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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막 학 회
2018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정표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08:30~09:30

등 록
A 강연장

B 강연장

기체분리막 기술 (1MA)
좌장 : 한상훈 박사 ((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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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시 간

10:40~11:00

휴 식

11: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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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3:30
분 야
시 간
13:30~13:45

점심 식사
A 강연장

B 강연장

Oral session 1
좌장 :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Oral session 2
좌장 : 박호식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Polyolefin Supports
이재훈 (연세대학교)
권순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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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short-side chains.
improved chemical stability
김우영 (단국대학교)
박인기 (단국대학교)

14:45~15:1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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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연장
분 야

포스터 3분 Speech

시 간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15:10~15:50

포스터 3분 Speech

15:50~16:20

포스터 세션
A 강연장

분 야
시 간
16:20~16:40

B 강연장

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

K-water 특별세션 (1MD)

좌장 :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좌장 : 김한승 교수 (명지대학교)

고분자 투과증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적용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한상훈 박사 ((주)에어레인)

이원태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의 물/알코올 분리
16:40~17:00

특성 연구 : Generalized Maxwell Stefan 이론을

재이용시설의 원가관리 방향

통한 이론적 접근

박태기 팀장 (K-water)

문종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0~17:20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탈수공정 적용 사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례(구미하수처리장)

정재칠 박사 ((주)파인텍)

박태신 상무 (GS건설)

미세구조 제어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17:20~17:40

분리막 합성과 투과증발 알코올 탈수 거동

폐수 무방류 시스템 소개와 하수재이용 시스템 적용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18:00~

★ 간친회 ★

19:00~

★ 이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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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상 부사장 ((주)비룡)

❙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8:30~9:20

등 록
A 강연장

분 야
시 간
9:40~10:00

10:00~10:20

10:20~10:40

B 강연장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

좌장 : 장봉준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좌장 :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염수전해용 저에너지 소비형,

전도성 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의

고내구성 과불소계 전해질막

저에너지 전기산화 공정

이창현 교수 (단국대학교)

강석태 교수 (KAIST)
정삼투 막공정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의 제거 :

레독스 흐름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복합막 기술

오염물 전하에 따른 제거기작

김희탁 교수 (KAIST)

장암 교수 (성균관대학교)

효율적인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호소수 처리를 위한 침지식 한외여과 공정의

이온교환막의 최적 설계

pilot 연구

강문성 교수 (상명대학교)

최양훈 박사 (롯데케미칼)

10:40~11:00

휴 식
★ 해외 초청강연 ★

11: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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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2:30

총 회

12:30~13:30

점심 식사
포스터 세션

13:30~14:00

분 야
시 간
14:00~14:20

14:20~14:40

14:40~15:00

좌장 :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 강연장

B 강연장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좌장 : 강석태 교수 (KAIST)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응용을 위한 가교된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술폰화 폴리(아릴렌 에테르 술폰) 막 개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실 데이터 분석

김기현 교수 (경상대학교)

홍승관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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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박사 (고려대학교)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분리막 공정에 필요로 하는

해수담수화 농축수의 삼투에너지 회수 및

고성능 PVDF중공사막을 제조할 수 있을까

해양환경영향 저감 기술

전성일 박사 ((주)멤브레어)

박용균 박사 (GS건설)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분리에
15:00~15:20

저에너지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기술의 개선 방안 고찰

적합한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저탄소 해수담수화를 위한 막증발 기술의 개발
이상호 교수 (국민대학교)

최정규 교수 (고려대학교)
★ 연구 윤리 교육 ★
15:20~15:40

연구 윤리와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박유인 연구윤리위원장 (한국화학연구원)

15:40~16:00

★ 학생 시상(구두/포스터 부문)/AMS11 Travel Award 시상/경품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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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초청강연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노 수 홍 (연세대학교)
11:00~11:40

TAPS 솔루션과 엔드프리 모듈
(TAPS Solution and End-free Modules)

❙ 해외 초청강연 :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손 호 경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1:00~11:40

정삼투막의 개발 및 현황
(Development and status quo of forward osmosis membranes)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A 강연장
기체 분리막 기술 (1MA)

좌장 : 한상훈 박사 ((주)에어레인)

1MA-1
초 투과성 할로우 파이버 기반 이산화탄소 접촉막
(09:40-10:00)

(KAIST)고동연*

1MA-2
고분자 네트워크의 합성과 이를 이용한 분리소재 개발
(10:00-10:20)

(한국화학연구원)문수영*
(GIST)박지웅*

1MA-3
강직한 지환기를 포함하는 기체 분리용 미세다공성 고분자
(10:20-10:40) 분리막

(한양대)성종근,
Yongbing ZHUANG, 이원희,
도유성, Michael D. GUIVER,
이영무*
(Chinese Academy of Sciences)
Yongbing ZHUANG
(ICTP-CSIC)Angel E. LOZANO
(University of Valladolid)
Angel E. LOZANO
(천진대)Michael D. GUIVER

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

좌장 : 조철희 교수 (충남대학교)

1MC-1
고분자 투과증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적용
(16:20-16:40)

((주)에어레인)한상훈*, 이지영,
정수정, 김세종, 조민재, 임진혁,
이충섭, 하성용

1MC-2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의 물/알코올 분리 특성 연구
(16:40-17:00) : Generalized Maxwell Stefan 이론을 통한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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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C-3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탈수공정 적용 사례
(17:00-17:20)

((주)파인텍)정재칠

1MC-4
미세구조 제어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 합성과
(17:20-17:40) 투과증발 알토올 탈수 거동

(충남대)조철희*, 김영무, 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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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연장
MSK-WISET 여성연구자 (1MB)
1MB-1

좌장 : 임재림 박사 (K-water)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분리막 기술의 적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정현*

(09:40-10:00) 가능성
1MB-2

(한국화학연구원)김영미, 박아름이,

수처리용 중공사 분리막 모듈 연구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10:00-10:20)
1MB-3

저에너지⋅고효율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기술

(10:20-10:40)
K-water 특별세션 (1MD)
1MD-1

(K-water)김지혜*, 이경혁, 권병수,
김충환, 임재림
좌장 : 김한승 교수 (명지대학교)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금오공과대)이원태

재이용시설의 원가관리 방향

(K-water)박태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구미 하수처리장)

(GS건설)박태신, 김제환, 황병일

폐수 무방류 시스템 소개와 하수재이용 시스템 적용

((주)비룡)하태상

(16:20-16:40)
1MD-2
(16:40-17:00)
1MD-3
(17:00-17:20)
1MD-4
(17:20-17:40)

❙ 2018년 11월 9일(금요일)
A 강연장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
2MA-1

좌장 : 장봉준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염수전해용 저에너지 소비형, 고내구성 과불소계 전해질막

(9:40-10:00)
2MA-2

박인기, 김우영
레독스 흐름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복합막 기술

(10:00-10:20)
2MA-3

(단국대)이창현, 오창훈, 황진표,
(KAIST)김희탁*, 김수현, 김현규,
김리율

효율적인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이온교환막의 최적 설계 (상명대)강문성, 김도형

(10:20-10:40)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2MC-1

좌장 : 박정훈 교수 (동국대학교)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응용을 위한 가교된

(경상대)김기현*

(14:00-14:20) 술폰화 폴리(아릴렌 에테르 술폰) 막 개발
2MC-2

RFB (redox flow battery)에서의 이온교환막

(호서대)황갑진, 인대민, 유철휘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분리막 공정에 필요로 하는

((주)멤브레어)전성일

(14:20-14:40)
2MC-3

(14:40-15:00) 고성능 PVDF중공사막을 제조할 수 있을까

(서울과기대)정건용
(동국대)박정훈

2MC-4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분리에 적합한 (고려대)최정규, 정양환

(15:00-15:20)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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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연장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
2MB-1

좌장 : 김인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전도성 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의 저에너지

(KAIST)강석태

(9:40-10:00) 전기산화 공정
2MB-2

정삼투 막공정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의 제거 :

(성균관대)장암

(10:00-10:20) 오염물 전하에 따른 제거기작
2MB-3

호소수 처리를 위한 침지식 한외여과 공정의 pilot 연구

(10:20-10:40)

(롯데케미칼)최양훈*, 윤태광,
김종표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

좌장 : 강석태 교수 (KAIST)

2MD-1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14:00-14:20) 실 데이터 분석

(고려대)홍승관*, 김정빈, 박기호

2MD-2
저에너지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기술의 개선
(14:20-14:40) 방안 고찰

(고려대)박기호, 김정빈, 홍승관*

2MD-3
해수담수화 농축수의 삼투에너지 회수 및 해양환경영향
(14:40-15:00) 저감 기술

(GS건설)박용균*, 이원일, 권희진,

2MD-4
저탄소 해수담수화를 위한 막증발 기술의 개발
(15: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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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신
(국민대)이상호*, 최용준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구 두 (13:30~14:45)
A 강연장
MO-1

좌장 : 김정환 교수 (인하대학교)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고려대)권순진, 박상희, 김달용,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이정현*

Polyolefin Supports
MO-2

High-performance PDMS Pervaporation Membranes

(고려대)이주연, 이정현*

Prepared Using a Phenyl-functional Crosslinker for
n-Butanol Recovery
MO-3

폐황산 용액에 적용가능한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경희대)박희민, 이용택*

MO-4

벤질 알코올 후처리를 통한 고성능 역삼투 분리막

(고려대)신민규, 전성권, 이정현*

제조공정
MO-5

The importance of membrane fabrication history of

(단국대)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short-side
chains.
B 강연장
MO-6

좌장 : 박호식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연세대)이재훈, 김종학*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MO-7

Manual cleanings of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연세대)이종훈, 박병규, 노수홍 *

system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MO-8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n catalyst binder

(단국대)임윤재, 이창현*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MO-9

(단국대)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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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10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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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박인기, 이창현*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포스터 (15:10~16:20)

좌장 :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1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ORI) :

(고려대)정한라, 잔민, 곽기문, 홍승관*

A Novel Approach to Operate Forward Osmosis Process
Reflecting Fouling Reversibility
MP-2

Quantitative analysis on fouling of forward

(고려대)김이향, 홍승관*

osmosis-reverse osmosis (FO-RO) hybrid system for
combining water reuse and desalination: applicability of
the modified fouling index (MFI)
MP-3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계 고분자 개질을

(경상대)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통한 음이온/양이온 교환막 제조 및 전기흡착탈이온 공정
적용에 대한 특성 평가
MP-4

고농도 원수 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의 길이별 역세효율 및

(경상대)임광섭, 남상용*

운전특성 관찰
환경/에너지
MP-5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 유발 정족수 감지 신호분자

(경북대)이선영, 이기백, 추광호*

물질인 AHL과 AI-2 억제 연구
MP-6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with

(단국대)방준호, 안주희, 임윤재,

enhanced chemical resistance to radicals

이창현*

분리막 신기술
MP-7

운전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동국대)이승환, 이홍주, 박유강,

특성

박정훈*

분리막 제조
MP-8

GO-PAN 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 및 Graphene Oxide

(계명대)서영기, 윤재한, 변홍식*

함유량 최적화
MP-9

화학적으로 강화된 PBI 전기방사 지지체 제조 및 특성평가

(경상대)정지혜, 김주현, 김지훈,
김기현, 남상용*

MP-10 표면개질을 통해 친수성을 부여한 SEBS계 음이온교환막의

(경상대)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계면동전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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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14 Photo-resist 용액 정제를 위한 Nylon 멤브레인의 제조

(한국화학연구원)이종명
(한양대)이영무*
(한국화학연구원)권세이, 이혜진,
안은숙,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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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제조
MP-15 4차 암모늄을 포함한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의

(경상대)손태양, 김지현, 남상용

투습도 평가
MP-16 초소수성 개질을 통한 막 증류법의 젖음 방지 및
평가 기술 연구

(UNIST)이형개, 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MP-17 내오염성 향상을 위한 양쪽성 이온 화합물 MPC의

(UNIST)박지훈, 이형개, 권영남*

해수담수화 분리막 적용
MP-18 상전이법을 이용한 P(VDF-co-HFP) 분리막 구조제어

(한국화학연구원)송예진, 김종후,
김예솜, 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손은호, 김정*

MP-19 에폭시 수지 제조 공정 부산물의 분리 회수를 위한
Alumina-PVA 투과 증발 복합막 제조

(한국화학연구원)권용성, 정성민,
조영훈, 김정, 박호식, 박유인, 남승은*
(부경대)권용성,
Shivshankar Chaudhari, 손민영

MP-20 BSA 파울링 분석을 위한 Acetylated methyl cellulose (AMC) (UNIST)Ayyavoo Jayalakshmi,
conjugated 막의 제조

권영남*
(한국화학연구원)김인철

기체 분리막
MP-21 Thiol-ene photopolymerization of vinyl-functionalized

(서강대)유현정, 이종석 *

metal-organic frameworks toward mixed-matrix
membranes
MP-22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 투과⋅선택성을 가지는 POSS-PEG
공중합체 합성 및 기체분리막 제조와 특성평가
MP-23 Synthesis of amine functionalized ZIF-8 with its gate size

(경상대)김지현, 조진우, 임광섭
남상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Xuan Huy Do,

control by postsynthetic modification for efficient

이유리, 백경열*

CO2-selecive adsorbents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MP-24 Propane/Propylene Separation via Polymer Composite

(연세대)박철훈, 김종학*

Membrane Using MgO Nanosheet By Activating Ag Ion
MP-25 Cellulose Acetate 기반 고선택도 중공사막을 이용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신명섭, 전용우*

CO2/CH4 혼합가스 분리
MP-26 Block copolymer membranes with inorganic fillers for

(연세대)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CO2/N2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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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유승연, 박호범*

bulky ethyl substituent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MP-29 CO2 분리를 위한 PEG계 가교형 분리막의 제조 및 기체투과
특성평가

(한국화학연구원)박채영, 장봉준,
문수영, 정문근, 김정훈*
(한양대)박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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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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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김주현, 박윤환, 남상용*

제조 및 기체 투과 특성평가
MP-32 탄소분자체 중공사형 복합막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장기

(한국화학연구원)김성중, 남승은,
박호식, 박유인*

투과 특성 평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김성중,
박호식, 박유인*
MP-33 이산화탄소 분리성능 향상을 위한 폴리설폰기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창주, 이유리,
백경열*

유무기복합막의 제조

(고려대)성창주, 이정현
(서강대)안희성, 이종석
MP-34 Highly permeable silica/GO hybrid membranes with

(한양대)노종민, 신재은, 박호범*

enhanced surface area for gas separation
MP-35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MP-36 Preparation of microporous organic networks membranes

(동국대)김민광, 박유강, 박정훈*
(한국화학연구원)공창인, 문수영,
김정훈*

for CO/CO2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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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포스터 (13:30~14:00)

좌장 : 박철호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
MP-37 Synthesis and Properties of an Ionic Conjugated Polymer: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Poly[2-ethynyl-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MP-38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oly(α- methylbenzyl

(경희대)심연희, 박종욱*

dipropargylamine) Prepared by the Cyclopolymerization of
α-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MP-39 Electroluminescence properties of fluoranthene derivatives

(경희대)심연희, 박종욱*

with substituents
MP-40 A highly efficient whit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using

(경희대)박선우, 박종욱*

a fluorescent light emitting material
MP-41 Polymerization with Transition Metal Catalysts and Optical

(경희대)정진욱, 박종욱*

Properties of Poly(2-ethynylbenzyl alcohol)
MP-42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phenylacetylene)

(경희대)정진욱, 박종욱*

MP-43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oly(alkylated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indenopyrazine) and Its Copolymer with an Alkylated
Spirofluorene Moiety
MP-44 Synthesis and Luminescent Properties of

(경희대)장지윤, 박종욱*

Poly(2-ethynyl-N-glycidylpyridinium bromide)
MP-45 Synthesis of New Hole-Transporting Materials with

(경희대)조아름, 박종욱*

Ethyl-Carbazol Moiety
MP-46 Highly Efficient Blue-Light-Emitting Materials Based on

(경희대)조아름, 박종욱*

Anthracene Derivatives with Bulky Side Groups
MP-47 The Preparation of Pore-filled and Polystyrene-based

(한국화학연구원)김성민, 김정훈,

Anion Exchange Membranes by Using Different Chain

장봉준*

Length of PEGMA as a Comonomer

(중외생명과학)문혜진

MP-48 Selective removal of SO2 from ship exhaust gas stream
using membrane cont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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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49 조류 제거를 위한 전처리 분리막 공정에서 유기막 재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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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투수성 평가
MP-50 나노 입자의 비율에 따른 알칼라인 수전해용 분리막 특성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김지은, 조현석,
김상경, 김창희, 조원철*
(고려대)김지은,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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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MP-51 Dual-side Patterned Anion Exchange Membrane for High

(한밭대)장세근*

Performanc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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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앤씨엔지니어링(주))김병택, 이경일

MP-54 조류 농축을 위한 SiC 침지형 세라믹막의 운전 특성

(성균관대)김푸름, 이승재, 김지훈*
(지앤씨엔지니어링(주))김병택, 이경일

MP-55 Perfluorinat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excellent

(단국대)황진표, 이창현*

area resistance for alkaline fuel cell
MP-56 냉동법이 분리막 기반의 슬러지 탈수효율에 미치는 영향

(UNIST)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MP-57 Development of double layered membrane with high

(단국대)오창훈, 황진표, 박인기,

performance and durability for low energy consumption in 이창현*
saline water electrolysis
MP-58 Characterization and impact of AB-forming species on

(고려대)임지훈, 홍승관*

SWRO pre-treatment process
MP-59 Surface attached polysulfone gas separation membrane

(한국화학연구원)성훈모, 이장용,
문수영, 김정훈, 장봉준*

via UV/Ozone graft polymerization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60 구형 비드를 이용한 사인파형 연속 운전모드

(서울과기대)김은수, 김재효, 정건용*

MP-61 Analysis of membrane fouling and wetting depending on

(연세대)임주완, 박정원, 민소진,

operating conditions in a membrane distillation process
MP-62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 내 암모니아성 질소

이호성, 손광표, 채도원, 박병규*
(인하대)권대은, 김정환*

분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MP-63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정속/정량 여과 방식에 따른

(인하대)장호석, 김정환*

파울링 거동 관찰
MP-64 폐수처리 MBR에서 Ca 막오염 시 화학세정을 통한 세정효율

((주)에코니티)김병석, 박민수, 김진호*

최적화
MP-65 실규모 MBR 현장에서 슬러지 여과능에 대한 Colloid 성분의

((주)에코니티)이슬기, 김경일, 박민수,
김진호*

영향 평가
MP-66 DCMD 중공사막 모듈의 운전방식에 따른 열교환 모의

((주)알이디)신현준, 이창규

MP-67 Spray-assisted nanofiller pre-deposition for the facile

(한양대)이태훈, 박호범*

scale-up preparation of polyamide thin-film
nanocomposite membranes
MP-68 막해체를 통한 정수처리 공정에서 나노여과 막오염물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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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박대선, 김효전, 강석태*

수처리 시스템 기술
MP-69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손상된 RO membrane의 PEI/PSSA

(한남대)윤원섭, 임지원*

코팅을 통한 막의 복원 연구
MP-70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이온교환막의 두께에 따른

(한남대)박철오, 임지원*

탈착 효과 연구
MP-71 Osmotic Pressures of Highly Concentrated Solutions: A
Modified Estimation of GN Lewis equation of 1908

(랩투마켓)장호남*, 선미향
(KAIST)장호남*, 최경록
(LG화학)정권수

MP-72 역삼투막 하수재이용공정의 유기성 막오염물질 규명

(KAIST)김효전, 박대선, 강석태*

MP-73 Effects of pre-treatment of activated carbon in

(고려대)정현준, 정한라, 홍승관*

flow-electrodes in FCDI process
MP-74 단일 양이온성 이미다졸륨, 포스포늄 및 암모늄 등을

(명지대)

기반으로 하는 친수성 이온성액체의 정삼투용

Hana Gebreegziabher Zeweldi,

유도용질로서의 가능성

Lawrence A. Limjuco,
Anelyn P. Bendoy, 김한승, 정욱진,
Grace M. Nisola*
(UTS)박명준, 손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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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스피치 발표시간 안내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A강연장
수처리 시스템 기술
순서

시 간

포스터 No.

성 함

소 속

발표 제목

1

15:10~15:12

MP-1

정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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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5:13~15:15

MP-2

김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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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16~15:18

MP-3

고태호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계 고분자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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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 유발 정족수 감지 신호분자
물질인 AHL과 AI-2 억제 연구

5

15:22~15:24

MP-5

이선영

경북대학교

6

15:25~15:27

MP-6

방준호

Development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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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15:33

MP-8

서영기

계명대학교 GO-PAN 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 및 Graphene Oxide
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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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면개질을 통해 친수성을 부여한 SEBS계 음이온교환막의
계면동전위 특성

기체 분리막
11 15:40~15:42

MP-21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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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5:43~15:45

MP-22

김지현

경상대학교

13 15:46~15:48

M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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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of amine functionalized ZIF-8 with its gate
Xuan Huy 한국과학기술
size control by postsynthetic modification for efficient
Do
연구원
CO2-selecive ad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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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청강연
TAPS 솔루션과 엔드프리 모듈

노 수 홍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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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청강연

TAPS 솔루션과 엔드프리 모듈
노 수 홍*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TAPS Solution and End-free Modules
Soo Hong No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이 수인성 세균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있다. UN은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설정하였
고 목표 6.1은 안전하고 저렴한 물의 공급이다. TAPS는 SDGs 6.1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막 기술(T), 연간 10달러로 5인 가정이 안전한 물을 사용 할 수 있
는 경제성(A), 5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한 현실성(P), 기술이전과 현
지

생산으로

지속성(S)을

확보한

해결방안이다.

End-free

Gravity-driven

Membrane(EFGDM)은 전기나 화학약품,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PS 솔루션과 EFGDM, 엔드프
리 막모듈의 특성과 개발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 3 -

해외 초청강연
정삼투막의 개발 및 현황

손 호 경
(호주 시드니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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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강연

정삼투막의 개발 및 현황
임성일, 박명준, 손호경*
시드니 공대, 호주

*

Development and status quo of
forward osmosis membranes
Sungil Lim, Myoung-Jun Park, Ho Kyong Sh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Forward osmosis (FO) is osmotically driven membrane processes and
emerging as viable methods for producing fresh water from saline water or
wastewater. The FO process is a promising and emerging low energy
desalination technology and has been investigated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desalination, wastewater treatment, reverse osmosis
concentrate

treatment,

food

processing,

emergency

nutritious

drinks,

pharmaceutical industries, etc. In particular, although FO membranes have
been available for over 40 years, there 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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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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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기술 (1MA)
(1MA-1~1MA-3)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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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기술 1MA-1

초 투과성 할로우 파이버 기반 이산화탄소 접촉막
고동연*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Engineering ultra-high flux in asymmetric hollow fiber
membranes for CO2 delivery to water)
Dong-Yeun Koh*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AIST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탄산음료는 전 세계적 상업 음료 시장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존에 이와 같은 탄산음료를 제조하는 방식은 보통 배치형의
기계적 공정 (McCann 탄산기, 제트 믹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와 같은 기계적 교반을 동반한 탄산화 공정은 연속식 운전이 어려우며 물질전
달 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탈피하
여 기존의 배치형 탄산화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 연속식 탄산화 장치를
할로우 파이버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 기체 버블이
발생하지 않으며 물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여러 산업 분야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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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기술 1MA-2

고분자 네트워크의 합성과 이를 이용한 분리소재 개발
문수영1*, 박지웅2*
한국화학연구원1, 광주과학기술원2*

Synthesis of polymer networks and their application
for separation technology
Su-Young Moon1*, Ji-Woong Park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2*
분자수준에서 가교화된 고분자네트워크는 높은 내화학성과 비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3차원으로 가교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다관능기를 가진 단
량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합성 시 분자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전에 겔화
가 되거나 침전이 발생하게 되어 높은 가교도의 고분자네트워크를 합성할 수
없다. 본 발표에서는 유기 졸-겔법을 이용하여 가교화된 고분자네트워크가 용매
내에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는 졸을 합성한다. 합성된 sol은 다양한 공정에 의해
나노파티클, 나노캡슐, 프리스탠딩 필름, 계층적 기공구조를 가지는 모노리스,
고분자 복합체로 가공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흡착제, 기체분리막 등 가스분
리 응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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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막 기술 1MA-3

강직한 지환기를 포함하는 기체 분리용
미세다공성 고분자 분리막
성종근1, Yongbing ZHUANG1,2, 이원희1, 도유성1, Angel E. LOZANO3,4,
Michael D. GUIVER1,5,6, 이영무*1
한양대학교, 2Chinese Academy of Sciences,

1
3

ICTP-CSIC, Spain, 4University of Valladolid, 5천진대학교,

6

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 of Chemical Science and Engineering (Tianjin)

Microporous Polymer Membranes Incorporating Rigid
and Alicyclic Moieties for Gas Separation Applications
Jong Geun SEONG1, Yongbing ZHUANG1,2, Won Hee LEE1, Yu Seong DO1,
Angel E. LOZANO3,4, Michael D. GUIVER1,5,6, Young Moo LEE*1
1

Hanyang University, 2Chinese Academy of Sciences, 3ICTP-CSIC, Spain,
4

University of Valladolid, 5Tianjin University,

6

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 of Chemical Science and Engineering (Tianjin)
In this study, Tröger’s Base (TB) chemistry is exploited to introduce

tunable

microporosity

in

commercially

available

polyimide

membranes.

Considering that TB is a rigid, V-shaped and bridged alicyclic amine, there
have been notable reports on accessing feasibility in TB for gas separation
membrane applications. However, this presentation shows a different but
much viable preparation approach in comparison to the already reported
ones. This approach only requires commercially available monomers with two
preparation

steps,

thus

it

can

accommodate

scalable

and

practical

productions. Five different kinds of homopolymers and six copolymers were
explored to demonstrate structure-property-performance relationships and to
evaluate practical applicability towards industri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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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
(1MC-1~1MC-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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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1

고분자 투과증발 막분리 공정 설계 및 적용
한상훈*, 이지영, 정수정, 김세종, 조민재, 임진혁, 이충섭, 하성용
(주)에어레인

Process Design and Application for
Polymeric Pervaporation Membrane Plant
Sang Hoon Han*, Ji Young Lee, Su Jung Jeong, Se Jong Kim,
Min Jae Jo, Jin Hyuk Yim, Chung Seop Lee, Seong Yong Ha
Airrane Co., Ltd.
The general separation processes for liquid mixtures need the energy
consumed and causes of primary cost. The pervaporation separation process
could be regarded as the energy saving process[1]. In this study, it is
introduced that the preferential isopropyl alcohol separation from the
aqueous feed was carried out using the composite membranes according to
the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the

operating

temperature,

feed

concentration etc. And the commercial scale module was prepared and
tested for the long-term period, and finally the stabilized and consistent
results of both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were obtained.
References
1. G. W. Meindersma and M. Kuczynski, J. Membr. Sci., 113, 28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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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2

제올라이트 4A 투과증발 분리막의 물/알코올 분리 특성 연구
: Generalized Maxwell Stefan 이론을 통한 이론적 접근
오웅진1,2, 정재칠3, 이정현2, 여정구2, 박영철2, 김현욱2, 이동호2, 조철희1, 문종호2*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 (주)파인텍3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Water/Alcohol Mixtures Using
Zeolite 4A Pervaporation Membranes : Theoretical
Approach Using Generalized Maxwell Stefa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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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인텍에서 개발한 제올라이트 4A 분리막을 이용하여 물/알코올의 단일및
혼합성분의 투과증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온도 및 농도 조건 실험을 통
해 물/메탄올(분리계수 250 이상) 물/에탄올(3,000 이상), 물/이소프로필알코올
(1,500 이상), 물/부탄올 (1,500 이상) 혼합물로 부터 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동도계수-퓨개시티 모형, GMS 모형 및 Dusty Gas 모형을
이용하여 단일성분 및 혼합물의 투과증발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GA (Genetic
Algorithm) 및 SQP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를 이용한 상수추정을
통하여 제올라이트 활성층의 흡착 및 확산 상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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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3

투과증발 분리막을 이용한 탈수공정 적용 사례
정재칠
(주)파인텍

Application of dehydration process
by using pervaporation membrane
Jung Jae Chil
FINETECH.Co.,Ltd.

(주)파인텍에서 개발한 NaA 제올라이트는 LTA구조의 제올라이트에 Na+를 이
온 교환하여 제조하였으며, Si/Al비율이 1을 갖는 강한 친수성을 나타내는 분리
막이다. NaA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18~20㎛의 막두께를 나타내었으며, Single
tube의 막면적은 0.02㎡를 갖는 분리막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리막을 사용
하여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부탄올 등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투
과증발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Feed 종류에 따라 동일한 분리막을 이용해
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K1A3A1A489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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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증발 분리막 기술 1MC-4

미세구조 제어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 합성과
투과증발 알토올 탈수 거동
김영무, 이두형, 조철희*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Synthesis and Pervaporative Alcohol Dehydration of
Mordenite Zeolite Membranes with Controlled
Microstructures
Young-Mu Kim, Du-Hyoung Lee, Churl-Hee Cho*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바늘형 종결정 코팅 양을 조절함으로써 결정학적으로 b-축 그
리고 c-축으로 배향된 모데나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제조하고 결정학적 배향
이 투과증발 에탄올 탈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c-축 방향으로 길게
자란 종결정 코팅 양이 증가할수록 b-축 방향에서 c-축 방향으로 성장된 분리막
이 얻어졌고, 진화론적 성장 기구에 의해 설명되었다. 8R 단일채널을 갖는 b-축
배향된 분리막은 1000 이상의 선택도와 0.2 kg/m2h의 총 유속을 나타냈다. b-축
방향으로 배향된 분리막이 높은 선택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투과도를 보이는 것
은 물의 운동역학적 직경이 8R의 직경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방해
되지 않는 반면 에탄올은 상대적으로 방해받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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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WISET 여성연구자 (1MB)
(1MB-1~1MB-3)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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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자 1MB-1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분리막 기술의 적용 가능성
이정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Possibility of membrane materials and process technology
for CO2 capture for post-combustion treatment
Jung Hyun Le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CO2 separation technology for carbon capture, which is one of the hot
issu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from industrial flue gas, has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so far. Despite of several benefits, the membrane
technology

has

some

obstacles

like

large-scale

module

fabrication,

membrane durability, need of pre-treatment or high pressure drive for its
industrial application. Also, the power plant flue gas with normally 10~20%
of CO2 content should be concentrated upto 99% for being compressed and
liquefied to transportable CO2 by pipeline, indicating the need of high
selective membrane process as well as high recovery. In this work, the
possibility of membrane process for post-combustion treatment in terms of
recent technology will be announced. The practically applicable process for
CO2 capture also be suggest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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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자 1MB-2

수처리용 중공사 분리막 모듈 연구
김영미, 박아름이,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한국화학연구원1*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for water treatment
Young Mi Kim1, Ahrumi Park, Ho Sik Park, Seung Eun Nam, You In Park*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다양한 수처리 공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리막 기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분리막 모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분리막 가운데, 단위부피당 표면적이 크고 모듈화
및 대형화에 용이하여 수처리 및 기타 분리 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중공사형 분
리막 모듈에 대해 중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수처리 공정 및 해수담
수화 공정 특성에 따라 다른 중공사 분리막 모듈의 구조 및 내부 흐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듈 구조 개선 및 공정 운전 조건 최적화등을

통해

중공사 분리막 모듈 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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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자 1MB-3

저에너지⋅고효율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기술
김지혜*, 이경혁, 권병수, 김충환, 임재림
K-water융합연구원 스마트워터연구소

Low-energy and High-efficiency Operation Technologies
for Desalination Plant
Jihye Kim, Kyunghyuk Lee, Boungsu Kown, Chunghwan Kim, JaeLim Lim
K-water Research Institute
해수담수화는 지구 수자원의 97%에 해당하는 해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증발식 해수
담수화 대비 에너지 소모가 낮은 분리막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모는 3-4 kWh/m3 정도이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소요비용 중 운영비용이 약
35~65%를 차지하므로 해수담수화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형
운영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K-water에서는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 과제 참여를 통해 저에너지⋅고효율 해수담수화 운
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UAE에 구축될 1,000m3/d 규모 플랜트에 적용할 계
획이다. 본 기술 적용을 통해 해수담수플랜트 연간 운영비용 증가율을 5% 이내
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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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특별세션 (1MD)
(1MD-1~1MD-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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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특별세션 1MD-1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이원태
금오공과대학교

Water reuse for successful adaptation to changes
in environmental issues
Wontae Le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인구구조 및 생활방식 등의 변화로 물 소비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가뭄 등
기후변화로 가용수자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빗물이용 등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추진하며 지역
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물 재이용 관리체제를 강
화하고 시설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
력해 왔다. 하지만 국내 물 재이용은 여러 가지 정책⋅재정⋅기술적 한계로 인
해 계획대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물 재이용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에 본 발표를 통해 물재이용의 방향에 대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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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특별세션 1MD-2

재이용시설의 원가관리 방향
박태기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

Cost control of the sewage recycling facility
park tae gi
K-water, Pohang Office
포항시의 재이용시설은 시설용량 100천m3/일로 전처리시설(UF), RO 여과시
설, 폐수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총운영비(20년)는 181,992백만원(09년)으로
전력비 35.9%, 막 교체비 22.2%, 대수선비 14.1%, 약품비 13.7%, 인건비/제경비
8.5%, 경상수선비 3.6%, 보험료 2.0%로 구성되며, 지난 3년 동안 운영비 집행현
황은 전력비 42.4%, 약품비 14.6%를 차지하였다. 원가관리 방향은 전력비 절감
(전력 거래시장 참여, 전기요금 단가 차이를 이용한 부하 변동 운전, ESS 도입
및 운영)과 UF/RO 막 관리(세정력을 극대화하는 약품 및 세정, 내오염성 및 염
제거 성능이 탁월한 RO 막의 선정)등을 설정,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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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특별세션 1MD-3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 (구미 하수처리장)
박태신, 김제환, 황병일
GS건설

Case Study for Recycling of Treated Water of
Gumi Sewage Treatment Plant
Tae-shin Park, Je-hwan Kim, Byoung-il Hwang
GS E&C
본 사례는 최근 준공된 “구미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재이용시설”에
대한 것으로 이 시설은 구미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수를 원수로, 응집침전시설,
전처리시설, 주처리시설과 재이용수 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주처리시설로는 역삼투막(RO Membrane)을
적용하였으며, 하수처리수 내 잔류물질로 인한 역삼투막 성능저하방지와 수요처
의 요구수질 충족을 위해 활성탄 주입을 포함한 응집침전공정과 정밀여과막
(Micro Filter)을 전처리시설로 구성하였다. 사업 초기단계에 현재 시공된 것과
동일한 공정으로 구성된 Pilot Plant를 건설, 운영하여, 반영된 각 단계별 공정의
적정성과 주요 설계 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확인된 개선 사항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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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특별세션 1MD-4

폐수 무방류 시스템 소개와 하수재이용 시스템 적용
하태상
주식회사 비룡

Introduction on Zero Liquid Discharge System and
Combination with Wastewater Reclamation System
Ha Taesang
Biryong Corporation
산업 발전에 따른 물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게 부각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가뭄
빈발과 지역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 재이용 시스템 공급
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내 하(폐)수의 재이용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반 여건은 기술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물 재이용 시스템에
서 발생되는 오염원 배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 보전 및 수자원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물 재이용 시스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발생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재이용하고 오염원은 고형화하여 외
부 처리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도입에 대해 실적 사례 소개와 하수 재이
용 시스템과의 연계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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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
(2MA-1~2MA-3)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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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1

염수전해용 저에너지 소비형, 고내구성 과불소계 전해질막
오창훈, 황진표, 박인기, 김우영,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erfluorinated double layer membranes with low energy
consumption and high electrochemical durability
Changhoon Oh, Jin Pyo Hwang, InKee Park, Woo Young K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Saline water electrolysis (SWE) is an electrochemical technology to directly
generate valued chemicals such as chlorine gas (Cl2), hydrogen (H2), and
sodium hydroxide (NaOH) by applying electric energy. The key materials in
SWE are cation exchange membranes with high selectivity to sodium ions
under chemically harsh SWE conditions. The representative SWE membranes
are perfluorinated double layered membranes composed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layer and carboxylic acid layer to transport sodium ions rapidly
and to prevent the passage of hydroxide ions, respectively. The commercially
available

membranes

are,

however,

suffering

from

delamination

issues

occurring in their interface. In this presentation, delamination-free membrane
fabrication processes will be addressed.

- 35 -

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2

레독스 흐름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복합막 기술
김희탁*, 김수현, 김현규, 김리율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Composite membranes for advanced redox batteries
Hee-Tak Kim*, Soohyun Kim, Hyunkyu Kim, Riyul Kim
Dep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AIST*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레독스 흐름전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레독스 흐름전지는 양극 및 음극 전해액을 셀
에 순환시켜 전해액에 용해되어 있는 활물질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유도시키
는 전지로서 전지의 효율 및 수명 확보를 위해서 양쪽 전해액을 분리시켜 주며
이온전달을 일으킬 수 있는 멤브레인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레독스
흐름전지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활물질 차단 특성, 이온 전달 특성, 물리화학
적 내구성 및 가격 측면에서 부족한 특성이 많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서 레독스
흐름전지의 효율, 수명 향상 및 가격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
한 멤브레인 소재 및 구조설계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활물질 차단과 내구
성 향상 혹은 가격저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막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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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막/전해질막 소재 2MA-3

효율적인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이온교환막의 최적 설계
김도형, 강문성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Optimal design of ion-exchange membranes with
for efficient electrochemical applications
Do-Hyeong Kim, Moon-Sung Kang
Department of Green Chemical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Ion exchange membranes (IEMs) have been widely employed in various
electrochemical processes for water treatment and energy conversion. Their
intrinsic properties such as electrical resistance and permselectivity are the
key parameters dominating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chemical processes.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IEMs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the electrochemical membrane processes. In this work,
we have investigated the optimum design parameters of the cost-effective
IEMs

for

successful

application

to

various

electrochemical

membrane

process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OTIE) (No. 100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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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
(2MC-1~2MC-4)

(A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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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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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cross-link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membrane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applications
Kihyu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 have been studied
intensively due to their great potential as a clean and efficient energy
conversion device. Especially,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th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 (PEM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EMFCs.

However,

thin

PEMs

normally

have

poor

physicochemical stability. It is well-known that the physicochemical stability
of polymer membrane can be improved by cross-linking technology. In this
presentation two different types of cross-linked membranes from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SPAES) will be introduced: 1) cross-linked SPAES
membranes prepared using flexible

perfluoropolyether as a cross-linker. 2)

End group cross-linked SPAES membranes prepared via simple thiol-ene click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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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2

RFB(redox flow battery)에서의 이온교환막
인대민1, 유철휘1, 황갑진1
호서대학교1

Ion exchange membrane for the redox flow battery
Dae-Min In 1, Cheol-Hwi Ryu1, Gab-Jin Hwang1
Hoseo University1
최근, 친환경적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스템의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하고, 원활한 전력공급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에너지저장 기
술(ESS, energy storage system)이 필요하다.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는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부하평준
화에 의한 전력공급, 주파수 조절, 비상용 전력을 위한 ESS의 하나로 기술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RFB에서의 이온교환막의 필요성, 이온교환막이 갖추어야할 특
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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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3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분리막 공정에 필요로 하는
고성능 PVDF중공사막을 제조할 수 있을까
전성일*1, 정건용2, 박정훈3
(주)멤브레어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3

How to fabricate high performance PVDF hollowfiber
membranes for sustainable membrane process
Sungil Jeon1*, Kun Yong Chung2, Jung Hoon Park3
MEMBRARE Co., Lt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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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에너지 막분리 기술 2MC-4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분리에
적합한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작
정양환, 최정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Formation of zeolite membranes for CO2 separations with
respect to realistic flue gas and bio-gas conditions
Yanghwan Jeong and Jungkyu Choi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 여 가지의 형태의 제올라이트 중에서 8-membered ring (8 MR) 구조를 지
닌 제올라이트를 다공성 지지층 위에 연속적인 분리막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이 때, 궁극적인 분리막의 사용처에 해당되는 배가스 및 바이오가스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특히, 10% 정도의 수분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 44 -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
(2MB-1~2MB-3)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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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1

전도성 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의
저에너지 전기산화 공정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Low energy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micropollutants
by conductive membrane system
Seoktae Ka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The slow diffusion of pollutants to the surface of electrodes has limited
the contact between OH radicals and micropollutants in electro-oxidation
processes. In this study, conductive hollow fiber membrane (CHF) made with
multi-walled carbon nanotube (CHF) was fabricated and operated with
flow-through system. During the electro-oxidation of three micropollutants, a
conventional flow-by reactor showed less than 60% of removals at the
hydraulic retention time (HRT) of 30 minutes, while flow-through operation
could achieve complete removal for all tested micropollutants at the same
HRT. Moreover, the flow-through system exhibited complete removals even
at the HRT of 1 minutes, while that of flow-by system were less tha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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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2

정삼투 막공정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의 제거 :
오염물 전하에 따른 제거기작
장암
성균관대학교 수자원학과

Effective removal of micro-pollutants from wastewater
using forward osmosis membrane process:
Removal mechanism by charged pollutants
Am Jang
Graduate School of Water Resources,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미량화학물질은 미량 (ng/L)으로 인체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므로, 효과적인 미량오염물질 제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분리
막 기반 수처리 공정 중 정삼투 공정은 미량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제거율, 제거기작, 공정최적
화 등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삼투 공정을 이용하
여 미량화학물질의 제거성능을 평가하고 그 기작을 평가하여 수계 내 존재하는
미량오염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삼투막 기반 막공정 공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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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2MB-3

호소수 처리를 위한 침지식 한외여과 공정의 pilot 연구
최양훈*, 윤태광, 김종표
롯데케미칼

A pilot study of immersed UF membrane system for
treating actual lake water
Yang Hun Choi*, Tai Kwang Yoon, Jong Pyo Kim
LOTTE Chemical
호소수에 대한 막여과 공정 설계 및 운영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
재 회동 수원지의 물을 원수로 하는 200 m3/일 용량의 정수처리 침지식 막여과
pilot을 운영하였다 (운영기간 : 2018년 1월 ~ 9월). 막여과 공정 운영 관점에서
주요한 원수 수질변화로는 1월 ~ 2월 사이 수온이 5 ℃ 이하를 유지하였고,
6~7월의 평균 탁도는 24±40 NTU 이었으며, 7월 중 태풍 발생으로 인하여 약
229 NTU의 고탁도가 유입되었다. 막여과 pilot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막여과 공
정의 주요 설계값인 막여과 유속, 막여과 차압, 약품 세척 주기 및 단위공정의
운전순서를 결정하였다. 운영결과 중에서 특별히 괄목할 만한 관찰점은 막여과
배출수 탁도의 중력침전 제거율이 평균 94±4%로 분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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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
(2MD-1~2MD-4)

(B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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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1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실 데이터 분석
홍승관*, 김정빈, 박기호
고려대학교

A practical data analysis for lowering energy consumption
of seawater reverse osmosis desalination plants
Seungkwan Hong*, Jungbin Kim, Kiho Park, Dae Ryook Yang*
Korea University
본 연구는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모
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10,000m3/d 이상의 플랜트를 대상으로
70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는 에너지회수장치 발전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각 요인에 따라 다른
값을 보였다. 에너지 소모는 유입수 수질에 영향을 받고, 높은 수질의 생산수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랜트 규모가 커지
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역삼투
시스템 운영 시 에너지 소모가 최소가 되는 회수율이 있음을 알아냈다. 마지막
으로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요인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에너지 소모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감 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
호 18IFIP-B116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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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2

저에너지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기술의 개선 방안 고찰
박기호, 김정빈, 홍승관*
고려대학교

A Study on Improvement of Reverse Osmosis Process
Technology for Low-energy Seawater Desalination
Kiho Park. Jungbin Kim, Seungkwan Hong*
Korea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역삼투식 해수담수화 기술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
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이론적인 최
대 에너지 소모량 감소를 엑서지 분석을 통해 산출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
술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각 방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
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역삼투 공정의 에너지
소모량이 얼마나 더 감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서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는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
공할 수 있다.
감 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개발사업의

-B088091-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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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IFIP

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3

해수담수화 농축수의 삼투에너지 회수 및
해양환경영향 저감 기술
박용균*, 이원일, 권희진, 박태신
GS 건설

SWRO-PRO Hybrid Desalination Technology for
Osmotic Energy Recovery and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of the Disposed Desalination Brine
Yong Gyun Park*, Won-il Lee, Hee-jin Kwon, Tae-shin Park
GS E&C
최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SWRO-PRO 복합해수담수화 시스템은 압
력지연삼투(PRO) 기술을 활용하여 역삼투(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발생
하는 고염도 농축수의 삼투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이다. 고염도 농축수와 저염
도 하수처리수를 각각 PRO 시스템의 유도용액과 유입수로 사용하며, 두 용액의
농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삼투에너지를

압력교환장치(isobaric

pressure

exchanger)를 통해 회수하여 SWRO 고압펌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거나,
터빈 형태의 에너지 회수장치(Pelton turbine)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
다. PRO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에너지는 해수담수화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
하고, 고농도 농축수의 희석 방류로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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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2MD-4

저탄소 해수담수화를 위한 막증발 기술의 개발
최용준,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Development of Membrane Distillation Technology
for Low Carbon Seawater Desalination
Yongjun Choi. Sangho Lee*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막증발 기술은 최근 해수담수화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 증
발법과 역삼투를 대체하는 대안기술로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막증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막증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1) 스케
일업 2) 막오염 억제 3) 막젖음 예측 및 방지기술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저탄소 담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감 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IFIP-C146666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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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MO-10)
11월 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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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

폴리도파민으로 개질된 폴리올레핀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고성능⋅고내구성 정삼투 분리막
권순진1, 박상희1, 김달용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Membrane Prepared using Polydopamine-modified
Polyolefin Supports
Soon Jin Kwon1, Sang-Hee Park1, Dal Yong Kim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A highly performing and durable forward osmosis (FO) membrane was

prepared using a polydopamine-modified polyolefin (DPO) support via an
aromatic

solvent

hydrophobic

(toluene)-based

polyolefin

support

interfacial
was

polymerization

uniformly

(IP).

The

hydrophilized

by

polydopamine coating, which provided long term operation stability. In
addition, a highly permselective selective layer was prepared on the
hydrophilic DPO support by the toluene-based IP, which promoted amine
diffusion and the subsequent IP reaction. As a result, the prepared
DPO-supported TFC membrane exhibited significantly high FO performance,
which was ~4.9 times higher FO water flux and ~62% lower specific salt flux
than

those

of

a

commercial

FO

(HTI-CTA)

membrane

in

FO

mode.

Furthermore, its excellent mechanical and chemical stability enabled stab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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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2

부탄올 회수용 페닐 기능기 가교제 기반의
고성능 PDMS 투과증발 분리막
이주연1, 이정현1*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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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utanol Recovery
Ju Yeon Lee1, Jung-Hyun Lee1*
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High performance polydimethylsiloxane (PDMS) membranes for n-butanol

recovery were fabricated using a tri-functional crosslinker containing the
phenyl group.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functional group
structure and cross-linking density in pervaporation performance, PDMS
membranes were prepared using tri-functional crosslinker containing other
functional groups (hexyl and cyclohexyl) and conventional tetra-functional
crosslink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ymer structure-performance was
discussed based on the sorption and diffusion properties of the membranes.
As a result, the phenyl-based PDMS membrane exhibited the pervaporation
performance owing to the strong hydrophobicity and chain rigidity of the
phenyl group compared to other PDMS membranes even at high butanol
concentration and high tempera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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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3

폐황산 용액에 적용가능한 나노분리막 제조 및 특성
박희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anofiltration
membrane applicable to waste sulfuric acid solution
Hee Min Park,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제련 산업의 공정수(15wt% 폐산용액)에는 다양한 희소 및 유가금속이 함유되
어 있지만, 회수 처리기술 부족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에 나노분리막을 적용하
여 폐산용액에 잔존하는 금속들을 경제적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산에 적용 가능한 내산, 내열성을 가지는 나노분리막을 PSf 지지막 위에 수용
액상으로 aliphatic amine과 유기상으로 trimesoyl chloride, diisocyanate계를 계
면중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막의 2가 이온 플럭스는 15 GFD, 98%의 제거율, 1
가 이온은 20% 이하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내산성 평가는 황산 용액에 일별
노출한 후 투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4주 이상 초기 성능을 유지하였
다. 내산성 특성은 FTIR, XPS, FE-SEM등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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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4

벤질 알코올 후처리를 통한 고성능 역삼투 분리막 제조공정
신민규, 전성권, 이정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Fabrication of High Performance Reverse Osmosis
Membranes via activation with Benzyl Acohol
Min Gyu Shin,

Sungkwon Jeon, Jung-Hyun Lee*

Departma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Recently, many efforts to enhance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reverse
osmosis (RO) membranes have been made. Among them, the post treatment
with organic solvent, so called solvent activ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thod to improve membrane performance. However, solvent
activation enhances water flux along with the loss of NaCl rejection.
Furthermore, there have been no clear mechanisms and reliable criteria of
the solvent activation effect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that a new type
of organic solvent, benzyl alcohol, can effectively activate the RO membrane
to significantly enhance water permeation without deteriorating NaCl. Based
on this results, we elucidate the underlying solvent activation mechanism
and propose a reliable indicator of the solvent activ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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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5

짧은 측쇄를 가진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의
막 제조 이력의 중요성
김우영,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3111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에너지공학과

The importance of membrane fabrication history of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with short-side chains
Woo Young Kim,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PEMFC is an eco-friendly and sustainable electrochemical generation
system to convert chemical energy of fuels into electric energy. Proton
exchange membrane(PEM) is key material to decide PEMFC performances.
Representative PEM materials is perfluorinated sulfonic acid(PFSA) composed
of a chemically stable PTFE backbone and ion conductive side chains. PFSA
is classified into long-side chain(LCC-PFSA) and short-side chain(SCC-PFSA).
Normally, SCC-PFSA can induce high packing density and gas barrier
properties when it is made in PEM state. In spite of these advantages, it is
hard to make desirable SCC-PFSA PEMs due to its relatively high Tg and
low EW.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EM fabrication histories on basic
properties of SCC-PFSA ionomers were observed by varying parameters such
as casting solvent and thermal annea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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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6

PEDOT-PSS가 포함된 고분자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 향상
이재훈, 김종학*
연세대학교

Improved CO2 separation performance using
PEDOT-PSS embedded all-polymeric membrane
Jae Hun Lee, Jong Hak Kim*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nate (PEDOT-PSS)
was introduced into polymer gas separation membrane. The mixed matrix
membrane composed of poly(2-[3-(2H-benzotriazol –2-yl)-4-hydroxyphenyl]
ethyl

methacrylate)-poly(oxyethylene

methacryalate)

(PBEM-POEM)

comb

copolymer matrix and PEDOT-PSS filler. Incorporation of PBEM-POEM makes
isolated PEDOT-PSS chain transform into a fiber-like interconnected structure
due to hydrogen bonding interaction. This structure could act as a
facilitated pathway for enhancing gas diffusivity through the membrane. The
best performance of prepared PEDOT-PSS/PBEM-POEM composite membranes
was CO2 permeability of 59.6 Barrer with a CO2/N2 selectivity of 77.4, being
close to the 2008 Robeson upper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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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7

중력여과방식 막여과 시스템의 최적 수동 세척 방법
이종훈, 박병규, 노수홍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Manual cleanings of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system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Jonghun Lee, Pyung-Kyu Park and Soo Hong Noh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Yonseidae-gil 1,
Wonju, Gangwon 26493, Republic of Korea
A Gravity-driven membrane (GDM) system is one of the promising
solutions

for

household

drinking

water

treat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study, the GDM system was tested for optimizing manual
cleaning protocols using three different feed water solutions. Two types of
manual

cleaning

were

performed

to

delay

the

permeability

decrease,

cleaning between batches and long-term cleaning. The optimized cleaning
between batches protocol was 3 twisting and 10 vertical shaking. And the
optimized long-term cleaning protocol was 70 vertical shaking for both the
middle region of the module and near the header part. These cleaning
protocols allowed the system to produce sufficient water to meet the daily
minimum water requirements for a 5-person family, even for using the
wastewater influent. The system produced Escherichia coli fre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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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8

수전해 용 촉매 바인더 소재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효과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3111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에너지공학과

Chemical-architectural effects on catalyst binder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Water electrolysis is a representative electrochemical process to generate
hydrogen

gas

together

with

oxygen

gas

by

applying

electric

power.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widely used as
electrode binder materials, in addition to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to generate hydrogen and oxygen gases with
a high purity simultaneously. PFSA binder materials act as physical supports
for inorganic catalyst materials in both electrodes. The binder materials play
role in transporting protons for hydrogen gas and oxygen gas evolution
reaction in the cathode and the anode, respectively. In this study, PFSA
ionomers with different chemical architectures and equivalent weights were
used as binder materials for water electrolysis. The structure property
performance relationship was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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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9

수소 차단성이 향상된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테플론 강화복합막
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번길 (우)31116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poly(tetrafluoroethylene) reinforced membranes
with improved hydrogen barrier behavior
Juhee Ahn,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30-714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used as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materials owing to their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and proton conductivity. However, the PFSA ionomers are suffering
from fast hydrogen crossover and, thereby, chemical degradation in the
membrane state. To solve these issues is to make reinforced membranes by
filling proton-conductive PFSA ionomers in the pores of chemically robust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support film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PFSA-PTFE reinforced membranes with improved hydrogen barrier
property. In this study, PFSA-PTFE reinforced membranes were fabricated by
immersing commercial reinforced membrane in PFSA ionomer dispersions
with different chemical architectures and particle sizes and their effect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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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MO-10

화학적 안정성이 향상된 염수 전기분해 공정용
이중층 이온 교환막
박인기,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31116

Double layer ion exchange membrane for saline water
electrolysis process with improved 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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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lectrochemical process to produce valued
chemicals by applying electric power.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used as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materials
owing to their high sodium ion selectivity and barrier properties. However,
sulfonic acid groups in PFSA ionomers are chemically decomposed under a
basic catholyte condition, which makes the PEM materials lose their ionic
selectivity and Faraday efficiency. In this study, double layered membranes
were prepared by anchoring cross-linked hydrocarbon ionomers, as a
protection

layer

to

catholyte

atmosphere,

into

the

water

channels,

particularly, located at around the surface of a PFSA membrane. Here, each
monomer results in the identical chemical architecture and different free
volume content when polym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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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M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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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

정삼투 공정 막오염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
ORI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정한라1, 잔민1, 곽기문1, 홍승관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ORI): A Novel
Approach to Operate Forward Osmosis Process Reflecting
Fouling Reversibility
Hanra Jeong1, Min Zhan1, Gimun Gwak1, and Seungkwan Hong1*
1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Forward Osmosis process has no, as yet, reliable method to predict

fouling. This study utilized the concept of fouling reversibility to develop the
index.

The

osmotically-driven

reversibility

index,

denoted

as

ORI,

was

acquired by measuring the flux recovery after physical cleaning cycle and
the protocols of ORI were developed systematically by considering all the
critical factors of FO process. The applicability of ORI was examined by
investigating FO process when treating secondary effluents from various
full-sca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normalized final flux by fouling in FO was closely correlated to the ORI
measurements with high statistical reliability. The ORI has proven to be
useful evaluation parameter for continuous operation and determining
cleaning cycles of F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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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

물 재사용과 담수화의 결합을 위한 정삼투-역삼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파울링에서의 정량 분석:
MFI의 적용가능성
김이향1, 홍승관1*
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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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Hyang Kim1, Seungkwan Hong1*
1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E-mail : skhong21@korea.ac.kr

In this study, various physical cleaning methods such as physical washing
and osmotic backwash,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membrane foul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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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by quantitative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foulants and fouling reversibility with the modified
fouling index (MFI), we identified the applicability of MFI in predicting FO
intake water fouling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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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계 고분자 개질을
통한 음이온/양이온 교환막 제조 및
전기흡착탈이온 공정 적용에 대한 특성 평가
고태호,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1

Characterization of Anion/Cation Exchange Membrane
Fabrication and Electroadsorption Deionization through
Modification of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Polymer
Tae Ho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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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자원 부족의 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해수담수화 공정이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전기흡착탈이온(EAD) 공정은 이온교환막
을 이용한 전기투석법과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이온교환수지법을 혼합하여 이
루어지는 공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공정의 효율을 더 높이 올
려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이온교환막 사이에 이온교환수
지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모듈보다 비교적 사이즈가 크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이온교환수지의 크기 분포와 당량비가 모듈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온교환공정에서 쓰이고 있는 모듈의 문제
해결과 성능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다. 개질을 통해 이온교환용량을 더욱 향상시
키고 일반적인 이온교환수지가 아닌 더 작고 균질한 이온교환능력을 가진 이온
교환 나노입자를 제조하여 제막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특성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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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

고농도 원수 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의 길이별 역세효율 및
운전특성 관찰
임광섭,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 신소재 융합공학과*

Back Washing Efficiency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Polymer Separated Membrane Length in Operation
Treatment of High Concentration Raw Water
Kwang Seop Im,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본 연구는 비용매 상분리법(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 NIPS)을
사용하여 제조한 분리막의 배출수 처리 현장 적용성 test를 위한 최적 유효막
길이 선정 하기 위해, 동일한 원수, 기본 공정 조건으로 유효막 길이를 변화시
켜 운전에 따른 역세 효율 및 운전압을 관찰하였다.
동일한 공정조건에서 유효막 길이의 변화를 주어 500㎜, 1,000㎜, 1,500㎜의
유효막 길이에 따라 1.5일간 고탁도의 가혹한 조건에서 공정을 지속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유효막 길이별 운전 결과 유효막 길이에 따른 역세에 의한 효율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고탁도의 원수를 사용하여 중공사 막의 내부 폐색이 진행되었
으며 유효막 길이가 길수록 폐색되지 않은 bore쪽으로만 역세가 진행되어 여과
후 역세에 의한 회복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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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 유발 정족수 감지 신호분자
물질인 AHL과 AI-2 억제 연구
이선영1, 이기백2, 추광호1,2*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1, 경북대학교 물산업융복합연구소2

Inactivation of AHL and AI-2 quorum sensing signal
molecules for biofouling control in membrane bioreactors
Seon-young Lee1, Kibaek Lee2, Kwang-Ho Choo1,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1,
Advanced Institute of Water Indu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2
하폐수처리를 위한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막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진 정족수감지 신호분자인 AHL과 AI-2를 동시 억제하는 연구를 하였다.
AHL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BH4와 AI-2 불활성 물질을 분비하는 DKY-1를 각각
하이드로겔 담체에 고정시켜 분리막 생물반응기에 적용시킴으로써 막오염을 효
과적으로 제어하고자 한다. 주기적으로 반응기의 신호분자 농도를 LC/MS/MS로
측정하였으며, 막투과 압력 증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오염의 완화 정도를 살펴
보았다. 이외에 총질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미생물 플록 크기, 미생물 농도 등
을 측정하여 반응기의 상태와 폐수의 처리효율을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NRF-2016R1A2B2013776)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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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

라디칼에 대한 내화학성이 향상된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 막
방준호, 안주희, 임윤재, 이창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번길 (우)31116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 membranes with
enhanced chemical resistance to radicals
Jun Ho Bang, Juhee Ahn, Yoon Jae Lim,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30-714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PFSA) ionomers have been commonly used as
representativ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materials for fuel cell
electric vehicles owing to their fast proton transport and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However, PFSA materials still have weakness associated with
chemical degradation occurring as a result from radical attacks, which induce
membrane

thickness

reduction,

leading

to

hydrogen

crossover,

and/or

redu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In this study, cerium derivative radical
scavengers were designed as functional additives to enhance the chemical
durability

of

PFSA

comprehensively
fundamental

PEM.

Their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ptimum
radical

associat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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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

운전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용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특성
이승환, 이홍주, 박유강,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pjhoon@dongguk.edu*)

Characterization of Ceramic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 for Carbon Dioxide capture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SeungHwan Lee, HongJoo Lee, YuGang Park, JungHoon PARK*
Department of biochem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pjhoon@dongguk.edu*)
천연가스, 산업공정, 화석연료의 연소과정과 같은 대규모 고정 배출원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인 CO2를 포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습식 흡수 법은 비교적 낮은 CO2분압에서도 높은 제거 효율을 달성할
수 있어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온 포집 기술이다.
하지만 흡수제의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과다한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부지
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공정 상용화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접촉분리막 공정 기술
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분리막과 화학적 습식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제거 특성을 분석하였다.
감 사
이 논문은 2014-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이산
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4M1A
8A10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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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8

GO-PAN 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 및
Graphene Oxide 함유량 최적화
서영기, 윤재한, 변홍식*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Preparation of GO-PAN composite nanofiber membrane
and optimization of Graphene Oxide content
Younggee Seo, Jaehan Yun, and Hongsik Byu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eimyung Univeresity
본

연구에서는

(Graphene

Oxide,

고분자인
GO)을

polyacrylonitrile
첨가하여

(PAN)

전기방사법을

고분자에
통해

산화

그래핀

나노섬유

복합막

(GO-PAN)을 제조하였으며, 과량의 GO를 첨가하기 위해 표면개질 전략을 사용
하였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GO의 표면을 간단히 변형하면 GO의 안정성 및
분산도 증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분리막에 필러의 함량을 3wt%까지 증가시켰다.
이렇게 변형된 GO(mGO)의 PAN 나노섬유막으로의 도입은 원래의 PAN 나노섬
유막과 GO-PAN 막에 비해 향상된 친수성과 기계적 강도를 가진다. 따라서 나
노필러의 표면 개질은 최종 복합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GO의 분산도
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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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9

화학적으로 강화된 PBI 전기방사 지지체 제조 및 특성평가
정지혜, 김주현, 김지훈, 김기현,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

Manufacturing and Characterization of
Chemically Robust PBI Electrospun Support layer
Ji Hye Jung, Ju Hyeon Kim, Ji Hoon kim, Ki Hyun Kim and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폴리벤즈이미다졸(PBI)는 현재 상용 고분자들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좋은 이
종고리화합물이다. 우수한 기계적, 화학적 물성 때문에 해당 고분자는 나노공학,
전기공학, 광학, 재료공학과 같은 분야 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폴
리벤즈이미다졸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기방사를 이용하였다. PBI 방사 용
액의 용매로서 DMAc를 사용하였고, LiCl은 안정제로써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기방사의 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모폴로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DBX를 이용한 가교반응을 통하여 보다 화학적으로 강화된 필름을 제조하
였다. 나노 섬유의 화학 구조와 성분은 FT-IR와 DSC를 통해 확인하였다. 전기방
사 섬유의 모폴로지는 SEM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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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0

표면개질을 통해 친수성을 부여한 SEBS계 음이온교환막의
계면동전위 특성
조진우, 손태양, 남상용*
경상대학교

electrokinetic potential property of SEBS based ion
exchange membrane Enhanced hydrophilicity by surfac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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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동전위 특성평가는 분리막의 막오염 개선연구와 분리막의 표면전하 분석
을 통한 고분자의 개질 확인 및 치환기 확인에 대한 연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타전위 (zeta potential)란 전기역학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전위차를 정량
화 한 값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기
영동 (electrophoresis), 전기삼투 (eletrosmosis), 유동전위 (streaming potential)
를 측정하는 예가 있다. 그 중 평막은 유동전위 측정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높
은 재현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BS

(polystyrene-ethylene-

butylene-styrene) 고분자 개질을 통해 아민화된 SEBS 평막형 분리막을 제막하
고, 제막한 아민화된 SEBS 고분자 분리막의 계면동전위 측정을 통해 계면 유동
전위를 측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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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1

염색폐수 처리를 위한 나노 복합막의 실란 표면 개질
김성애, 박희민,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yongtlee@khu.ac.kr*)

Surface modification of nanocomposite membrane
by silane coupling agent for dye wastewater treatment
Kim Seong Ae, Hee Min Park, Yong Taek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염색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염료⋅염색 폐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재활용
하기 위해 막분리법을 적용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나노복합막
표면을 실란 커플링제로 개질하여 분리막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NaCl,
MgSO4를 사용하여 개질한 막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용막에 비
해 투과도와 제거율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염색, 염료 폐수의
분리 특성을 확인하고자 인공염색 폐수를 적용하였고, UV 흡광도 측정을 통해
99% 이상의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특성은
AFM, XPS, FE-SEM, FT-IR, Contact angle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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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2

소수성 PE막의 친수화 및 RO, NF 분리막 제조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RO, NF membrane fabrication with the hydrophilic
modification of hydrophobic PE membrane
Chul Ho Park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소수성 PE막은 높은 내화학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산업소재
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다공성 PE소재는 MBR, 2차전지 separator, MF등 다양
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친수화가 필요로 한다. 하지만 PE의
화학적 안정적 구조로 친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의 플라즈마처리가 필
요로하지만, 다공성막의 경우 내부까지 친수화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간단한 용액 함침기술을 통하여 PE막을 친수화하였다. 친수화된 PE막
에 수처리용 RO 및 NF막을 계면중합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본 기술을 간단한
화학적처리 방법을 통해 소수성 폴리올레핀의 적용분야 확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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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3

상전이 동역학을 이용한 내부 선택층을 가지는
비대칭 중공사막의 제조
이종명1, 이영무2*
1

소속기관, 한국화학연구원 C1가스분리전환연구센터
2*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reparation of Inner-skinned Asymmetric Hollow Fiber
Membranes using Phase Inversion Kinetics
Jongmyeong Lee1,2, Young Moo Lee2*
1

Affiliation, C1 Gas Separation & Conversion Research Center, Carbon

Resources 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Daejeon 34114, Republic of Korea
2*

Affiliation,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93, Republic of Korea

Recently developed crosslinked TR (XTR) membranes as an advanced TR
material exhibit high permeability and high selectivity stemming from higher
rigidity due to a simultaneous and synergetic reaction of crosslinking and
thermal rearrangement. The precursor crosslinkable co-HPI precursor can be
dissolved in a wide range of commercial solvents indicative of an excellent
processibility. Herein, a systematic spinning process, using a newly designed
crosslinkable co-HPI precursor to fabricate defect-free XTR-PBOI hollow fiber
membranes with inner skin layer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phase
inversion kinetics of nonsolvent-induced phase separation (NIP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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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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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ion of Nylon membrane for purification of
photo-resist solution
Sei Kwon, Hye-Jin Lee, Eun-Sook Ahn, In-Chu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반도체 제조공정 중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제조 중 핵심 기술이며 웨이퍼
위에 나노급의 패턴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웨이퍼상의 패턴이 나노급으로 작아
지면서 더욱 정밀한 공정을 위하여 photo-resist 용액의 정제 기술이 매우 중요
하다.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중 불량을 유발
하는데, 현재 개발되어진 멤브레인은 soft particle 제거 성능이 낮다. 따라서
photo-resist 용액 내 soft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하여 PE 지지체 위에 Nylon 고
분자를 함침하여 soft particle 정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팔라듐 나노입자를
합성하여 투과 특성실험에 사용하였다.
감 사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실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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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5

4차 암모늄을 포함한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의
투습도 평가
손태양, 김지현, 남상용
경상대학교
(walden@gnu.ac.k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evaluation of
hydrophilic polymer membrane using
SEBS containing quaternary ammonium
Tae Yang Son, Ji Hyeon Kim,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

walden@gnu.ac.kr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소비하는 세계 인류에게 실내 공기 질은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실내 공간을 조성할 때 필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
한 실내 공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온도, 습도 등이 있다. 하지만,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인자들을 제어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열교환이라는 개념이 있고, 활
발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열교환막을 이용하여 효과적
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전열교환막은 친수성이 포함된 막으로 보다 투
습이 원활한 막이 사용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4차 암모늄을 포함한
SEBS계 친수성 고분자 분리막을 제조하고, 투습도 특성평가를 진행하여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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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6

초소수성 개질을 통한
막 증류법의 젖음 방지 및 평가 기술 연구
이형개, 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Anti-wetting enhancement of membrane distillation
by superhydrophobic modification and its evaluation
Hyung Kae Lee, Woojeong Kim, Jonghyeok Kim,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막증류법에서 문제가 되는 젖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막
의 표면을 초소수성으로 개질하고, 젖음 현상의 가속화를 통해 초소수성 표면의
젖음 방지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리막의 표면을 물리적 처리를
통해 기공을 키우고, 산화 처리를 통해 하이드록실기를 형성시켜 성장을 준비한
다. 성장을 통해 표면에서부터 형성된 나노 입자를 통해 코팅 방법이 가지는 분
리막과 나노 입자 사이의 불안정성을 해결하였고, 성장한 나노 입자의 화학적
개질을 통해 초소수성 막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분리막은 막 증류법의 운전 도
중 계면활성제를 첨가함으로써 젖음 현상의 가속화를 통해 개질 전후의 방지
효과를 비교하였고, sonication 처리를 통해 나노 입자와 분리막 사이의 안정성
을 확인하였다.

- 86 -

포스터 발표 MP-17

내오염성 향상을 위한 양쪽성 이온 화합물 MPC의
해수담수화 분리막 적용
박지훈, 이형개, 권영남*
UNIST 도시환경공학부

Application of zwitterionic MPC to enhance anti-fouling
capability of SWRO commercial membrane
Jihun Park, Hyung Kae Lee, Young-Nam Kwon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위 연구의 목적은 상용화 된 폴리아마이드 기반의 해수담수화 분리막 두 종
류를 양쪽성 이온 화합물 중 하나인 MPC를 이용하여 표면 개질을 진행한 후,
내오염성 저감 평가에 대한 고찰이다. 표면 개시 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
(SI-ATRP) 반응을 이용하여 표면 개질을 진행하였고, 개질 후 분리막 표면의 물
리적, 화학적 특성들의 변화를 여러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 분석해봄으로써 MPC
가 분리막 표면에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PC가 개질 됨에 따라서
친수성이 증가한 표면으로 인하여 Sodium Alginate 와 Bovine Serum Albumin
에 대한 두 차례의 내오염성 저감 평가 테스트를 통해서 개질 후 해수조건에서
분리막의 막 오염 현상이 저감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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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8

상전이법을 이용한 P(VDF-co-HFP) 분리막 구조제어
송예진, 김종후, 김예솜, 김상득, 조영훈, 박호식, 남승은, 박유인, 손은호*, 김정†
분리막연구센터 화학소재연구본부 한국화학연구원,
*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 화학소재연구본부 한국화학연구원

Controlling the Morphology of
Polyvinylidene-co-hexafluoropropylene (PVDF-co-HFP)
Membranes Via Phase Inversion Method
Ye Jin Song, Jong Hoo Kim, Ye Som Kim, Sang Deuk Kim,
Young Hoon Cho, Ho Sik Park, Seung Eun Nam, You In Park, Eun Ho Son*,
and Jeong F. Kim†
Membrane Research Center,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

Interface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본 연구에서는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P(VDF-co-HFP) 분리막의 구조를 조절하
였다.
Macrovoid 없는 구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비용매유도상전이
(NIPS) 공법으로 분리막을 제막하였으나 고분자의 낮은 결정화 속도로 인해
macrovoid가 생성된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발유도상전이
법(EIPS)과 증기유도상전이법(VIPS)을 도입하였으며 NIPS공법과 함께 제막되었을
때 이상적인 구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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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19

에폭시 수지 제조 공정 부산물의 분리 회수를 위한
Alumina-PVA 투과 증발 복합막 제조
권용성1,2, 정성민1, 조영훈1, 김정1, 박호식1, 박유인1, 남승은1*
Shivshankar Chaudhari2, 손민영2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 연구센터1*, 부경대학교2

Preparation of Alumina-PVA pervaporation composite
membrane for separation and recovery of by-product of
Epoxy manufacturing process
YongSung Kwon1,2, SeonngMin Jeong1, YoungHoon Cho1, Jeong Kim1, HoSik
Park1, YouIn Park1, SeungEun Nam1*
Shivshankar Chaudhari2, MinYoung Shon2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 연구센터
In

the

epoxy

resin

manufacturing

1*

, 부경대학교

process,

2

carcinogenic

ECH

(epichlorohydrin), IPA (isopropanol) and Biphenol-A materials has been
generally used. After the reaction, byproducts containing ECH/IPA/Water is
remained along with final product. But, in the recovery process, ECH and
IPA forming an azeotropic mixture with water containing feed solution at any
temperature condition, the recovery of high purity ECH is difficult only by
distillation. Therefore, pervaporation process could be suitable countermeasure
due to its mild operation condition for separation of azeotropic mixtures at
the point of energy and cost saving. In this study, Alumina-PVA composite
membrane was prepared for pervaporation dehydration of ECH/IPA/Water
feed mixtures and pervaporation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the prepared
composite membrane wa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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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0

BSA 파울링 분석을 위한 Acetylated methyl cellulose (AMC)
conjugated 막의 제조
자일락쉬미 아이야우a, 김인철b, 권영남a,*
a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b

한국화학연구원

Fabrication of Acetylated methyl cellulose (AMC)
conjugated membranes for analyzing BSA fouling
Ayyavoo Jayalakshmia, In-Chul Kimb, Young-Nam Kwon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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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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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esent work, AMC/ZnO, AMC/Au, and AMC/Zeo conjugated
membranes was prepared by vapor induced phase separation (VIPS) method
and used for fouling study. each membrane the nanoparticles [Zinc oxide
(ZnO),

gold(Au)

&

Zeolite

(Zeo)]

was

used

separately.

The

prepared

membranes are characterized by surface morphology and contact angl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anoparticles. The fouling resistant ability of the
AMC conjugated membranes was analyzed using bovine serum albumin(BSA)
protein and calculated the series model analysis by means of resistance. The
fouled

membranes

was

investigated

to

realize

the

surface

properties

considered as essential for fouling propensity. The experimental results
correlate the changes in BSA separation efficiency and fouling resistance
properties of AMC conjugated membranes with surfac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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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1

비닐-기능화된 다공성 금속-유기 골격체의
Thiol-ene 광중합에 의한 하이브리드 분리막의 제조
유현정1, 이종석1*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1*

Thiol-ene photopolymerization of vinyl-functionalized
metal-organic frameworks toward mixed-matrix membranes
Hyun Jung Yu1, Jong Suk Lee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1*
We developed
mixed-matrix

a

facile

membrane

methodology for
(MMM)

fabricating

containing

a

free-standing

covalently

incorporated

vinyl-functionalized UiO-66-CH=CH2 particles up to 60 wt% by utilizing thiol–
ene photopolymerization. FTIR, TGA, SEM, EDX, and XRD strongly supported
the fact that the desired MMM containing well-dispersed UiO-66-CH=CH2
particles was successfully produced by C–S bond formation. The MMM was
highly flexible and showed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pristine polymeric membrane, indicating that the covalently immobilized
UiO-66-CH=CH2 particles we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the polymer
matrix.

Gas

permeability

across

the

MMM

was

significantly

enhanced

compared with the pristine polymeric membrane as diffusion of the gas
molecules was facilitated in the porous space of the 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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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2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 투과⋅선택성을 가지는
POSS-PEG 공중합체 합성 및 기체분리막 제조와 특성평가
김지현, 조진우, 임광섭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공학연구원*

Evaluation of gas separation membrane using
synthesized POSS-PEG with high CO2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for CCS
Ji Hyeon Kim, Jin Woo Jo, Kwang Seop Im,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오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온실가스 중 대부분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및 저장 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 투과성을 지닌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OSS)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도를 지닌 Poly(ethylene glycol)을 이용하여 POSS-PEG
공중합체를 합성하였고 이를 다공성 지지체 위에 코팅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
다. 특성평가로는 NMR과 FT-IR 스펙트럼으로 합성의 유무를 확인한 뒤 복합막
에 N2,O2,CO2 세 종류의 기체를 투과 특성함으로써 성능을 확인하였다. single
gas를 투과시켰을 때 CO2/N2 선택도 24, Mixture gas를 투과시켰을 때 최대
70%의 CO2 분리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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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3

아민이 기능화된 ZIF-8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선택적 흡착 연구
후이 도 쑤언1,2, 이유리1, 안희성3, 이종석3, 백경열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나노정
보융합2,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3

Synthesis of amine functionalized ZIF-8 with
its gate size control by postsynthetic modification
for efficient CO2-selecive adsorbents
Xuan Huy Do1,2, Yu-Ri Lee1, Heseong An3, Jongsuk Lee3, Kyung-Youl Baek1,2*
Materials Architecturi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 Division of Nano & Information Technology, KIST School,
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3
본 연구에서는 후처리 기능화를 통해 아민이 함유된 ZIF-8-A를 제조하고, 이
를 이산화탄소 흡착제로 적용하였다. 첨가한 3-amino-1,2,4-triazole의 함량에 따
라 15, 37, 61, 그리고 74 %의 아민기를 포함한 ZIF-8-A를 제조하였으며, 다양
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물성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민 함량에 따라
ZIF-8-A의 게이트 크기 조절되고 가스 투과도 및 선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ZIF-8-A61%는 기존 ZIF-8 대비 CO2/N2 및 CO2/CH4에 대한 선택도
가 3.4 및 4.7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조내 가스 투과를 위한 게이트 사이즈의
조절 및 아민과 이산화탄소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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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4

MgO 나노시트를 통한 은이온 안정성 향상 및
고분자 복합막의 프로필렌/프로판 분리 성능 증대
박철훈1, 김종학1*
1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Propane/Propylene Separation via Polymer Composite
Membrane Using MgO Nanosheet By Activating Ag Ion
Cheol Hun Park1, Jong Hak Kim1*
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South Korea

In this work, economical, facile and eco-friendly technology for gas
separation was utilized, especially for propane and propylene. This materials
are commonly used in petrochemical process as principle and base sources.
In present state, adsorption or cryogenic distillation method are used for
their separation, however, intensive energy cost and complex process are
needed. In particular, we fabricated polymeric composite membrane with
high scalability, propylene and propane gases are effectively separated.
Whats more, Ag ion is pivotal materials with pi complexation effect. MgO
nanosheet was incorporated for enhancing and activating Ag ion in polymer
composite membrane. Lastly, Ag-friend polymer matrix was used for getting
higher perm-selece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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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5

Cellulose Acetate 기반 고선택도 중공사막을 이용한
CO2/CH4 혼합가스 분리
신명섭, 전용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CO2/CH4 Separation using High Selectivity Membrane
prepared by Cellulose Acetate
Myung-Seop Shin, Yong-Woo Jeon*
Korea Testing Laboratory
기체분리막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및 천연가스 등의 CH4 고질화 공정은 타 공
정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CH4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
이 있다. 이는 CO2에 의한 가소화현상으로 CH4의 투과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CO2 가소화에 대한 영향이 적은 Cellulose계열의 고
분자를 이용하여 고선택도 멤브레인을 제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CH4 고질
화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CO2, CH4, N2, O2 등 단일가스를 이용하여 CA기반의
8종의 고선택도 중공사막에 선택도와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CO2/CH4 혼합가스
분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감 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851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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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6

CO2/N2 분리를 위한
무기 첨가제 혼합 블록 공중합체 분리막 제조
강동아, 정정표,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Block copolymer membranes with inorganic fillers
for CO2/N2 separation
Dong A Kang, Jung Pyo Jung and Jong Hak Kim*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An organic filler, bis-(N-α-amido-3,4-dihydroxyphenylalanine)-1,7-heptane
dicarboxylate (DOPA-C7) is applied to gas separation membranes for CO2/N2
separation. The weak interaction between SBS and DOPA-C7 improves
CO2/N2 selectivity, from 14.1 to 21.1 with increasing of CO2 permeability
from 347.5 to 349.7 Barrer.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the catechol
group of DOPA-C7 that can work as a Lewis Base. However, the strongly
interacting PEBAX/DOPA-C7 membranes show a typical trade-off behavior, a
decrease in CO2 permeability and increase in CO2/N2 selectivity with the
filler contents. This results demonstrate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 filler
and polymeric matrix can cause negative effects on the gas separation
performance. This work opens up the feasibility of using a catecholic
compound in gas separation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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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7

올레핀/파라핀 기체 분리를 위한 고분자 복합분리막 내의
이차원 다공성 구조체의 가소화 방지 효과
이준혁, Farhad Moghadam,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Anti-Plasticization Effect of 2-D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Nanocomposite in Mixed Matrix Membranes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Jun Hyeok Lee, Farhad Moghadam,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Plasticization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gas separation polymeric
membranes. Mixed matrix membrane (MMM) comprising inorganic nanofiller
is the most promising solution for anti-plasticization, however, it requires
large amount of nanofillers to achieve desired performance. We adopted
2-D nanocomposite of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 attached on
graphene oxide to effectively prevent plasticization of polyimide membrane
under mixed gas condition. ZIF nanofillers, known as suitable additive for
olefin/paraffin separation membranes, were grown on graphene oxide 2-D
nanotemplates to maximize encounter frequency between gas permeant and
nanofillers even in lower concentrations. The prepared MMMs successfully
showed an improved mixed gas selectivity compapred to pristine membrane,
indicating better anti-plasticiz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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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8

에틸 치환기를 이용한 프로필렌/프로판 분리용 폴리이미드의
합성 및 특성평가
유승연,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olyimides containing
bulky ethyl substituent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Seung Yeon Yoo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The hybrid membrane/distillation process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energy-intensive olefin/paraffin separation
technology. In this study, bulky ethyl substituent-containing polyimides were
synthesized

from

various

aromatic

dianhydrides

and

4,4'-methylenebis

(2,6-diethylaniline) by azeotropic imidization, and its gas tranpor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Ethyl groups were placed ortho to the imide nitrogen,
which

hinders

backbone

rotation,

chain

packing,

and

flexibility.

The

synthesized polyimides exhibited a good thermal stability with high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 (268-285

0

C). The prepared polyimide membranes

exhibited high propylene/propane selectivity and lied near to the upper
bou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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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29

CO2 분리를 위한 PEG계 가교형 분리막의 제조 및
기체투과 특성평가
박채영1,2, 장봉준1, 문수영1, 정문근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한양대학교2

Synthesis of crosslinked PEG-based membranes
for CO2 separation and their gas permeation properties
Chae Young Park1,2, Bong Jun Chang1, Su Young Moon1,
and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Hanyang university2
Poly(ethylene glycol) (PEG)는 CO2와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
분리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PEG의 이용한 기체분리막은 낮은 물성
및 높은 결정화도로 인해 제조에 어려움, 낮은 투과도 및 CO2에 대한 가소화
현상으로 인한 선택도의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가교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정화도를 줄이고, 가교밀도를 조절함으로써 기계적
강도를 향상 시켰다. PEG와 가교가 가능한 모노머를 혼합한 후 자유라디칼 중
합을 통해 PEG계 가교형 고분자를 제조하였고, time-lag 장비를 이용하여 기체
투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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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0

Cr 불순물에 의한 페롭스카이트형 이온전도성 분리막의
산소 투과 특성
박유강, 이승환, 김민광,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Oxygen Permeation Characteristics of
Perovskite Ion Conducting Membrane by Cr Impurity
YuGang Park, SeungHwan Lee, MinKwang Kim, JungHoon Park*
Department of biochem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높은 산소 분리 특성과 CO₂에 대한 안정성을 보인 LSTF가 코팅된 BSCF 분리
막을 bench 규모의 장치에 적용하여 산소 투과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실험실 장치에서 측정한 산소 투과율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산소 투
과율의 변화를 XRD와 SEM/EDS를 통해 분석 하였다. 또한 실험실 규모 장치와
bench 규모 장치의 분리막 반응기 내 온도 구배에 따라서 분리막을 3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감 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
술개발 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170024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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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1

이산화탄소 포집용 기체분리막을 위한
Si-PEG계 복합막 제조 및 기체 투과 특성평가
김주현, 박윤환, 남상용*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과*

Synthesis and Gas permeability Characterization of Si-PEG
based Composite Membrane for CO2 Separation
Ju Hyeon Kim, Yun Hwan Park and Sang Yong Na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CO2로 인한 대기 기온 상승은 세계적으로 큰 화두
가 되고 있다.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분리막 제조는 공정
의 단순화와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며 이산화탄소 분리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PEG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기체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분리막 제조에 앞서 Si-PEG를 합성한 뒤, 1H-NMR, GPC, FT-IR을
통해 합성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복합막 제조는 지지체위에 Si-PEG를 코팅하여
제조하였다. 코팅제는 Isocyanate, Si-PEG, 촉매를 사용하여 코팅을 실시하였으
며 가교를 위하여 고온공정을 진행하였다. 제조한 기체투과 복합막은 50GPU의
이산화탄소 포집값을 보이며 질소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선택도는 15의 결과를
보여 기체분리막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101 -

포스터 발표 MP-32

탄소분자체 중공사형 복합막 제조 및
프로필렌/프로판 장기 투과 특성 평가
김성중1,2, 남승은1, 박호식1,2, 박유인1,2*
한국화학연구원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2

Preparation of Carbon Molecular Sieve (CMS) Hollow Fiber
Composite Membrane and its long-term permeation
propertie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Seong-Joong Kim1,2, Seung-Eun Nam1, Hosik Park1,2, You-In Park1,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1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
Carbon molecular sieve (CMS) membrane surpasses the upper-bound
trade-off and plasticization phenomenon of polymer membrane. Recently,
supported CMS membranes have been investigated to provide both high
performance and mechanical strength. Herein, we have investigated the
supported CMS hollow fiber membranes on low-cost alumina hollow fiber.
To prepare the thin and uniform layers, the dip-coating parameters for
intermediate and polymeric layers were varied in terms of the withdrawal
rate and solution viscosity, respectively. Then, in order to confirm its
feasibility in real industry, mixture gas was permeated through prepared
CMS

membranes.

Moreover,

the

property

of

long-term

characterized in harsh conditions and further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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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was

포스터 발표 MP-33

이산화탄소 분리성능 향상을 위한
폴리설폰기반 유무기복합막의 제조
성창주1,2, 이유리1, 안희성3, 이종석3, 이정현2, 백경열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학과2,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3

Development of Polysulfone based Mixed Matrix
Membrane for Effective CO2 Separation
Chang-Joo Sung1,2, Yu-Ri Lee1, Heseong An3, Jongsuk Lee3,
Jung-Hyun Lee2, Kyung-Youl Baek1,*
Materials Architecturi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2,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3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와
친화성이 좋은 에틸렌글리콜 사슬이 도입된 폴리설폰 기반의 고분자와 아민이
기능화된 ZIF8 무기입자 (ZIF8-A) 를 복합화한 유무기 복합 기체분리막 (MMM)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은 XRD, TGA, FT-IR, SEM 및 NMR 분석을 통해
분리막의 구조와 물성특성을 확인하였다. CO2/N2, CO2/CH4에 대한 가스 투과
특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ZIF8-A 구조 내 아민 함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에 대한 투과도 및 선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ZIF8-A 구조 아민
기능기와 에칠렌글라이콜 사슬과의 입자와의 계면저항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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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4

기체분리를 위한 향상된 표면적을 갖는 실리카/GO 혼성막
노종민, 신재은,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Highly permeable silica/GO hybrid membranes with
enhanced surface area for gas separation
Jong Min Roh, Jae Eun Shin,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Graphene oxide (GO), consisting of numerous oxygen functional groups
and 2-D graphene sheet, has drawn intensive attention as a promising
membrane material due to its molecular-sieving nanochannel and ease of
scale up. However, GO membranes have generally showed a low gas
permeability stemming from the high tortuosity of laminate structure. Herein,
we

prepared

silica/GO

hybrid

membranes

to

overcome

the

low

gas

permeability of GO membrane by tuning its surface area and interlayer
spacing. The size of silica nanoparticles grown on the GO nanosheets was
successfully controll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silica precursor.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gas permeability of silica/GO hybrid
membranes and the size of silica nanoparticles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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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5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Pd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김민광, 박유강,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Hydrogen Permeation Properties of
Pd Membrane Fabricated by Electroless Plating
Min Kwang Kim, Yu Kang Park, Jung Hoon Park*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수소는 반도체, 수소화 반응, 연료전지 등 다양한 산업 공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져 미래의 에너지 원으로 각광 받는다. Water
Gas Shift(WGS)와 같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공정에서 수소 뿐만 아니라 일산화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불순물들이 포함되며, 농축 및 정제의 필요성이
있다.
Pd 수소분리막을 이용한 수소 분리공정은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99% 이상의 순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전이법을 통하여 중공
사형 알루미나 지지체를 제조하고,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Pd를 코팅하였다.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분리막을 SEM, EDS, XRD 등의 분석을 통하
여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온도 및 압력에 따른 수소 분리실험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본연구(NRF-2017R1D1A1B03036250)”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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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6

CO/CO2 분리를 위한
미세다공성 유기 네트워크 분리막의 제조
공창인1, 문수영1, 김정훈1*
한국화학연구원1

Preparation of microporous organic networks membranes
for CO/CO2 separation
Chang In Kong1, Su Young Moon1, Jeong Hoon Kim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다양한 산업 부생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CO를 고순도로 정제하면 고부가가치
의 화학원료 및 신재생 연료로 사용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O
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주로 CO2가 포함된 혼합기체로부터 CO를 분리해야 하지
만 CO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CO/CO2 선택성 분리막에 대한 연구
는 전 세계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CO2친화성을 갖는 성질을
도입하여 CO2의 투과를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CO를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분리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기 졸-겔 법을 이용하여 Network former(TAPM)
의 아민 그룹과 network linker(HDI)의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으로부터 우레아 결
합이 포함된 다공성 네트워크 구조를 제조하였다. 다양한 기체에 대한 순수가스
투과테스트를 통해 투과도를 확인하였고, 분리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CO,
CO2,N2에 대한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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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7

이온 결합된 중합체의 합성 및 특성:
Poly[2-ethynyl-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박선우1, 박종욱1,*
1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Synthesis and Properties of an Ionic Conjugated Polymer:
Poly[2-ethynyl-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SUN-WOO PARK1, JONG-WOOK PARK1,*
1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Youngin, Gyeonggi, 17104, Republic of Korea

The

activated

polymerization

of

2-ethynylpyridine

by

using

2-thio-

phenecarbonyl chloride yielded the corresponding conjugated ionic polymer,
poly[2-ethynyl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PETCPC). The polymerization proceeded well to give high yield of polymer without any additional initiator or catalyst. The instrumental analysis data on polymer structure indicated that the present ionic polymer have a conjugated polymer
backbone

system

having

N-(2-thiophenecarbonyl)pyridinium

chloride

as

substituents. The photoluminescence maximum peak of PETCPC was located
at 573 nm, which corresponds to the photon energy of 2.16 eV. The aromatic functional substituents in the conjugated backbone system shift PL
maximum values because it makes different molecule arrangement. The cyclovoltamograms of PETCPC exhibited the electrochemically stable window at
1.24 to 1.80 V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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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8

α-Methylbenzyl dipropargylamine의 사이클로 중합에 의해
제조 된 Poly(α- methylbenzyl dipropargylamine)의
전기 화학적 특성
심연희,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oly(α- 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Prepared by the Cyclopolymerization of α
-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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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oly(a-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was studied by cyclic voltametry. Poly(a-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was
prepared by the cyclopolymerization of a-methylbenzyl dipropargylamine in
high yield. The photoluminescence peaks of the present polymer was observed at 443nm corresponding to the photon energy of 2.80 eV. The cyclovoltamograms of the polymer exhibited the irreversible electrochemical behaviors between the doping and undoping peaks. It was found that the kinetics of the redox process of poly(MBDA) might be mainly controlled by
the electron transfer process from the experiment of the oxidation current
density of poly(MBDA) versus the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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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39

치환기를 갖는 fluoranthene 유도체의 전자 발광 특성
심연희,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Electroluminescence properties of fluoranthene derivatives
with sub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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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0-triphenylfluoranthene [TP-F], 7,10-diphenyl-8-p-tolylfluoranthene [DPT-F]
and 7,10-diphenyl-8-p-cyanophenlyfluoranthene [DPC-F] were synthesized by
using the Knoevenagel condensation and Diels–Alder addition. Multilayered EL
devices were fabricated using these materials as non-doped blue emitting
layers. DPT-F device including a methyl group has better thermal properties, a
better luminance efficiency, a lower operating voltage, and a higher power efficiency than the TP-F device. TP-F showed skyblue CIE value of (0.192, 0.269)
and 3.27cd/A at 10mA/cm2. DPT-F also showed sky-blue CIE value of (0.185,
0.252) and 2.31cd/A at 10mA/cm2.

- 109 -

포스터 발표 MP-40

형광 발광 재료를 이용한 고효율 백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박선우1, 박종욱1,*
1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A highly efficient whit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using
a fluorescent light emitting material
SUN-WOO PARK1, JONG-WOOK PARK1,*
1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Youngin, Gyeonggi, 17104, Republic of Korea

New type of White-Light Emitting Diode (WOLED) that emits three primary
colors of red, green and blue has been demonstrated. WOLED is properly
laid out with emitting layers so that all three wavelengths of light can be
emitted by using fit energy level, and the organic functional layer named
white balanced layer (WBL) is introduced. As for the material used as WBL,
the experiment used NPB that has electron blocking effect with its large
LUMO value. The color purity of such WOLED can be easily adjusted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electron carriers injected into light
emitting layer. In this of study, color coordinate was (0.341, 0.424) and light
emitting efficiency was 16.5 cd/A at current density 10 mA/cm2, so the
WOLED demonstrated highly efficient characteristics of over commerci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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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1

poly(2-ethylbenzyl alchool)의 전이 금속 촉매와
광학 특성을 이용한 중합
정진욱1, 박종욱1*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1

Polymerization with Transition Metal Catalysts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2-ethynylbenzyl alcohol)
Jinwook Jeong1, Jongwook Park1*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1
The present polymer have a conjugated polymer backbone system with
the designed substituents. The photoluminescence peak of polymer was
observed at 525nm, which is corresponded to the photon energy of 2.36 eV
and the band gap of poly(EBA) was 2.38 eV. The cyclovoltamograms of the
polymer exhibited the irreversible electrochemical behaviors. It was found
that the kinetics of the redox process of this conjugated polymer might be
mainly controlled by the diffusion process from the experiment of the
oxidation current density of polymer versus the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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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2

Poly(phenylacetylene)의 화학적 광학적 특징
정진욱1, 박종욱1*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1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phenylacetylene)
Jinwook Jeong1, Jongwook Park1*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1
The instrumental analysis data on the polymer structure revealed that the
poly(PA) have the conjugated polyene backbone structure with phenyl
substituents. The band gap energy of poly(PA) was estimated to be 2.51 eV
and

the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poly(PA)

showed

that

the

photoluminescence peak is located at 439 nm, corresponding to a photon
energy of 2.82 eV. The cyclovoltamograms of poly(PA) exhibited that the
irreversible oxidation and reduction were occurred at 0.38V and 0.93 V,
respectively (vs Ag=AgNO3). The redox current value gradually increased as
the scan rat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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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3

Poly(alkylated indenopyrazine)와 Alkylated Spirofluorene
Moiety와의 copolymer의 전기화학적 특성
장지윤1, 박종욱1*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oly(alkylated indenopyrazine)
and Its Copolymer with an Alkylated Spirofluorene Moiety
Jiyoon Jang1, Jongwook Park1*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 1
We have synthesized new alkylated indenopyrazine homopolymer and its
copolymer

having

an

alkylated

spirofluorene

moiety.

Poly(6,6,12,12-

(Tetra-2-ethylhexyl)-6,12-Dihydrodiindeno[1,2-b:1,2-e]pyrazine-2,8-diyl)

[PEHIP]

and Poly(6,6,12,12-(tetra-2-ethylhexyl)-6,12-dihydrodiindeno[1,2-b:1,2-e]pyrazineco-20,30,60,70-tertrakis-octyloxy-9-spirofluorene) [PEHIPSF] were polymerized
by using Yamamoto reaction. PEHIP and PEHIPSF showed the PL maximum
values of 470 nm and 454 nm in PL spectra. The PEHIPSF was fabricated
into an EL device and it exhibited the EL maximum value of 46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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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4

Poly(2-ethynyl-N-glycidylpyridinium bromide)의 합성 및
Luminescent 특성
장지윤1, 박종욱1*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Synthesis and Luminescent Properties of
Poly(2-ethynyl-N-glycidylpyridinium bromide)
Jiyoon Jang1, Jongwook Park1*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1
An ionic polyacetylene with the pendent N-glycidylpyridinium bromide,
poly(2-ethynyl-N-glycidylpyridinium bromide), was synthesized in 91% yield
by the activated polymerization of 2-ethynylpyridine with epibromohydrin
without

any

additional

catalyst

or

catalyst.

This

polymer

exhibited

characteristic UV-visible absorption band at 515nm and yellow PL spectrum
at

598nm

corresponding

to

the

photon

energy

of

2.07

eV.

The

cyclovoltamograms of polymer exhibited the electrochemically stable window
in the region of 1.41.8V and the redox current value gradually increased as
the scan rate increased. The kinetics of the redox process of polymer was
found to be well-controlled by the reactant diffusion process from the
experiment of the oxidation current density of PEGPB versus the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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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5

에틸 카바졸 모이어티를 기반으로한 홀 수송 물질의 합성과
전기 광학적 특성 연구
조아름,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Synthesis of New Hole-Transporting Materials with
Ethyl-Carbazol Moiety
Areum Cho,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17104)
We synthesized new hole-transporting material, N,N'-diethyl-3,3'-bicarbazyl
(E-Cvz-2), 9,9'-diethyl-6-(9-ethyl-carbazol-3-yl)-3,3'-bicarbazole (E-Cvz-3), 6-(9,9'diethyl-3,3'-bicarbazol-6-yl)-9,9'-diethyl-3,3'-bicarbazole (E-Cvz-4A) and 9-ethyl-6-(9-ethyl-3,9'-bicarbazol-6-yl)-3,9'-bicarbazole (E-Cvz-4B).
EL luminance efficiencies of E-Cvz-2, E-Cvz-3, E-Cvz-4A and E-Cvz-4B devices were found to be 4.77, 5.68, 4.27 and 4.64 cd/A, respectively, when
synthesized materials are using as a HTL material. The luminance efficiency
of E-Cvz-3 is 25% higher than that of NPB, a commercialized HTL material
used as a referenc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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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46

Bulky Side Group을 갖는 안트라센 유도체 기반의
고효율 청색 발광 재료의 합성과 전기 광학적 특성
조아름, 박종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Highly Efficient Blue-Light-Emitting Materials Based on
Anthracene Derivatives with Bulky Side Groups
Areum Cho, Jongwook Park*
Department of Chemistry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7104)
Three new asymmetric light emitting organic compounds were synthesized
with diphenylamine or triphenylamine side groups; 10-(3,5-diphenylphenyl)N,N-diphenylanthracen-9-amine (MADa), 4-(10-(3,5-diphenylphenyl)anthracen9-yl)-N,N-diphenylaniline

(MATa),

and

4-(10-(30,50-diphenylbiphenyl-4-yl)

anthracen-9-yl)-N,N-diphenylaniline (TATa). MATa and TATa had a PLmax at
463 nm in the blue

region, and MADa had a PLmax at 498 nm.

The EL efficiency and color coordinate values (respectively) were 10.3 cd/A
and (0.199, 0.152; bluish-green) for the MADa device, 4.67 cd/A and (0.151,
0.177) for the MATa device, and 6.07 cd/A and (0.149, 0.177) for the TATa
device.
The TATa device had a high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of 6.19%,
and its luminance and power efficiencies and life-time were more than twice
those of the MAD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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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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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접촉기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SO2 선택적인 제거
박형진1,3, 주상현1,3, 정대헌1, Umair Hassan Bhatti1,2, 이기봉3*, 백일현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실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2,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3

Selective removal of SO2 from ship exhaust gas stream
using membrane contactor
Hyung Jin Park1, Sang hyun joo1,3, Dae heon j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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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mbrane contactor technique is proposed to selectively remove the
SO2 gas from the ship exhaust gas. Membrane contactor system operates
with two independent streams of liquid and gaseous phase, with a large
contact area between the streams, resulting in high mass transfer coefficient
values. In this study, hydrophobic polypropylene substrate was used to
greatly minimize the wetting of the membranes. The performance of three
absorbents -distilled water, NaOH, and Na2SO3 aqueous solution-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SO2 removal efficiency within a specific range of different parameters (gas flow rate, absorbent molarities, liquid flow rate, L/G ratio). Finally, optimum operating parameters for a high SO2 removal efficiency
were suggested; and the overall mass transfer coefficient and HTU values
were examined.

- 118 -

포스터 발표 MP-49

조류 제거를 위한 전처리 분리막 공정에서
유기막 재질에 따른 투수성 평가
박철1, 김푸름2, 성자영2, 김지훈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2

Evaluation of permeability according to material of
organic membrane in pretreatment membrane process
for algae removal
Cheol Park1, Pooreum Kim2, Jayeong Seong2, Jihoon Kim2*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1,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ater Resources2
본 실험에서는 실제 원수와 모사 원수를 이용하여 유기막(PES, PVDF 및
PTFE)을 이용하여 재질에 따른 막오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수를
운전압력 1kgf/cm2로 여과하였다. 재질별 소요된 여과 시간은 약 5분, 약 13분,
약 17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모사 원수 실험을 진행하였고, 원수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Jucker 와 Clark(1994)에 따르면 소수성 재질의 막이
유기물 흡착에 의한 Flux 감소가 크다고 보고하였고, 본 실험에서도 소수성 재
질의 막이 높은 Flux 감소율을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막 재질 특성이 조
류 유입에 따른 Flux 감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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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의 비율에 따른
알칼라인 수전해용 분리막 특성 연구
김지은1,2, 조현석1, 김상경1, 김창희1, 이기봉2*, 조원철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rane for the
Alkaline Water Electrolysis on the ratio of Nano Particles
Ji Eun Kim1, Hyun Seok Cho, Sang-kyung Kim, Chang-hee Kim,
Ki Bong Lee2*, Won Chul Cho1*
Hydrogen Laborator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aejeon, Republic
of Korea1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2
알칼라인 수전해 공정에 사용되는 복합 분리막은 고분자와 나노 세라믹 입자
로 구성되며 기계적 안정성과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노 세라믹 입자는 알칼라인 용액 내 수산화이온(OH-)의 전도성을 높인다고 보
고되어 왔으나 세라믹 입자의 비율에 따른 OH-의 관계와 효과의 이해가 미흡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물성 측정(버블포인트, 이온 저항 등)을 통하
여 분리막 성능에 입자의 비율이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연구하였다. 입자의 비
율이 증가하면 이온 저항은 감소하며, 높은 버블포인트를 유지한다. 이는 분리
막 내의 OH-증가로 이온 저항이 낮아지며, 입자의 밀집한 배열이 버블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율의 증가에 따라 OH-상호 작용으로 높은
전도성과 안정성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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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교환막의 양면패터닝을 통한 고성능
연료전지 구현
장세근1*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1*

Dual-side Patterned Anion Exchange Membrane
for High Performance Fuel Cell
Segeun Jang1*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1*
고체 알칼리 연료전지에서는 작동 시 물이 생성되어 water flooding 현상이
나타나는 산화극과 반대로 물이 소진되어 water drying 현상이 나타나는 환원
극과의 water balance 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용막
(Fuma tech)을 사용하여 막의 양면에 solvent assisted lithography를 통해 서로
엇갈린 라인 패턴을 형성하였다. 양면 패터닝을 통해 오믹저항의 감소와 함께
water back-diffusion을 향상시켰으며, 넓어진 계면에 의해 산화극의 mass
transport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환원극에서는 넓어진 계면에 의해 촉매
의 활용률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 1.0 Wcm-2 라는 고성능
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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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투를 위한 폴리에틸렌이민 기반 유도용질 제조
이혜진1, 최진일2, 권세이1, 김인철1*,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분리막연구센터1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2

Synthesis of new draw solute based on
polyethyleneimine for forward osmosis
Hye-Jin Lee1, Jin-Il Choi2, Se-I Kwon1, In-Chul Kim1*
Advanced Green Chemical Materials Division Center for Membran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1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Center for Small & Mdeium
Enterprises Sup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2
물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정삼투 공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삼투는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
하며 낮은 비용, 낮은 에너지 소비량, 낮은 막오염의 장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유도용
질,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도용질,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유도
용질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
자량 약 800의 폴리에틸렌이민을 카복실산 금속염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PEI800-K을 합성하였다. 이를 유도용질로서 성능평가를 진행
하여 다른 유도용액과 비교실험을 수행하고, 정삼투 후 유도용질의 회수를 위해
나노여과를 사용하였다.

- 122 -

포스터 발표 MP-53

대청호 남조류 원수를 이용한
Silicon carbide 평막의 최적 운전조건 도출
김푸름1, 김병택2, 이경일2, 이승재1, 김지훈1*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1, 지앤씨엔지니어링(주)2

Determination of optimum operating condition of Silicon
carbide flat type membrane using Daecheongho blue-green
algae raw water
Pooreum Kim1, Byungtaek Kim2, Kyungil Lee2, Seungjae Lee1, Jihoon Kim1*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ater Resources1,
G&C Engineering Co., Ltd.2
본 실험에서는 대청호에서 발생한 남조류를 대상으로 SiC(Silicon carbide) 평막
의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수 농도에 따른 투과플럭
스, 응집제 주입 조건, Air scrubbing 조건, 역세척(Backwashing) 유량 및 시간,
여과 및 역세척 시간, 응집제 종류 및 주입 농도 등에 대해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특히, 저농도의 응집제 주입에도 음전하를 띄
는 조류 입자들과 전기적으로 중화를 일으켜서 생성된 미세 플럭들이 SiC 평막
의 막표면에서 투수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설계인자
로 제작한 Pilot Plant를 조류 제거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입니다.

- 123 -

포스터 발표 MP-54

조류 농축을 위한 SiC 침지형 세라믹막의 운전 특성
김푸름1, 김병택2, 이경일2, 이승재1, 김지훈1*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1, 지앤씨엔지니어링(주)2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submerged Ceramic Membrane
for Algae Thickening
Pooreum Kim1, Byungtaek Kim2, Kyungil Lee2, Seungjae Lee1, Jihoon Kim1*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ater Resources1, G&C
Engineering Co.,Ltd.2
본 실험에서는 조류 제거 및 농축을 위해 Silicon Carbide(SiC) 재질의 침지형
세라믹막을 적용하여 운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SiC 세라믹막은 막표면이
음전하를 띄어 음전하를 띄는 조류 제거에 적용이 가능하고 고유량으로 역세척
(Backwashing)을 할 수 있어 고농도의 조류 농축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역세
척 유량과 역세척 시간, 역세척수 수온, 역세척수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 유
무, 여과/역세시 air scrubbing 유량에 따라 역세척 효율을 평가하였으며 Jar
test를 통해 선정한 농도로 응집제 주입 유무에 따라 운전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세라믹막과 유기막의 운전 특성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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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라인 연료전지용 과불소계 음이온교환막의
우수한 면 저항특성
황진표,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Perfluorinat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excellent
area resistance for alkaline fuel cell
Jin Pyo Hwang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Republic of
Korea
Anion exchange membrane (AEM) with fixed charged cationic groups can
selectively transport anionic molecules such as hydroxide anions. The AEM
material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water electrolysis, and reverse electrodialysis
and electrodialysis. Commercially available AEM materials show high electrochemical resistance owing to their chemical architectural features leading to
less separated hydrocarbon morphologies. Very low solubility to casting solvents and weak chemical durability to alkaline atmosphere of the AEM materials also makes it difficult to make thin and tough AEM membranes. In
this study, AEM materials composed of perfluorinated architectures with improved chemical durability and intrinsically well separated morphologies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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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법이 분리막 기반의 슬러지 탈수효율에 미치는 영향
김우정, 김종혁, 권영남*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The effect of freezing
on filter-based sludge dewatering efficiency
Kim Woojeong. Kim Jonghyeok. Kwon Young-Nam*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본 연구는 냉동전처리 기술이 분리막 기반의 슬러지 탈수공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다. 냉동법은 응집법이나 원심분리법과는 달리, 슬러지 Cell lysis를 통해 Cell의 체액을 유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ell lysis 이후 슬러
지를 정밀여과법으로 분리하여 슬러지 탈수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냉동
전처리로 인해 슬러지의 모세관 흡입시간과 여과소요시간이 약 13배 증가함으
로써 슬러지 탈수효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슬러지로부터 방출된 유기물에 의한
슬러지 케이크 형성과 작은 슬러지 입자에 의한 세공차단현상에 의한 것이다.
적절한 공극 크기 및 슬러지 흡착에 내성을 갖는 분리막의 개발이 이루어 진다
면, 냉동전처리와 분리막 공정의 혼성화기술은 슬러지 탈수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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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전기분해에서의 낮은 에너지 소비를 위한 높은 성능 및
내구성을 가지는 이중층 막 개발
오창훈, 황진표, 박인기, 이창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31116

Development of double layered membrane with high
performance and durability for low energy consumption in
saline water electrolysis
Chang Hoon Oh, Jin Pyo Hwang, InKee Park and Chang Hyun Lee*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31116
Chlor-alkali (CA) membranes as key materials to generate chlorine gas and
sodium hydroxide are composed of sulfonic acid layer (S-layer) and carboxylic acid layer (C-layer) to provide fast sodium ion transport and slow hydroxide ion diffusion, respectively. Aciplex F, a representative CA membrane
is made in a double layer form via thermal adhesion of both layers after
each single layer film is independently fabricated. Unfortunately, the membrane fabrication induces delamination particularly in their interface as a result of hydroxide ion diffusion occurring during CA operation, leading to
rapid increase in electrochemical overpotential. In this study, selective chemical conversion technique was developed to solve the delamination issue.
Their effectiveness was proved by applying the same concept to a wide
range of PFSA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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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O 전처리 공정에서의 조류 부산물
평가 및 영향 분석
임지훈1, 홍승관1*
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서울, 대한민국

Characterization and impact of AB-forming species on
SWRO pre-treatment process
Jihun Lim1, Seungkwan Hong1*
1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lthough SWRO treatment shows high performance, a major problem as-

sociated with the biological growth of algal blooms (AB) still exists in many
areas.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applications of pretreatment for the
removal of AB-forming species in seawater and identified limitations to
highlight future research areas. In addition, we evaluated pretreatment techniques such as meshed tube bio-filtration (MTBF) and UV oxidation, with the
aim of marine algal cells and marine algal organic matter (AOM) removal,
respectively. Vital indicators for ABs quantification, effects of the AB-forming
species’ properties (size/shape, cell rigidity and toxicity/mobility) on treatment, and potential problems during AB-forming species removal were also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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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59

UV/Ozone 그래프트 중합을 이용한
표면 고착형 기체분리막 제조
성훈모1, 이장용1, 문수영1,, 김정훈1,, 장봉준1*
한국화학연구원1

Surface attached polysulfone gas separation membrane via
UV/Ozone graft polymerization
Hoon-Moh Seong1, Jang-Yong Lee2, Su-Young Moon1,
Jeong-Hoon Kim1, Bong-Jun Chang1,*
KRI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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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filtration membrane with 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methacrylate) (PEGMA) possessing CO2 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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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ath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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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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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0

구형 비드를 이용한 사인파형 연속 운전모드
김은수, 김재효,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Sinusoidal Flux Continuous Operation Mode
Using Spherical Beads
Eunsoo Kim, Jaehyo Kim and Kun Yong Chung*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BR(membrane bioreactor)공정은 운전시간이 지날수록 막 오염이 진행되면
서 막간차압(TMP, transmembrane pressure)이 증가하고 결국 여과 성능이 감소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오염 제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개발,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막 오염을 제어하기 위하여
MBR 하부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구형 비드와 역
세척(backwashing)이 가능한 평막을 이용하여 사인파형 연속 투과운전(SFCO)방
식에 따른 막간차압을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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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1

막증발 공정에서 운영 조건에 따른 막오염 및 막젖음 분석
임주완, 박정원, 민소진, 이호성, 손광표, 채도원, 박병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Analysis of membrane fouling and wetting depending on
operating conditions in a membrane distillation process
Joowan Lim, Jeongwon Park, Sojin Min, Hosung Lee, Kwang Pyo Son,
Dowon Chae, Pyung-Kyu Par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막증발 (Membrane Distillation, MD) 기술은 역삼투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발
생하는 농축수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차세
대 담수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MD 공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막의 오염 (Fouling) 및 젖음 (Wetting) 현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 현상들은,
해수 속에 존재하는 성분, 막의 종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 조건 등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오염과 막젖음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 살펴보기 위해, MD 공정 운영 조건을 변화시키며 막투수도 및 여과저항,
처리수 전도도 등을 측정하고, SEM-EDX, LEP (Liquid Entry Pressure) 등을 이용
하여 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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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2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 처리수 내
암모니아성 질소 분리를 위한 정삼투 여과막의 적용
권대은, 김정환*
환경공학과, 인하대학교
*jeonghwankim@inha.ac.kr, 82-32-860-7502

The Using of Forward Osmosis Membrane to Rejection of
Ammonia nitrogen from Anaerobic Fluidized bed Bioreactor
effluent
Dae-eun Kwon, Jeonghwa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jeonghwankim@inha.ac.kr, 82-32-860-7502
정삼투 여과막(FO) 기술 분야는 해수 담수화에서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하폐수 처리 분야의 적용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FO 기술은 비 다공성 특성막과 각 용액 사이의 삼투압 차이를 이용하여 원
폐수로부터 수분을 비롯하여, 질소-인과 같은 이온성 물질까지 분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 막을 혐기성 유동상 미생물반응기(AFBR)를 통해 처리된 처리
수 내 존재하는 질소(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유도
용액(Draw Solution, DS)의 종류(NaCl, CaCl2, Na2CO3)에 따라 투과량은 NaCl,
CaCl2, Na2CO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암모니아성 질소의 배제율은 각각
42.25%, 78.83%, 70.3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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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3

가압식 한외여과 수처리에서 정속/정량 여과 방식에
따른 파울링 거동 관찰
장호석, 김정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Investigation of fouling behavior depend on the filtration
mode in pressurized UF water treatment
Hoseok Jang. Jeonghwa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eonghwankim@inha.ac.kr, 032-860-7502
합성 지표수 용액을 가압식 한외여과 시스템을 통하여 100 L/m2/h

정속 및

0.15bar 정압 조건에서 전량 여과하였다. 공극 크기 0.05μm의 중공사막으로 구
성된 가압식 모듈을 통해 실리카(SiO2) 입자 50, 10, 2 mg/L와 알긴산 나트륨
(SA) 10, 2, 0.4 mg/L가 혼합된 용액을 여과하였다. 여과 공정은 30분 여과 후
30초 역세와 30초 정세의 주기적 물리 세정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높은 농도 조건에서 정속 / 정압 여과조건에 따른 파울링 거동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낮은 농도 조건에서는 정속 여과가 정압 여과에 비해 파울링 속
도가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모델링 결과 이는 정속 여과에서 막간 차압 증가
에 의한 케이크 층 압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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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4

폐수처리 MBR에서 Ca 막오염 시 화학세정을 통한 세정효율
최적화
김병석, 박민수, 김진호*
(주)에코니티 기술연구소*

A study on optimization of chemical cleaning effect
for treating Calcium fouling on membrane bioreactor
in wastewater
Byung-Seok Kim1, Min-Su Park2, Jin-Ho Kim3*
R&D Center in ECONITY*
하⋅폐수처리 MBR 공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 오염물에 따른 멤브레인 회
복률 저하를 자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화학세정 시 막오염 물질 제거에
필요한 약품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폐수 성상의
MBR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Ca 막오염에 대해서 다양한 세정약품 적용을 통
한 멤브레인의 회복률 증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K 폐수처
리시설에서 1년간 운영한 (주)에코니티의 분리막을 샘플링하여 투과도 측정 및
막표면 분석 후 막오염 물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 화학
약품의 적용실험을 통하여 최적약품 도출 및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감 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과제번호 : 2016002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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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5

실규모 MBR 현장에서 슬러지 여과능에 대한
Colloid 성분의 영향 평가
이슬기, 김경일, 박민수, 김진호*
(주)에코니티*

Evaluation of the effect of colloid component on sludge
filtration ability in MBR field in actual size
Seulki Lee, Kyongil Kim, minsoo Park, Jinho Kim*
Econity Co. Ltd.
분리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MBR)은 과다한 에너지 사용, 제품의 높
은 단가 등이 단점으로 지목되었으나, 제품 및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R 공정의 운영시 발생되는 대부분의 막 오염은
슬러지 특성에 따른 유기물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슬러지 여과능
과 TMP 증가 기울기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BR 공정에서 분
리막의 막오염 제어를 위해 슬러지 여과능은 중요한 관리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 여과능에 대해 colloid 물질, 특히 EPS 와 SMP 유분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 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과제번호 : 2016002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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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6

DCMD 중공사막 모듈의 운전방식에 따른 열교환 모의
신현준, 이창규
주식회사 알이디

Thermal Exchange Simulation for DCMD Hollow Fiber
Single Module according to Operation Types
Shin Hyunjun, Lee Changkyu
R.E.D Incorporation
중공사 MD 모듈은 DCMD(Direct Contact Membrane Distillation) 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효율저하가 발생하는 이유로 주로 VMD(Vacuum Membrane
Distillation) 방식으로 운전되었다. DCMD의 경우 고장을 줄일 수 있으며, 진공
펌프와 TVC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선호
되는 방식이다.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으로 멀티모듈의 다양
한 배열을 고려하기 위한 모듈 분석을 선행하였다. 이전연구를 통해 개발한 중
공사막을 이용하여 모듈을 CFD 분석을 하여 운전방식(내외압, 병류 및 향류)에
따라 온도 및 유량조건별로 분석하였다. 이후 최적 운전방식을 기반으로 열교환
효율에 적합한 모듈 배치를 모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IFIPC146666-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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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7

역삼투용 나노복합막의 스케일업 제조를 위한
스프레이 선증착법
이태훈, 박호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Spray-assisted nanofiller pre-deposition
for the facile scale-up preparation of
polyamide thin-film nanocomposite membranes
Tae Hoon Lee and Ho Bum Park*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in-film nanocomposite membranes (TFNs) have paved the way
to develop high-performance reverse osmosis (RO) membranes, scale-up
production of TFNs is still challenging issue. Herein, we introduced a novel
preparation method for TFNs using spray-assisted nanofiller pre-deposition
(Spray method) to circumvent the limitations in conventional method. The
precise control of nanofiller (ZIF-8) loading was possible by simply varying
the spraying ZIF-8 concentration. Most importantly, TFNs prepared by both
Spray and conventional method showed similar RO performances, while
Spray method only requires ~100 times minimized amount of ZIF-8 with an
unprecedentedly short deposition time (< 1 min) ever reported. Our results
revealed that Spray method would be promising for the scale-up of TFNs in
terms of cost, time, and control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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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68

막해체를 통한 정수처리 공정에서 나노여과 막오염물질 분석
박대선, 김효전,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

Investigation of foulants by autopsy of nanofiltration
membranes used in water treatment
Daeseon Park, Hyojeon Kim, Seoktae K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분리막 공정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막오염 원인물질의 파악과 전처리
단계에서의 제어가 필요하며, 막해체를 통한 막오염 물질의 특성 분석은 막오염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1.7 m3/day 규모의 파일럿 나
노여과막을 약 60일 동안 운전 후 해체하여 막오염 특성을 평가하였다. 막오염
물질의 대부분(69.7±1.5wt.%)은 미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0.5 K Da) 유기물
질로 밝혀졌다. 무기 막오염 물질은 알루미늄이 대부분(60% 이상)을 차지하였으
며, 이는 정수처리 공정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잔류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나노여과막 장기운전을 위해서는, 미생물에 의한 막오
염 저감 방안과 잔류 응집제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138 -

포스터 발표 MP-69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손상된 RO membrane의
PEI/PSSA 코팅을 통한 막의 복원 연구
윤원섭, 임지원*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Regeneration investigation of membrane through PEI/PSSA
coating of RO membranes damaged
by sodium hypochlorite
Won Sub Yoon. Ji Won Rhim*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노출시켜 손상된 RO membrane을
PSSA/PEI 용액으로 코팅하여 투과성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팅에
사용된 고분자로는 PEI(Polyethyleneimine) 와 PSSA(Polystyrene sulfonic acid)을
사용하였으며, 막은 3,450ppm의 차아염소산에 용액에 노출시켜 손상시켰다.
PSSA와 PEI의 농도, 코팅시간, 이온세기를 달리하여 NaCl 100 ppm에서 투과성
능을 비교하였다. 코팅을 통한 막의 투과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제거율이 약
15%정도의 회복률을 보였다. 또한 SEM 분석을 통해 차아염소산에 손상 전과
후 그리고 코팅된 막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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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0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이온교환막의 두께에 따른
탈착 효과 연구
박철오, 임지원*
한남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34054)

A Study on the Desorption Effect of Ion Exchange
Membrane Thickness i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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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공정에서의 이온교환막의 두께와 탈착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APSf/SPEEK 양, 음이온교환고분자를 합성
하여 시판되는 탄소전극에 직접 캐스팅하여 이온교환막이 결합된 탄소전극을
제조하였다. 양, 음이온교환고분자를 캐스팅 하지 않은 것, 1회 캐스팅, 2회 캐
스팅한 것으로 탈착시험을 하였다. 탈착 조건은 –0.1, -0.3, -0.5, -1.0 V로 하였
으며 100 mg/L의 NaCl 수용액을 공급액으로 하여 완전 흡착을 한 다음 증류수
로 공급액을 변경하여 완전탈착이 될 때 까지 관찰 하였다. 이온교환막의 두께
가 두꺼워질수록 완전탈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높은 전위의 탈착 전
압에서는 막의 두께가 탈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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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삼투압식(1908)을 개량한 고농축 용액의 삼투압 예측
장호남1,2*, 선미향1, 최경록2, 정권수3
랩투마켓1*, 카이스트2, 엘지화학3

Osmotic Pressures of Highly Concentrated Solutions:
A Modified Estimation of GN Lewis equation of 1908
Ho Nam Chang1,2*, Mi Hyang Seon1, Kyung Rok Choi2, Kwon Su Jung3
LAB TO MARKET1*, KAIST2, LG Chemicals3
Water resources are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for all living things on
the earth to grow and reproduce, and sustain agricultural, industrial,
household, recreational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Since 97% of these
water resources is a seawater, desalination is a practical choice of many
water-poor countries. Currently MSF (multistage flash evaporation) and RO
(reverse osmosis) that need 25 kWh and 4kWh per m3 of fresh water
although thermal methods need 718kWh and pressure based-RO 1kWh.
This work focuses on how to estimate highest osmotic pressure of many
aqueous saturated solutions such as NaCl and fuel ethanol that reaches
343.07 bars of 26.47%, over 5000 bars, respectively. This work shows that
Lewis equation (1908) fits within 10% of OLI pressure and the modified
estimation of Chang (1983) within 1%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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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막 하수재이용공정의 유기성 막오염물질 규명
김효전, 박대선, 강석태*
한국과학기술원*

Investigation of organic foulants during Wastewater Reuse
by Reverse Osmosis Membrane processes
Hyojeon Kim, Daeseon Park, Seoktae K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유출수의 유기물 성상을 제어하기 위해 서로 다른 흡
착제를 적용하여 역삼투막의 막오염 경향성을 관찰하였다. 실험실 규모에서 역
삼투막 운전결과, 다중벽탄소나노튜브 (5%), 팽창흑연 (21%), 하수처리유출수
(25%), 활성탄 (26%) 순서로 초기대비 투과수량이 감소하였다. 형성된 막오염
물질의 FEEM 분석결과, 활성탄의 경우 팽창흑연, 다중벽탄소나노튜브, 하수처리
유출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미생물유래물질에 의한 막오염이 존재하였다. 더 나
아가, 분자량 분석 결과를 통해 고분자 미생물유래물질(>15K Da)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수재이용공정에서 고분자 미생물유래물질이 역
삼투막 효율저하의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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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기술에서 활성탄의 전처리 영향
정현준1, 정한라1, 홍승관1*
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Effects of pre-treatment of activated carbon in
flow-electrodes in FCDI process
HyunJun Chung1, Hanra Jeong 1, Seungkwan Hong1*
1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Capacitive deionization (CDI) process is an emerging process for water

desalina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major development of architectures
in

CDI

cells

using

carbon

flow

electrodes

with

membrane,

called

flow-electrode capacitive deionization (FCDI). In FCDI, the advantage is
continuous desalination due to the carbon flow electrodes. Numerous
research groups dedicated to develop the FCDI process, however, a clear
pre-treatment of carbon flow electrodes was not suggested. Study herein,
present a clear understanding of effects of pre-treatment of activated carbon
based on sonication in the carbon flow electrodes for the basics results with
respect to adsorp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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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MP-74

단일 양이온성 이미다졸륨, 포스포늄 및 암모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친수성 이온성액체의
정삼투용 유도용질로서의 가능성
Hana Gebreegziabher Zeweldi1, Lawrence A. Limjuco1, Anelyn P. Bendoy1,
김한승2, 박명준3, 손호경3, 정욱진1, Grace M. Nisola1*
1
에너지환경융합기술센터(E2FTC), 에너지융합공학과(DEST), 명지대학교
2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지대학교
3
Environmental Center for Technology in Water and Wastewater,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MSW 2007, Australia

The potential of monocationic imidazolium-, phosphonium-,
and ammonium-based hydrophilic ionic liquids as draw
solutes for forward osmosis
Hana Gebreegziabher Zeweldi1, Lawrence A. Limjuco1, Anelyn P. Bendoy1,
Hanseung Kim2, Myoung Jun Park3, Ho Kyong Shon3, Wook-Jin Chung1,
Grace M. Nisola1*
1
Energy and Environment Fusion Technology Center (E2FTC),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DEST), Myong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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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W 2007, Australia.
Forward osmosis (FO)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for seawater desalination. Despite the progress in membrane
technology, draw solutions are still limited in terms of its reusability thereby
hampering its economic viability. Hydrophilic ILs can be easily dissolved in
water to constitute a DS. ILs are environmentally benign due to their high
thermal stability and negligible vapor pressure. Hydrophilic ILs can be easily
dissolved in water to constitute a DS. ILs are environmentally benign due to
their high thermal stability and negligible vapor pressure.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6R1A2B1009221 and 2017R1A2B2002109) and
Ministry of Education (2009-0093816 and 22A20130012051(BK21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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