌 이써) 막의
포스피네이트 팬던트 그룹의 합성과 특성
김동현, 이동훈*
위덕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부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ulfonated poly(arylene
ether)s membranes with phosphinate pendant group for
fuel cell application
Dong Hyeon Kim , Hoon Lee*
Department of Green Energy Engineering, Uiduk University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 have attracted particular
interest as alternative and enviro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 for both
mobile and stationary application. The perfluorosulfonic acid membranes,
such as Nafion® are most used PEMs because of their good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stability. However they have drawbacks such as high cost,
low application temperature, insufficient durability. Sulfonated poly (arylene
ether)s, poly (phenylene ether)s, poly (arylene ether ketone)s have beem
developed. This work is an attempt to synthesize sulfonated poly (arylene
ether)s contained phosphinate moiety which is pendant phenyl structure.
Sulfonated poly (arylene ether)s membranes were prepared from DOPO-BPA,
4,4’-sulfonyl diphenol(SFDPS), 1,4-bis(4-fluoro benzoyl)benzene(1,4-FBB).

- 136 -

포스터 발표 MP-65

압력지연삼투공정용 초박형 분리막을 위한
유리섬유복합 폴리에테르설폰 지지체와 유리섬유 입자크기에
따른 지지체의 특성
박신윤, 양은목, 최희철*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Size Effect of Glass Fibers a Blending Material on
Polyethersulfone Support Layer for Pressure Retarded
Osmosis Membranes
Shinyun Park, Eunmok Yang, Heechul Choi*
Sc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wangju Institue of
Science and Technology(GIST),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In pressure retarded osmosis (PRO) process, thin film composite (TFC) type
membranes which can withstand high operating pressure are required. In
this study, glass fibers (GF) are used as additive for mechanical strength
enhancement of the support layer of TFC membranes. The support layers
were fabricated by a phase inversion method by using the casting solution
of blended GF (two different size of milled GF) with polyethersulfone (PES).
The fabricated support layers were characterized by FE-SEM, FT-IR, contact
angle goniometer, and universal testing machine. Lab-scale ultrafiltr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ir performance. As a result, the
support layer with milled GF showed higher mechanical strength and water
flux than the pure PES support layer, and the support layer with smaller size
GF showed higher performance.

- 137 -

포스터 발표 MP-66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계 유도용질의
정삼투 해수담수화 연구
이혜진, 최진일, 이덕로, 권세이, 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Study of carboxylated Polyethyleneimine series as a draw
solute for forward osmosis seawater desa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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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었으나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투과량, 낮은 염의 역확산을 나타내
고 나노여과로 쉽게 회수 가능한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 유도용질을 합성
하고 정삼투 공정에서의 성능평가 및 다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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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7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해 전환시딩법을 사용한
시딩 후 ZIF-8 기체분리막의 이차성장합성
이정희1,2, 김동휘3, 유성종2*, 김진수1,3*
1

경희대학교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센터,
3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Seeding and Secondary Growth Synthesis of
ZIF-8 Membrane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using
Conversion seeding method
Jeong Hee Lee1,2, Donghwi Kim3, Sung Jong Yoo2, Jinsoo Kim1,3*
1

KHU-KIST Department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Kyung Hee University
2
3

Fuel Cell Research Center, KIST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s ZIF materials have their unique properties such as high surface area,
tunable pore structure,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they can be used in
gas separation. In this work, we synthesized ZIF-8 seed layer by combining
ZnO coating on the support and the conversion synthesis of ZnO layer in
H-mIm solution to ZIF-8 layer, followed by the secondary growth synthesis
for ZIF-8 membranes. The effect of solvent on conversion seeding had been
investigated to control the reaction rate combining the dissolution rate of
ZnO and the crystallization rate. The optimum solvent combination (water
and methanol) was studied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ZnO layer
used in the conversion seeding. The obtained membranes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for propylene/propane gas separation. The thicker the ZnO
layer, the lower the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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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8

고성능 기체 분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친화적 이중상의
고분자막의 제조
이창수, 김진규, 임정엽, 이재훈,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Dual-phase Polymeric Membrane for High Performance
Energy Saving Gas Separation
Chang Soo Lee, Jin Kyu Kim, Jung Yup Lim,
Jae Hun Lee,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We fabricated dual-phase free-standing polymeric membrane for high
performance

CO2/N2

separation,

introducing

amphiphilic,

CO2-philic

copolymer via one-step free radical polymerization, or (2-[3-(2H-benzotriazol2-yl)-4-hydroxyphenyl]ethyl methacrylate)-graft-poly(oxyethylene methacrylate)
(PBE). PBE filler partially interacts with Pebax polymer matrix to generate the
interconnected CO2 philic network, exhibiting a microphase-separated, or
dual-phase behavior in Pebax matrix. The performance of CO2/N2 separation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PBE content, with the maximum selectivity at
5 wt%. The enhancement of Pebax/PBE CO2-philic membrane wa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2-philic channel consisting of ether oxygens and
triazole groups. The best performance was CO2 permeability of 175.3 Barrer
and CO2/N2 selectivity of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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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9

기체분리용 PEMA-g-POEM/AgNPs 하이브리드막의 합성
김기훈, 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nergy saving PEMA-g-POEM/AgNPs hybrid polymeric
membrane for gas separation
Ki Hoon Kim, Dong A Kang, Jung Pyo Jung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For facilitated olefin/paraffin separation, poly(ethylene-alt-maleic anhydride)g-O-(2-aminopropyl)-O′-(2-methoxyethyl) polypropylene glycol (PEMA-g-PPG)
is reported by facile, cheap and moderate-condition synthesis. PEMA-g-PPG
provided effective polymer matrix for partially polarized silver nanoparticles
(AgNPs) and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TCNQ). AgNPs could facilitate
olefin transport through π-complexation, while TCNQ activated surface of
AgNPs for partial polarization as a strong electron acceptor. The FT-IR and
TEM image supported improved interactions between PEMA-g-PPG and
AgNPs. The best separation performance was obtained with 1:3 wt ratio of
PEMA-g-PPG:AgNPs, showing 7.8 GPU for mixed gas permeance and 17.5
selectivity for propylene/pro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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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0

자가-가교가 가능한 PGP-POEM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및
친환경 가스 분리에의 응용
김나운, 박철훈, 박민수,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Synthesis of self-cross-linkable PGP-POEM graft copolymer
and its application on environmental gas separation
Na Un Kim, Cheol Hun Park, Min Su Park,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We present a high-performance polymeric membrane based on self-crosslinkable poly(glycidyl methacrylate-g-poly-(propylene glycol))-co-poly(oxyethylene
methacrylate)

(PGP-POEM)

graft

copolymer

for

CO2/N2

separation.

The

self-cross-linked membranes can be easily prepared under mild conditions
without any additional cross-linking agents or catalyst. We investigated the
gas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membranes as a function of POEM
content in the copolymer. The self-cross-linked PGP-POEM membranes
showed an improvement in both permeance and selectivity with increasing
POEM content up to 51.2 wt %. The best performance of the membrane
was achieved by optimizing membrane thickness, showing a CO2 permeance
of 500 GPU (1 GPU = 10-6 cm3 (STP)/(s cm2 cmHg)) and CO2/N2 selectivity
of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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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1

부피가 큰 사이드 그룹을 갖는
새로운 블루 발광 물질의 합성과 특성
강석우,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Synthesis and Electroluminescence of
New Blue Emitting Materials with Bulky Side Group
Seokwoo Kang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Two emitting compounds, 9,10-bis-[1,1;3,1]terphenyl-5-yl-1,5-di-o-tolyl- anthracene [TP-DTA-TP] and 9,10-bis-phenyl[1,1;3,1]triphenyl-5-yl-1,5-di-o- tolylanthracene[TPB-DTA-TPB] based on newtwisted core moiety were synthesized through boration, Suzuki reaction, and Sandmeyer reactions. EL performance was improved by varying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side group.
Physical properties such as optical, electrochemical, and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Synthesized compounds were used as an EML
in

OLED

device:

ITO/2-TNATA

(60

nm)/NPB

(15

nm)/TP-DTA-TP

or

TPB-DTA-TPB (35 nm)/Alq3 (20 nm)/LiF (1 nm)/Al (200 nm). It was found
that TPB-DTA-TPB showed higher luminance efficiency and better C.I.E. value
than TP-DTA-TP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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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2

안트라퀴논을 이용한 새로운 청색 및
적색 염료의 합성에 관한 연구
안철우,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Synthesis of New Blue and Red Color Dyes Based on
Anthraquinone Moiety
Choulwoo Ahn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
Three new compounds are synthesized as color filter dyes by substituting
a pyridine group into 1,4-position, 1,5-position, and 1,8-position of anthraquinone core moiety.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compounds according to
the substitution position a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in terms of optical
properties and thermal properties. The extinction coefficient value (ε) of the
synthesized materials is extremely high and is above 4.22 in a log scale, and
Td is above 300°C with high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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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3

OLED를 위한 높은 홀 이동성을 갖는
Hole Injection Layer 부분에 기반한 새로운 방출 재료
정연규,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Novel OLED emitting materials with
high mobility based on HTL moiety
Yeonkyu Jeong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
A new green light emitting compound based on tris (N-methylindolo)
benzene (NMTI), anthracene and pyrene was synthesized. NMTI-An and
NMTI-Py were used as the light emitting layer of the OLED element to investigate the luminescence characteristics. The OLED device containing NMTI
- NPB luminescent layer and hole transport layer (HTL) showed superior
characteristics compared to NMTI-Py. The device exhibited maximum EL
emission at 502 nm and 550 nm, CIE coordinates (0.38, 0.48) and a luminance efficiency of 2.06 cd/A. Also, when NMTI and NMTI-An were used as
HTL instead of NPB, the device containing NMTI-An emitter showed 2.67
cd/A and 2.29 cd/A in luminescenc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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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4

유기발광다이오드용 고효율의 아미노쿠마린 유도체에 기반한
새로운 양극성 녹색 발광 물질
심연희,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 green luminescent material synthesized based on
aminocoumarin derivatives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Yeonhee Sim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7-(4-([1,1-biphenyl]-4-yl(9,9-dimethyl-9H-fluoren-2-yl)amino)phenyl)-4-methyl2H-chromen-2-one (BPFA-C) including coumarin moiety was synthesized
through Suzuki aryl-aryl coupling reaction.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by UV-visible absorption
spectra, PL spectra, and AC-2. UV-visible spectrum of BPFA-C in a film state
showed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of 367 nm. PL spectrum of BPFA-C
show maximum emission wavelength of 511 nm. BPFA-C showed highly
efficient

luminescence

property.

EL

spectrum

of

BPFA-C

exhibited

a

maximum value of 504 nm and BPFA-C device provided luminescence
efficiency of 4.59 cd/A, power efficiency of 3.17 lm/W, and CIE (x,y) of (0.25,
0.53) at a current density of 10 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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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5

잉크젯 응용 분야를위한 새로운 황색 시너지 제의 합성
조아름,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Synthesis and Dispersion Properties of
New Yellow Synergists for Inkjet applications
Areum Cho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Two new synergists are proposed for pigment dispersion in pigment ink.
Benzoic acid was applied to Pigment Yellow 74 (PY-74) and Pigment Yellow
150

(PY-150)

as

a

hydrophilic

functional

group

to

synthesize

(E)-4-

(((3-(2-(2-methoxy-4-nitrophenyl)hydrazono)-4-oxopent-1-en-2-yl)(2-methoxyph
enyl)am-ino)methyl)benzoic acid (PY-74BA) and (E)-4-((2,4,6-trioxo-5-((2,4,6trioxohexahydropyrimidin-5-yl)di-azenyl)tetrahydropyrimidin-1(2H)-yl)methyl)ben
zoic acid (PY-150BA).
Whereas pigment showed extremely low solubility in water and organic
solvents like DMSO, DMF and methanol, two synergists were found to have
higher solubility than pigment.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reduction of
particle aggregation by increased polarity. Two synergists applied to pigment
ink are expected to improve dispersion property and storage stability of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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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6

새로운 쿠마린 유도체의 합성 및 전자 발광 특성
정진욱,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and Synthesis Methods of
Coumarin Derivatives as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Jinwook Jeong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4-methyl-7-(10-(pyren-1-yl)anthracen-9-yl)-2H-chromen-2-one

(PAC),

7,7’-

(anthracene-9,10-diyl)bis(4- methyl-2H-chromen-2-one) (CAC), 7-Anthracen-9yl-4-methyl-chromen-2-one(AC), and 7-(naphthalen-1-yl)-2Hchromen-2-one (NC)
were synthesized through Suzuki aryl-aryl coupling reaction. Optical and
electroluminescence (EL) properties were evaluated by UV-visible absorption,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and EL devices. Synthesized compounds
were used as an emitting layer (EML) in non-doped device with the following structures: ITO/2-TNATA (60 nm)/NPB (15 nm)/synthesized compounds
(35 nm)/Alq3 (20 nm)/LiF (1 nm)/Al (200 nm). Non-doped devices showed
luminance efficiency (L.E.) of 1.38, 1.03, 1.12, and 0.39 cd/A at a current
density of 10 mA/cm2.

- 148 -

포스터 발표 MP-77

청색 발광 물질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카바졸 유도체
장지윤,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Synthesis and optical properties of new carbazole derivatives including coumarin moiety
Jiyoon Jang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New carbazole derivatives including coumarin moiety, 7-(3-Carbazol-9yl-phenyl)-chromen-2-one (C-PCa), 7-(9-Phenyl-9H-carbazol-3-yl)-chromen-2one

(PCa-C),

7-[9-(3-Carbazol-9-yl-phenyl)-9H-carbazol-3-yl]-chromen-2-one

(PDCa-C) were synthesized by Suzuki reaction.
In film state, maximum UV-Vis absorption of three synthesized compounds
appeared in the range 331 to 345 nm. PL spectrum of C-PCa, PCa-C and
PDCa-C showed miximum emission wavelength of 449, 467 and 467 nm,
respectively. C-PCa showed white emission of current efficiency of 1.16 cd/A,
power efficiency of 0.59 lm/W and C.I.E of (0.26, 0.33). PCa-C showed current efficiency of 1.13 cd/A, power efficiency of 0.62 lm/W and C.I.E of
(0.19, 0.27). PDCa-C showed the highest current efficiency of 1.34 cd/A,
power efficiency of 0.62 lm/W and C.I.E of (0.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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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8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 발색단 방출 물질의 합성 및 전계 발광 특성
박선우,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and Synthesis of
New Type Multi-Chromophore Emitting Materials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Sunwoo Park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New three emitting compounds, AK-1, AK-2 and AK-3 including diazocine
moiety were synthesized through Suzuki-coupling reaction. Physical properties such as optical,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UV-visible spectrum of AK-1, AK-2 and AK-3 in film state showed maximum 392,
393 and 401 nm. PL spectrum of AK-1, AK-2 and AK-3 showed maximum
emission wavelength of 472, 473 and 435 nm. Three compounds were used
as EML in OLED device: ITO/2-TNATA (60 nm)/NPB (15 nm)/EML (35
nm)/Alq3 (20 nm)/LiF (1 nm)/Al (200 nm). AK-3 OLED device showed C.I.E
value of (0.18, 0.26) and luminance efficiency of 0.51 cd/A at 10 mA/cm2.
New derivatives including diazocine moiety were introduced as OLED emitting material and the EL efficiency was increased by the proper combination
of core and sid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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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9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안트라센 유도체
정효철,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Synthesis and Properties of New Anthracene Derivatives
including Courmarin Moiety
for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Hyocheol Jung and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4-Methyl-7-(10-phenyl-anthracen-9-yl)-chromen-2-one (PhAC), 4-Methyl-7(10-naphthalen-1-yl-anthracen-9-yl)-chromen-2-one (1-NAC), 4-Methyl-7-(10naphthalen-2-yl-anthracen-9-yl)-chromen-2-one (2-NAC), and 7-Anthracen-9yl-4-methyl-chromen-2-one (AC) were synthesized through Suzuki aryl-aryl
coupling reaction. Four compounds were used as emitting layer (EMLs) in
non-doped OLEDs with the following structures: ITO/2-TNATA (60 nm)/NPB
(15 nm)/EMLs (35 nm)/Alq3 (20 nm)/LiF (1 nm)/Al (200 nm). Non-doped devices showed luminescence efficiency of 2.14, 2.07, 1.52, and 1.12 cd/A at a
current density of 10 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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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80

새로운 블루 형광 발광체를 이용한
고효율 백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박종욱*

Highly Efficient Whit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Using
Dual Core Blue Fluorescence Emitter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
Two different emitting compounds, 1-[1,1;3,1]Terphenyl-5-yl-6-(10-[1,1;3,1]terphenyl-5-ylanthracen-9-yl)-pyrene (TP-AP-TP) and Poly-phenylene vinylene derivative (PDY 132) were used to white OLED device. By incorporating adjacent blue and yellow emitting layers in a multi-layered structure, highly efficient white emission has been attained. The device was fabricated with a
hybrid configuration structure: ITO/PEDOT (40 nm)/PDY-132 (8∼50 nm)/NPB
(10 nm)/TP-AP-TP (30 nm)/Alq3 (20 nm)/LiF (1 nm)/Al (200 nm). After fixing
TP-AP-TP thickness of 30 nm by evaporation, PDY-132 thickness varied with
8, 15, 35, and 50 nm by spin coating in device. The luminance efficiency of
the white devices at 10 mA/cm2 were 2.93 cd/A∼6.55 cd/A. One of white
devices showed 6.55 cd/A and white color of (0.29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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