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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폴리에틸렌 정밀여과 막을 이용한 Al2O3 콜로이드 현탁액의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거동을 

검토하였다. 운전압력의 순환은 0.49에서 1.96 bar까지 증가시키는 증압운전 후 다시 0.49 bar로 감소시키는 감압운전으로

행하였다. 연속적으로 운전압력을 순환변화 시킨 결과, 증압운전과 감압운전의 투과유속이 서로 다른 이력(hysteresis)을 나

타냈다. 현탁액의 투과저항은 감압운전의 경우가 증압운전의 경우보다 컸으며, 투과저항 증가율도 컸다. 막오염 형태는 증

압운전과 감압운전 모두 운전초기에 케익오염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막오염의 크기는 감압운전의 오염이 증압운전의 오염

보다 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uling behavior of Al2O3 colloids on polyethylene microfiltration membrane. To 

examine the effect of operation variation on fouling, operating pressure was increased from 0.49 to 1.96 bar along with 

time elapses and then was reduced to 0.49 bar reversely. A hysteresis  behavior was observed in the membrane permeate 

flux over pressure, revealing different fluxes at the same pressure according to the pressure control type, increasing and 

decreasing. Permeate resistance and its rate of increase was higher in the decreasing pressure cycle than in the increasing 

pressure cycle. At the initial period of filtration, fouling mechanism for the both cycles was governed by the cake filtration. 

The degree of fouling was higher in the decreasing pressure cycle compared with in the increasing pressure cycle.

Keywords: membrane, microfiltration, colloidal suspension, cyclic, fouling 

1. 서  론
1)

막분리 여과공정은 간편한 공정조작과 분리정제능력

이 우수한 분리기술로 수처리, 오염방지 전후처리, 중수

도 처리, 반도체, 식음료, 의약품, 에너지 등 산업의 많

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나 막오염으로 인한 투과유

속의 감소가 커 산업전반에 전천후로 사용하는 데 제약

을 받고 있다[1]. 

막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이 막 표면에 부

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 자(e-mail: stnam@kiu.ac.kr)

오염층의 압밀화를 방지하여 투과유속을 향상시킨다. 

막표면에 누적된 케익층과 같은 가역적 오염은 회전원

판 모듈 및 십자류와 테일러 와류 등 순환속도 및 흐름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자들이 막표면이나 세공 속에 흡착된 비가역 세공막

힘 오염은 막재료 및 막모듈 선택과 막표면 개질, 막표

면의 흐름형태 변화 그리고 역세척 등과 같은 운전조건

을 함께 변화시켜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2-4].

Jiraratananon 등[5]은 십자류 정밀여과 공정에서 입

자크기가 서로 다른 polyethylene glycol, dextran, 단백

질 그리고 bentonite와 이들이 혼합된 현탁액의 투과유

속 감소원인은 막표면에서의 농도분극과 막표면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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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벽에 입자들이 침착, 누적되기 때문이며, 입자크기가 

큰 bentonite 현탁액은 케익여과 모델에 의하여 지배되

고,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함께 공존하면 작은 입자들

에 의한 세공막힘오염이 케익층과 함께 나타나 투과유

속이 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Bowen 등[6]은 단백

질 용액의 정밀여과 공정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막의 투

과유속 감소는 케익층과 세공막힘이 동시 또는 연계적

으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운전초기의 미세입자에 의한 

세공막힘이 발생한 후 막표면에 케익층을 형성하기 때

문이며, 막표면에서 전단응력을 증가시켜 막표면에 누

적되는 단백질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투과유속을 증

가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Madaeni 등[7]은 금을 함유

한 묽은 라텍스 혼합 콜로이드 현탁액의 전량여과 공정

에서 운전압력이 낮으면 투과유속이 서서히 감소하며, 

투과저항도 낮고 배제율도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공

이 작은 소수성인 막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유

속은 증가하였으며, 막오염 기구는 운전초기의 세공막

힘에 이어 케익층에 의하여 지배되고, 압력증가에 따른 

케익층의 비저항 증가는 압력에 의한 케익층의 공극율

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이 등[8,9]은 고도정

수처리를 위한 세라믹 정밀여과 시스템에서 주기적인 

역세척을 실시함으로써 막오염 저항을 감소시켜 비 투

과유속을 증가시켰으며, 실시 시간이 길수록 농도분극 

및 막오염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빈

도의 증가도 막오염 억제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또한 최 등[10]은 정밀여과용 관형막 내에 기공이 

있는 배출봉을 삽입하여 배출봉의 기공을 통하여 처리

수와 농축액을 배출시킴으로써 막표면에 오염증가를 

방해하는 새로운 유체흐름을 발생시켜 막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시킴으로써 투과유속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Ould-Dris 등[11]은 운전압력, 현탁액 농도, 

공급속도 등 운전조건의 순환변화가 정밀여과 폴리술

폰 막에 형성된 CaCO3 케익에 미치는 영향검토에서 막

에 형성된 케익이 제거되지 않아 투과유속 이력현상이 

나타났으며, 운전압력과 농도를 증가시키고 공급속도를 

감소시켰을 때 투과유속은 케익층 증가와 농도분극에 

의한 투과저항에 지배를 받고, 운전압력과 농도를 감소

시켜도 현탁입자들이 막표면에 부착되어 있어 케익의 

두께는 변하지 않으며, 공급속도을 증가시켜도 임계속

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케익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다. 

운전압력 순환변화 시 운전압력을 감소시켜도 투과유

속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막오염층의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이며, 이는 CaCo3 케익층이 비가역적 고

화상태로 유지되어 케익층의 두께와 구조가 변하지 않

기 때문이라 했다. 

분리여과공정에서 투과유속이 감소하는 원인은 막오

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막오염이 발생하는 것

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한 막오염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

거하는 것이 여과성능인 투과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분리막을 이용하여 콜로이드 현탁액의 정밀

여과공정 중 여과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막오염의 

발생형태와 기구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밀여과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운전조건을 제시하고자 

Al2O3 현탁액의 정밀여과공정 중 운전조건에 따라 발

생하는 투과저항과 막오염의 정성적인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Al2O3 현탁액의 폴리에틸렌 정밀여과공정에

서 운전압력의 순환변화가 투과저항과 막오염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현탁액의 농도, 입자의 크기, 막의 세공

크기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이  론

2.1. 투과유속  투과 항  

정밀여과공정에 대한 투과유속은 식 (1)과 같이 막 

양쪽의 압력차와 총괄저항으로 표시되는 Darcy의 법칙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압력차를 구동력으로 하는 여과

공정에서 투과유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현

상이 발생하며, 투과유속의 저하현상은 막표면의 세공

이 현탁입자에 의해 막혀버리거나 또는 현탁입자가 막

표면에 누적되어 케익층을 형성하는 등의 막오염이 발

생하여 투과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투과유속을 감

소시키는 투과저항(R)은 막저항(Ro)과 케익저항(Rc) 그

리고 세공막힘저항(Rp)의 합으로 표현된다[5,6].

 



  (1)

             (2)

2.2. 정압여과모델  

막오염 형태를 나타내는 Hermia[12]의 정압막힘여과

(constant pressure blocking filtration)모델은 막 세공크

기가 균일하다는 가정에서 유도되었으며, 세공막힘 형

태와 케익여과 형태가 있다. 세공막힘은 입자크기와 막 

세공의 크기가 같아 입자가 세공을 완전히 막아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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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ed tank    2. Feed pump   3. Needle valve   

4. Pressure gauge  5. Flow meter   6. Electric balance  

7. Membrane module  8. Water tank   9. Nitrogen tank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만 입자들끼리 중첩되지 않아 세공의 수가 감소되는 완

전세공막힘(complete pore blocking)과 입자크기가 막 

세공크기 보다 상당히 작아 입자들이 막 세공 속으로 

침투하여 세공벽에 부착됨으로써 세공의 부피를 감소

시키는 표준세공막힘(standard pore blocking) 그리고 

입자크기가 막의 세공크기 보다 커서 이미 세공을 막고 

있거나 표면에 존재하는 입자에 중첩되어 막표면에 케

익을 형성하는 케익여과(cake filtration) 형태와 완전세

공막힘과 케익여과의 중간형태인 중간세공막힘(inter- 

mediate pore blocking) 모델이 있다. Koltuniewicz 등

[3]은 Hermia의 정압여과모델을 십자류 여과공정에서 

막오염 형태를 판별하기 위하여 운전시간에 따른 투과

유속의 일반식을 식 (3)과 같이 나타냈으며, 막오염의 

유형별 투과거동을 나타내는 n값은 완전세공막힘 n = 

2.0, 표준세공막힘 n = 1.5, 중간세공막힘 n = 1.0, 그리

고 케익여과의 경우에는 n = 0 으로 표현된다.  

     
  
  



(3)





     

  
  



(4)




  
     

 
  
  

  

       (5)






  
  

  
    (6)

         
   
  

  

투과유속 변화거동은 투과저항 R과 투과저항의 시간

변화율 dR/dt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

다. 투과유속변화에 의한 투과저항은 식 (4)로 표현되

며, 투과유속을 감소시키는 막오염 형태의 변화과정은 

식 (5)로 표현되는 투과저항의 시간변화율 dR/dt와 운

전시간 t의 관계를 도시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t와 

dR/dt의 관계에서는 막오염의 형태가 단지 세공막힘에 

의한 오염인지 또는 케익오염 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정성적이고 현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정량적인 n

과 k값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막오염 형태

의 정성적인 관점만을 검토한다. t와 dR/dt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양(+)이면 세공막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기울

기가 음(-)이면  케익여과 모델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하

고, 이는 시간에 따른 dR/dt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 

(6)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울기 d
2
R/dt

2
은 (n-1)에 

비례하며, n = 0인 케익여과 모델일 때에는 음의 기울

기를, n > 1인 세공막힘 모델에서는 양의 기울기 값을 

나타낸다.

3. 실  험

3.1. 재료  장치

본 실험에서 현탁액 제조에 사용한 Al2O3 (日本輕金) 

미립자의 크기는 각각 0.6 및 1.0 µm이었다. 현탁액 제

조 및 순수 투과유속 측정에 초순수 제조장치(Modu 

Pure, LBMPP 1002)로 처리한 18.2 MΩ/cm의 초순수

를 사용했다. 실험에서 사용한 정밀여과용 분리막은 세

공의 평균크기가 0.24 및 0.34 µm이고, 내경이 2.0 mm

인 폴리에틸렌 모세관 막(PE Capillary, Asahi kasei)이

었다. 투과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는 Fig. 1 도

시한 바와 같이 원료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원료탱

크와 이송펌프, 막의 투과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막을 

장착한 막모듈 그리고 성능실험이 끝난 오염된 막을 세

정하기 위한 역 세척용 순수탱크와 질소봄베 등으로 구

성하였다. 원료탱크에는 공급액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

는 가열과 냉각기능이 가능한 전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3.2. 실험방법

분리막 여과공정에서 현탁액의 공급형태는 순환흐름

의 십자류 방식이었으며, 공급액의 유량과 운전압력은 

막모듈의 앞뒤에 설치된 압력조절용 니들밸브와 우회

밸브 그리고 유량계를 이용하여 조절하였으며, 운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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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the permeate flux, resistances and its 

derivatives with time for 1,000 ppm colloidal solution un-

der the cyclic variation in TMP.

력은 0∼1.96 bar, 공급액의 유량은 0∼24 L/hr 범위에

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공급액의 농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리막을 투과하지 않고 지나온 배

제액과 투과액을 모두 원료탱크로 되돌아가도록 순환

시켰다. 운전압력 순환실험은 운전압력을 0.49에서 

1.96 bar까지 증가시킨 증압운전을 시행한 후 운전압력

을 0.49 bar까지 감소시키는 감압운전을 연속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운전압력 변화시 질소와 순수를 사용하여 

역세압 0.69 bar에서 각각 5분씩 역세척을 실시하였다.  

4. 결과  고찰 

4.1. 운 압력의 향

운전압력의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유속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하여 농도 1,000 ppm인 현탁액의 투과거동을 

Fig. 2에 나타냈다.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유속

은 운전압력이 증가하는 증압운전과 운전압력이 감소

하는 감압운전 모두 운전압력이 높아질수록 컸으며, 운

전압력이 높을수록 투과유속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

다. 증압운전의 경우 운전압력 증가에 따른 투과유속의 

증가는 직전 운전압력의 투과유속에 비하여 운전초기

에 1.43∼1.34배 증가한 반면 운전말기에 1.33∼1.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감압운전의 경우 운전압력이 감

소할수록 운전초기에 직전 운전압력의 투과유속에 비

하여 0.63∼0.58배, 운전말기에 0.74∼0.69배 감소하였

다. 또한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증압운전에 대한 감압

운전의 초기 투과유속은 운전압력 1.47 bar인 경우에는 

0.84배이었고, 0.98 bar인 경우 0.89배, 그리고  0.49 bar

에서 0.74배이었으며, 순환운전으로 인하여 투과유속이 

감소하는 투과유속 이력현상을 보였다.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막오염의 척도인 투과저

항은 증압운전의 경우 운전압력이 증가할수록 커졌고, 

감압운전에서는 운전압력이 감소할수록 작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동일한 운전시간 동안 투과저항의 증가율은 

운전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운

전압력이 높아질수록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투과저항의 평균 증가율은 증압운전

과 감압운전의 값이 거의 같았다. 운전압력 증가에 따

른 증압운전의 운전초기 투과저항은 직전 운전압력의 

투과저항에 비하여 1.40∼0.99배 증가한 반면 운전말기

에는 1.63∼1.12배 증가하였고, 감압운전의 경우 운전

초기에 1.20∼0.87배, 운전말기에 1.01∼0.72배 증가하

였다.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운전초기를 기준으로 투과

저항은 증압운전의 경우 1.85∼2.73배, 감압운전에서는 

2.31∼1.66배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한 운전압력에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이 증압운전의 투과저항보다 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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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the permeate flux, resistances and its 

derivatives with time for 200 ppm colloidal solution under 

the cyclic variation in TMP.

며, 운전압력 1.47 bar인 경우에 1.19배이었고, 0.98 bar

인 경우 1.12배 그리고 0.49 bar에서 1.35배이었으며, 

이는 투과유속의 지속적 감소함에 기인하고 투과저항

을 증가시키는 막오염 크기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운전압력의 순환변화에 의한 막오염 형태는 운전시

간에 따른 투과저항의 시간변화율 dR/dt의 기울기가 음

(-)의 값과 양(+)의 값이 함께 나타나 케익여과와 세공

막힘에 의한 오염이 혼합된 형태임을 보였고, 기울기가 

음(-)인 케익여과에 의한 오염이 지배적이었으며, 운전

압력이 높은 경우 초기오염이 컸지만 이후에는 거의 비

슷한 거동을 나타냈다. 증압운전의 경우 운전압력 증가

에 따른 투과저항의 증가와 함께 케익오염이 증가하였

고, 세공막힘오염은 운전압력 0.49 bar에서는 명확히 확

인되지 않지만 0.98 bar
 
이상에서는 세공막힘오염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압력 증가에 따른 

막오염 층의 두께증가와 더불어 구조가 치밀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압운전의 초기 케익오염은 증압운전

의 케익오염 보다 컸고, 운전압력이 낮아질수록 선형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세공막힘오염은 운전압력에 감소하

여도 크기가 비슷하였다. 이는 감압운전에 따른 투과저

항이 운전압력이 감소하여도 증압운전의 동일 운전압

력에 비하여 투과저항이 큰 결과에 기인한다. 투과저항

의 증가는 막오염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증압운전에 의

한 막오염 층의 두께와 치밀성 증가에 더하여 운전시간 

지속에 따른 현탁입자의 누적과 입자누적에 의한 오염

층 구조의 치밀도가 부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4.2. 농도의 향

운전압력을 순환 변화시켰을 때 현탁액의 농도 200 

ppm의 투과유속, 투과저항, 막오염 형태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유속은 증압

운전과 감압운전 모두 운전압력이 높을수록 컸으며, 운

전압력이 높을수록 투과유속 감소속도는 빨랐지만 현

탁액의 농도 1,000 ppm일 때 보다는 완만했다. 증압운

전의 운전압력 증가에 따른 투과유속 증가는 운전초기

에 2.07∼1.32배 증가한 반면 운전말기에는 2.29∼1.30

배 증가하였으나 투과유속의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반

면 감압운전의 경우 운전압력이 감소할수록 운전초기

에는 0.68∼0.50배, 운전말기에는 0.68∼0.42배 감소하

였다. 또한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증압운전에 대한 감

압운전의 투과유속은 운전압력 1.47 bar에서 평균 0.88

배, 0.98 bar에서 평균 0.87배 그리고 0.49 bar에서 평균 

0.84배이었다. 

투과저항은 현탁액의 농도 1,000 ppm인 경우에 비하

여 증압운전이나 감압운전 모두 작았으며, 운전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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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the permeate flux, resistances and its 

derivatives with time for 0.6 µm Al2O3 particle under a cy-

clic variation in TMP.

변화시킨 초기에는 변화율이 컸으나 이후에는 완만하

게 증가하는 준 정상상태를 나타냈다. 운전압력 순환변

화에 따른 투과저항의 변화거동은 증압운전과 감압운

전이 서로 달랐으며,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증압운전의 

투과저항과 증가속도가 감압운전보다 작고 느렸다. 운

전압력 증가에 따른 증압운전의 운전초기 투과저항은 

직전 운전압력의 투과저항에 비하여 0.97∼1.01배 증가

한 반면 운전말기에 0.87∼1.02배 증가하였고, 감압운

전의 경우 운전초기에 1.10∼1.0배, 운전말기에 1.11∼

1.19배 증가하였다.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운전초기를 

기준으로 투과저항은 증압운전일 경우 1.39∼1.26배 감

소하였고, 감압운전에서는 1.27∼1.57배 증가하였다. 또

한 동일한 운전압력에서 증압운전에 대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은 운전압력 1.47 bar인 경우에는 1.13배이었

고, 0.98 bar인 경우 1.15배 그리고 0.49 bar에서 1.20배 

순서로 증가하였다. 

막오염 형태는 케익오염과 세공막힘오염이 혼합된 

형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케익오염이 지배적이었다. 증

압운전의 막오염 형태는 운전압력 0.49 bar에서
 
케익오

염은 미약한 반면
 
운전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케익오염

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운전압력 차에 따른 케익오염

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운전압력을 증가시켜도 투과

저항의 크기가 비슷한 것은 막오염의 크기는 크게 변하

지 않지만 막오염 형태의 기여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운전압력 0.49 bar에서는 운전초기 세공막힘오염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오염에서 세

공막힘오염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운전압력 0.49와 1.47 bar일 때의 세공막힘오염

의 크기가 운전압력 0.98과 1.96 bar에서 보다 약간 크

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감압운

전의 초기 케익오염이 증압운전의 케익오염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고, 운전압력 1.47과 0.98 bar일 때 각각 

20%와 24% 증가하였지만 운전압력 0.49 bar에서는 케

익오염이 12배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감압운전에 따른 

투과저항은 운전압력이 감소하여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증압운전에 의한 막오염 층의 안정화

에 이어 운전시간 지속에 따른 현탁입자의 누적량과 오

염층이 치밀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케익오

염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세공막힘에 의한 오염

이 발생한 현상도 이를 뒷받침하며, 운전압력 0.98과 

0.49 bar일 때 운전시간 4분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증압

운전의 세공막힘오염보다 큰 결과를 보였다.  

4.3. 입자크기의 향

운전압력 순환변화시 현탁입자의 크기가 투과유속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자크기 0.6 

µm인 현탁액의 투과저항 경시변화를 Fig. 4에 도시하

였다.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유속과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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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the permeate flux, resistances and its 

derivatives with time for 0.24 µm membrane under the cy-

clic variation in TMP.

증압운전과 감압운전 모두 운전압력이 높을수록 크고 

빨랐으며, 또한 변화거동은 입자크기가 1.0 µm인 현탁

액일 때와 유사했지만 감소율은 더 컸다. 증압운전의 

운전압력 증가에 따른 투과유속 증가는 운전초기에 1.40

∼1.25배, 운전말기에 1.44∼1.25배 증가하였고, 감압운

전의 경우에는 운전압력이 감소할수록 운전초기에 0.64

∼0.70배, 운전말기에 0.62∼0.71배 감소하였다. 또한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증압운전에 대한 감압운전의 투

과유속은 운전압력 1.47 bar에서 평균 0.75배, 0.98 bar

에서 평균 0.69배 그리고 0.49 bar에서 평균 0.75배이

었다.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투과저항은 입자크기가 

1.0 µm인 현탁액 보다 평균 2.55∼3.01배까지 증가하

였고, 증가율도 더 큰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동일한 운

전압력 하에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이 증압운전의 투

과저항보다 더 컸고, 증가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운전

초기를 기준으로 증압운전의 투과저항은 2.19∼2.82배, 

감압운전에서는 3.01∼2.34배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과유속의 감소가 감압운전에서 더 급격히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운전압력에서 증압운전에 대

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은 운전압력 1.47 bar인 경우에

는 1.33배이었고, 0.98 bar인 경우 1.45배 그리고 0.49 

bar에서 1.34배이었다. 

막오염 형태는 전체적으로 케익오염이 지배적이었으

며, 증압운전의 막오염 형태는 미립자의 크기가 1.0 µm

일 때와 유사하지만 입자의 크기에 따른 투과저항과 막

오염의 크기도 크게 나타났다. 증압운전의 경우 운전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케익오염만 나타난 운전압력 0.49 bar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케익오염의 증가와 함께 운전압력

이 증가할 수록 세공막힘오염은 감소하였다. 감압운전

의 투과저항 증가로 인한 감압운전의 초기 케익오염은 

증압운전의 케익오염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운전

압력 1.47과 0.98 bar일 때 각각 24.6%와 23.9% 증가

하였지만 운전압력 0.49 bar에서는 케익오염이 10.2배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운전압력 감소에 따른 케익오염

은 운전압력 1.47과 0.98 bar일 때 비슷하지만 0.49 bar

의 경우 감소하였고, 세공막힘오염은 운전압력 1.47과 

0.98 bar일 때 운전시간 4분 전후 각각 1, 2번, 운전압

력0.49 bar인 경우 운전시간 10분까지 넓게 발생하여 

증압운전의 세공막힘오염 보다 큰 결과를 보였다.

4.4. 세공크기의 향

분리막의 세공크기가 투과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세공의 크기 0.24 µm인 모세관 막에 대

한 투과거동을 Fig. 5에 나타냈다. 투과유속은 증압운전

과 감압운전 모두 운전압력이 높을수록 컸으며, 운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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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을수록 투과유속 감소속도가 빨랐으며, 세공크

기 0.34 µm인 막에 비해 약간 급격했다. 증압운전의 운

전압력 증가에 따른 투과유속 증가는 운전초기에 1.93

∼1.28배 증가한 반면 운전말기에 1.90∼1.25배 증가하

였고, 감압운전의 운전압력 감소에 따라 운전초기에 

0.71∼0.47배, 운전말기에는 0.68∼0.48배 감소하였다. 

또한 동일 운전압력 하에서 증압운전에 대한 감압운전

의 투과유속은 운전압력 1.47 bar에서 평균 0.85배, 

0.98 bar에서 평균 0.75배 그리고 0.49 bar에서 평균 

0.67배이었다. 

막의 세공크기에 따른 투과저항은 앞서 살펴 본 세공

크기 0.34 µm인 막에 비해 세공크기 0.24 µm인 막을 

사용했을 경우가 더 컸으며, 운전초기의 투과저항을 기

준으로 증압운전의 경우 1.34∼1.61배 증가하였고, 감

압운전에서는 1.61∼1.67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운전압력 하에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이 증압운전의 

투과저항보다 더 컸고, 운전압력이 1.47 bar일 때 1.18

배,
 
0.98 bar일 때 1.33배, 0.49 bar일 때 1.47배 순서로 

운전압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막오염 형태는 케익오염이 지배적이었으며, 세공크기

가 0.34 µm인 막에 비하여 케익오염이 더 강력하게 나

타남과 더불어 세공막힘오염도 좀 더 활성화된 결과를 

보였다. 증압운전의 투과저항 증가에 따른 막오염 형태

는 케익오염의 증가와 함께 세공막힘오염은 약간 증가

하였으나 감압운전의 경우 투과저항이 증가에 따른 케

익오염은 감소하다 비슷한 크기를 보인 반면 세공막힘

오염은 미약한 상태에서 증가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오염층의 치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정밀여과 폴리에틸렌 모세관 막의 운전압력의 순환

변화에 따른 Al2O3 현탁액의 투과저항과 막오염의 변

화거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증압운전의 투과저항은 

운전압력이 높을 때가 낮을 때 보다 더 컸으며, 동일한 

운전시간 동안의 투과저항 운전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고, 투과저항의 증가율은 서로 다른 비 

선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동일한 운전압력에서 감압운

전의 투과저항이 증압운전의 투과저항보다 크게 나타

나는 투과저항 이력현상을 보였으며, 운전압력에 의한 

막오염 형태는 케익오염과 세공막힘오염이 혼합된 형

태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케익오염이 지배적이었다.

2)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농도 200 ppm인 현탁

액의 투과저항은 운전시간 60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증압운전과 감압운전의 모두 케익오염이 지배적

이었으며, 운전압력 증가에 따른 증압운전과 감압운전

의 케익오염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3) 입자크기 0.6 µm인 현탁액의 운전압력 순환변화

에 따른 투과저항은 입자크기 1.0 µm인 현탁액 보다 

평균 2.51∼3.01배까지 증가하였다. 동일한 운전압력 

하에서 감압운전의 투과저항이 증압운전의 투과저항 

보다 컸고, 운전초기를 기준으로 증압운전 투과저항은 

2.19∼2.82배, 감압운전 투과저항은 3.01∼2.34배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압운전의 세공막힘오염은 증압운전의 

세공막힘오염보다 컸다.    

4) 운전압력 순환변화에 따른 막의 세공크기 0.24 

µm인 막의 투과저항은 0.34 µm인 막에 비하여 증압운

전일 경우 1.34∼1.61배 증가하였고, 감압운전에서는 

1.61∼1.67배 증가하였으며, 케익오염과 세공막힘오염

이 세공크기가 0.34 µm인 막보다 약간 큰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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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membrane area [m
2
]

J  permeate flux [L/m
2
 hr]

Jo pure water flux [L/m
2
 hr]

ΔP trans-membrane pressure [bar]

R permeate resistance [m
-1

]

Ro membrane resistance [m
-1

]

Rc cake resistance [m
-1

]

Rp pore blocking resistance [m
-1

]

t  time [hr]

µ viscosity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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