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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매 유도 상전이(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 NIPS) 방법을 이용하여 PSf (polysulfone) 중공사 분리막을 제조
하였다. PSf/DMAc (N,N-dimethylacetamide)로 이루어진 고분자 용액에 조용매로 GBL (γ-butyrolactone)을 첨가하였으
며, 물을 응고용액으로 이용하여 중공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은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GB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집 구조의 분리활성층과 스폰지 형상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이
중구조 형태의 비대칭 다공성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또한, 조용매 GBL은 고분자용액의 용해도 상수를 변화시켜 열역
학적 상분리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분자용액 내의 조용매 GBL의 존재 유무와 GBL의 농도, 첨가제
의 농도 그리고 내부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중공사 분리막의 구조뿐만 아니라 순수투과도 및 분리특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부응고제로 EG보다 PEG를 사용하였을 경우 0.05 µm PSL (polystyrene latex) bead를 
이용하여 배제 특성을 측정한 결과 5% 정도로 소폭 감소한 반면 순수투과플럭스는 최대 13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Polysulfone (PSf) hollow fiber membranes were prepared via the 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 technique. The cosolvent 
of γ-butyrolactone (GBL) was added to the polymer solution containing a mixture of PSf and N,N-dimethylacetamide 
(DMAc). Water was utilized as a precipitation nonsolvent. The morphology of prepared membranes was investigated using 
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fabricated membrane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such as the 
dense layer on the porous support layer by the addition of GBL to the polymer solution. As the concentration of GBL in-
creased, the asymmetric porous structure was shown to be more intensified. It was thought that the added GBL played a role 
of enhancing the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of the polymer solution, since the cosolvent of GBL might change the thermo-
dynamic solubility parameter of the doping solution. Permeation properties through the prepared hollow fiber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by measuring the pure water flux and the solute rejection using 0.05 µm polystyrene latex (PSL) beads.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the use of PEG as the internal coagulant enhanced the pure water flux up to 130 times 
compared to the use of EG while the rejection of the PSL beads decreased onl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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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수질악화, 환경 규제 강화 및 생활수준 향

상에 따른 고품질, 편리성, 고효율성의 요구와 세계인구의 증가로 물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 기술의 필요성 및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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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막 여과 공정은 압력과 전위차 등을 구동력으로 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 과정 중 화학반응이나 상전이를 수반하지 않고, 우수한 

선택성 및 풍부한 투과수량을 구현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처리 방법

으로 고부가가치 용수의 생산에 있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2,3]. 한

편, 고분자 막 여과 과정 중 막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또는 산업폐수에 

포함된 유기용매나 고온폐수 등의 열악한 조건에서 고분자 막이 손상되

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분자 막 여과 

공정에서 사용되는 막의 특성으로 높은 투과성과 선택성 및 화학적, 물

리적 내구성이 뛰어난 고분자 막의 제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분자 막 

여과 공정에서 막의 효율을 극대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효율이 높은 

중공사 형태의 막 개발 및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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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polysulfone.

고분자 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막 재료와 사용되는 공정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제조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막 제조법으로는 

비용매 유도 상전이법(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이 이용되

고 있다[4,5]. 비용매 유도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막의 구조

는 상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분자용액의 열역학적 안정성 변화 

및 상전이 속도에 의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공정이다. 이 공

정에서 시작점은 고분자용액 제조에 있어서 상분리가 전제된 열역학

적으로 안정된 고분자용액을 제조하는 것으로 고분자 소재를 적절한 

용매로 용해시켜 균일한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고분자용액을 필름 또는, 중공사 형태로 성형한 후 비용매(nonsol-

vent)에 침지 시키면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에 의한 고분자용액의 

조성이 변하게 된다. 이때 액-액 상분리를 포함한 고분자의 고형화 

(solidification)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용매와 비용매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의 일부분이 기공으로 되어 막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6,7]. 

비용매 유도 상분리 공정에 사용되는 고분자는 polysulfone (PSf), 

polyethersulfone (PES),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와 같은 고분자 

자체 기계적 강도와 내화학성이 우수한 고분자 들을 주로 사용된다. 

고분자 용매로는 N,N-dimethylformamide (DMF), N,N-dimethylaceta-

mide (DMAc), N-methyl-2-pyrrolidone (NMP)과 같은 수소결합이 없

는 극성 용매가 유용하다. 침지용 응고조 비용매로는 물, 알코올과 같

은 수소결합을 포함하는 비용매가 사용되며, 고분자, 용매, 비용매의 

농도에 따라 막의 구조가 결정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8]. 

일반적으로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이 빠르고 비용매가 고분자와 

열역학적으로 친화력이 낮아 상분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막의 내

부에 큰 기공구조(finger-like structure)생성이 가능하여 정밀여과 또는 한

외여과 막 제조에 적합하고, 상분리 현상이 지연될 경우 치밀한 표면층과 

함께 막의 내 표면에 균일한 미세 기공구조(sponge-like structure)생성으로 

기체분리와 같은 치밀 기공을 갖는 막 제조에 적합하다[7,8]. 상전이 과정 

중 용매-비용매 치환속도는 고분자, 용매, 비용매 각각의 특성에 의해 결

정되어지나 미세한 농도 변화에 따른 속도 제어가 어려운 이유로 여러 가

지 속도 및 특성을 조절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고분자용액 내에 고분자 및 용매와 친화력이 우수하면서도 화학적 특성에

서 작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첨가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분자용액 

내 유기/무기 첨가제를 도입하여 막 제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물에 잘 용해되는 유기/무기 첨가제는 기공 형성제로 작용하

여 제막 과정 중 고분자용액으로부터 녹아 나와 용질배제율(rejection)을 

낮추고 순수플럭스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무기염이 첨가될 경우 고분자 체

인의 상호 엉킴에 의해 상분리가 저해되어 막 표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기

공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투과량은 줄어들게 되고 배재율은 증가하게 된

다[9-13]. 특히 PSf를 이용한 고분자 막 제조에서 PSf 및 침지용 비용매인 

물과 열역학적 친화력을 지니는 polyvinylpyrrolidone (PVP), polyethylene 

glycol (PEG) 등 친수성 고분자를 고분자용액에 첨가하여 막을 제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14]. 한편, PSf과 열역학적으로 친화력을 나타내

는 저분자형 조용매(cosolvent)을 사용하여 PSf 상전환막의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물을 

침지용 비용매로 사용했을 경우 PSf과 침지용 물에 모두 친화력을 지니는 

조용매를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PSf고분자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pH적용 범위가 넓고, 극성 비양

자성 용매(polar aprotic solvent)를 제외하면 용매 안전성이 우수한 특징

을 소지하여 정밀여과(microfiltration, MF) 또는 한외여과(ultrafiltration, 

UF)를 위한 공정에 직접 사용되거나 역삼투압(revers osmosis, RO) 및 

나노여과(nanofiltration, NF)막의 지지층(support) 등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 또한, 상전이 공정 조건에 따라 기공 크기 및 분포 조절이 

용이하여 고분자 막 재료로 많이 선택되는 고분자 재료이다[15,16].

PSf 중공사 막의 구조 및 투과 성능을 조절하기 위해 공기층(air gap)의 

길이[17], 고분자 농도, 응고조 온도[18], 고분자용액 방사 속도[19] 등과 같

은 방사 조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매 유도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PSf고분자 중공사 

막을 제조함에 있어서, 고분자용액에 첨가된 저분자형 조용매(cosolvent)

의 조성 변화에 따른 막의 구조 변화 및 투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PSf과 DMAc로 구성된 고분자용액에 친화력을 지닌 조용매인 GBL

를 첨가시켜 고분자용액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제조된 고분

자용액을 비용매인 물에 침지시켜 상전이를 유도하여 중공사막을 제조

하였다. 제막된 분리막의 특성으로서 그 구조뿐만 아니라 순수투과도와 

용질배제율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분자는 Solvay의 PSf (Polysulfone, Udel)을 

구입하여 100 ℃ 오븐에서 24 h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사

용하였다. 구입한 PSf의 외형은 입자형태로서 평균 분자량은 79,000

으로 유리전이 온도(Tg)는 185 ℃이며 비중은 1.24이였다. Figure 1에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분자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조용매로 사용

한 GBL (γ-Butyrolactone)과 배제용액으로 사용된 0.05 µm 크기의 

PSL (polystyrene latex) beads는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고분자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용매로 사용한 DMAc, 내부응고

제로 사용한 EG와 PEG (Mn = 200)는 대정화금에서 구입하여 전 처

리 없이 사용하였다.

2.2. PSf 중공사막 제조

PSf 중공사 분리막의 제조는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고분자와 

용매 그리고 조용매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균일한 고분자용액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용맥에 조용매 

GBL을 용매 DMAc 첨가량의 0∼50% 비율을 조절, 조용매 GBL첨가

에 따른 막 구조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5 ℃로 제어된 스테인레

스 강(stainless steel) 반응기에 Table 1에서와 같은 조성을 갖는 일정

량의 PSf과 용매 DMAc와 조용매 GBL을 넣고 12 h 이상 충분히 교반 

혼합하여 균일한 PSf고분자용액을 제조하였다. 교반과정에서 발생한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반응기 내부를 6 h 이상 감압하여 용액 내 기포

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먼저 고분자용액과 내부응고제가 담겨 있

는 각각의 반응 용기에 3 kgf/cm2, 1 kgf/cm2로 가압하였다. 맥동이 없

는 각각의 기어펌프를 이용하여 고분자용액과 내부응고제는 7.84 

g/min, 5.3 g/min으로 공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경과 외경이 각각 

900 µm와 1300 µm 노즐을 사용하여 중공사 막을 제조하였다. 외부응

고제로서 물을 사용하였으며, 응고액 온도를 30 ℃로 제어하였다. 노

즐을 통하여 배출된 고분자용액과 내부응고제는 3 cm의 공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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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osition of dope solution

Inner solutionPSf
wt%

DMAc / GBL

wt% ratio

1

25

75 / 0 100 / 0
EG

2 PEG 200

3
67.5 / 7.5 90 / 10

EG

4 PEG 200

5
52.5 / 22.5 70 / 30

EG

6 PEG 200

7
37.5 / 37.5 50 / 50

EG

8 PEG 200

Table 1. The Composition of Dope Solution and Inner Solution

Figure 2. Preparation procedure of polysulfone hollow fiber membrane.

(air-gap)을 통과한 후 외부응고제가 있는 응고조에 공급되어 상전이

가 진행된다. 

내부응고제에 따른 막 내부 표면의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EG

와 PEG 200을 사용하였으며, 반응기 내부 온도는 25 ℃로 유지하였

다. 제조된 중공사막은 세정조를 통과한 다음 권취기를 통해 수집되

었다. 권취기 보빈 속도는 연신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 속도와 권

취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후처리 공정으로서 일정한 길이로 

PSf 중공사막을 절단한 다음 80 ℃의 물 속에서 3 h 동안 열처리 한 

다음 세정수를 이용하여 24 h 동안 세척하여 중공사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잔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고 60 ℃ 건조 오븐에서 24 h 동안 

완전히 건조한 다음 사용하였다. 

2.3. 분리막 구조

완전히 건조된 중공사 막은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EOL, EDS, JSM7001F)을 이용하여 단면, 

내 표면 및 외 표면의 구조를 관찰 하였다. FE-SEM 분석에 사용된 중공

사막 시료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액체질소에 담근 상태에서 절단하였으

며, 플라즈마 탄소 코팅(carbon coating) 전처리 후 구조를 관찰하였다. 

2.4. 순수투과 및 배제율 특성 평가

2.4.1. 중공사 투과 테스트용 모듈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공사막 투과용 모듈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

다. 길이와 외경이 각각 100 mm와 12 mm인 아크릴 튜브를 투과용 모

듈 외부 본체로 사용하였으며, 본체 튜브 한쪽에만 밸브를 연결하였다. 

3∼5개의 막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막 한쪽 끝을 이액형 에폭

시를 이용하여 중공사 내부를 막은 상태에서 준비된 모듈에 연결된 밸

브 부분과 중공사 내부가 막힌 부분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넣은 후 밸

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에폭시 용기에 수직으로 세워 고정하

였다. 그 다음 이액형 에폭시를 일정량 용기에 주입하여 경화시켰다. 

에폭시가 완전히 경화되면 중공사막이 막히지 않도록 절단하였으며, 

투과 측정 장치는 압력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조업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배제율 측정 모듈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

다. 

2.4.2. 순수 투과 및 배제 실험 장치 및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순수 투과 및 배제 실험장치는 Figure 4에 나타

내었다. 순수 투과 및 배제 실험을 하기 위해 제작된 중공사 투과 테

스트 모듈은 모듈 내부 기체에 의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모듈 내부에 

순수를 가득 채운 후 순수 투과 장치와 연결하였다. 

중공사막 투과용 모듈로 유입되는 순수의 유량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순수용기의 압력을 1 

kgf/cm2로 맞춰 유지하였으며, 순수용기와 중공사 투과 테스트용 모듈 

사이의 압력은 볼 밸브를 이용하여 개폐하였다. 실험실 온도는 25 ℃ 

로 조절되는 항온 조건에서 dead-end 흐름을 이용하였고, 샘플 당 3개

의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 후 평균값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

tTimeAareaeffectiveMembrane

VvolumePermeate
Jflux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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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2 Gas 2. Regulator
3. Inner Coagulation Tank 4. Dope Solution Tank
5. Inner Coagulation Gear Pump 6. Dope Solution Gear pump
7. Nozzle 8. 1st Coagulation Bath
9. Irrigation Bath 10. Take-up Unit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of hollow fiber 
membrane manufacturing process.

1. N2 Gas 2. Pressure Gage
3. Regulator 4. Water Tank
5. 3Way Valve 6. Hollow fiber Membrane Mini Module
7. Beaker 8. Bypass Line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permeation test apparatus.

이때, J는 물의 투과도(L/m2h)를 나타내며, V는 투과된 물의 부피

(L), A는 유효막 면적(m2), t는 시간(h)을 나타낸다.

배제율 측정은 평균 지름이 0.05 µm 크기인 PSL beads를 사용하였

으며, PSL beads의 형상은 구형으로 분획 분자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PEG, dextran보다 분자량 분포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막 배제 테스

트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 

실험에 적용하였다[20]. 0.05 µm크기의 PSL beads를 3차 증류수에 일

정 농도로 용해하여 사용하였으며, PSL bead가 충분히 공급되어 흐르

도록 교차흐름(cross-flow)으로 투과 실험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이

때 교차 흐름으로 우회(bypass)되는 용액의 양은 분리막을 투과하는 

양의 약 1.5배가 되도록 밸브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GBL 첨가에 따른 영향

비용매 유도 상전환 방법을 이용한 중공사 막 제조에 있어 고분자

용액에 첨가되는 첨가제의 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상전환 공

정에서의 상분리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고분자용액의 구성 분자들

의 용해도 상수(solubility parameter)를 통해 기본적인 열역학적 친화

력를 살펴보면, 첨가제로 사용된 조용매 GBL의 용해도 상수는 26.3 

(J/cm3)1/2이며, 주용매 DMAc는 22.8 (J/cm3)1/2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

반적인 PSf 고분자 제막용 비용매인 물 47.9 (J/cm3)1/2와 현격한 차이

를 보인다. 22.5 (J/cm3)1/2의 용해도 상수 값을 지니는 PSf의 값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로 PSf과 GBL을 혼합

하였을 경우 PSf이 용해되지 않고 고분자 부풀림 현상이 일어난다

[21]. 따라서 고분자용액에 첨가된 GBL은 주용매로서의 역할보다는 

PSf에 대해 비교적 작은 용해도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분

자용액의 조성에서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에도 혼합용액이 투명성

을 보이면서 균일성을 유지하였다. 비용매 첨가에 따른 고분자 막 구

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물과 같이 열역학적 친화력 지표인 

용해상수 차이 값이 매우 큰 첨가제의 구조 형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용해도 상수 값이 PSf과 큰 차이로 인하여 

물의 첨가 시 PSf의 구조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GBL과 

같이 PSf과 열역학적 친화력 차이가 크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함으로

써 첨가제에 의한 미세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5와 Figure 6에 고분자용액에 첨가된 GBL의 농도에 따라 제조

된 중공사 막의 단면 구조를 나타내었다. 10 wt% GBL 첨가만으로도 손

가락 구조의 거대기공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GBL의 농도가 30 wt%일 

때에는 조밀한 스폰지 구조의 단면을 보였다. GBL의 농도가 50%일 때

에는 GBL농도가 30%일 때 보다 큰 기공을 갖는 스폰지 구조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이는 GB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외부응고제에 대한 

상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고분자 희박영역의 핵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성장하지 못하고 고형화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2]. 

중공사 막 외 표면은 Figure 6와 같이 GB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기공들의 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액-액 상분리에 의해 제조된 중공사 막 제조 시 GBL-물간의 상호 작용

으로 인한 DMAc-물간의 교환 속도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즉, GBL 첨

가가 DMAc 분자들의 용액 외부로의 확산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막 내부에 잔류하는 농축된 GBL, DMAc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기공형성 및 크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내부응고제에 의한 영향

비용매 상전이 법을 이용한 중공사 막 제조에 있어서 내부/외부 응고

액은 막 응고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23]. 고분자용액이 노즐을 통

해 방사되어 내부응고제와 접촉하는 순간 중공사 내부는 상전이가 시

작되며, 이때 내부응고제와 고분자용액의 열역학적/동력학적 물리화학

적 성질의 차이에 따라 중공사 막의 내면에 다양한 구조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거친 중공사 막은 공기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응고

제는 고분자용액 내부로 확산해 나간다. 한편, 공기층을 통과한 중공사 

막은 외부응고제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막 외부에서도 상전이가 

시작된다. 이 과정을 종합해 보면 고분자용액이 외부응고제와 접촉하

기 전 내부응고제가 일부 막 내부로 침투하여 고분자용액을 어느 정도 

고형화시키느냐에 따라 표면층 및 막 구조가 결정된다. 내부응고제로 

고분자용액과 열역학적으로 친화력에 차이가 큰 물과 같은 비용매를 

사용하게 되면 중공사 막 내부를 급격히 응고시켜 중공사 막 내 표면에 

분리활성층을 생기게 하며, 고분자용액과 열역학적 친화력이 뛰어난 

DMAc와 같은 용매를 사용할 경우 중공사가 공기층을 통과할 때 내부

응고제가 중공사의 외벽까지 침투하여 막을 응고시키면서 외부응고제

와 접촉하게 되어 중공사 막 외 표면에 분리활성층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부응고제는 EG와 PEG 200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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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GBL concentration on hollow fiber membrane morphology. inner coagulation solution = EG.

GB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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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GBL concentration on hollow fiber membrane morphology. inner coagulation solution = PEG 200.

용해도 상수는 각각 33.0 (J/cm3)1/2과 25.0 (J/cm3)1/2이다. 서로 다른 용

해도 상수값을 갖는 두 종류의 내부응고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중공사 

분리막의 구조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응고제로 EG를 사용했을 때보다 열역학적 친화력이 좋은 PEG 

200을 사용하였을 때 고분자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용매 GBL 농도

에 상관없이 기공도가 높은 구조를 형성함을 보였다. 이는 고분자용

액과 열역학적 친화력이 좋은 PEG 200이 제막 과정 중 공기층 구간

에서 고분자용액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고분자용액의 상전환 시간을 

지연시켜 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응고제로 사용된 EG와 PEG 200

의 경우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고분자

용액과 열역학적 친화력의 차이가 물리학적 확산 속도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24].

3.3. 순수투과 특성 및 배제 특성의 영향

순수투과플럭스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GBL 첨가 농도 및 내부응

고제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중공사 막의 순수투과플럭스 및 배제 특성

을 살펴보면, 내부응고제로 EG를 사용하였을 때 GBL의 농도가 0 wt%

에서 50 wt%로 증가함에 따라 순수투과플럭스가 1 LMH에서 5.7 LMH

로 증가하였으며, 내부응고제로 PEG 200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386 

LMH에서 772 LMH로 증가하였다. 이는 GBL 첨가에 따라 중공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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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PEG 200

Figure 7. Effect of inner coagulants on inner surfaces of hollow fiber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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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GBL concentration on pure water flux. Operating
pressure = 1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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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GBL concentration to rejection of PSL bead. 
Operating pressure = 1kgf/cm2.

외 표면 기공크기 및 기공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중공사 막 제조시 내부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순수투과플럭스가 크

게 증가하였으며, 내부응고제로 PEG 200을 사용했을 때 최대 772 LMH

에서 EG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 5.7 LMH로 순수투과플럭스가 최대 130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이는 PEG 200이 EG 보다 고분자용액과 

열역학적 친화력이 뛰어나 중공사 막 내부에 비교적 큰 기공을 형성하

고 분포도를 증가시키는 구조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순수 투과 시 분리

막 내의 순수투과 저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PSL bead를 사용한 배제 특성 측정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테스트한 중공사 막의 배제율을 살펴보면, 내부응고제로 EG를 사용

하였을 때 GBL의 농도가 0 wt%에서 50 wt%로 증가함에 따라서 배

제 특성이 99.9%에서 98.2% 로 감소하였으며, 내부응고제 PEG 200

을 사용하였을 때 GBL의 농도가 0 wt%에서 50 wt%로 증가함에 따

라서 배제 특성이 98.4%에서 90.1%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GBL의 

농도, 내부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순수투과플럭스의 큰 변화폭에 비해 

배제 특성은 매우 적은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고분자용

액 및 내부응고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외부응고제로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공사 막 외 표면에 분리활성층 형성되었고, 일정한 크기의 

기공이 형성되어 PSL bead를 배제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매 유도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PSf 고분자 중공사 

막을 제조함에 있어서 손가락 구조의 거대 기공 형성을 제어하기 위

하여 조용매로 GBL을 사용하였다. GBL의 농도에 따른 중공사 막의 

구조 변화와 내부응고제의 변화에 따른 중공사 막 내 표면의 변화에 

기인한 순수투과플럭스와 배제 특성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조용매 GBL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Sf 중공사 막은 손가락 구조에

서 치밀한 스폰지 구조로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중공사 막 외 표면

의 기공 크기와 기공의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응고제로 사용된 EG, PEG200과 고분자용액의 열역학적 친화력

에 따라 중공사 막 내부에 다른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내부응고제

로 PEG200을 사용하였을 경우 EG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 시 중공사 막 

내 표면에 스폰지 형태의 다공성의 더 큰 기공 구조를 형성하였다.

조용매 GBL의 농도 변화와 내부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중공

사 분리막의 구조가 변화되며 그 영향으로 순수투과플럭스도 영향을 

받아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제 특성은 중공사 분리막 제조 시 사용된 조용매 GBL과 내부응

고제 EG, PEG 200에 따라 소폭 변화를 하였으며, 고분자용액과 열역

학적 친화력 차이가 큰 외부응고제로서 사용된 물이 배제특성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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