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막학회
제28회 하계 Workshop 참가신청서

2020 한국막학회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2020 MSK ANNUAL SUMMER CONFERENCE & WORKSHOP

참가신청 안내

2020.8.20.~22.(목~토)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 신청방법	

2020. 8. 20. ~ 22. (목~토)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등록비 납입과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msk@membrane.or.kr) 또는 팩스(02-3443-5528) 신청

성 명
신
청
인

제28회 한국막학회

⁂ 등록비

소 속

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정회원

55만 원

60만 원

휴대전화

학생회원

30만 원

E-mail

가족 참가시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

35만 원
15만 원 추가

⁂ 납부방법

본인

① 온라인 계좌 납부(예금주 : 한국막학회) 1006-401-389748(우리은행)
② 카드결제 홈페이지(www.membrane.or.kr)

동반
가족

⁂ 신청마감

▶ 숙박일자 표시 : 8/20

2020년 8월 10일(월)까지

8/21

▶ 납입금액 : 등록비 550,000원

① 예약 객실 수가 한정되어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 마감(8/10) 이후에는 등록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300,000원

* 등록비 55만 원(객실 25평형)

▶ 주민등록번호는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필수 사항이오니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4인

기준)이 참가하는 회원은 등록비 외에 150,000원을 추가하시면 가족
전용 콘도(25평형) 1실 사용 및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족(4인 기준) 현장 등록비
는 200,000원입니다.

▶ 참가비 납입일자 : 2020년

• 8/20~22 세미나장 : 레인보우(그린피아콘도 1층)

• 8/22 점심식사 : 더 샬레(드레곤밸리호텔 1층)

월

일

은행 / 카드결제 : www.membrane.or.kr (홈페이지)

⁂ 주변 관광지 안내
•삼
 양대관령목장 : 동양에서 가장 큰 목장으로 TV 드라마 ‘가을동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 8/21~22 아침식사 : 더 샬레(드레곤밸리호텔 1층)

▶ 현장등록

시 추가부담이 있으니 마감일 전에 사전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납입은행 :

행사장 안내

• 8/20 저녁식사 : 그랜드볼룸(그린피아콘도1층)

▶ 학생

참가자의 경우 단독 참가시 25평형 콘도(4인1실)에 배정됩니다.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주민번호
이용목적 : 제28회 하계 Workshop (본인확인 및 행사진행관련 업무)

신청인(동반 가족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오대산국립공원(월정사/상원사) :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 대표적
유물로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이 있음
•허
 균 · 허난설헌 기념관 : 허균과 허난설헌의 문학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기념관
•환
 선굴 : 동양 최대의 석회암 동굴로 다양한 모양의 종류석, 석순, 석주를
관람할 수 있음

2020.
신청인 :

.

•이
 승복기념관 / 허브나라농원 / 한국앵무새학교

.
(인)

2020

하계 WORKSHOP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시대의 분리막
2020. 8. 20. ~ 22.(목~토)
장 소 |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온라인 학술대회 웹페이지
주 최 | (사)한국막학회
후 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시대의 분리막
한국막학회 하계 Workshop 프로그램

초대의 글
시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구 용산리 130)

프로그램
8월 20일(목)

13:30~14:00

등

사회 :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14:00~14:30

개 회 사 홍영택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눈이 부시게 푸르른 여름날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즈음 건강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좌장 : 이용수 교수 (한양대학교)
14:30~14:50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의 극복과제
김정섭 단장 (대구광역시 취수원이전추진단)

14:50~15:10

임실정수장 막여과 공정의 도입과 운영현황
변광진 팀장(임실군 상하수도과)

15:10~15:30

분리막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제언
김형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15:30~15:40

Coffee break

15:40~16:00

해상이동형 담수화 플랜트 막여과 공정 설계기술 개발
김관엽 박사 (포스코건설)

16:00~16:20

막여과 역세척수의 망간제거를 통한 막오염 저감기술
윤여복 박사 (금호건설 기술연구소)

16:20~16:40

나노여과막을 적용한 고도정수처리 적용성 평가
오희경 책임연구원(대우건설기술연구원)

16:40~17:10

환경시설 재난대비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
유호성 전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10~17:30

Coffee break

되고 있습니다.
한국막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쉽게도 올해는 춘계
학술대회 및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의 자랑스러운
행사 중에 하나인 하계 워크숍과 학회의 꽃인 학술대회는 개최되었으면 하는 열망에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부응하고 그동안 갑갑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8월 22
일까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 시대의 분리막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용평 리
조트에서 제28회 하계 워크숍을 개최함과 동시에 제1회 하계 학술대회를 온라인 형
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융합시
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분리막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만큼 발전하고 산업도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기술융합시대

큰 지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17:30~

초청강연과 함께 시작하는 환영만찬
(가족소개,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소개)
8월 21일(금)

07:00~08:30

조

식

로운 소통방식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한 온라인 하계학술대회를 처음
으로 준비하였으니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방역은 철저하게 유지하면서도 재미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깨끗한 대자
연 속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제 곧 시작

좌장 : 박정훈 교수(동국대학교)
09:00~10:20

임원/참여업체/기관간담회

10:20~10:30

Coffee break

10:30~12:00

분과별토론회 I

부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용평과 온라인 하계 학술대회
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2:00~13:30

중

2020년 8월
한국막학회 회장

홍영택

식

13:30~16:30

분과별 토론회 II

16:30~17:00

참여업체 / 참여기관 간담회 및 주제토론

17:00-17:30

MBR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이의종 교수 (대구대학교)

17:30-18:00

MBR 20년~ 대한민국 MBR의 미래 장재영 대표 (퓨어엔비텍)

좌장 : 소순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조

• 쾌속질주 마운틴 코스터

식

• 낭만의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좌장 : 소순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 숲으로 떠나는 웰빙 여행 용평삼림욕장

09:00~09:20

임원/참여업체/기관간담회

09:20~09:30

Coffee break

09:30~10:00

상하수도의 빅데이터와 AI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박성우 대표 (한국융합아이티)

10:00~10:30

분리막을 이용한 온실기체 포집기술 하성용 대표 (에어레인)

10:30~11:00

Coffee break

11:00~12:00

행운권 추첨 및 폐회

• 동심, 세계로의 초대! 용평 양떼목장

사회: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12:00~13:30

용평리조트 명소
• 용평 워터파크 피크아일랜드

8월 22일(토)
07:00~08:30

감사합니다.

오시는길 안내
자동차, 정기운행 버스,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평리조트 홈페
이지 참조(www.yongpyong.co.kr)

되는 2학기를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학술대회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지만 잘 준비하여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 https://www.yongpyong.co.kr/kor/guide/resortGuideMap.do로 방문하시면

세계의 맥주, 맥주의 세계 남상용 교수 (경상대학교)

를 대비하는 기업 전문가와 분리막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변화
와 혁신을 위한 기술 교류를 이루는 하계 워크숍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

1588-0009, 033-335-5757

록

한국막학회 회원님 및 기업 회원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용평리조트 안내

중

식

• 발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 하늘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