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막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2018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Spring Meeting

2018년 5월 17일(목) ~ 5월 18일(금)
May 17(Thu) ~ May 18(Fri), 20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최 :
주관 :

물자원순환연구단

www.membrane.or.kr

Contents
2018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Spring Meeting

4
5
8
10
18
19
21
23
29
30
31
32
34

초대의 글
일정표 및 연사 요약표
초청 강연
특별 세션
구두 발표 일정표
포스터 3분 Speech 일정표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안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시는길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안내
임원 명단
기기전시/기업홍보 참여 업체

인쇄일 2018년 5월 11일 발행일 2018년 5월 14일
발행인 이 용 택
발 행 (사)한국막학회
인 쇄 (주)청솔미디어
060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4길 7, 101-1403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6 유창빌딩 3층
Tel : 02-3443-5523,7 Fax : 02-3443-5528
Tel : 02-2274-1128 Fax : 02-2266-4427
E-mail : msk@membrane.or.kr http : //www.membrane.or.kr
E-mail : greenpine@cncboom.com

한국막학회
2 0 1 8

2018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Spring Meeting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May 17(Thu)

한국막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에서는 2018년 5월 17일(목)부터 5월 18일(금)까지 대한민국 과학

초대의
글

기술연구를 견인하며 국가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18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설립 28년이 되는 우리 학회는 본부를 중심으로 5개 지부, 7개
위원회,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막 기술분야에서 국내뿐만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08:30~09:30

B 강연장

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좌장 : 김태현교수(인천대학교)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1MB)
좌장 : 송경근 박사(KIST)

09:30~09:50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전성일 교수(고베대학교)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채희로 박사(한국화학연구원)

09:50~10:10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한상훈 박사(㈜에어레인)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지기용 박사(㈜앱스필)

10:10~10:30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장봉준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정삼투 공정을 위한 온도 감응성 유도용질
강 효 교수(동아대학교)

10:30~10:50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한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한상일 교수(창원대학교)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항생제 농축 공정에의 응용
전병문 박사(UNIST)

시간

분야

아니라 해외의 유사 학회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분리막 기술
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지난해에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었던 세션을 4개 분과회로 재편하여
분과회장 중심으로 책임운영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체
분리막 기술,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에너지 분리막 기술,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기체분리막-투과증발 기술,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등의 수준 높은 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신진 연구자 특별 발표 및 우수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 기기전시회

10:50~11:00

휴식

11:00~11:40

초청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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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식사
A 강연장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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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session 2 : 환경·에너지 분야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13:30~13:45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해수담수화용 박막 복합체 분리막
전성권(고려대학교)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임윤재(단국대학교)

13:45~14:00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김여진(한국화학연구원)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박인기(단국대학교)

14:00~14:15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제어
MIN ZHAN(고려대학교)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안주희(단국대학교)

14:15~14:30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김택승(KAIST)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이온교환막 응용
황진표(단국대학교)

시간

분야

등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얻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며 학생회원 및 정회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막~ 나가는 여성과학기술
인의 첫 모임” 세션을 만들어 분리막을 전공하는 여성 과학자 발굴에 앞
장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부터 해외에서 분리막을 연구하고 계신 정해권
교수(Texas A&M University) 와 배태현 교수(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를 초청하여 Key-note 강연을 부탁드리고 해외 분리막 동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5월,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여 만드신
소중한 결과를 발표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14:45~15:00

휴식

15:0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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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5:50

휴식
포스터 3분 Speech A
좌장: 이창현 교수(단국대학교)

학술발표회에 산학연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
15:50~16:30

포스터 3분 Speech 1

포스터 3분 Speech 2
포스터 세션 1

신진연구자 특별 발표(1MC)
좌장 : 김종학 교수(연세대학교)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I(1MD)
좌장 : 권영남 교수(UNIST)

17:00~17:20

그래핀을 이용한 막 증류 공정 전용막 개발
우윤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막응축법을 사용한 발전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김정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7:20~17:40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고동연 교수(KAIST)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17:40~18:00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조영훈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장기 내구형 신모듈 개발 및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이광진 수석연구원(코오롱인더스트리㈜)

18:00~18:20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김지혜 박사(K-water)

나노 기술을 도입한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원영준 박사(서강대학교)

시간

한국막학회 회장 이 용 택

포스터 3분 Speech B
좌장: 김유창 박사(한국기계연구원)

16:30~17:00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 17.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차우주(단국대학교) *미발표

14:30~14:45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춘계 총회 및
하셔서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의 장이 되도록

등록
A 강연장

분야

18:30~

간친회 &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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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May 18(Fri)

춘계 학술대회 연사 요약표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09:00~10:00

등록

춘계학술발표회 연사

A 강연장

B 강연장

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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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강연 1

정해권 교수 (Texas 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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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강연 2

배태현 교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0: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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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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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분야

좌장 : 송경근 박사 (KIST)
채희로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한상훈 박사

㈜에어레인

지기용 박사

㈜앱스필

총회

장봉준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강 효 교수

동아대학교

점심 식사

한상일 교수

창원대학교

전병문 박사

UNIST

11:30-11:40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1회 과학기술상 및 연구기금 응모 안내

11:40-12:20

A 강연장
시간

좌장 : 김태현 교수 (인천대학교)
고베대학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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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 (1MB)

전성일 교수

11:20~11:30

12:20-13:30

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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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세션 2

14:15~14:30

휴식

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I (1MD)

좌장 : 김종학 교수 (연세대학교)

좌장 : 권영남 교수 (UNIST)

우윤철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 정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고동연 교수

KAIST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조영훈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광진 수석연구원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지혜 박사

K-water

원영준 박사

서강대학교

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좌장 : 박호식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A 강연장

B 강연장

박기태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정훈 박사

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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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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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교수

경기대학교

강석태 교수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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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임동석 박사(한화건설)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용수 교수

한양대학교

14:30~14:50

강상욱 교수

상명대학교

김교찬 박사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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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특성 연구
문종호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한 자원회수
정상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시간

분야

15: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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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6:30

우수 논문 시상 & 경품 추첨

여성위원회 1차 교육프로그램

일시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제3회의실

시간

세부 일정

11:40~11:50

한국막학회 여성위원회 및 WISET 사업 소개

11:50~12:40

여성과학기술인 초청 특강

12:40~13:40

중식 및 멘티-멘토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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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빈 대표 (RADON)

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좌장 :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좌장 : 이승윤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이신근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임동석 박사

한화건설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박용균 박사

GS건설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최준석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종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구두세션 1

좌장 : 이종석 교수 (서강대학교)

구두세션 2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구두세션 3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포스터 3분 스피치 A

좌장 :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포스터 3분 스피치 B

좌장 : 김유창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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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결
 정분자체

기체분리막은
고분자 기체분리막과 경쟁이 가능한가?

한국막학회

[초청강연]
멤
 브레인을
2 0 1 6

이용한 바이오가스 회수 및 정제

좌 장 : 박정훈 (동국대학교)

좌 장 : 이평수 (중앙대학교)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PyungSoo Lee (Chung-ang University)

Molecular sieve ZIF-8 membranes have shown extremely

Biogas produced in anaerobic digestion process has been

effective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To compete with

considered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To recover biogas from

commercial polymeric membranes, both materials limitations

the anaerobic effluent and thereby maximize the energy recovery

and processing challenges need to be addressed: one materials

from anaerobic processes, membrane contactor employing

challenge is that very few ZIF materials show promising

hydrophobic porous hollow fiber membrane has been applied.

molecular sieving properties for industrially important gas

By optimizing the surface hydrophobicity and the porosity of

separations. When the size disparity of the gas molecules is

membranes, a desirable CH4 flux could be achieved. Biogas

정해권

too small as is the case for many challenging separations, ZIFs

배태현

recovered can be upgraded by applying required purification

1995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4 미네소타 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텍사스 A&M 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

with suitable aperture size are not always available. Processing

201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화학공학박사
2013 U of California Berkeley,
Post-doc (Chemistry)
현재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processes for the injection into natural gas grid or for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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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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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in order to compete with polymeric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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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증기 분리막 기술 (1MA)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I (1MB)

Chairperson

Chairperson

김태현
2001 Cambridge University 박사
2013	MIT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현재 인천대 교수

좌 장 : 김태현 (인천대학교)
Chairperson : Tae-Hyun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30-09:50 	전성일 고베대학교 (Sungil Jeon, Kobe University)
차세대 유기용매 나노여과 중공사막

송경근
2003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IST
스쿨 에너지환경융합전공 교수

(New-generation hollow fibre membrane for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좌 장 : 송경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hairperson : Kyung Guen Song (KIST)
09:30-09:50 	채희로 한국화학연구원 (Hee-Ro Cha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내산성 그래핀 옥사이드 함유 나노복합막
(Acid Resist Nanocomposite Membrane Embedding Graphene Oxide)

전성일
2012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5	사우디아라비아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doctoral fellow
ship
현재	일본 고베대학교 화학공학과,
분리막 필름 연구센터 조교수

한상훈
201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4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원
Postdoc
2016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에어레인 기술연구소장

09:50-10:10 	한상훈 ㈜에어레인 (Sang Hoon Han, Airrane Co. Ltd.)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실증
(Design and demonstration of membrane separation process for CO2

09:50-10:10

지기용 앱스필 (Ki Yong Jee, ABSFIL Co., Ltd.)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Optimization of Membrane Process in Ultra-Pure Water for
Semiconductor Industry )

10:10-10:30

장봉준 한국화학연구원 (Bong Jun Cha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지기용
2008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4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앱스필 기술연구소 과장

		표면고착된 PEG 함유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막

10:10-10:30

강 효 동아대학교 (Hyo Kang, Dong-A University)

		

정삼투 공정을 위한 온도 감응성 유도용질

(PEG-containing surface-attached polymeric separation membranes for

장봉준

한상일

2010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사
2016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포스닥

capture)

carbon dioxide separation)
2002	독일 Albert-LudwigsUniversity of Freiburg
고분자공학 박사
2002 The Univ. of Chicago Post-doc.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채희로

10:30-10:50 	한상일 창원대학교 (Sangil Ha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emperature-responsive Draw Solutes for Forward Osmosis Processes)
강 효
2010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14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현재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이산화탄소 분리막 개발을 위한 고성능 MOF 스크리닝 방법

2010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박사
2012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포스닥 연구원
201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포스닥 연구원
현재 	창원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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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문 울산과학기술원 (Byung-Moon Jun, UNIST)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의 내산성 평가 및 항생제 농축 공정에의 응용
(Acid-resistance evaluation of polyamide membranes and its application

(Highthroughput Screening of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 for the
Development of CO2 Separation Membrane)

10:30-10:50

to enrichment of antibiotics)
전병문
2012 	유니스트 환경공학과 학사
2018 	유니스트 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유니스트 Post-doctoral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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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특별 발표 (1MC)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Ⅱ (1MD)

Chairperson

Chairperson

김종학
1998
2003
2005
현재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연세대 화학공학 박사
MIT 재료공학과 post-doctor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좌 장 : 김종학 (연세대학교)
Chairperson : Jong Hak Kim (Yonsei University)
17:00-17:20

우윤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Yun Chul Woo,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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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장 : 권영남 (울산과학기술원)
Chairperson : Young-Nam Kwon (UNIST)
17:00-17:20 	김 정 한국화학연구원 (Jeong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그래핀을 이용한 막 증류 공정 전용막 개발

막응축법을 사용한 발전소 백연 저감 및 물회수 연구

(Graphene incorporated phase-inverted membrane for membrane distillation)
우윤철
2017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Ph.D.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17:20-17:40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원 (Dong-Yeun Koh, KAIST)
		차세대 멤브레인 기반 탄화수소 역삼투 분리 공정

고 동 연
201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2017 Georgia Tech 박사후 연구원
현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17:20-17:40

이정현 고려대학교 (Jung-Hyun Lee, Korea University)
생체모방형 초저오염 역삼투 분리막
(Biomimetic Ultralow Fouling Reverse Osmosis Membranes)

이정현
17:40-18:00 	조영훈 한국화학연구원 (Young Hoon Ch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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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18:00

이광진 코오롱인더스트리㈜ (Kwang-Jin Lee, Kolon Ind., Inc.)
장기 내구형 신모듈 개발 및 저에너지 MBR 공정 적용
(Development of new membrane modules with long-term durability and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s)

their application on low energy MBR process)
이광진

18:00-18:20

김지혜 한국수자원공사 (Jihye Kim, K-water)

		압력지연삼투 및 하이브리드 공정 성능평가
2011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6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박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	Georgia Tech 학사
2014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Separation Process)

		세라믹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 및 응용

김지혜

Condenser Technology)

김 정

(Next-Generation Membrane Based Hydrocarbon Reverse Osmosis

Chemical Technology)

201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6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선임연구원

(Harnessing Clean Water from Power Plant Emissions Using Membrane

2016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코오롱중앙기술원 2B연구그룹
수석연구원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ssure Retarded Osmosis and Hybrid
Processes)

18:00-18:20

원영준 서강대학교 (Young-June Won, Sogang University)
나노 기술을 도입한 내오염성 분리막의 제조
(Preparation of nano-hybrid membrane for enhancing the anti-biofouling)

원영준
2014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Post-doc
2017	서강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Post-doc

- 12 -

- 13 -

에너지 분리막 기술 (2MA)

하•폐수 처리 분리막 기술 (2MB)

Chairperson

Chairperson

박정훈
2000 고려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사
20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좌 장 : 박정훈 (동국대학교)
Chairperson :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10:00-10:20 	박기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 Tae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박호식
2010 GIST 환경공학과 박사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방문연구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센터
센터장, 책임연구원

좌 장 : 박호식 (한국화학연구원)
Chairperson : Hosik Park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10:00-10:20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및 유용 화합물 제조

(Membrane bioreactor sewage treatment by applying a two-stage

(PEM electrolyzer for electrocatalytic CO2 reduction into valuable chemicals)

coagulation control based on pre-coagulation)
신정훈

박기태
201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실 책임연구원

10:20-10:40

김성수 경기대학교 (Sung su Kim, Kyonggi University)

		무전해도금을 이용한 Pd/Ru 복합 분리막

2006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
2012 LG전자 HA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태영건설 기술연구소 선임

10: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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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11:00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hul Ho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분리막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
(Energy Harvesting using membrane)

박철호
2011	Post-doc. University of
Vermont
2012	Principle researcher, SEMES
(Samsung subsidary)
현재 Principle researcher, KIER

11:00-11:20

강상욱 상명대학교 (Sang Wook Kang, Sangmyung University)
세퍼레이터용 다공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제조
(Preparation of porous cellulose acetate for application to separator)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 (Seoktae Kang, KAIST)
화학세정에 의한 역삼투막 손상평가

(Palladium/ruthenium composite membrane by electroless plating)
김성수

신정훈 태영건설 (JungHun Shin, Taeyoung E&C)

(Investigation of RO membrane damage by chemical cleaning agents)
강석태
200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2010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부교수
현재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이용수
2014	성균관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연구교수

10:40-11:00

이용수 한양대학교 (Yong-Soo Lee , Hanyang University)
막 손상과 수명예측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Research on Algorithm Optimization for Detecting Membrane Damage
and Deterioratio)

11:00-11:20 	김교찬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Kyochan Kim, Advanced Biomass R&D
Center)
미세조류 고농축 수확 공정을 위한 회전체 장착형 분리막여과
(Dynamic filtration with rotating disk for microalgae harvesting process)

강상욱
2008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
2009 MIT 화학공학과 박사후과정
2018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부교수

김교찬
2017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재)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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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2MC)

정수처리/해수담수화 기술 (2MD)

Chairperson

Chairperson

조철희
2001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박사
20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학과
교수

좌 장 : 조철희 (충남대학교)
Chairperson : Churl-Hee C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4:30-14:50 	이신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hin-Kun Ryi,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이승윤
2010
2012
2014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박사
Arizona State University 포스닥
도레이케미칼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좌 장 : 이승윤 (한국기계연구원)
Chairperson : Sungyun Le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14:30-14:50

저에너지 역삼투막 시스템 설계 기술

팔라듐계 분리막 개질기가 적용된 천연가스 습윤 개질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Design skills for low energy RO system)

및 이를 위한 고성능 및 대면적 튜브형 팔라듐계 분리막 개발에 관한 연구
이신근
2008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2009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포스닥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훈
2000 고려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사
20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Hydrogen production of natural gas steam reforming using palladium

임동석

based membrane reformer and development of tubular palladium based

2004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학사
2010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
현재 (주)한화건설 환경연구소 과장

membrane with high performance and large scale.)
14:50-15:10

박정훈 동국대학교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접촉막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for CO2
Capture)

15:10-15:30 	최정규 고려대학교 (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최정규
2003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현 화학생물공학부) (학사)
2008	University of Minnesota,
화학공학 (박사)
20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공학 (Post-doc)
현재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이산화탄소 선택적인 소수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관련
(Formation of CO2-selective hydrophobic zeolite membranes)
15:30-15:50 	문종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ong-Ho Moon,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문종호

제
 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물/알코올 투과증발 특성 연구

200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8	Purdue Univ. 화학공학과
Post Doc.
2009 SK 주식회사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Dehydaration Characteristics of Water/Alcohol Binary Mixtures Using
Zeolite 4A Pervaporation Membranes)

- 16 -

임동석 한화건설 (Dongseok Lim, Hanwha E&C)

14:50-15:10

박용균 GS건설 (Yong-Gyun Park, GS E&C)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기술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SWRO-PRO Hybrid Desalination
Technology)

박용균
2006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2008 CH2M 엔지니어
현재	GS건설 Global Engineering
본부 부장

15:10-15:30 	최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June-Seok ChoI, ,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 Building Technology)
중공사 모듈을 이용한 MD 공정 설계 및 구축 현황

최준석
2015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부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MD process design and construction status using hollow fiber module)
15:30-15:50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Sanghyun 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해수담수화에서의 분리막을 이용한 자원회수
(Resource Recovery in Seawater Desalination using the Membrane)

정상현
2013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환경공학 박사
2015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포스닥
현재	성균관대학교 수자원학과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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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3분 Speech 일정표

구두 발표 일정표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1

13:30-13:45

MO-1

전성권

고려대학교

이정현
2

13:45-14:00

MO-2

한국화학
연구원

김여진

스타폴리머 기반의 고분리성능,
내오염성 해수담수화용 박막
복합체 분리막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이창현

A 강연장

2007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8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ost-Doc
현재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조교수

김유창
2008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
2010 예일대학교 화학공학과
Post-Doc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KIST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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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순서

3

14:00-14:15

MO-3

MIN ZHAN

고려대학교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제어

4

14:15-14:30

MO-4

김택승

KAIST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분리막 제조

	

	

	

	

조지아공대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조지아공대 포스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15:50~15:52

MP-1

박지훈

UNIST

양쪽성 이온 화합물 SBMA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표면 개질 및 평가

2

15:53~15:55

MP-2

권효은

고려대학교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용매를
이용한고염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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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교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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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16:10

MP-7

홍준의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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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2011
2012
2016
현재

Chairperson
A 강연장

	

Chairperson

B 강연장
5

6

13:30-13:45

13:45-14:00

MO-5

임윤재

MO-6

박인기

단국대학교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단국대학교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7

14:00-14:15

MO-7

안주희

단국대학교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8

14:15-14:30

MO-8

황진표

단국대학교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이온교환막 응용

9

14:30-14:45

MO-9

차우주

단국대학교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미발표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A 강연장
순서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13:30-13:45

MO-10

박성준

고려대학교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한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분리막의 제조

2

13:45-14:00

MO-11

김성중

한국화학
연구원

3

14:00-14:15

MO-12

안희성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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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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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6:11~16:13

MP-8

임수민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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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롬화/탈브롬화에 의해 가교된
6FDA-Durene 기반 기체 분리막

9

16:14~16:16

MP-9

Iqubal
Hossain

인천대학교

CO2 분리용 멀티 블록형 PIM-PI
공중합체 폴리이미드 고분자막

- 19 -

구두 발표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구두 (13:30-14:45)

B 강연장

A 강연장

환경 에너지
순서

시간

포스터 NO.

성함

소속

1

15:50~15:52

MP-10

윤다영

인천대학교

발표제목

말단 가교를 도입한 피페리디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M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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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전성권, 박상희, 신민규, 이정현*

(한국화학연구원)김여진, 김정, 조영훈, 박호식,
MO-2

세라믹 중공사 한외여과막 제조 및 기공크기 분석법 비교

박유인, 남승은*
(한양대)김여진, 박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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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dimethyl-1,4-phenylene oxide) 고분자 음이온
교환막

4

5

15:59~16:01

16:02~16:04

MP-13

MP-14

Mayadevi
TS

인천대학교

김예지

GIST

MO-3

하수 재이용을 위한 세정 및 전처리 기법을 통한 정삼투 공정의
막오염 제어

(고려대)Min Zhan, 곽기문, 홍승관*

MO-4

생물막 저해제 고정화를 통한 역삼투막 공정의 바이오파울링 제어

(KAIST)김택승, 김효전, Pattarasiri Fagkaew, 강석태*

B 강연장

친수성-소수성 올리고머 조성 변화에 따른 암모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MO-5

수전해용 과불소계 이오노머 막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단국대)임윤재, 이창현*

해수/하수 처리수 연계 정삼투 공정에서

MO-6

화학적 저항층을 가진 염수 전기분해막

(단국대)박인기, 이창현*

막오염 저감을 위한 폴리도파민/탄소 나노 튜브
복합 분리막 제조
MO-7

6

16:05~16:07

MP-15

Abu
Zafar Al
Munsur

인천대학교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테플론 강화복합막 제조를 위한 술폰화 폴리아릴렌에테르술폰 랜덤
공중합체 나노분산액

(단국대) 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갖는 SEBS 공중합체 기반의
음이온 교환막
MO-8

과불소계 기반의 음이온전도성 이오노머의 합성과 이온교환막 응용

(단국대)황진표, 이창현*

MO-9

염수전기분해용 방사선 그라프트 술폰화 폴리 아릴렌 에테르 술폰
공중합체 막

(단국대)차우주, 이창현*

수처리 시스템 기술

7

16:08~16:10

MP-16

정기철

KAIST

8

16:11~16:13

MP-17

고태호

경상대학교

9

16:14~16:16

MP-18

이현경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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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투과식 전기화학적 산화공정을 통한
비스페놀 A 제거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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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I-UF 적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시스템 역삼투
공정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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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표

포스터 발표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2018년 5월 17일(목요일)
포스터 (16:30~17:00)

구두 (13:30-14:30)
A 강연장

MO-10

MO-11

MO-12

분리막 제조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를 이용한 고성능 박막복합체 역삼투
분리막의 제조

양쪽성 이온 화합물 SBMA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표면
개질 및 평가

(UNIST)박지훈, 전병문, 이형개, 권영남*

MP-2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용매를 이용한
고염선택도 정삼투 분리막

(고려대)권효은, 김달용, 이정현*

MP-3

열유도상분리(TIPS)를 이용한 PVDF분리막의 장기 안정성 테스트

(경상대)김지현, 이정우, 우승문, 남상용*

MP-4

이온빔 처리를 통한 주름진 구조를 이용한 그래핀 분리막 성능 조절

(KAIST)남윤태, 김선준, 강경민, 정우빈, 김대우*,
정희태*

MP-5

SEBS계 고분자를 활용한 음이온교환 제조 및 계면동전위 특성평가

(경상대)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M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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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정지혜, 손태양, 김지현, 남상용*

M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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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홍준의, 손태양, 남상용*

(고려대)박성준, 권순진, 이정현*

알루미나 중공사 지지체에 탄소분자체 (CMS) 분리막 제조 및

(한국화학연구원)김성중, 남승은, 박호식, 박유인*

프로필렌/프로판 투과 특성 연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김성중,박호식, 박유인*

브롬화/탈브롬화에 의해 가교된 6FDA-Durene 기반 기체 분리막

MP-1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기체 분리막
M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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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임수민, 채진웅, 박정훈*

MP-9

CO2 분리용 멀티 블록형 PIM-PI 공중합체 폴리이미드 고분자막

(인천대)Iqubal Hossain, 김태현*

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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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10

말단 가교를 도입한 피페리디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인천대)윤다영, 김태현*

MP-11

퍼플루오르화 술폰산 이오노머 멤브레인의 제조 이력의 중요성

(단국대)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M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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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이보련, 김태현*

MP-13

친수성-소수성 올리고머 조성 변화에 따른 암모니움 작용기를 가진
폴리에테르술폰 방향족계 음이온 교환막

(인천대)Mayadevi T S, 김태현*

MP-14

해수/하수 처리수 연계 정삼투 공정에서 막오염 저감을 위한 탄소
나노 튜브-폴리도파민 코팅 분리막 제조

(GIST)김예지, 양은목, 최희철*

MP-15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갖는 SEBS 공중합체 기반의 음이온 교환막

(인천대)Abu Zafar Al Munsur,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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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신기술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16

전극 투과식 전기화학적 산화공정을 통한 비스페놀 A 제거율 향상

(KAIST)정기철, 강석태*

MP-31

폴리사카라이드 나노파이버 국소 혈액지혈 패치의 개발

(경희대)고은주, 박희민, 이용택*

M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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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MP-32

Removal of Toxic Mercury from aqueous solution by Reverse
osmosis with low pressure

(UNIST)Ayyavoo Jayalakshmi, 권영남*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MP-18

MFI-UF 적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시스템 역삼투 공정의 모니터링

(고려대)이현경, Min Zhan, 홍승관*

MP-19

나노여과 및 역삼투 분리막을 이용한 핵종 제거

MP-20

아민 혼합 모노머를 이용한 폴리아마이드 복합 막의 제조 및
성능 평가

MP-21

MP-22

MP-23

MP-24

MP-33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para-Polybenzimidazole
내 인산 전해질의 유출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주성, 이민재, 오송이, 이소영,
김형준*

MP-34

고온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위한 인산이 도핑된
폴리벤지미다졸의 가수분해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민재, 이주성, 김형준

MP-71

부피가 큰 사이드 그룹을 갖는 새로운 블루 발광 물질의 합성과
특성

(경희대)강석우, 박종욱*

MP-72

안트라퀴논을 이용한 새로운 청색 및 적색 염료의 합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안철우, 박종욱*

MP-73

OLED를위한 높은 홀 이동성을 갖는 Hole Injection Layer 부분에
기반한 새로운 방출 재료

(경희대)정연규, 박종욱*

MP-74

유기발광다이오드용 고효율의 아미노쿠마린 유도체에 기반한
새로운 양극성 녹색 발광 물질

(경희대)심연희,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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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김형주*

(한양대)오지연, 박인호, 이태훈, 박호범*

정삼투 공정을 위한 하한임계용액온도 특성을 가지는
polystyrene-based uaternaryammonium hexanesulfonate
구조의 유도용질

(동아대)주창하, 김태형, 박찬혁, 강효*

막여과 정수장에서의 과망간산나트륨(NaMnO4)을 이용한 망간제거
평가

(K-Water)백인찬, 김충환, 강석형, 박영무, 유영범*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입자성 무기물질 유무에 따른 유기
파울링 및 세정 효과 관찰

(인하대)장호석, 김정환*

하수재이용을 위한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의 재처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인하대)권대은, 김정환*

중공사막 모듈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에서의 유입원수 압력 변화에
따른 성능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봉철, 우윤철, 최준석*

MP-26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다단 적층 모듈을 통한 처리 용량 증대 및
이의 성능 연구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MP-27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전극의 제조 및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탈염성능평가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MP-28

막 축전식 탈염 공정의 흡착전압과 이온교환막 두께에 따른
흡착성능 연구

MP-29

MP-30

MP-25

환경/에너지

기체 분리막
MP-67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해 전환시딩법을 사용한 시딩 후 ZIF-8
기체분리막의 이차성장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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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MP-68

고성능 기체 분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친화적 이중상의 고분자막의
제조

(연세대)이창수, 김진규, 임정엽, 이재훈, 김종학*

이산화탄소 포집 및 물 재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
아민류 유도용액을 이용한 정삼투 공정의 적용

(고려대)곽기문, 김정원, 김인혁, Min Zhan, 홍승관*

MP-69

기체분리용 PEMA-g-POEM/AgNPs 하이브리드막의 합성

(연세대)김기훈, 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양친매성 공중합체 블랜드로 구성된 오염방지 나노 기공 멤브레인

(충남대)김다름, 양성윤*

MP-70

자가-가교가 가능한 PGP-POEM 가지형 공중합체 합성 및 친환경
가스 분리에의 응용

(연세대)김나운, 박철훈, 박민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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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금요일)
포스터 (13:30-14:30)
MP-46

폴리올레핀을 이용한 다공성 분리막의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우승문, 남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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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의 효율적인 제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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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 제조
MP-35

Silica 크기와 함량이 polysulfone 복합 중공사막에 미치는 영향분석

(GIST)강예솔, 김인수*

MP-36

R2R 설비를 이용한 역전기투석용 이온교환막 제막 및 특성 평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양승철*, 최지연, 최영우

MP-37

MP-38

PVDF 한외 여과막에 기여하는 메타크릴레이트계 블록공중합체
효과

이중유화법을 통한 마이크로캡슐막의 제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박상희, 안여진, 장문정, 조계용,
황승상, 백경열*
(고려대)박상희, 안여진, 이정현
(한국화학연구원)안여진, 백경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권세진, 구자경*
*미발표

MP-39

계면중합법을 이용한 평막형 NF막의 제조 및 성능 연구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기체 분리막

MP-40

MP-41

산화그래핀 슬폰산염 나노필터가 폴리비닐알콜 박막 복합형
정삼투막의 성능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Plasma를 통한 기공 조절과 나노입자 성장을 이용한 PVDF
분리막의 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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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51

고내구성 페롭스카이트계 물질을 이용한 산소분리공정 개발

(동국대)채진웅, 신민창, 박정훈*

MP-52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폴리이미드 기반 금속유기구조체
복합분리막 합성

(한양대)이준혁, Farhad Moghadam, 박호범*

MP-53

H2/CH4 분리회수를 위한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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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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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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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MP-44

표면개질을 통한 보론 제거율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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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55

폴리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한 다단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막 공정

(한국화학연구원)성문숙, 공창인, 박보령, 김정훈*
(연세대)공창인

MP-45

파울링 저감을 위한 생체 모방형 패턴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한외여과막

(서강대)이다혜, 원영준, 이종석*

MP-56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랩급 및 벤치급 분리막 공정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정현, 이다훈, 여정구*
(한양대)이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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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57

MP-58

PEBAX 복합분리막의 지지층, 선택층의 조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투과거동 고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여정구, 이윤표, 이정현*
(서울시립대)이윤표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에서 있어서 고분자 주쇄 길이가 미치는 효과

(경남과기대)강호성, 박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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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발표 : 포스터상 지원자의 3분 Speech를 진행합니다.
◑ 본 학회 ‘초록집’에 게재되는 프로시딩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타 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안
내

초록, 프로시딩 및 논문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초록 및 연구논문의 출판 및 보급에 대한 저작권을
접수일로부터 한국막학회에 양도합니다. 또한 타 학회에 이미 발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MP-59

SIFSIX-3 입자를 포함한 효과적인 CO2/CH4 분리용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서강대)신주호, 이종석*

프로시딩을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미발표

▹ 초록 제출 양식

환경 에너지

•B5 용지 (400자 이내)
MP-60

바이오가스 정제를 위한 막접촉기 압력-분배 탈기 공정 개발

(한국화학연구원)박아름이, 김영미, 김정,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그림과 표의 경우 중복성을 감안하여 글로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MP-61

DNP solid-state NMR spectroscopy를 이용한 멤브레인 재료의
특성 분석

MP-62

PEGMA를 코모노머로 사용한
Pore-filled 폴리스티렌계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김성민, 김정훈, 장봉준*
(중외생명과학)문혜진

MP-63

UV/Ozone 그라프트 중합을 이용한 PEG계 기체 분리 복합막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이장용, 성훈모, 문수영, 김정훈,
장봉준*

MP-64

연료전지 적용을 위한 술폰화된 폴리(아릴렌 이써) 막의
포스피네이트 팬던트 그룹의 합성과 특성

(단국대)표세연, 위성술, 이창현*

•초청강연 : 40분
•특별세션 발표 : 20분
•구두 발표 : 15분
•포스터 Speech : 3분
※ 포스터 사이즈 : 가로 90 cm X 세로 120 cm
※ 초록은 제출된 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첨부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위덕대)김동현, 이동훈*
회원구분

사전등록
사전등록 A

종신회원

MP-65

유리섬유 입자크기에 따른 폴리에테르설폰 멤브레인의 특성

(GIST)박신윤, 양은목, 최희철*

카복시화된 폴리에틸렌이민계 유도용질의 정삼투 해수담수화 연구

(한국화학연구원)이혜진, 최진일, 이덕로, 권세이,
김인철*

현장등록 A

90,000원

현장등록 B
110,000원

정회원

90,000원

130,000원

110,000원

학생회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비회원

MP-66

현장등록
사전등록 B

120,000원

150,000원
90,000원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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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77

청색 발광 물질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카바졸 유도체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 연회비 안내
MP-78

MP-79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 발색단 방출 물질의
합성 및 전계 발광 특성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쿠마린 잔기를 포함한 새로운 안트라센
유도체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경희대)정효철, 박종욱*

구분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연회비

450,000원

40,000원

20,000원

입회비

-

10,000원

10,000원

★ 발표자 및 교신저자는 회원가입 및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발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마감 : 2018년 4월 27일(금)

MP-80

새로운 블루 형광 발광체를 이용한 고효율 백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

- 28 -

(경희대)박종욱*

•On-line 계좌정보 : 우리은행 1006-401-389748(예금주:한국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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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막학회 2018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시는 길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안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Tel. 02-958-6273 / https://www.kist.re.kr)

▹ 자가용 이용시
•북문 접근시
카카오네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북문,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착지 설정
네이버네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착지 설정
Tmap: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착지 설정
•중문 접근시
카카오네비: “세종대왕기념관, 세종대왕기념관교차로” 도착지 설정
네이버네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착지 설정
Tmap: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착지 설정

▹ 지하철 이용시
•6호선 : 상월곡역(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 4번출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보 5분 소요)
•1호선 : 청량리역(2번출구) → 현대코아 정류장 → 간선버스 201번 승차 → 세종대왕기념관 앞 하차

▹ 버스 이용시

▹ 구역안내

• 청량리 방면 / 현대코아 정류장 → 간선버스 201번 승차 → 세종대왕기념관 앞 하차 →

•A강연장 : 컨벤션홀
•B강연장 : 제1회의실 + 제2회의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보 5분 소요)

•간친회 : 국제협력관 2층 외빈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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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회 임원 명단

2018 한국막학회 춘계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한국막학회 이사•감사
회

장

이 용 택 경희대학교

조직이사

황 갑 진 호서대학교

편집이사

김 종 학 연세대학교

수석부회장

제 갈 종 건 한국화학연구원

이 상 호 국민대학교

김 정 환 인하대학교

부회장

이 호 원 제주대학교

박 치 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 상 욱 상명대학교

홍 승 관 고려대학교

강

효 동아대학교

강 문 성 상명대학교

김 진 수 경희대학교

김 태 현 인천대학교

박 진 용 한림대학교

김 종 표 롯데케미칼㈜

권 영 남 울산과학기술원

김 봉 재 한국수자원공사

남 상 용 경상대학교

조 재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이사

이 상 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부장

이 선 용 코웨이㈜

임 재 림 K-water

대경지부장

도 재 구 롯데케미칼㈜

이 종 석 서강대학교

부울경지부장 서 봉 국 한국화학연구원

임 희 석 도레이케미칼㈜

박 호 범 한양대학교

대전충청지부장 남 승 은 한국화학연구원

임 우 섭 ㈜효성굿스프링스

이 창 현 단국대학교

호남지부장

이 재 영 GIST

장

제주지부장

허

홍 영 택 한국화학연구원

최 원 근 더블유스코프코리아

학술이사

홍보이사

암 성균관대학교

장 문 석 ㈜에코니티

이 정 현 고려대학교

장 재 영 퓨어엔비텍

이 평 수 중앙대학교

최 준 영 효림산업㈜

산학이사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추 광 호 경북대학교

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원장

신 정 규 LG화학
학술위원장

정 범 석 명지대학교

편집위원장

남 상 용 경상대학교

신 용 철 코오롱인더스트리㈜

최 정 훈 LG전자

이 강 석 ㈜태영건설

김 남 수 효림산업㈜

김 정 학 ㈜필로스

장 은 석 삼보과학㈜

최 동 찬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황 명 구 금호건설

김 정 훈 한림대학교

김 병 현 더블유스코프

허 형 우 한국화학연구원

박 상 훈 도레이케미칼㈜

전무이사

김 노 원 동의대학교

김 진 호 ㈜에코니티

총무이사

정 범 석 명지대학교

이 무 석 코오롱인더스트리㈜

기획이사

강 석 태 한국과학기술원

김 완 호 ㈜코리아인바이텍

박 호 식 한국화학연구원

이 용 환 도레이케미칼㈜

수처리분과회장 김 인 철 한국화학연구원

강 상 현 코웨이㈜

연 경 호 ㈜태영건설

기체분리분과회장 조 철 희 충남대학교

박 철 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 등 호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분과회장 박 정 훈 동국대학교

최 정 규 고려대학교

이 정 빈 전력연구원

분리막공정분과회장 김 유 창 한국기계연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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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막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8 춘계 학술대회 행사 개최 시 회원 여러
분께 사전, 현장등록처에서 아래와 같이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공공
기관, 비영리기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처 방명록에 방명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회사무국(E-mail: msk@membrane.or.kr Tel:
02-3443-552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위원회 박 유 인 한국화학연구원
학회발전위원장 제 갈 종 건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위원장

하 성 용 ㈜에어레인

포상위원장

이 현 경 상명대학교

여성위원장

임 재 림 K-water

분과회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막학회는 학술대회 행사 개최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연락처), 이메일, 결제내역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본인 확인,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분과회 등을 포함한 학회 활동과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사전 및 현장등록 등록정보
보존이유 : 행사안내 메일 발송, 영수증 및 증빙서류 발급
보존기간 : 5년

2. 제3자(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정보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행사 개최 시 외부기관(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서 행사지원을 받은 경우 참가자 정보 일부를 해당기관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당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의 제공 범위 : 소속, 성명, 이메일, 국적
○정보의 이용목적 : 2018 춘계 학술대회 참가확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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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막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기전시 / 기업홍보 참여업체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 18일(금)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전시업체

연락처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쳐타워 동관 13층 1301호
안톤파코리아

전화. 02-6747-5771
Homepage.
http://www.anton-paar.com/kr-kr/
E-mail. Info.kr@anton-paar.co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4층
㈜파크시스템스

전화. 031-546-6800
Homepage.
http://www.parksystems.com
E-mail. psc@park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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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 홍보내용

고체표면 제타전위
측정기, 레오미터,
입도분석기,
스크래치 측정기,
인덴테이션 측정기,
AFM 원자현미경
등.

원자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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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1회 과학기술상 및 연구기금 응모안내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우수한 과학자가 존경받고 과학발전의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한국의 과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학 및 재료분야,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담대한 미래를 꿈꾸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우수한 과학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요강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연구기금
· 화학 및 재료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공학자

·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서 학술상 업적이 뛰어나거나
현저한 발견을 한 과학자/공학자
대상

· 한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학회/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 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에서 기술상 중요한 문제를

· 만 45세 이하의 신진 과학자/공학자

해결해 기술진보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공학자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학회/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분야
인원
포상/지원

· 해당 과제의 타기관 지원이력이 없는 자(중복지원 불가)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 등 2개 분야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 등 2개 분야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 1명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 2명(또는 팀)

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 1명 등 2명

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 2명(또는 팀) 등 4명(또는 팀)

각 분야별 상금 1억원 및 상패

과제별 최대 5천만원/년, 최대 3년
·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적/과제

연구과제

수상 후보의 평생 동안의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

· 지원기금을 연구비로 사용하여 연구진척이 기대되는 과제

Kolonmembrane & LENA(Less Energy No Aeration) Technology

●

응모기간

2018년 4월 9일(월) ~ 6월 15일(금)

●

응모방법

홈페이지에서 응모 서류를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 접수
www.koreatoraysf.org

|

ktsf@koreatoraysf.org

●

시

상

2018년 10월 말(예정)

●

문

의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사무국(02-3279-7600, 02-3279-1273)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36층

www.kolonmbr.co.kr / membrane@ko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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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filtration
Depth filter
Pleated filter
Membrane filter
Capsule filter

Trust in
Filter Technology

RETENTION FILTER ZONE

PRE FILTER ZONE

HPS®

Membrane (PES Membrane )

Product code

HPS (Polyethersulfone Membrane)

Grade

01

02

04

06

08

12

Micron Rating(㎛)

0.1

0..2

0.45

0.6

0.8

1.2

HPS® flat sheet membrane is made from a Polyethersulfone Polymer
cast, offered in a wide range of pore size from 0.05~1.2um enabling
our customer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ery different and specific applications. These range from pre or final filtration in the food
& beverage industry, process water treatment in microelectronics
to applications in the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PS® flat sheet membranes come in a thickness of 120um on rolls
and are perfectly suited for use in pleated filter cart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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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 Factory
101-16, Sandan-3ro, Jeonggwan-myeon Gigang-gun, Busan, Korea
Tel. +82 (51) 622 1517
Fax. +82 (51) 622 1519
E Mail: oh@chungahfilter.com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분자제어 연구실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 센터

(박종욱 교수)

Funcional Crystallization Center(FCC)
http://fccerc.khu.ac.kr/
•분자조립을 이용한 기능성 결정 설계 기술 개발
•규칙적 유동을 이용한 고효율 결정기능화 공정기술 개발
•확장 가능한 기능성 결정 제조기술 개발
•국내외 결정화 기술 관련 허브 역할
•제약, 정밀화학, 석유화학, 나노소재 산업의 결정화 기술 토탈 솔루션 제공

결정설계
a

b

c

d

e

f

전산모사

h

(Nix/Coy/Mnz)SO4

i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적 산업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선정
- 참여기관 : ㈜KCC, ㈜국도화학, ㈜DMK, 한국화학연구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 개발기간 : 2016. 09 ~ 2020. 08 (82개월)
- 사 업 비 : 4년간 79억 5,800만원

공정설계

NaOH

g

◎ 자동차용 저온경화형 코팅화학소재 및 클리어코트 적용 공정기술

(Niα/Coβ/Mnγ)SO4
Core Particle

Core-Shell Particle

NaOH

자동차용 저온경화형 코팅화학소재 및 클리어코트 공정기술 개발의 주요 연구방향 및 전략
500nm

Crystal

◆ 신기후변화대응

◆ 코팅화학소재

◆ 이중저온경화

◆ 열잠재성 기반

◆ 100℃ 이하 저온경화

◆ 클리어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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