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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제약, 바이오, 화학산업 분리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수처리 및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는 분리막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3. 생체의료용 막을 적용한 인공 장기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수처리 연구

Ÿ 해수 담수화 기술 

Ÿ 수처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소재를 통한 고성능 분리막 제조

2. 유기물 분리 연구

Ÿ 유기 용매 나노여과막(OSN) 기술 

Ÿ 고분자 소재를 사용하여 분리막의 기공을 나노 크기로 조절함으로써, 유기 용매의 재활

용 및 제약 화합물의 순도 향상



3. 생체의료용 막 기술 연구

Ÿ 인공 장기 기술 

Ÿ 인공 신장, 인공 폐, 인공 간 등의 기술 연구를 통한 맞춤형 분리막 개발

4. 기체 분리 연구

Ÿ 온실 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 

Ÿ CO2, CH4, SF6 등 온실 가스의 선택적 포집을 통한 맞춤형 나노 물질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수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

• 유기용액 분리 및 분획

• 유기 용매 나노 여과막(OSN) 기술

• 생체의료용 분리막 소재 

• 인공 장기 기술



• 기체 분리 

• 온실 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2018-0068038 2018.06.15

에폭시 수지 제조공정 부산물의 회수를 위한 

투과증발 분리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리 공정

2 2018-0064786 2018.06.05
세라믹 복합 분리막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되는 세라믹 복합 분리막

3 2017-0176964 2017.12.21 수처리용 다공성 세라믹 분석막 및 이의 제조방법

4 2016-0179763 2016.12.27
바이오 가스로부터 고순도 메탄 가스 정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스의 정제 방법

5 2016-0076745 2016.06.20. 유기용매 나노여과막 및 그 제조방법

6
PCT/GB2015/052

310
2014.08.11 Improved polymer synthesis 

7
PCT/GB2015/052

319
2014.08.11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with enhanced 

permeation of impurities 

연구 실적

1. 정밀화학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분리·정제-건조 공정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Ÿ 과제기간: 2018.05.01 ~ 2021.12.31

2. 에폭시 수지 제조 공정 부산물의 회수를 위한 증류-투과증발 복합 공정 기술 개발 및 

실증화

Ÿ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Ÿ 과제기간: 2017.12.01 ~ 2020.11.30.

3. 인공장기 적용을 위한 생체적합형 분리기능성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화학연구원

Ÿ 과제기간: 2017.03.01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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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제6권(집), 제5호, pp. 6425-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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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rolling the morphology of polyvinylidene-co-hexafluoropropylene (PVDF-co-HFP) 

membranes via Phase inversion method, Membrane Journal, 제28권(집), 제3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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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ffects of Solvents on Membrane Fabrication via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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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novel green solvent alternative for polymeric membrane preparation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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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neret to fabricate high performance PVDF hollow fiber membranes,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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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iogas upgrading using membrane contactor process: pressure-cascaded stripping 

configur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제183권(집), pp. 358-365, 2017.

12. Isomeric influences of naphthalene based sulfonated PAES membranes for energy 

generation using RED and PEMFC,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제535권(집),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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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ighly conductive and durable poly (arylene ether sulfone)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end-group cross-linking,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제10권(집), pp. 

275-285, 2017.

14. Open-source predictive simulators for direct contact membrane distillation (DCMD) 

module for seawater desalination, Desalination, 제402권(집), pp. 72-87, 2017.

15. Exploring and exploiting the effect of solvent treatment for process intensification in 

membrane separation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12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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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장비

1. Pore size distribution (다공성 소재 기

공크기분포도 측정장치)

2. Membrane Permeation Cell (분리막 투

과셀)

3. HPLC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용액 성분

분석 장치)

홈페이지 https://semtlab.wixsite.com/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