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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niline (PANI)/Polyimide (PI) 혼합막을 제조하여 PANI 함량과 doping처리가 막의 구조적 특성과 기체 분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NMP를 용매로 하여 6FDA와 ODA를 반응시켜 얻어진 polyamic acid (PAA) 용액과 PANI 용액

을 혼합하여 PANI/PI 혼합막을 얻었다. 얻어진 PANI/PI 막을 1M의 HCl 수용액에서 24시간 doping처리하여 doped PANI/PI 

혼합막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막은 FT-IR과 XRD 및 TGA에 의하여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30 ℃와 5 atm에서 압력변

화법으로 H2, O2, CO2, N2 및 CH4에 대한 기체 투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PANI/PI 혼합막은 PANI와 PI의 흡수특성을 잘 

보여주었고 PANI보다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PA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spacing은 감소하였다. PANI/PI 혼합막에

서 기체의 투과도계수는 PANI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투과도 계수의 크기는 H2 > O2 > CO2 > N2 > CH4의 

순서였다. PANI/PI막을 doping처리하면 투과도계수는 감소하나 투과선택도는 향상되었다. 특히 doping한 PANI/PI (75/25) 

막에서 H2/CH4의 선택도는 991을 나타내었다.

Polyaniline (PANI)/Polyimide (PI) membranes were prepared and the effects of PANI contents and doping on the struc-

tural properties and gas separation properties were studied. The polyamic acid (PAA) solution was prepared by the poly-

condensation reaction of 4,4'-(hexafluoroisopropylidene) diphthalic anhydride (6FDA) and 4,4'-oxydianiline (ODA) in 

1-methyl-2-pyrrolydinone (NMP) solvent. The PANI/PI blends were obtained by mixing PAA solution and PANI solution, 

and were doped with 1 M aqueous HCl solution for 24 h. The structural characterizations of the as-cast and doped mem-

branes were examined by FT-IR, XRD, and TGA. The gas permeation experiments with H2, CO2, O2, N2, and CH4 were 

carried out by variable pressure method at 30 ℃ and 5 atm. For all gases tested, the permeability coefficients of the 

blends decreased with increasing PANI content and the magnitude of permeability was in the order of H2 > CO2 > O2 > N2 > 

CH4. The permeability for PANI/PI membranes decreased after the doping process while the permselectivity increased. 

For H2/CH4 separation, the doped PANI/PI (75/25) membrane has a permselectivity of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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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혼합물에서 특수한 성분을 분리해 내는 분리기술은 증류, 추출, 여

과 등 아주 다양하며 이용범위도 굉장히 넓다. 석유화학 공업에서 분

리공정은 전체 생산비용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환경보호

를 위한 규제조치로 에너지의 바람직한 전환과 선택적인 공정의 도입

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부산물이 적은 에너지 절약형 공정

의 하나인 막분리 공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막분리는 최종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특수한 막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공정으로 

분리가 어려운 물질의 분리가 용이하다. 또한 공정의 모듈화가 용이

하여 필요에 따라 쉽게 확대 또는 축소 조작이 가능하고 유속, 압력 

및 공급물의 조성이 변해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기체분리를 위한 

† 교신저자 (e-mail: jinhkim@jnu.ac.kr)

고분자막의 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막의 투과도와 

선택도이며 막의 열적,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또한 중요한 선별기준

이 된다. 막의 구조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바꾸어 고분자를 변형시

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고분자의 

화학적 원자단, 사슬 그리고 자유부피의 변형을 근거로 하였으며, seg-

ment 내의 이동도, 충전 상태와 사슬간의 상호작용을 변형시키는 것

이 고분자를 통한 기체의 전달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

  전도성 고분자는 대부분 열적 안정성과 대기 안정성이 떨어지며 강

한 van der Waals 상호작용력 때문에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olyaniline (PANI)은 다른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 

열적 및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합성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우

수한 전도도와 기계적 물성을 갖고 있다. PANI는 본래 기체를 분리하

는 능력이 우수하며, doping, undoping, redoping의 순환 과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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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투과성능이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다[2]. 특히 redoping된 

PANI막은 몇 가지 혼합기체에 대한 선택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고분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4]. 예를 들면, redoping

된 PANI막은 He/N2의 선택도가 4075, H2/N2의 선택도가 3590으로 알

려져 있으며, O2/N2의 선택도는 지금까지 가장 높다고 알려진 cellu-

lose nitrate막보다 두 배 이상이 된다[5]. 이처럼 막 제조 과정의 파라

미터와 도핑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혼합기체의 선택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6].

  Polyimide (PI)는 유리상 고분자로서 높은 기계적 강도, 고온에 대

한 우수한 내열성, 화학적 용매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많은 유리상 고분자에 비하여 기체의 투과도와 선택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고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

나 불용(insoluble), 불융(infusible) 등의 단점으로 인해 일반적인 유기

용매에 대해 낮은 용해특성을 보이며 가공이 어려워 실제 사용 시 많

은 제약을 받고 있다[7,8]. 원료 고분자의 단점을 개선하고 각 고분자

의 우수한 특성을 조합하여 투과도와 선택도,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blending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

게 이루어졌다. PANI와 PI의 혼합은 PANI의 낮은 기계적 성질과 불

안정성을 극복하고, PI의 높은 열적 안정성과 화학적인 고유저항을 조

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PANI/PI 혼합막을 제조하고, PANI의 혼합비와 dop-

ing이 막의 구조적 특성과 기체의 분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PI는 4,4-(hexafluoroisopropylidene) diphthalic anhydride (6FDA)

와 4,4'-oxydianiline (ODA)를 상온에서 반응시켜 polyamic acid (PAA)

를 제조하고 여기에 PANI 용액을 첨가하여 혼합막을 제조하였다. 제

조한 막의 구조적 특성은 FT-IR, TGA 및 XRD 등으로 화학결합, 열

적 성질 및 d-spacing 등을 확인하였다. 기체투과 특성은 30 ℃와 5 

atm에서 압력 변화법으로 H2, CO2, O2, N2 및 CH4의 기체투과도와 확

산계수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PANI/PI 혼합막의 제조

  Emeraldine base 상태의 PANI는 HCl 수용액에 aniline을 녹인 단량

체 용액과 ammonium peroxydisulfate (APS)를 녹인 산화제 용액을 혼

합하여 화학적 산화법[9]으로 합성하였다. Polyamic acid (PAA) 용액

은 6FDA와 ODA를 축중합 반응시켜 제조하였다. 100 mL 삼구 플라

스크에 ODA와 NMP를 넣고 질소분위기에서 1 h 동안 교반한 후, 

ODA와 등몰의 6FDA를 첨가하고 24 h 동안 교반하여 PAA 전구체를 

생성한다. 2 wt%의 PANI 용액을 제조하여 sonicating과 여과를 거친 

후 균일한 PANI 용액을 PAA 용액에 첨가한 후, 24 h 동안 교반하여 

PANI/PAA 혼합용액을 제조한다. 교반이 끝난 PANI/PAA 혼합용액을 

유리판에 일정한 두께로 casting한 다음 이미드화와 건조과정을 통해 

PANI/PI 혼합막을 제조한다. PANI/PI 혼합막은 PANI/PI 혼합비를 

25/75, 50/50, 75/25의 세 가지로 합성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PANI/ 

PI 혼합막을 1 M HCl 수용액에서 24 h 도핑(doping)하였다.

  2.2. 막의 특성 분석

  필름형태의 시료는 FT-IR (Nicolet 520P spectrometer)을 사용하여 

450∼4000 cm
-1

 범위의 파동수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막의 열

적 성질은 TGA (Universal V3.6C TA Instruments)를 사용하여 공기분

위기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30∼1000 ℃의 온도범위에서 측정

A : Gas supply tank B : Pressure gauge (Feed)

C : Permeation cell D : Incubator

E : Gas storage tank F : Gas bomb

G : Pressure gauge (Permeate) H : Vacuum pump

I : Recording computer V1~V9 : Valves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gas permeation apparatus.

하였다. 막의 X-선 회절 pattern은 Rigaku사의 DMAX-1200 (Cu, λ= 

0.154 nm)를 사용하여 5∼40°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2.3. 기체투과 실험

  Figure 1에 기체투과 실험 장치를 나타내었다. 기체의 투과도계수는 

30 ℃에서 압력변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막의 유효투과

면적은 15.205 cm
2
이다. 초기에 막의 양측을 진공상태로 유지한 다음 

고압 측에 투과기체를 공급하고 저압 측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투과도계수와 확산계수를 동시에 구하였다. 투과도계수는 

투과 측의 압력변화 곡선의 정상상태 기울기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구하였다.

   



×



×



×



 (1)

  여기서 V는 투과 측 부피, T는 실험온도, ∆p는 투과 측과 공급 측

의 압력차(380 cmHg), L은 막의 두께, A는 막의 면적, T0와 p0는 각각 

표준온도(273.15 K)와 표준압력(76 cmHg)을 나타낸다. 투과도계수의 

단위는 cm
3
 (STP)⋅cm/cm

2
⋅s⋅cmHg로 나타내며, 이 단위로 10

-10
을 

1 Barrer라 한다.

  투과곡선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기울기의 연장선이 시간 축과 

만나는 점을 시간지연(time lag)이라 하고 θ로 나타낸다. 확산계수 D

는 시간지연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단위는 cm
2
/s를 

사용한다.

   





 (2)

  고분자 내에서 투과기체의 농도가 대단히 작을 때는 용해도계수가 

농도에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Fick의 제 1법칙으로부터 식 (3)을 유

도하여 용해도계수 S를 계산할 수 있고, 단위는 cm
3
 (STP)/c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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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a of PI, PANI and PANI/PI blends.

cmHg를 사용한다.

     ×  (3)

  혼합기체 A와 B의 분리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인 투과 선택도

는 식 (4)로 구하였다.

  










 (4)

3. 결과 및 고찰

  3.1. PANI/PI 혼합막의 구조적 특성

  PANI, PI 및 PANI/PI 막의 화학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PANI 막의 경우, 1591 cm
-1

과 1519 cm
-1
에서 quinoid와 benzenoid ring의 특성 peak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제조된 PANI가 emeraldine base 상태임을 입증해 준

다[10]. PI 막의 경우에는 amide carbonyl의 흡수특성인 1650 cm
-1
에서 

peak가 나타나지 않아 이미드화가 거의 완결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1385 cm
-1
에서 PI의 C-N peak를 확인할 수 있었고, 1785 cm

-1
와 1728 

cm
-1
에서 대칭의 C = O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NI/PI 혼합막에

서는 1785 cm
-1
와 1728 cm

-1
에서 PI의 C = O peak와 1385 cm

-1
에서 

PI의 C - N peak가 확인되었다. 또한 1591 cm
-1
과 1519 cm

-1
에서 peak

는 PANI의 C = C 결합을 나타내고, 3385 cm
-1
의 흡수 peak는 PANI의 

수소결합에 의한 H
+
를 나타내며 632 cm

-1
에서 PI의 CF3도 확인되었

다.

  PANI, PI 및 PANI/PI 막의 열적 안정성은 TGA 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Figure 3은 공기 분위기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30∼

Figure 3. TGA curves of PI, PANI and PANI/PI blends at a heating 

rate of 10 ℃/min in air.

1000 ℃ 온도 범위에서 관찰한 TGA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ANI 막의 경우, 약 250 ℃ 이하에서 7∼8%의 무게감소가 나타나는

데 이는 막 내의 잔류 수분과 휘발성 용매가 증발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250∼440 ℃에서는 저분자량의 PANI가 분해되는 것으로 생

각되며 440∼540 ℃에서의 큰 무게 감소는 PANI사슬의 분해로 인하

여 일어난다. PI막은 520 ℃ 이하에서 가장 낮은 무게 감소율을 유지

하고 있는데, 이는 PI 막의 열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다. 

520 ℃ 이상에서는 PI 사슬의 분해로 인하여 급격한 무게 감소가 일

어나게 된다[11]. PANI/PI 혼합막은 전체 온도 범위에서 PANI막보다

는 더 적은 무게 감소율을 나타내어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580

∼600 ℃ 이상에서는 특이하게도 PI막보다 최종 잔류물이 많았다.

  Figure 4는 PANI, PI 및 PANI/PI 막의 XRD pattern을 나타낸다. 모

든 막은 X-선회절상에서 sharp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θ가 17

∼19° 부근에서 broad한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PANI, PI 및 

PANI/PI 막이 무정형 고분자임을 나타낸다. 고분자의 평균 사슬거리

를 나타내는 d-spacing은 XRD 패턴 상에서 최대 peak가 나타나는 2θ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평균사슬거리는 고분자 사슬의 충전 정도

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분자의 투과도, 전도도 및 기계

적 물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D-spacing이 커지면 사슬간 거리가 커지

고 느슨해지므로 기계적 강도가 낮아지고, 자유부피가 증가하기 때문

에 기체 투과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spacing은 PI 막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PANI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졌으며, 

PANI 막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것으로부터 d-spacing 값이 

가장 작은 PANI막의 투과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d-spacing 

값의 크기 순서에 따라 기체 투과도는 PANI < PANI/PI (75/25) < 

PANI/PI (50/50) < PANI/PI (25/75) < PI의 순서를 나타낼 것으로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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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PI, PANI and PANI/PI blends.

  3.2. 기체투과 특성

  제조한 PANI, PI 및 PANI/PI 막을 사용하여 30 ℃와 5 atm에서 H2, 

CO2, O2, N2 및 CH4에 대한 기체 투과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PANI의 함량과 doping여부가 기체의 투과도계수와 투과 선택도, 

확산계수 및 용해도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ure 5는 as-cast와 doped PANI/PI 혼합막에서 PANI함량에 따른 

투과도계수를 나타낸다. 실험한 모든 기체에 대하여 PA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투과도계수는  감소하였다. 모든 혼합막에서 기체의 투과

도 계수 크기는 H2 > CO2 > O2 > N2 > CH4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또 doping한 PANI/PI 막의 투과도 계수가 as-cast PANI/PI 막의 투과

도 계수보다 작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막을 통한 기체의 투과성능은 

막 재료의 분자간 거리, 강도, 결정성 등의 구조적 성질과 막의 형태 

및 투과하는 기체의 성질이나 고분자와 기체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PANI의 함량 증가는 분자간 거리의 감소로 인

한 막 자체의 자유부피를 감소시켜 기체의 투과도 계수를 낮아지게 

한다. HCl 수용액으로 doping한 막은 H
+ 

이온이 고분자 사슬구조에 

끼어들어 자유부피가 as-cast 막보다 작아지므로 낮은 투과도계수를 

가진다. H2의 투과도계수는 as-cast PANI/PI (25/75) 혼합막에서 37.6 

Barrer를 가지고 doped PANI/PI (75/25) 혼합막에서 10.0 Barrer를 나

타내었으며, 모든 혼합막에서 N2와 CH4는 매우 낮은 투과도 계수를 

보였다.

  PANI의 함량 증가와 doping에 따라 PANI/PI 막의 기체 투과도계수

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특정기체에 대한 선택도는 향상되었다.  

Figure 6에 PANI 함량 증가와 doping에 따른 투과 선택도를 비교하였

다. Doping 여부에 따른 투과 선택도의 변화는 O2/N2와 N2/CH4에서는 

미미하였지만 H2/N2와 H2/CH4 그리고 CO2/CH4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H2/CH4는 as-cast PANI/PI (25/75) 막에서 203의 선

택도를 가지지만 doped PANI/PI (75/25) 막에서는 991로 약 5배나 향

(a)

(b)

Figure 5. Permeability coefficients of gases through (a) as-cast and (b) 

doped PANI/PI blends.

상된 투과 선택도를 보였다.

  Figures 7∼9는 다른 여러 가지 PI막[12-14]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PANI/PI 막의 H2/CH4, CO2/CH4, 그리고 O2/N2에 대한 투과 선택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들 기체의 분리에서 PANI/PI 혼합막의 성능

이 대단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조한 PANI/PI 막

의 투과 선택도가 이전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된 6FDA-ODA

막과 PANI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값의 신뢰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NI/PI 혼합막은 PI의 높은 투과도 계수와 

PANI의 높은 투과 선택도를 결합시켜 응용할 수 있으며 PANI의 함

량과 doping 공정을 통하여 막의 투과 성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확산과 용해 특성

  Figure 10은 기체의 kinetic 직경과 확산계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모든 PANI/PI 혼합막에서 확산계수의 크기는 H2 > O2 > CO2 > 

N2 > CH4의 순서였으며 분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확산계수가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PA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확산계수는 감소

하였으며, doped 막에서 기체의 확산계수가 원래의 막에서보다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ure 4의 XRD pattern 분석 결과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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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N2

(c) CO2/CH4

(b) H2/CH4

(d) O2/N2

Figure 6. Permselectivity of PANI/PI blends toward various gas pairs (∆p = 5 atm, T = 30 ℃).

Figure 7. Dependence of permselectivities of various membranes for 

H2/CH4 on H2 permeability coefficients.

Figure 8. Dependence of permselectivities of various membranes for 

CO2/CH4 on CO2 permeability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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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pendence of permselectivities of various membranes for 

O2/N2 on O2 permeability coefficients.

Figure 10. Dependance of diffusion coefficients on kinetic diameters of 

gas molecules.

한 바와 같이 PA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고분자의 자유부피가 감소

하기 때문에 투과기체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확산계수가 감소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CO2의 경우 투과도 계수는 O2보다 큰데 비하여 확

산계수는 더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CO2의 용해도계수가 O2

의 용해도계수보다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ure 11에 기체의 임계온도와 용해도 계수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체의 용해도 계수는 기체의 임계온도와 막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재료와 기체의 친화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기체의 

임계온도가 높으면 용해도 계수도 크다[15]. 기체의 임계온도는 CO2 

(304.2 K) > CH4 (190.7 K) > O2 (154.4 K) > N2 (126.2 K) > H2 (33 

K)의 순서를 따르고 이러한 임계온도만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용해도 

계수의 순서는 CO2 > CH4 > O2 > N2 > H2이다. Figure 11에서 보면 

H2를 제외한 모든 기체의 용해도 계수는 임계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H2의 용해도 계수가 예외적으로 큰 이유는 막 재료 

Figure 11. Dependance of solubility coefficients on critical temperature.

PANI와 H2의 친화성이 다른 기체에 비하여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H4의 용해도계수가 PANI/PI (75/25)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PANI와 CH4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하거나 고분자의 자유부피 감소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2의 

용해도계수가 O2의 용해도계수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PANI/PI 혼합막을 제조하고 PANI의 함량과 doping이 막의 구조적 

특성과 기체투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ANI/PI 혼합막은 PANI와 PI의 흡수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으

며 PANI보다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PA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spacing이 감소하였다.

  2) PANI/PI 혼합막에서 기체의 투과도계수는 PANI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투과도 계수의 크기는 H2 > CO2 > O2 > N2 > 

CH4의 순서였다.

  3) PANI/PI막을 doping하면 투과도계수는 감소하나 투과선택도는 

향상되었다. 특히 doping한 PANI/PI (75/25) 막에서 H2/CH4의 선택도

는 991을 나타내었다.

  4) 기체의 확산계수는 분자크기가 클수록 작았으며, 용해도 계수는 

기체의 임계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다만 수소의 용해도계수

가 예외적으로 컸는데 이는 PANI와 H2 사이의 큰 친화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5) PANI/PI막은 PANI의 함량을 조절하거나 doping 공정을 통하여 

투과도계수와 선택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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