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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November 8(Thu)

한국막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의
글

우리 학회는 2018년 11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지난 50년간 대한민
국 대표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관리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
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K-water 융합연구원 40주년 기념홀
에서 2018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8일(목요일)
08:30~09:30

B 강연장

기체분리막 기술(1MA)
좌장 : 한상훈 박사(㈜에어레인)

MSK-WISET 여성연구자(1MB)
좌장 : 임재림 박사(K-water)

09:40-10:00

초 투과성 할로우 파이버 기반 이산화탄소 접촉막
고동연 교수(KAIST)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분리막 기술의 적용 가능성
이정현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00-10:20

고분자 네트워크의 합성과 이를 이용한 분리소재 개발
문수영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수처리용 중공사 분리막 모듈 연구
김영미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0:20-10:40

강직한 지환기를 포함하는 기체 분리용 미세다공성 고분자 분리막
성종근 박사(한양대학교)

저에너지•고효율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기술
김지혜 박사(K-water)

시간

올해로 설립 28년이 되는 우리 학회는 본부를 중심으로 5개 지부, 7
개 위원회, 4개 분과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막 관련 연구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회에서 수준 높은 내용의 논문과 발표를 활발
히 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는 AMS(Aseanian Membrane Society) 12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2020년에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분리막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등록
A 강연장

분야

10:40-11:00

휴식

11:00-11:40

국내 초청강연 : TAPS 솔루션과 엔드프리 모듈 / 노수홍 교수(연세대학교)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11:40-13:30

춘계 학회부터 4개 분과회로 재편하여 분과회장 중심으로 책임운영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체분리막 기술, 투과증발 분리
막 기술,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에너지 막
분리 기술,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등의 수준 높은 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신진 연구자 특별 발표 및 우수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기기전시
회 등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얻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
하고 토론하며 학생회원 및 정회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
니다. 춘계에 이어 MSK-WISET 여성 연구자 세션, 이번 추계 학회 주
최인 K-water 특별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현재 고문으로
계신 연세대학교 노수홍 교수님의 정년기념 초청강연을 개최하고자 합
니다. 또한 현재 Membrane Society of Australasia (MSA) 회장이신 손호
경 교수(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를 초청하여 해외 분리막 동향
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단풍과 높은 가을하늘의 끝자락인 11월에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
안 노력하여 만드신 소중한 결과를 발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
다. 우리 학회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산학연 회원 여러
분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고 새
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의 장이 되도록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B 강연장

Oral session 1
좌장 : 김정환 교수(인하대학교)

Oral session 2
좌장 : 박호식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3:30-13:45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Polyolefin Supports
권순진(고려대학교)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이재훈(연세대학교)

13:45-14:00

High-performance PDMS Pervaporation Membranes Prepared
Using a Phenyl-functional Crosslinker for n-Butanol Recovery
이주연(고려대학교)

Manual cleanings of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system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이종훈(연세대학교)

14:00-14:15

폐황산 용액에 적용가능한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박희민(경희대학교)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n catalyst binder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임윤재(단국대학교)

14:15-14:30

벤질 알코올 후처리를 통한 고성능 역삼투 분리막 제조공정
신민규(고려대학교)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reinforced membranes with
controlled gas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안주희(단국대학교)

14:30-14:45

The importance of membrane fabrication history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short-side chains
김우영(단국대학교)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박인기(단국대학교)

시간

분야

14:45-15:10
시간

휴식
포스터 3분 Speech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분야

15:10-15:50

포스터 3분 Speech

15:50-16:20

포스터 세션
투과증발 분리막 기술(1MC)
좌장 : 조철희 교수(충남대학교)

K-water 특별세션(1MD)
좌장 : 김한승 교수(명지대학교)

16:20-16:40

고분자 투과증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적용
한상훈 박사(㈜에어레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이원태 교수(금오공과대학교)

16:40-17:00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의 물/알코올 분리 특성 연구 :
Generalized Maxwell Stefan 이론을 통한 이론적 접근
문종호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이용시설의 원가관리 방향
박태기 팀장(K-water)

17:00-17:20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탈수공정 적용 사례
정재칠 박사(㈜파인텍)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구미하수처리장)
박태신 상무(GS건설)

17:20-17:40

미세구조 제어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 합성과
투과증발 알코올 탈수 거동
조철희 교수(충남대학교)

폐수 무방류 시스템 소개와 하수재이용 시스템 적용
하태상 부사장(㈜비룡)

시간

분야

2018. 11. 8.

한국막학회 회장 이 용 택

점심식사
A 강연장

18:00~

간친회

19:00~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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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운영표
November 9(Fri)

추계 학술대회 연사 요약표

2018년 11월 9일(금요일)
8:30~9:20

추계학술발표회 연사

등록
A 강연장

B 강연장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2MA)
좌장 : 장봉준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2MB)
좌장 : 김인철 박사(한국화학연구원)

09:40-10:00

염수전해용 저에너지 소비형, 고내구성 과불소계 전해질막
이창현 교수(단국대학교)

전도성 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의 저에너지 전기산화 공정
강석태 교수(KAIST)

10:00-10:20

레독스 흐름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복합막 기술
김희탁 교수(KAIST)

정삼투 막공정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의 제거 :
오염물 전하에 따른 제거기작
장암 교수(성균관대학교)

10:20-10:40

효율적인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이온교환막의 최적 설계
강문성 교수(상명대학교)

호소수 처리를 위한 침지식 한외여과 공정의 pilot 연구
최양훈 박사(롯데케미칼)

분야

시간

10:40-11:00

휴식

11:00-11:40

해외 초청강연 : 정삼투막의 개발 및 현황 / 손호경 교수(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좌장 : 정범석 교수(명지대학교)

11:40-12:30

총회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포스터 세션
좌장 : 박철호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 강연장

B 강연장

에너지 막분리 기술(2MC)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2MD)
좌장 : 강석태 교수(KAIST)

14:00-14:20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응용을 위한 가교된
술폰화 폴리(아릴렌 에테르 술폰) 막 개발
김기현 교수(경상대학교)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실 데이터 분석
홍승관 교수(고려대학교)

14:20-14:40

RFB(redox flow battery)에서의 이온교환막
황갑진 교수(호서대학교)

저에너지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기술의 개선 방안 고찰
박기호 박사(고려대학교)

14:40-15:00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분리막 공정에 필요로하는
고성능 PVDF중공사막을 제조할 수 있을까
전성일 박사(㈜멤브레어)

해수담수화 농축수의 삼투에너지 회수 및 해양환경영향 저감 기술
박용균 박사(GS건설)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분리에 적합한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최정규 교수(고려대학교)

저탄소 해수담수화를 위한 막증발 기술의 개발
이상호 교수(국민대학교)

분야

시간

15:00-15:20

국내 초청강연

노수홍 교수(연세대학교)

해외 초청강연

손호경 교수(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기체분리막 기술(1MA)

MSK-WISET 여성연구자(1MB)

좌장 : 한상훈 박사(㈜에어레인)

좌장 : 임재림 박사(K-water)

고동연 교수

KAIST

이정현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수영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김영미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성종근 박사

한양대학교

김지혜 박사

K-water

투과증발 분리막 기술(1MC)

K-water 특별세션(1MD)

좌장 : 조철희 교수(충남대학교)

좌장 : 김한승 교수(명지대학교)

고형철 박사

㈜에어레인

이원태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문종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태기 팀장

K-water

정재칠 박사

㈜파인텍

박태신 상무

GS건설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하태상 부사장

㈜비룡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2MA)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2MB)

좌장 : 장봉준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좌장 : 김인철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강석태 교수

KAIST

김희탁 교수

KAIST

장암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문성 교수

상명대학교

최양훈 박사

롯데케미칼

에너지 막분리 기술(2MC)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2MD)

좌장 : 조철희 교수(충남대학교)

좌장 : 강석태 교수(KAIST)

15:20-15:40

연구 윤리 교육 : 연구 윤리와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박유인 연구윤리위원장(한국화학연구원)

김기현 교수

경상대학교

홍승관 교수

고려대학교

15:40-16:00

학생 시상(구두/포스터 부문) / AMS11 Travel Award 시상 / 경품 추첨

황갑진 교수

호서대학교

박기호 박사

고려대학교

전성일 박사

㈜멤브레어

박용균 박사

GS건설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이상호 교수

국민대학교

대전충청지부 미니 Workshop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요일) 장소 : K-water 융합연구원 40주년기념홀 B강연장
시간

세부 일정

15:00-15:30

국내 분리막 정수처리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임재림 박사(K-water)

15:30-16:00

분리막 기술을 활용한 기체분리 연구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박유인 박사(한국화학연구원)

16:00-16:20

대전충청지부 현황 발표 및 향후 운영 논의

남승은 박사(한국화학연구원)

-6-

구두세션 1

좌장 : 김정환 교수(인하대학교)

구두세션 2

좌장 : 박호식 박사(한국화학연구원)

포스터 3분 Speech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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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청강연] T
 APS

솔루션과 엔드프리 모듈

한국막학회
2 0 1 6

[해외 초청강연] 정
 삼투막의

개발 및 현황

좌 장 : 박정훈(동국대학교)

좌 장 : 정범석(명지대학교)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Bumsuk Jung (Myongji University)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이 수인성 세균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있다. UN

Forward osmosis (FO) is osmotically driven membrane

은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processes and emerging as viable methods for producing fresh

를 설정하였고 목표 6.1은 안전하고 저렴한 물의 공급이다. TAPS는

water from saline water or wastewater. The FO process is a

SDGs 6.1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막 기술(T), 연간 10달러로 5인 가정이

promising and emerging low energy desalination technology

안전한 물을 사용 할 수 있는 경제성(A), 5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세척이

and has been investigated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용이한 현실성(P),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지속성(S)을 확보한 해결방

including desalination, wastewater treatment, reverse osmosis

안이다. End-free Gravity-driven Membrane(EFGDM)은 전기나 화

concentrate treatment, food processing, emergency nutritious

노수홍

학약품,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손호경

drinks, pharmaceutical industries, etc. In particular, although FO

1987 McMaster University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2016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Phase I)
사업단장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교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PS 솔루션과 EFGDM, 엔드프리 막모듈의 특성과

2006 PhD,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7 Full Professor,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8 President of the Membrane
Society of Australasia

membranes have been available for over 40 years, there is still

개발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room to improve the water flux and reverse salt flux. Therefore,
this presentation will initially probe various opportunities to
extend potential commercialization of FO into new niches and
applications, identifying key technology constraints. Then our FO
membranes developed will be present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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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기술(1MA)

MSK-WISET 여성연구자(1MB)

Chairperson

Chairperson

한상훈
201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6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에어레인 연구팀장

좌 장 : 한상훈(㈜에어레인)
Chairperson : Sang Hoon Han (Airrane Co. Ltd.)
09:40-10:00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원(Dong-Yeun Koh, KAIST)
초 투과성 할로우 파이버 기반 이산화탄소 접촉막

임재림
1996 KAIST 박사
2003 KAIST 연구조교수
현재	K-water 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장

(Engineering ultra-high flux in asymmetric hollow fiber membranes for

좌장 : 임재림(한국수자원공사)
Chairperson : Lim Jae Lim (K-water)
09:40-10:00

Research)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분리막 기술의 적용 가능성

CO2 delivery to water)

(Possibility of membrane materials and process technology for CO2

고동연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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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0:00-10:20 	문수영 한국화학연구원(Su-Young Mo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capture for post-combustion treatment)

10:00-10:20 	김영미 한국화학연구원(Young Mi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고분자 네트워크의 합성과 이를 이용한 분리소재 개발
문수영
2014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부 박사
2016	노스웨스턴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연구소 선임연구원

(Synthesis of polymer networks and their application for separation
technology)

김영미

2011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7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사
현재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연구조교수

		강직한 지환기를 포함하는 기체 분리용 미세다공성 고분자 분리막
(Microporous Polymer Membranes Incorporating Rigid and Alicyclic
Moieties for Gas Separation Applications)

- 10 -

		수처리용 중공사 분리막 모듈 연구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for water treatment)

2016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연구센터
Post-doc

10:20-10:40 	성종근 한양대학교(Jong Geun Seong, Hanyang University)
성종근

	이정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Jung Hyun Lee, Korea Institute of Energy

10:20-10:40
김지혜
2011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6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박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지혜 한국수자원공사(Jihye Kim, K-water)

		저에너지·고효율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기술
(Low-energy and High-efficiency Operation Technologies for Desalin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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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1MC)

K-water 특별세션(1MD)

Chairperson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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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조철희(충남대학교)
Chairperson : Churl-Hee C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6:2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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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투과증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적용

(Water reuse for successful adaptation to changes in environmental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의 물/알코올 분리 특성 연구 : Generalized

정재칠
2012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현재	(주)파인텍 연구소장

Maxwell Stefan 이론을 통한 이론적 접근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Water/Alcohol Mixtures Using Zeolite 4A
Pervaporation Membranes : Theoretical Approach Using Generalized
Maxwell Stefa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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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s)

이원태
2005	Arizona State University
환경공학 박사
2010 	HDR Engineering(미국), Project
Engineer
20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전공 부교수

16:40-17:00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탈수공정 적용 사례
(Application of dehydration process by using pervaporation membrane.)
조철희 충남대학교(Churl-Hee C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st control of the sewage recycling facility)

박태기
1990 부경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2009 	현대제철(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포항 하수재이용
담당

17:00-17:20

(Synthesis and Pervaporative Alcohol Dehydration of Mordenite Zeolite

박태신 GS건설(Tae-shin Park, GS E&C)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구미 하수처리장)
(Case Study for Recycling of Treated Water of Gumi Sewage Treatment
Plant)

박태신
1992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1992	럭키엔지니어링(현, GS건설)
환경사업부 입사
현재	GS건설 Global Engineering
본부 환경설계담당 겸
환경공정설계팀장

		미세구조 제어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 합성과 투과증발 알코올
탈수 거동

박태기 한국수자원공사(park tae gi, K-water)
재이용시설의 원가관리 방향

17:00-17:20 	정재칠 ㈜파인텍(Jung Jae Chil, FINETECH.Co.,Ltd.)

17:20-17:40
조철희

Technology)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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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16:40 	이원태 금오공과대학교(Wontae Le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Plant)
16:40-17:00 	문종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Jong-Ho Moon, Korea Institute of Energy

문종호

2000 동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2005 K-water 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Process Design and Application for Polymeric Pervaporation Membrane

한상훈
201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6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에어레인 연구팀장

김한승

좌장 : 김한승(명지대학교)
Chairperson : Han-Seung Kim (Myongji University)

하태상

17:20-17:40

하태상 ㈜비룡(Ha Taesang, Biryong Corporation)
폐수 무방류 시스템 소개와 하수재이용 시스템 적용
(Introduction on Zero Liquid Discharge System and Combination with
Wastewater Reclamation System)

1993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학사
현재	주식회사 비룡 부사장 역임

Membranes with Controlled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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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2MA)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2MB)

Chairperson

Chairperson

장봉준
2002	독일 Albert-Ludwigs-University
of Freiburg 고분자공학 박사
2003 The Univ. of Chicago Post-doc.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좌장 : 장봉준(한국화학연구원)
Chairperson : Bong-Jun Cha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9:40-10:00 	이창현 단국대학교(Chang Hyun Lee, Dankook University)

김인철
2001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박사
2002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좌장 : 김인철(한국화학연구원)
Chairperson : In-Chu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9:40-10:00

		염수전해용 저에너지 소비형, 고내구성 과불소계 전해질막

전도성 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의 저에너지 전기산화 공정

(Perfluorinated double layer membranes with low energy consumption and

(Low energy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micropollutants by conductive

high electrochemical durability)

membrane system)

이창현

강석태

2007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2 	버지니아텍 박사후 연구원
teaching instructor
현재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200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2010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부교수
현재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10:00-10:20

김희탁 한국과학기술원(Hee-Tak Kim, KAIST)

10:00-10:20

		레독스 흐름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복합막 기술
(Composite membranes for advanced redox batteries)
김희탁
1999 카이스트 화학공학과 박사
2013 삼성SDI 수석연구원
현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10:20-10:40 	강문성 상명대학교(Moon-Sung Kang, Sangmyung University)
(Optimal design of ion-exchange membranes with for efficient electrochemical

2003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박사
2010	삼성SDI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부교수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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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성균관대학교(Am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정삼투 막공정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의 제거 : 오염물 전하에 따른 제거기작
(Effective removal of micro-pollutants from wastewater using forward

장암

osmosis membrane process : Removal mechanism by charged pollutants)

2002	광주과학기술원 생물막공정 및
모니터링 전공 박사
2010	Cincinnati University 연구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수자원학과 부교수

10:20-10:40

		효율적인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이온교환막의 최적 설계
강문성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Seoktae Kang, KAIST)

최양훈
2011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2011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연구원
현재 롯데케미칼 책임연구원

최양훈 롯데케미칼(Yang Hun Choi, LOTTE Chemical)
호소수 처리를 위한 침지식 한외여과 공정의 pilot 연구
(A pilot study of immersed UF membrane system for treating actual lake
water)

- 15 -

에너지 막분리 기술(2MC)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2MD)

Chairperson

Chairperson

박정훈
2000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Chairperson : Jung Hoon Park (Dongguk University)
14:00-14:20 	김기현 경상대학교(Kihyu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응용을 위한 가교된 술폰화 폴리(아릴렌 에테르

14:20-14:40

2012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5	사우디아라비아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doctoral fellow
ship
2018	일본 고베대학교 화학공학과,
분리막 필름 연구센터 조교수
현재 (주)멤브레어 대표이사

membrane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applications)

홍승관

황갑진 호서대학교(Gab-Jin Hwang, Hoseo University)

1996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토목공학과
박사
1997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CF)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003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14:40-15:00 	전성일 ㈜멤브레어(Sungil Jeon, MEMBRARE Co., Ltd)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분리막 공정에 필요로하는 고성능 PVDF중공사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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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8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BK21화학공학인력양성사업단
연구교수

제조할 수 있을까
sustainable membrane process)
최정규 고려대학교(Jungkyu Choi, Korea University)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분리에 적합한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realistic flue gas and bio-ga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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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40

박기호 고려대학교(Kiho Park, Korea University)
저에너지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기술의 개선 방안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Reverse Osmosis Process Technology for Lowenergy Seawater Desalination)

14:40-15:00

박용균 GS건설(Yong Gyun Park, GS E&C)
해수담수화 농축수의 삼투에너지 회수 및 해양환경영향 저감 기술
(SWRO-PRO Hybrid Desalination Technology for Osmotic Energy Recovery
and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of the Disposed Desalination Brine)

(How to fabricate high performance PVDF hollowfiber membranes for

(Formation of zeolite membranes for CO2 separations with respect to
최정규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실 데이터 분석
reverse osmosis desalination plants)

(Ion exchange membrane for the redox flow battery)

15:00-15:20

홍승관 고려대학교(Seungkwan Hong, Korea University)

(Development of cross-link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RFB(redox flow battery)에서의 이온교환막

전성일

14:00-14:20

(A practical data analysis for lowering energy consumption of seawater

황갑진
1997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
물질공학전공 박사
2002	일본원자력연구소(현 JAEA)
박사연구원 및 과학기술특별연구원
20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그린에너지공학과 부교수

200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2010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부교수
현재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술폰) 막 개발

김기현
2017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2018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박사후연구원
2018	경상대학교 나노ㆍ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과 조교수

강석태

좌장 : 강석태(한국과학기술원)
Chairperson : Seoktae Kang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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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15:00-15:20 	이상호 국민대학교(Sangho Lee, Kookmin University)
저탄소 해수담수화를 위한 막증발 기술의 개발
(Development of Membrane Distillation Technology for Low Carbon Seawater
Desalination)

1999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박사
200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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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3분 Speech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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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8일(목요일)

Chairperson

A 강연장
수처리 시스템 기술

A 강연장
순서

1

시간

13:30-13:45

포스터 NO.

MO-1

성함

권순진

소속

발표제목

고려대학교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Polyolefin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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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8일(목요일)

2

13:45-14:00

MO-2

이주연

고려대학교

High-performance PDMS
Pervaporation Membranes Prepared
Using a Phenyl-functional
Crosslinker for n-Butanol Recovery

3

14:00-14:15

MO-3

박희민

경희대학교

폐황산 용액에 적용가능한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고려대학교

벤질 알코올 후처리를 통한 고성능
역삼투 분리막 제조공정

단국대학교

The importance of membrane
fabrication history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shortside chains.

4

5

14:15-14:30

14:30-14:45

MO-4

MO-5

신민규

김우영

B 강연장
6

13:30-13:45

MO-6

이재훈

연세대학교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7

13:45-14:00

MO-7

이종훈

연세대학교

Manual cleanings of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system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8

9

10

14:00-14:15

14:15-14:30

14:30-14:45

MO-8

MO-9

MO-10

임윤재

안주희

박인기

단국대학교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n
catalyst binder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단국대학교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reinforced membranes with controlled
gas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단국대학교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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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1

2

15:10~15:12

15:13~15:15

포스터 NO.
MP-1

MP-2

성함
정한라

김이향

소속

발표제목

고려대학교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ORI) : A Novel Approach to Operate
Forward Osmosis Process Reflecting
Fouling Reversibility

고려대학교

Quantitative analysis on fouling of
forward osmosis-reverse osmosis
(FO-RO) hybrid system for combining
water reuse and desalination:
applicability of the modified fouling
index (MFI)

3

15:16~15:18

MP-3

고태호

경상대학교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계 고분자 개질을 통한 음이온/
양이온 교환막 제조 및 전기흡착탈이온
공정 적용에 대한 특성 평가

4

15:19~15:21

MP-4

임광섭

경상대학교

고농도 원수 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의
길이별 역세효율 및 운전특성 관찰

환경 / 에너지
5

6

15:22~15:24

15:25~15:27

MP-5

MP-6

이선영

방준호

경북대학교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 유발
정족수 감지 신호분자 물질인 AHL과
AI-2 억제 연구

단국대학교

Development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with
advanced resistance to free radical
attack

분리막 신기술
7

15:28~15:30

MP-7

이승환

동국대학교

운전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특성 분석

분리막 제조
8

15:31~15:33

MP-8

서영기

계명대학교

GO-PAN 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 및
Graphene Oxide 함유량 최적화

9

15:34~15:36

MP-9

정지혜

경상대학교

화학적으로 강화된 PBI 전기방사 지지체
제조 및 특성평가

10

15:37~15:39

MP-10

조진우

경상대학교

표면개질을 통해 친수성을 부여한 SEBS계
음이온교환막의 계면동전위 특성

기체 분리막
11

15:40~15:42

MP-21

유현정

서강대학교

Thiol-ene photopolymerization of
vinyl-functionalized metal-organic
frameworks toward mixed-matrix
membranes

12

15:43~15:45

MP-22

김지현

경상대학교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 투과·선택성을
가지는 POSS-PEG 공중합체 합성 및
기체분리막 제조와 특성평가

MP-23

Xuan
Huy D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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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5:4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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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amine functionalized
ZIF-8 with its gate size control b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synthetic modification for efficient
CO2-selecive adsorbents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2018년 11월 8일(목요일)

2018년 11월 8일(목요일)

구두(13:30-14:45)

포스터(15:10-16:20)

A 강연장
MO-1

MO-2

MO-3

MO-4

MO-5

수처리 시스템 기술

좌장 : 김정환 교수(인하대학교)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Polyolefin Supports

High-performance PDMS Pervaporation Membranes Prepared
Using a Phenyl-functional Crosslinker for n -Butanol Recovery

폐황산 용액에 적용가능한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고려대)권순진, 박상희, 김달용, 이정현*

(고려대)이주연, 이정현*

MP-1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ORI): A Novel Approach
to Operate Forward Osmosis Process Reflecting Fouling
Reversibility

(고려대)정한라, 잔민, 곽기문, 홍승관*

MP-2

Quantitative analysis on fouling of forward osmosis-reverse
osmosis (FO-RO) hybrid system for combining water reuse and
desalination : applicability of the modified fouling index (MFI)

(고려대)김이향, 홍승관*

MP-3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계 고분자 개질을 통한
음이온/양이온 교환막 제조 및 전기흡착탈이온 공정 적용에 대한
특성 평가

(경상대)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MP-4

고농도 원수 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의 길이별 역세효율 및 운전특성 관찰

(경상대)임광섭, 남상용*

(경희대)박희민, 이용택*

벤질 알코올 후처리를 통한 고성능 역삼투 분리막 제조공정

The importance of membrane fabrication history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short-side chains.

B 강연장

좌장 : 이정현 교수(고려대학교)

(고려대)신민규, 전성권, 이정현*

환경 / 에너지
MP-5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 유발 정족수 감지 신호분자 물질인
AHL과 AI-2 억제 연구

(경북대)이선영, 이기백, 추광호*

MP-6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with enhanced
chemical resistance to radicals

(단국대)방준호, 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단국대)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좌장 : 박호식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 신기술
MO-6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연세대)이재훈, 김종학*

MP-7

운전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특성

(동국대)이승환, 이홍주, 박유강, 박정훈*

분리막 제조
MO-7

MO-8

MO-9

MP-10

Manual cleanings of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system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n catalyst binder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poly(tetrafluoroethylene)
reinforced membranes with improved hydrogen barrier behavior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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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이종훈, 박병규, 노수홍*

(단국대)임윤재, 이창현*

MP-8

GO-PAN 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 및 Graphene Oxide 함유량
최적화

(계명대)서영기, 윤재한, 변홍식

MP-9

화학적으로 강화된 PBI 전기방사 지지체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정지혜, 김주현, 김지훈, 김기현, 남상용*

MP-10

표면개질을 통해 친수성을 부여한 SEBS계 음이온교환막의
계면동전위 특성

(경상대)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MP-11

염색폐수 처리를 위한 나노 복합막의 실란 표면 개질

(경희대)김성애, 박희민, 이용택*

MP-12

소수성 PE막의 친수화 및 RO, NF 분리막 제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철호

MP-13

Preparation of Inner-skinned Asymmetric Hollow Fiber
Membranes using Phase Inversion Kinetics

(한국화학연구원)이종명

MP-14

Photo-resist 용액 정제를 위한 Nylon 멤브레인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권세이, 이혜진, 안은숙, 김인철*

(단국대)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단국대)박인기, 이창현*

- 21 -

(한양대)이영무*

MP-15

4차 암모늄을 포함한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의 투습도 평가

(경상대)손태양, 김지현, 남상용

MP-16

초소수성 개질을 통한 막 증류법의 젖음 방지 및 평가 기술 연구

(UNIST)이형개, 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MP-17

MP-18

MP-19

MP-20

내오염성 향상을 위한 양쪽성 이온 화합물 MPC의 해수담수화
분리막 적용

상전이법을 이용한 P(VDF-co-HFP) 분리막 구조제어

에폭시 수지 제조 공정 부산물의 분리 회수를 위한 Alumina-PVA
투과 증발 복합막 제조
BSA 파울링 분석을 위한 Acetylated methyl cellulose (AMC)
conjugated 막의 제조

MP-22

Thiol-ene photopolymerization of vinyl-functionalized metalorganic frameworks toward mixed-matrix membranes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 투과·선택성을 가지는 P O S S-P E G
공중합체 합성 및 기체분리막 제조와 특성평가

MP-30

Cr 불순물에 의한 페롭스카이트형 이온전도성 분리막의
산소 투과 특성

(동국대)박유강, 이승환, 김민광, 박정훈*

MP-31

이산화탄소 포집용 기체분리막을 위한 Si-PEG계 복합막 제조 및
기체 투과 특성평가

(경상대)김주현, 박윤환, 남상용*

MP-32

탄소분자체 중공사형 복합막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장기 투과
특성 평가

MP-33

이산화탄소 분리성능 향상을 위한 폴리설폰기반 유무기복합막의
제조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한국화학연구원)송예진, 김종후, 김예솜, 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손은호, 김정*
(한국화학연구원)권용성, 정성민, 조영훈, 김정,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부경대)권용성, Shivshankar Chaudhari, 손민영
(UNIST)Ayyavoo Jayalakshmi, 권영남*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한국화학연구원)김성중, 남승은, 박호식, 박유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김성중, 박호식, 박유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창주, 이유리, 백경열*
(고려대)성창주, 이정현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MP-34

Highly permeable silica/GO hybrid membranes with enhanced
surface area for gas separation

(한양대)노종민, 신재은, 박호범*

MP-35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동국대)김민광, 박유강, 박정훈*

MP-36

Preparation of microporous organic networks membranes for
CO/CO2 separation

(한국화학연구원)공창인, 문수영, 김정훈*

(서강대)유현정, 이종석 *

(경상대)김지현, 조진우, 임광섭, 남상용*

MP-23

Synthesis of amine functionalized ZIF-8 with its gate size
control by postsynthetic modification for efficient CO2-selecive
adsorbents

MP-24

Propane/Propylene Separation via Polymer Composite
Membrane Using MgO Nanosheet By Activating Ag Ion

(연세대)박철훈, 김종학*

MP-25

Cellulose Acetate 기반 고선택도 중공사막을 이용한 CO2/CH4
혼합가스 분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신명섭, 전용우*

MP-26

Block copolymer membranes with inorganic fillers for CO2/N2
separation

(연세대)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MP-27

올레핀/파라핀 기체 분리를 위한 고분자 복합분리막 내의 이차원
다공성 구조체의 가소화 방지 효과

(한양대)이준혁, Farhad Moghadam, 박호범*

MP-28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olyimides containing bulky
ethyl substituent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한양대)유승연, 박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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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29

(UNIST)박지훈, 이형개, 권영남*

기체 분리막
MP-21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정문근,

CO2 분리를 위한 PEG계 가교형 분리막의 제조 및 기체투과
특성평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Xuan Huy Do, 이유리, 백경 열*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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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9일(금요일)
포스터(13:30-14:00)

좌장 : 박철호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 / 에너지
MP-37

MP-38

MP-39

Synthesis and Properties of an Ionic Conjugated Polymer :
Poly[2-ethynyl-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oly(α- 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Prepared by the Cyclopolymerization of
α-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Electroluminescence properties of fluoranthene derivatives with
substituents

MP-40

A highly efficient whit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using a
fluorescent light emitting material

MP-41

Polymerization with Transition Metal Catalysts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2-ethynylbenzyl alcohol)

MP-42

MP-43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phenylacetylen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oly(alkylated indenopyrazine)
and Its Copolymer with an Alkylated Spirofluorene Moiety

MP-49

조류 제거를 위한 전처리 분리막 공정에서 유기막 재질에 따른
투수성 평가

MP-50

나노 입자의 비율에 따른 알칼라인 수전해용 분리막 특성 연구

MP-51

Dual-side Patterned Anion Exchange Membrane for High
Performance Fuel Cell

(한밭대)장세근*

MP-52

정삼투를 위한 폴리에틸렌이민 기반 유도용질 제조

(한국화학연구원)이혜진, 최진일, 권세이, 김인철*

MP-53

대청호 남조류 원수를 이용한 Silicon carbide 평막의 최적 운전조건
도출

(성균관대)김푸름, 이승재, 김지훈*

MP-54

조류 농축을 위한 SiC 침지형 세라믹막의 운전 특성

MP-55

Perfluorinat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excellent area
resistance for alkaline fuel cell

(단국대)황진표, 이창현*

MP-56

냉동법이 분리막 기반의 슬러지 탈수효율에 미치는 영향

(UNIST)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MP-57

Development of double layered membrane with high
performance and durability for low energy consumption in saline
water electrolysis

(단국대)오창훈, 황진표, 박인기, 이창현*

MP-58

Characterization and impact of AB-forming species on SWRO
pre-treatment process

(고려대)임지훈, 홍승관*

MP-59

Surface attached polysulfone gas separation membrane via
UV/Ozone graft polymerization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박철
(성균관대)김푸름, 성자영, 김지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김지은, 조현석, 김상경,
(경희대)심연희, 박종욱*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김창희, 조원철*
(고려대)김지은, 이기봉*

(경희대)정진욱, 박종욱*

(지앤씨엔지니어링㈜)김병택, 이경일

(경희대)정진욱, 박종욱*
(성균관대)김푸름, 이승재, 김지훈*
(지앤씨엔지니어링㈜)김병택, 이경일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Synthesis of New Hole-Transporting Materials with EthylCarbazol Moiety

(경희대)조아름, 박종욱*

MP-46

Highly Efficient Blue-Light-Emitting Materials Based on
Anthracene Derivatives with Bulky Side Groups

(경희대)조아름, 박종욱*

MP-47

The Preparation of Pore-filled and Polystyrene-based Anion
Exchange Membranes by Using Different Chain Length of
PEGMA as a Comonomer

- 24 -

Selective removal of SO2 from ship exhaust gas stream using
membrane contactor

(경희대)심연희, 박종욱*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M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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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48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Synthesis and Luminescent Properties of Poly(2-ethynyl-Nglycidylpyridinium bromide)

MP-4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박형진, 주상현, 정대헌,

(한국화학연구원)김성민, 김정훈, 장봉준*
(중외생명과학)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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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성훈모, 이장용, 문수영, 김정훈,
장봉준*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60

MP-61

구형 비드를 이용한 사인파형 연속 운전모드

MP-72

역삼투막 하수재이용공정의 유기성 막오염물질 규명

(KAIST)김효전, 박대선, 강석태*

MP-73

Effects of pre-treatment of activated carbon in flow-electrodes
in FCDI process

(고려대)정현준, 정한라, 홍승관*

(서울과기대)김은수, 김재효, 정건용*

Analysis of membrane fouling and wetting depending on
operating conditions in a membrane distillation process

(연세대)임주완, 박정원, 민소진, 이호성, 손광표,
채도원, 박병규*

(명지대)Hana Gebreegziabher Zeweldi, Lawrence
MP-62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 내 암모니아성 질소 분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인하대)권대은, 김정환*

MP-63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정속/정량 여과 방식에 따른 파울링
거동 관찰

(인하대)장호석, 김정환*

MP-64

폐수처리 MBR에서 Ca 막오염 시 화학세정을 통한 세정효율
최적화

(㈜에코니티)김병석, 박민수, 김진호*

MP-65

실규모 MBR 현장에서 슬러지 여과능에 대한 Colloid 성분의 영향
평가

(㈜에코니티)이슬기, 김경일, 박민수, 김진호*

MP-66

DCMD 중공사막 모듈의 운전방식에 따른 열교환 모의

(㈜알이디)신현준, 이창규

MP-67

Spray-assisted nanofiller pre-deposition for the facile scale-up
preparation of polyamide thin-film nanocomposite membranes

(한양대)이태훈, 박호범*

MP-68

막해체를 통한 정수처리 공정에서 나노여과 막오염물질 분석

(KAIST)박대선, 김효전, 강석태*

MP-69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손상된 RO membrane의 PEI/PSSA 코팅을
통한 막의 복원 연구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MP-70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이온교환막의 두께에 따른 탈착
효과 연구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MP-71

Osmotic Pressures of Highly Concentrated Solutions : A
Modified Estimation of GN Lewis equation of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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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74

단일 양이온성 이미다졸륨, 포스포늄 및 암모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친수성 이온성액체의 정삼투용 유도용질로서의 가능성

(랩투마켓)장호남*, 선미향
(KAIST)장호남*, 최경록
(LG화학)정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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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juco, Anelyn P. Bendoy, 김한승, 정욱진,
Grace M. Nisola*
(UTS)박명준, 손호경

한국막학회 2018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안
내

한국막학회 2018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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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ter 융합연구원 교육센터

★ 포스터발표 : 포스터상 지원자의 3분 Speech를 진행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125(전민동 462-1)/ Tel. 1577-0600 / http://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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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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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시간
•초청강연 : 40분
•특별세션 발표 : 20분
•구두 발표 : 15분
•포스터 Speech : 3분
※ 포스터 사이즈 : 가로 90 cm X 세로 120 cm

▹ 자가용 이용시
※ 초록은 제출된 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첨부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대덕밸리IC(북대전IC) → K-water융합연구원

▹ 등록비

•광주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 호남고속도로 대덕밸리(북대전)IC → K-water융합연구원

회원구분

사전등록
사전등록 A

종신회원

현장등록
사전등록 B

현장등록 A

90,000원

110,000원

정회원

90,000원

130,000원

110,000원

학생회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비회원

현장등록 B

120,000원

150,000원

•전주
대전·진주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대덕밸리(북대전)IC →
K-water융합연구원

90,000원
150,000원

▹ 대중교통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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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 안내
구분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연회비

450,000원

40,000원

20,000원

입회비

-

10,000원

10,000원

•대전역
- 버스이용시 : 8 02번(15분간격) → 전민동 엑스포A 4거리 → K-water융합연구원 하차 하차 후 왼쪽으로 55미터
도보로 이동합니다. 왼쪽편 신호등을 건너 왼쪽으로 40미터 도보로 이동하여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면 K-water융합연구원 입구입니다. 직진 150미터 도보로 이동하면 오른쪽 대각선으로 K-water
융합연구원 건물이 있습니다.
- 택시이용시 : 약 30분 소요(요금 약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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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버스이용시 : 802번(15분간격) → 전민동 엑스포A 4거리 → K-water융합연구원 하차 하차 후 왼쪽으로 55미터
도보로 이동합니다. 왼쪽편 신호등을 건너 왼쪽으로 40미터 도보로 이동하여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면 K-water융합연구원 입구입니다. 직진 150미터 도보로 이동하면 오른쪽 대각선으로 K-water
융합연구원 건물이 있습니다.
- 택시이용시 : 약 25분 소요(요금 약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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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교신저자는 회원가입 및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발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마감 : 2018년 10월 15일(월)

한국막학회 2018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안내

K-water 융합연구원 40주년 기념홀

2018년도
학회 임원 명단
한국막학회 이사•감사
회

장

이 용 택 경희대학교

편집이사

김 종 학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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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김 봉 재 K-water

남 상 용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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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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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

김 병 현 더블유스코프코리아

허 형 우 ㈜효성굿스프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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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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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형 주 K-water

에너지분과회장 박 정 훈 동국대학교

최 정 규 고려대학교

이 정 빈 전력연구원

분리막공정분과회장 김 유 창 한국기계연구원

▹ 구역안내
•A강연장 : 큰 홀(A+B홀)
•B강연장 : 작은 홀(C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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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갑 진 호서대학교

수석부회장

조 재 원 UNIST

•간친회 : 식당동 3층 식당

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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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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막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8 한국막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기기전시 / 기업홍보 참여업체

한국막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8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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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43-552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 9일(금)
장소 : K-water 융합연구원 교육센터 2층 40주년기념홀

전시업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막학회는 학술대회 행사 개최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연락처), 이메일, 결제내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4층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본인 확인,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 분과회 등을 포함한 학회 활동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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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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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 / 모델명 : N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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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시스템스

원자현미경(AFM)은 나노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계측장비
이며, 연구현장과 산업전선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이러한 원자현미경을 개발, 제작 및 판매하며 원자
현미경 기술리더로서 전 세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시품목 /
홍보내용

㈜파크시스템스의 주력장비인 NX10 원자현미경은 뛰어난 이미지 정확성,
빠른 스캔속도, 오랜 팁 보존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성이 매우 좋아
능숙한 유저는 물론 신규 유저도 편리하고 쉽게 원자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 원천기술 개발로 나노계측분야의 고부가
가치 미래산업을 창출하며, 계측장비 관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 범위 : 소속, 성명, 이메일, 국적
○정보의 이용목적 : 2018 추계 학술대회 참가확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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