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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pore properties of inorganic membranes applied for hydrogen separation industry. Inorganic membranes were
derived from polysilazanes. The thermal reactions involved were studied using thermogravimetry(TG) and IR spectroscopy(FTIR) of
the solids. To determine the thermal effect of pore properties, polysilazanes were pyrolysed in inert atmosphere. Pore volume and BET
surface area showed the maximum value at a pyrolysis temperature of 500

o
C. For amorphous SiCN membrane derived from

polysilazanes, selectivity of H2/N2 was 4.81 at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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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신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를 사용함에

있어 고농축,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 친화성

수소 분리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막분리

기술은 각종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분리 및 회

수를 통하여 그 방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기술 중 하

나이지만 수소에 대해 선택적인 투과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소에 대한

선택적인 투과 성능을 나타내는 기체 분리막 소재를 개

발함으로서 수증기 개질 공정과 같은 고온 및 산화 환원

분위기 하에서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고효율 분리막

을 합성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분리막은 조성과 특성에 따라 유기 고분자막과 무기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기 고분자를 이용한 분리막은 내

화학성 및 열안정성이 약하여 고온에서 세공구조가 파괴

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고온 분리 공정에는 응

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세라믹

으로 상변화가 가능한 무기 고분자를 이용한 분리막은 열

적,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으로 안정성이 좋으며, 수명이

길고, 미생물에 의한 손상이 없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 식품가공, 석유화학 분리공정 등의 목적으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2)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무기막을 기체분리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3-5)

 특히 무기막은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적당한 선택도와 투과도를 갖게 된다면 유기

고분자막의 사용이 불가능한 2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기

체를 분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오늘날

수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증기 개질 공정을 거쳐 천연

가스로부터 추출된다. 이때 천연가스는 촉매 변환 장치에

서 수증기와 반응한다. 그러므로 수증기 개질 공정에서

수소 원자들이 떨어져 나옴으로서 생산되는 수소를 효율

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선택적인 공정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무기 세라믹 분리막

의 분리 능력과 촉매의 활성을 결합하여 촉매반응과 반

응물 및 생성물의 분리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

술이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탄화수

소를 개질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많은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6,7)

일반적으로 무기 세라믹 분리막의 구조는 지지체층

(support layer), 중간층(intermediate layer), 무기 분리막층

(top layer) 등 3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지체층 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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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층을 코팅한 후 마지막으로 분리막을 코팅하여 제작한

다. 보통 지지체는 알파 알루미나를 사용하고, 중간층은 이

보다 기공의 크기가 작은 감마 알루미나를 사용한다.
7)

 최

근 무기 분리막을 제조하는데 silcon계 preceramic 고분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4)
와

졸-겔 공정
8)

 등을 이용해서 합성한다. 그리고 비정형의

다공성 SiCN은 폴리실라잔을 중성 분위기(Ar, N2)에서 고

온으로 열처리하여 얻어진다.
9)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환경에서 수소 기체의 분리가 용

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리콘계 무기고분자인 폴리실라

잔(polysilazane)을 이용하여 수소 분리막으로서의 응용 가

능성과 기공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에

따른 무기 고분자의 열분해 특성(TG), 화학 결합(FTIR),

기공 특성(BET)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알루미

나를 지지체(support layer)로 사용하였으며, 중간층

(intermediate layer)으로는 무기고분자인 폴리실라잔과 SiC

나노 분말 혼합 용액에 의한 spin coating 공정으로 제조

하였으며, 최종 무기 분리막(top layer)으로는 폴리실라잔

을 이용하여 spin coating 공정을 통하여 수소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수소 분리막은 수소와 질

소의 투과량 및 선택도를 자체 제작된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수소 분리막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서 지지체는 상용

알파 알루미나(평균 기공크기: 0.3µm, 기공율: 30%, Nanopore

Materials, Kor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중간층은 SiC 분말

(평균 입경: 50 nm, Sigma-Aldrich Co., USA)과 상용화된

폴리실라잔(polysilazane 20, Kion Co., USA)을 사용하여

isopropyle alcohol 용매에 혼합하여 알루미나 지지체 위에

spin coating 하였다. 이때 제조된 슬러리의 혼합 비율은

SiC:폴리실라잔:isopropyle alcohol=4:50:50(wt%) 이다. 코

팅된 중간층은 200
o
C에서 10시간 유지하여 가교 과정을

거친 후 질소분위기에서 500
o
C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

다. 분리막은 중간층에 사용된 동일한 폴리실라잔을 사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화학식은 Fig. 1과 같다.
10)

 분리막의

형성은 중간층 위에 spin coating을 한 후 200
o
C에서 10시

간 유지하여 가교 과정을 거친 후 질소분위기에서 온도

별로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열처리 조건은 승온과 하강

속도를 1
o
C/min로 하여 500, 600, 700, 800

o
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분리막에 사용한 각 무기 고분자의 열분해 특성 및 구조

는 TG (TA, SDT Q600)와 FTIR (Perkin Elmer, Spectrum

GX)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공특성은 Porosimetry

(Micromeritics, ASAP 20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샘플

의 비표면적은 BET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11)

 마이

크로 기공 특성은 Lippens와 de Boer 방법을 사용하였고,
12)

기공 크기는 Horvath-Kawazoe 방법으로
13)

 계산하였다. 최

종적으로 분리막, 중간층, 지지체 순으로 형성된 수소분

리막의 표면 및 절단면 분석은 FE-SEM(JEOL, JSM-6400)

으로 확인하였고, 수소와 질소의 투과도 및 선택도 측정

은 자체 제작한 수소 분리 특성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spin coating에 의한 중간층(intermediate

layer), 무기 분리막층(top layer)을 다공성 지지체(Al2O3) 위

에 안정하게 형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결함(crack)이

없으면서 마이크로 기공을 가진 분리막 형성은 무기 고분

자의 특성 및 열처리 조건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SiC 분말, 폴리실라잔, isopropyle

alcohol 용매를 혼합하여 코팅공정을 통해 중간층을 형성

시켰으며, 이는 지지체 층과 무기 분리막 층과의 급격한

기공크기 변화 및 조성의 이질성으로 인한 결함을 억제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무기 고분자인 폴리실라잔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열분해 반응의 고찰을 통하여 수소

를 분리할 수 있는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건전한 무기 분

리막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ig. 2는 상온에서 건조한

폴리실라잔을 질소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10
o
C/min으로 측

Fig. 1. The structure of the polysilazane (polysilazane 20,

Kion). 

Fig. 2. Thermal behavior of polysilazanes in 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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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TG 곡선이다. 상온에서 1000
o
C까지의 총 무게 감소

는 22.0%를 보이고 있다. John P. Dismukes et al.은
15)

 폴

리실라잔을 헬륨 분위기에서 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

데, 250~350
o
C까지는 polysilazane oligomer, 350~500

o
C까

지는 NH3와 CH4, 그리고 50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CH4

만 휘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TG 실험에서의 중

량 감소의 원인과 유사할 것을 판단된다. 

Fig. 3은 폴리실라잔을 질소분위기에서 200, 500, 700
o
C

에서 각각 열처리한 후 측정한 FTIR 스펙트럼이다. 각각

의 피크에 해당하는 결합의 종류를 Fig. 3에 표시하였으

며, 200
o
C에서 가교한 시료는 3391 cm

−1
에서 N-H 결합,

2957 cm
−1
에 C-H3결합, 2128 cm

−1
에 Si-H 결합, 1254 cm

−1

에 Si-CH3 결합, 1164 cm
−1
에서 Si-NH-Si와 Si-(CH2)n-Si

결합,
16)

 884 cm
−1
에 Si-H 결합,

17)
 755 cm

−1
에 Si-CH3 결합

18)

이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3391 cm
−1
에

서 N-H, 2128 cm
−1
에서 Si-H 결합이 제일 먼저 사라졌으

며(Fig. 3(b)), 이후 500
o
C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C-H3,

Si-CH3 결합이 약해지면서 7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완전

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c)). 또한 열처리 온

도가 500
o
C 이상에서 600~1100 cm

−1
에 이르는 넓은 흡수

밴드가 나타났는데, 이는 995 cm
−1
의 Si-N 결합

16)
과

811 cm
−1
의 Si-C 결합

16)
이며 전형적인 비정질의 SiCN 무

기막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4는 폴리실라잔 무기 고분자의 흡착과 탈착 등온

곡선(adsorption and desorption isotherms)을 열처리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기공의 부피, 비표면적, 마

이크로 기공의 면적, 마이크로 기공의 면적 비율을 나타내

었다. 분석에 쓰인 시료의 열처리 온도는 각각 500, 600,

700
o
C이며, 질소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질소

분위기에서 500
o
C로 열처리한 결과 비표면적은 497.9 m

2
/g

이고 마이크로 기공의 면적은 439.5 m
2
/g이므로 88.3%의

마이크로 기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료의 비표

면적과 마이크로 기공의 면적은 500
o
C에서 가장 높았으

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부피, BET 비표면적, 마

이크로 기공 면적 등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700
o
C에서는 기공 특성이 급격히 열화 되어 마이크

로기공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 5는 측정된 기공의 크기 분포를 Horvath-Kawazoe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기공의 크기 분포에서도 전체

적인 기공의 부피는 열처리 온도가 낮은 500
o
C에서 600

o
C

와 비교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기공 크기 분포에

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량적으로 기공의 크기는 500
o
C에서 0.76 nm, 600

o
C에서

0.72 nm이었다. 이는 열처리 온도의 변화는 기공 부피의

열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공 크기를 감소시키지는 않

Fig. 3. FTIR spectra of the polysilazanes: pyrolysed at (a)

200
o
C, (b) 500

o
C, and (c) 700

o
C in N2 atmosphere.

Fig. 4. Nitrogen adsorption and desorption isotherms of the

polysilazanes pyrolysed at (a) 500, (b) 600, and (c)

700
o
C in N2 atmosphere.

Table 1. Pore Characteristics of the Polysilazane Pyrolysed at 500, 600, and 700
o
C in N2 Atmosphere

Pyrolysis Temp.

(
o
C)

Pore volume

(cm
3
/g)

BET surface area

(m
2
/g)

Micropore area

(m
2
/g)

External surface area

(m
2
/g)

[micropore area/BET surface

area]×100 (%)

500 0.233 497.9 439.5 58.4 88.3

600 0.080 146.1 126.0 20.1 86.2

700 0.007 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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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된다. 

TG(Fig. 2), FTIR(Fig. 3)과 BET 측정결과(Fig. 4, Fig. 5,

Table 1)로부터 폴리실라잔을 이용한 마이크로 기공의 형

성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직 무기고분자에

서 형성되는 기공의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참고문헌에 의하면 폴리실라잔과 같은 무기고분자가 열처

리시 생성되는 NH3, CH4와 같은 미세 분자의 탈휘발화

(devolatilization)와 무기 고분자의 화학적 진화(evolution)에

의해 기공이 형성된다고 보고되었다.
14,19)

 따라서 500
o
C와

600
o
C에서 열처리한 폴리실라잔 막의 기공은 열처리시 발

생하는 CH4 가스에 의한 형성과 폴리실라잔이 비정형 SiCN

으로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Fig. 6은 질소분위기 500
o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된 분

리막의 파단면 사진을 나타낸다. Fig. 6의 (b) 지점은 폴

리실라잔과 SiC 나노 분말 혼합 용액에 의한 spin coating

공정으로 제조한 중간 층이며, (a)는 중간층 위에 폴리실

라잔을 spin coating한 후 500
o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리막 층의 사진이다. Fig. 6에서와 같이 무기막과 중간

층이 균일하게 spin coating이 되었으며, 비교적 결점이 없

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 무기막의 두께는 약 1~2 µm

였다. 

Fig. 7은 질소분위기 500
o
C에서 열처리한 폴리실라잔만

을 채취하여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미세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제한시

야회절상(SAD)을 통하여 비정질 상으로 이루어 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2에 알루미나 지지층, SiC 중간층, 폴리실라잔 막

으로 제조한 수소 분리막을 각각 500, 600, 700
o
C에서 열

처리한 후, 수소와 질소의 투과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

다. 수소의 투과도는 10
−6
에서 10

−5
mole/m

2
.S.Pa 범위로 비

교적 양호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택도(selectivity of

H2/N2) 측면에서는 4 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

직까지 분리도 측면에서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낮은 값으

로 판단되지만, 이론적으로 누센 확산(Knudsen diffusion)

에 의한 수소와 질소의 선택도 3.75보다는 높은 값을 보

Fig. 5. Horvath-Kawazoe differential pore volume plots of the

polysilazanes pyrolysed at (a) 500 and (b) 600
o
C in N2

atmosphere.

Table 2. Gas Permeation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of the

Polysilazane Membranes 

Pyrolysis 

Temp. (
o
C)

H2 permeance

(mole/m
2
·s·Pa)

N2 permeance

(mole/m
2
·s·Pa)

Selectivity

[H2/N2]

500 1.04×10
−5

2.24×10
−6

4.63

600 5.96×10
−6

1.23×10
−6

4.84

Fig. 6. Cross-section views of (a) polysilazane top layer and (b) SiC

intermediate layer pyrolysed at 500
o
C N2 atmosphere. 

Fig. 7. TEM image of polysilazane pyrolysed at 500
o
C 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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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누센 확산은 기체의 평균 자유 경로가 기공

크기보다 큰 경우, 확산되는 기체 분자는 기공 벽과 번번

이 충돌하게 되어 누센 확산이 지배적이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분리막이 누센 확산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기공에서의 확산 기구에 적용되어 지는 표면 확산

기구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무기 고분자 등의 소재 관련 실험변수 및 공정 변수를 조

절함으로서 특성이 개선된 수소 분리용 분리막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수소 분리막으로 응용될 수 있는 무기 고분자의 열처

리 온도에 따른 무기막의 기공 특성을 평가하였다. BE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iCN 전구체인 폴리실라잔이 비교

적 우수한 기공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폴리실라잔에 대

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라 기공 특성을 평가한 결과 질소분

위기에서 500
o
C와 600

o
C로 열처리한 시편이 높은 비표면적

(497.9, 146.1 m
2
/g)과 수소분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20)

기공 크기(1 nm 이하)와 유사한 기공크기(0.76, 0.72 nm)를

나타내었다. 또한, 알루미나 지지체와 SiC 중간층 위에 폴

리실라잔을 spin coating하여 수소와 질소의 분리 실험을

실시한 결과 600
o
C에서 열처리한 분리막의 분리도(H2/N2)

가 4.84의 값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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