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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성명 박민범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2014)

소속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부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010)

학사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2008)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석 사 2
권성준 (메탄 직-간접 전환, NO 및 VOC 흡착),

안혜진 (방사능 물질 흡착, 이중기능 촉매를 활용한 연속 반응)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제올라이트 소재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촉매, 흡착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석유화학 촉매, 자동차 촉매, 새집증후군 등 VOC 제거,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NOX 제거   

   분야에 응용)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촉매 연구 

Ÿ 석유화학 촉매, 자동차 촉매 연구

2.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흡착제 연구

Ÿ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NOX 제거 연구

Ÿ 새집증후군 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 사용 시에 발생하는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거 목적을 위한 연구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나노다공성 소재 합성 

메커니즘 규명

• 메탄가스 전환 메탄올 생성을 

위한 촉매 개발

• 바이오매스 전환에 의한 

수송용 연료 생산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2018-0142263 2018. 11. 19.
제올라이트 기반 SCR 촉매,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베기가스의 처리방법



연구 실적

1. 방사능 물질 저감을 위한 흡착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2.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산화 촉매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9.04.01 ~ 2022.12.31.

3. NOx 환원 촉매용 흡착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화학연구원

Ÿ 과제기간: 2018.01.01 ~ 2020.12.31.

4. VOC 흡착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Ÿ 과제기간: 2017.05.01 ~ 2018.04.30.

5. 에너지 환경 응용을 위한 나노다공성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11.01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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