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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고분자 막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고분자 막은 옥외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적용되어 왔으
나 최근 대기환경 측정용도, 해수에서 유용금속 추출용 등의 옥외에 적용되는 고분자 막 시스템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옥외환경에서의 고분자 막의 특성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촉진 자외선 노출 실험 및 이에 
대한 영향 연구는 고분자 막의 내후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설폰 비대칭성 
막과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형태의 막에 대해 촉진 자외선 노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열적, 기계적 특성, 몰폴로지, 
그리고 색차변화 특성에 대한 영향을 보고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고분자 막의 자외선 노출에 대한 효과는 막 제조 
시 사용한 고분자 종류 뿐 만 아니라 막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옥외용도에 적용하
는 고분자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Polymeric membranes have been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and generally applied to the systems prevented from exterior 
exposure. However, polymer membranes for outdoor usages such as, an air quality monitoring and membrane reservoirs for 
the selective recovery of useful metals from seawater, have been newly developed. Thu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prop-
erties of the membrane for the outdoor use and also studies of the accelerated UV exposure onto the polymeric membranes 
are essential to estimate their weatherability. Herein, we report on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morphology changes, 
and color differences of the polysulfone anisotropic membranes and non-woven type polypropylene membranes with the accel-
erated UV exposur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UV exposure on the membrane depend not only on the polymer used 
but also on the form of the membrane. This work can provide some of key informations of the membrane for outdoo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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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분자 막은 분리 공정, 에너지 응용분야(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

막, 연료 전지에 고분자 전해질 막), 담수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막은 여과장치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환경, 특히 자외선 등의 노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적

용되었다. 그러나 대기환경에서 공기의 질(quality) 모니터링과 같은 

응용분야에서는 막의 옥외 노출은 피할 수가 없다[4]. 최근 우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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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리튬 회수를 위한 수 마이크론 크기의 선택적 

리튬 흡착 입자를 포함하는 고분자 막 저장시스템(polymeric mem-

brane reservoir)을 보고하였다[5]. 이러한 해수에 적용되는 새로운 막

시스템은 낮은 농도로 바닷물에서 존재하는 유용금속의 회수를 위해 

장시간 옥외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막의 또 다른 예이다. 고

분자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은 빛, 열, 시간에 따른 기계적 피로 

등과 같은 외부적 스트레스에 의해 변화되므로 옥외 환경을 고려해서 

고분자 막의 물성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료의 옥외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내후성(weather-

ability)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장

기간의 옥외환경 노출이 요구된다. 촉진 자외선 조사 시험방법은 일

반의 환경보다 강한 자외선을 일정기간 조사하여 물성을 측정함으로

써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재료의 옥외용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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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membranes
(a), (b) PSf membrane and (c), (d) PP nonwoven-type membrane.

최근 들어 폴리아마이드와 폴리에스터 로프[6], 초고분자량 폴리에

틸렌 섬유[7], 고성능 응용분야를 위한 CNT-polyurethane 나노복합체

[8], 태양전지를 위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봉지재[9]와 같은 특정

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최종형태의 고분자 재료에 대한 옥외 기후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옥외에 적용되

는 최종 형태의 특성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옥외용도의 막

에 대한 자외선 영향 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촉진 자

외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막의 물성 변화를 보고한다. 이를 위해 옥외

용도에 적용될 수 있는 고분자 막 형태 중 해수의 유용금속 회수를 

위해 연구되었던 폴리설폰 비대칭성 막과 상용화된 폴리프로필렌 부

직포형태의 막을 본 연구에서는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폴리설폰(PSf, Udel 3500) 비대칭성 막은 상역전법(phase inversion 

method)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요약하면, 폴리설폰을 N-methyl-2-

pyrrolidone (NMP)에 녹여 15 wt% 용액을 제조하고 이를 bar 코팅기

를 적용하여 유리판 위에 캐스팅한다. 이어 25 ℃의 과량의 증류수에 

24 h 동안 담가 막을 제조하였다. 이 때 증류수는 NMP를 완전히 제거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였다. 폴리설폰 막은 3일 동안 후드 내에

서 건조하였고 실험평가 이전에 하루 동안 진공 건조하였다. 제조된 

막의 두께는 0.25 mm이었다. 폴리프로필렌 막은 이전 연구에서 높은 

공극률과 우수한 수분침투특성으로 해수에서 선택적 리튬회수에 적

합한 부직포 타입의 상용화된 막(Kimtex)[10]을 사용하였다. 

2.2. 촉진 자외선 노출 실험

고분자 막의 자외선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촉진 자외선 노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분자 막 샘플을 UV 챔버(UV 200, WEISS) 안

에 위치한 후 60 ℃ (± 2 ℃)와 50% (± 5%)의 상대습도를 유지하면서 

자외선 노출을 각각 5, 11, 그리고 15일 가하고 이를 수집하여 평가하

였다. 이때 자외선의 강도는 55 W/m2이며 파장범위는 290∼400 nm

이다. 조사에 사용되는 고분자 막의 치수는 100 mm × 100 mm (폭 × 

길이)이다. 자외선 노출 시간에 따른 고분자 막의 변화는 ATR/FT-IR 

(NICOLET 5700, Thermo Electron)과 색차계(Minolta)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FT-IR 스펙트럼은 4000∼550 cm-1의 파장범위에서 얻었다. 

ATR 측정은 45°의 검출각도에서 실시하였다. 색차는 360 nm∼740 

nm의 범위에서 SAV 모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E는 다음의 식에 

의해 정의되어 얻어졌다. 

△E = (△L2+△a2+△b2)1/2 (1)

여기서 L, a, b는 각각 밝기, 빨강/초록 값, 노랑/파랑 값을 나타낸다.

 

2.3. 몰폴로지

막의 표면과 단면 이미지는 주사전자현미경(MIRA LMH, Tescan)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샘플을 K575X sputter coater (Emitech, UK)

를 사용하여 Cr/Pt pre-sputter하였다. 단면 이미지는 액체질소에서 절

단한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기계적 강도

5개의 막 샘플을 실온에서 20 mm/min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

였다. 이때 막의 치수는 15 mm × 50 mm (폭 × 길이)이었다. 

막 표면의 내마모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경 5.54 mm의 스틸구

와 막을 10 : 1 비율로 컨테이너 안에 넣고 300 rpm에서 2 h 및 5 h 

동안 볼밀(Daehan, Korea)을 수행하였다. 막의 표면은 광학 현미경 

(AJ-CK-7000, D 1/2 inch, Axiotech)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5. 열적 특성

고분자 막의 자외선 조사에 따른 열적 특성 변화는 시차주사열량계 

(DSC, Q20, TA Instrumen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승온 속도

는 10 ℃/min로 0 ℃∼250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막의 

결정화 온도를 조사하기 위해 냉각 스캔은 첫 번째 가열 스캔 후에 

5 ℃/min의 냉각속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옥외용도의 고분자 막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수에서 유용금

속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에 적용한 고분자 막을 선정하였다[5]. 초

기의 고분자 막의 표면과 단면은 Figure 1에 보여진 바와 같다. 폴리

설폰 막은 나노 크기의 기공구조를 갖는 매끄러운 표면과 finger-type

의 다공성 단면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형태의 막은 섬유상의 표면과 중간에 치밀한 층을 갖는 단면을 나타

내었다. 바닷물로부터 유용금속의 회수를 위한 고분자 막타입의 레저

버는 내부에 수 마이크론 크기의 무기물 흡착제를 포함하고 있는 주

머니 형태이며 바닷물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수에 

직접 적용하는 유용금속 회수 시스템은 해수가 용이하게 막타입의 레

저버에 침투하여야 하는 동시에 내부에 보관된 흡착제의 손실을 막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막의 기계적 물성이 적용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막 내부에서 무기물 흡착제는 해수의 움직임에 따라 고분

자 막과 반복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

하여 금속구와 고분자막을 함께 볼밀링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표면

을 관찰함으로써 고분자 막의 내마모성 특성을 평가하였다. 금속과의 

볼밀링은 고분자 막 레저버 내의 무기물들의 해수에 의한 반복적 마

찰보다는 더 가혹한 조건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학현미경을 통

해 각각의 고분자 표면을 관찰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면에 변화가 미미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형태의 막과는 대조적으로 

폴리설폰 막 표면에는 다수의 미세 스크래치가 관찰되었다(Figure 2). 

이는 섬유를 기반으로 한 고분자막이 마모성 측면에서 막 표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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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ptical microscopic images (× 200) of (a) PSf membrane 
and (b) PP nonwoven-type membrane.

Figure 3. Change of the total color difference value (ΔE) of 
membranes with the UV irradiation time.

(a)

(b)

(c)

(d)

Figure 4. Heating and cooling DSC spectra of (a), (c) pristine 
membranes and (b), (d) membranes treated with UV irradiation for 15
days.

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방성 막은 상역전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섬유를 기반으로 한 막에 비해 내부의 미세한 다공

성 구조가 표면층의 내마모성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자 막에 대한 자외선 노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외선에 

각각 5, 11, 15일 동안 노출시킨 후 이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고분자

에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복합 화학반응으로 인한 고분자 사슬의 

파손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물리, 화학적 변화가 발생된다. 그 결과 

변색, 라디칼 형성, 표면 분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자외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막 샘플들의 색차(total color difference)를 

측정하였다. 색차 측정 장치의 모드는 측정영역의 크기에 따라 SAV, 

MAV, LAV 모드가 있다. 부직포 타입의 막에 포함된 섬유의 곡률에 

의한 난반사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영역 측정인 SAV 모드를 사

용하였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색차 값인 △E는 자외선 노출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3). 폴리설폰 막의 변색은 육안으

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형태의 

막과 폴리설폰 막의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색차의 변화는 선형회귀

로부터 각각 1.4520 + 0.33 × day와 16.6971 + 0.9345 × day로 나타났

다. CIE-L × a × b -컬러 체계는 3개의 무차원 색채 측정으로 일반적

으로 고분자의 변색은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의 증가에 기인한다. 

자외선 조사에 따른 열적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외선 조사 

전의 시료와 15일간 자외선 노출된 고분자 막의 가열 및 냉각 DSC 

thermogram을 측정하였다(Figure 4). 폴리설폰은 비정질 고분자로써 

자외선 조사에 의해 유리전이온도(Tg)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폴리프로필렌 막의 경우에는 용융 온도(Tm)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이

러한 변화는 냉각 곡선에서 얻어진 결정화 온도(Tc)도 같은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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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TIR-ATR spectra of the polymeric membranes with the UV
irradiation time. (a) 0 day, (b) 5 days, (c) 11 days, and (d) 15 days. Figure 6. SEM images of (a) PP nonwoven-type membrane and (b) 

PSf membrane after 5, 11, 15 days of UV irradiation.

타내었다. 용융 온도는 분자량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용융 온

도의 감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고분자 사슬의 분해가 예상된다. 한

편, 폴리프로필렌 부직포형 막의 용융 엔탈피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고분자 사슬의 끊어짐으로 짧은 

고분자 사슬들의 결정화가 용이해져서 결정화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고분자 막의 화학구조 변화는 FTIR-ATR 

스펙트럼을 통해 평가하였다(Figure 5). 폴리프로필렌 부직포형 막의 

경우는 자외선 조사에 따라 carbonyl 피크영역인 1713 cm-1에서 새로

이 피크가 생성되고 조사에 따라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폴리설폰 막

의 경우는 폴리프로필렌 막과 같이 carbonyl 피크의 생성 및 증가뿐만 

아니라 hydroxyl 피크 영역(3100 - 3600 cm-1 주변)에서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현저한 피크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Hydroxyl 피크가 넓

은 영역에서 관찰되는 것은 3550 cm-1에서 phenolic 말단 그룹의 피크 

형성에 기인한 것이다[11]. 

상기에 자외선 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가 고분자 막의 표면 몰폴로

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막 표면의 SEM 이미지를 측정하였고 이는 Figure 6에 나타내었

다. 색차 변화, 열적 특성 변화 및 FTIR-ATR의 결과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자외선 조사에 의해 명확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형 막에서는 구성하는 섬유들이 잘라졌으며 이는 자외선 조사

와 함께, FTIR-ATR 결과로부터 예상한 고분자 사슬의 절단뿐만 아니

라,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함유한 섬유가 macro 스케일에서도 절단

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자외선 조사시

간의 증가에 따라 그 정도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폴리올레핀이 자

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형 막을 이루는 섬유가 쉽게 잘려지는 것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형 막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층으로써 표면층에 위치한 섬유들

은 15일간의 자외선 노출에 의해 손상을 받았으나 내부의 층은 표면

층에서의 완전한 손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외선의 차단효과와 같은 영

향이 있어 고분자 막의 형태적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폴리설폰 막의 

경우는 특이하게 표면 전체에 걸쳐 자외선 조사에 따라 기공이 관찰

되고 조사시간의 증가에 따라 기공주변으로 분해가 촉진되어 기공의 

크기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표면 몰폴로지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나노기공을 갖는 표면의 고분자 막 분해에서 매끄러운 표면보다 나노

기공으로부터 분해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자외선 

노출 시간에 따른 표면 몰폴로지 변화 관찰의 결과로부터 옥외조건에

서 자외선 노출에 의한 고분자 막의 열화는 그 막을 구성하는 재료뿐

만 아니라 막의 표면 형태 또는 막의 형상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한 결과로써 전기방사법으로부터 제조된 폴리

락타이드 매트타입 막의 경우에서도 표면 몰폴로지가 가수분해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2]. 

Figure 7에서는 자외선 조사전의 고분자 막의 stress-strain curve와 

자외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막의 인장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앞

에서 논의한 몰폴로지 변화의 관찰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자외선 조

사에 따라 인장강도는 폴리프로필렌 막과 폴리설폰 막 모두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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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a) Stress-Strain curves of polymer membranes at 0 day. (b) 
Tensile strength change with the UV irradiation time.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의 저하는 11일간 자외선 조사된 고분자 

막은 모두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었으나 15일간의 자외선 조사된 경우

에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형의 막이 극심한 기계적 강도 저하를 나타

내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막은 다수의 층으로 이

루어진 구조를 나타내었고 15일간의 조사를 통해 제일 외각에 위치한 

층의 섬유들이 극심하게 절단이 되어 이 시점에서 인장강도가 더욱 

더 저하된 것으로 예측된다. 

4. 결    론 

옥외에서 바닷물로부터 유용금속의 회수를 위한 고분자 막으로 응

용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막을 이용하여 촉진 자외선 노출실험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옥외에서 자외

선 노출에 의한 물성의 변화는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의 종류뿐만 아

니라 최종적인 형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옥외용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고분자 막에도 특성평가를 위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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