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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유기용매를 정제할 수 있는 고온, 고압에서 안정한 상업화 규모의 고효율 중공사 투과증발

막, 막모듈 개발, 상업 규모의 막분리 장치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는데 구성 요소기술은 1) 고온 고압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드 강화 중공사 막제조, 2) 중공사 막모듈 제조, 3) 막 탈수, 정제장치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등을 개발하였다. 개발 중

공사 투과증발막은 독일의 슐츠막 보다 막 안정성과 막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막면적 4.6 m
2
의 고효율 상업적 규모의 중공사

막모듈을 개발하였고, 200 L/hr 이상의 처리용량의 Pilot 규모의 투과증발 막장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평막 혹은 중공사

막에서 모듈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듈내부에 공급액의 dead volume형성, 공급액의 채널링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개발 중

공사막과 막모듈의 특징은 고온, 고압의 유기용매를 중공사막 내부로 공급되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막분리 효율이 우수하

며 특히 기존의 막제품의 대비 막모듈 가격이 저렴하고, 막성능 및 치수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공급액의 열손실 적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할 뿐 아니라 막모듈 내에 중공사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여 가해주는 진공이 균일하게 각 중공사막의 투과부 표

면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투과된 투과물을 막 표면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투과속도 또한 우수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mercial scale of pervaporative process equipped with hol-

low fiber membrane modules, being able to effectually purify organic solvent at high temperature well over its boiling point 

under high vapor pressure. Three constituent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1) to fabricate braid-reinforced hollow fiber 

membrane stable in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2) to design and fabricate a commercial scale of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and 3) to design and fabricate a pilot scale of pervaporation equipment system. The developed hol-

low fiber membrane possesses a membrane performance superior to the membrane of Sulzer (Germany) which is the 

most-well known for pervaporation process, and the membrane module equips hollow fiber membranes of 4.6 m
2
 and the 

pervaporation system can treat organic liquid at 200 L/h, which is based on the dehydration of 95 wt% isopropyl alcohol 

(IPA). Since the membrane module is designed to flow in and pass through the inside of individual hollow fiber membrane, 

not to involve both the formation of feed’s dead volume observed in flat-sheet membrane module and the channeling of 

feed occurring inside hollow fiber bundle which lower membrane performance seriously, it showed excellent separation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module is inexpensive and has less heat loss into its surrounding, in compared with flat-sheet 

membrane module. In addition, permeant can be removed effectively from the outer surface of hollow fiber membrane be-

cause the applied vacuum is conveyed uniformly through space between fibers into respective fiber, even into one in the 

middle of the hollow fiber bundle in which the space between fibers is uniform in distance. Since the hollow fiber mem-

brane pervaporation system is the first one ever developed in the world, our own unique proprietary technology can be se-

cured, preoccupying technical superiority in export competitiv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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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액체 혹은 증기 혼합물을 분리하는 보편

적인 공정은 다량의 열을 필요로 하는 공정(Thermal 

process)으로 에너지 소모적이 공정이기 때문에 고유가, 

고에너지가 시대에 갈수록 격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생

산원가 절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저 에너

지 소모적인 분리공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막분리공정인 투과증발법은 비다공성막을 통하여 

물질 투과 및 분리가 일어나는 공정으로서 기존 분리공

정들에 비해 에너지소모가 작은 분리공정, 즉 에너지 

절약적 공정이라 할 수 있다[1-3]. 이러한 투과증발 막

분리 공정은 적은 설치공간 및 설치비, 필요에 따라 

scale-up의 용이성 등의 장점 때문에 화학물질의 분리

농축, 화학공업의 분리, 유가물질을 회수 또는 타 산업

에서 재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부하

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 들어, 치솟는 기름 가격 때문에 대체에너

지 개발이 활발한데, 대체에너지 중 바이오에탄올이 가

장 활발하게 연구 개발 및 상업화되어 사용 중에 있는

데, 이로부터 무수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과증발 

막분리공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100기 이상의 평막 위주의 상업용 

플랜트가 가동 중인데, 투과증발법이 상업화 된 이래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막대한 양의 특허 및 결

과물들이 양산되었으나 충분치 못한 분리효율, 막안정

성, 공정의 경제성의 문제점들이 현재 폭넓은 산업적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제한적인 분야에만 적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용매 탈수공정 중에 고분자막

이 고온, 고압 하에서 공격성이 강한 유기용매와 접촉

하기 때문에 충분한 막 안정성이 요구된다. 최근에 

GFT의 기술로 탈수용 분리막을 라이센스 생산 하고 있

는 Mitsui 조선이 에탄올 탈수용 분리막의 수명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낮춘 바가 있는데 이는 주어진 조업조

건 하에서 막의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기고분자막의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개선하

기 위해서 현재 무기막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데, 용해-

확산(Solution-diffusion)방식에 의해 투과 분리되는 유

기고분자막에 비해 무기막은 분자체(Molecular sieve)방

식으로 투과 분리되므로 막성능이 우수하며, 또한 막안

정성 우수하나 막 제조원가가 매우 비싸고, 쉽게 막 파

울링이 일어나 막성능 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러

므로 공정의 경제성과 안정적인 막 성능확보 면에서 현

재로서는 고분자막 개발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막을 사용하는 유기용제 탈수공정에

서 막모듈 비용, 즉 막모듈 교체비용이 운전비중 약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비록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

다하더라도 높은 막모듈 가격이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

감시키며 나아가서 투과증발법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려 

적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모듈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

는 저렴한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거나 혹은 막의 수명을 

연장시켜 교체주기를 늘리는 것이다. 막의 수명을 늘림

으로써 운전비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공

사막 모듈과 같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막모듈 개발

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투과증발 중공사 

복합막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1) 낮은 기계적강도의 

중공사 지지층, 2) 공급액의 조성에 따라 공정 중에 중

공사지지체가 팽창 및 수축되어 도포층을 약화 혹은 파

괴시킴, 3) 중공사 지지체 내부 혹은 외부에 활성층을 

균일하게 도포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들 때문에 상용화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과증발법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강도, 친수안정성을 갖는 중공사막 및 모듈개발 이 

필요하며, 중공사 막성능 및 공정의 경제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모듈, 공정,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가 필요하

다. 즉, 중공사막의 기계적 강도 및 열적, 내화학적, 치

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작업과 feed 및 permeate의 

압력강하 최소화를 위한 중공사 직경, 막모듈의 직경 

및 길이 등 최적화 작업이 요구되며, 모듈 lay-out, 조업

조건, 각 요소부품 spec 등의 설정을 위한 tool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고효율의 안정한 투과증발 

중공사막, 모듈 및 장치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고압 하에서 막안정성 및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중공사 투과증발막을 세계최초로 개

발하였는데 이는 브레이드로 이루어진 외부층(강화층), 

다공성 폴리이미드의 중간층(지지층), 그리고 박막의 

친수성 내부층(활성층)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온, 고

압에서 안정한 에폭시 포팅수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 규모의 단위 막모듈(유효막면적 : 4.6 

m
2
) 및 모듈 어셈블리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시간

당 200 L의 알코올을 94%에서 99.5%까지 농축할 수 

있는 상업적 규모의 투과증발 막장치시스템 개발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중공사막, 막

모듈 및 중공사 투과증발 막시스템 장치의 투과분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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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braid-reiforced pervaporation hol-

low fiber membrane.

Fig. 2. The structures of the porous support layer and the 

active layer anchored onto the support layer in the perva-

poration hollow fiber membrane, the thickness of active 

layer : a) 0.9 µm, b) 0.6 µm, c) 0.06 µm.

능 및 안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개발 공사막, 막모듈  성능 Test

2.1. 공사막

개발된 세프라텍의 투과증발용 중공사막의 구조[4-6]

는 Fig. 1에 묘사된 바와 같이 3개의 층, 중공사 내부에 

가) 박막의 활성층, 이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주는 나) 다

공성 지지층, 고온 및 고압의 유기용매 접촉 하에서 중

공사막의 기계적 강도, 내압성 및 치수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중공사 외부에 편조된 다) 브레이드 강화층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다공성 지지층 내부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박막의 친수성 활성층의 외관적으로 관찰되는 두

께는 0.06~1 마이크론 미터로 이 범위 내에서 두께조절

이 가능하다. 친수성 활성층은 폴리비닐알콜, 아크릴레

이트, 그리고 무기물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고밀도의 가

교구조를 갖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박막의 활성

층과 지지지층이 방사공정에서 동시에 형성이 되므로 

길이에 따른 활성층 두께가 매우 일정하여 균일한 성능

의 중공사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생산공정을 확립

하였다. 이러한 확립된 생산공정을 박막의 역삼투압막, 

나노투과막을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전자현미

경에 의해 관찰된 이 두층의 경계면이 명확하게 구분되

질 않는데(Fig. 2) 활성층의 일부가 다공성 지지층표면

으로 스며들어 활성층이 다공성 지지층 표면에 뿌리내

린 것 같이, 즉 활성층이 지지체표면에 anchoring 구조

를 형성함으로서 두 층의 강한 결합력으로 말미암아 중

공사막 내부의 공급액 흐름에 의한 탈리(delamination)

로 인한 활성층 파괴를 방지하여 막의 안정성을 높여준

다. 활성층이 중공사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온의 

feed가 중공사막 내부로 공급되어져야 하므로 중공사막

은 내열성 및 내압성 뿐 아니라 치수 안정성도 있어야 

한다. 중공사막 외부에 고강도 폴리에스터 섬유와 금속

선으로 이루어진 브레이드로 보강되어 있는데 Fig. 1은 

브레이드 강화중공사막의 구조 및 개발 브레이드 강화 

투과증발 중공사막 사진들이다. 브레이드는 중공사 내

부로 feeding 할 경우 내압성, 기계적 강도를 중공사막

에 부여해 줄 뿐 아니라 고온의 유기용매 접촉 시에도 

중공사막의 치수를 안정하게 해준다. 특히, 이 중에 금

속선은 고온의 유기용매와의 interaction이 전혀 없으므

로 유기용매에 의한 팽윤 혹은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므

로 전반적의 중공사막의 치수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 

인자가 되며 또한 고압 조업 시 중공사막에 우수한 내

압성 부여해 준다. 브레이드 강화 중공사막의 내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1인치 내경의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길이 50 cm)에 장착된 중공사막 내부로 고압의 질소를 

채우고 그 압력을 50기압까지 올린 다음 질소공급을 차

단한 후 2 시간 뒤 질소압력은 45~46 기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즉 4~5 기압의 압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박막

의 활성층을 통한 질소의 투과로 인하여 압력감소가 발

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막모듈을 사용하여 120°C

에서 95% IPA 투과실험을 6시간 동안 진행하였는데 

투과분리성능은 투과속도가 2.01 kg/(m
2
⋅h), 선택도는 

600~900이었다[8]. 본 실험에서는 실용화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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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vaporation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cased 

with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tube with 2 

inch of inner diameter, effective membrane area = 0.95 m
2
.

모듈 케이스를 chlorinated-PVA와 GFRP (glass fiber re-

inforced plastic)를 사용하여 막모듈을 제조하였다.

2.2. 공사 막모듈

고온의 유기용매 속에서 안정한 potting 수지 확보가 

막모듈 개발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수지

인 에폭시 수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수지

가 상온의 수처리용으로 고온의 유기용매용의 에폭시 

수지는 개발되지 않아 상업적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고

온의 유기용매용 수지를 자체 개발하였는데 개발된 pot-

ting 수지는 알코올류, 케톤 및 아세톤, 아세테이트 등 

대부분의 유기용매 90°C 하에서 팽윤율이 0.5% 미만으

로 매우 안정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중공사막은 투과분리를 야기하는 활성층이 

중공사 내부에 존재하므로 feed 혼합물이 중공사 내부

로 흐른다. 이 경우 고온의 feed가 중공사막 막모듈 내

부로 흐를 때 feed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도가 기

존 타 모듈에 비해 월등히 적다. 그 이유는 활성층은 

다공성 지지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공사막의 외부는 

섬유로 이루어진 브레이드로 감싸여 있어 이들 두 층에 

의한 보온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공정 시 중공사

막 외부에 진공을 가해주는데 이러한 진공분위기는 열

전도율을 작게 하여 더욱 보온 효과를 갖게 한다. 

 본 개발 중공사막모듈의 또 다른 이점은 고온의 유

기 feed 혼합물은 중공사막 내부로 흐르기 때문에 모듈 

케이스는 feed흐름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그러므로 

모듈 케이스 재료를 위하여 다양하고 값싼 소재를 선택

할 수 있어 막모듈의 가격을 낮추어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C 보다 내열성 및 

강도가 우수한 C-PVC (chlorinated PVC)를 사용한 결

과 100°C의 투과증발 시에도 막모듈 표면 온도는 50°C 

미만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90°C에서 현재

까지 8개월 동안 사용하였는데 막모듈은 매우 안정하

다. 또 다른 재료는 GFRP (glass fiber reinforce plastic)

으로 이는 유리섬유의 직조물을 에폭시 수지에 함침시

켜 막모듈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내열성, 내화학성이 우

수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금속재료에 버금가는 기계

적 강도가 우수하다. 이 소재는 아세톤과 같이 고온에

서 solvation power가 큰 유기용제 투과증발 공정용 막

모듈 제조에 사용하였다. 이 두 소재는 타 모듈에서 사

용되는 금속소재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그 가격이 1/5~ 

1/8 정도로 매우 저렴하면서 막모듈 적용에 거의 유사

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2인치, 3인치 직경 두 가지 막모듈을 개발하였는데 2

인치 모듈은 막 평가용으로 3인치 모듈은 상업용으로 

개발하였으며 두 모듈의 길이는 각각 50 cm, 120 cm이

며 유효 막면적은 각각 0.98 m
2
, 4.6 m

2
이다. Fig. 3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2인치 막모듈로서 소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FRP로 이루어졌다. 

2.3. 공사 막모듈 성능 Test  장기 투과 성능 평가

2.3.1. 소형 투과증발 막투과 장치 시스템

개발 중공사막 및 막모듈 평가를 위해서 소형 투과증

발 막투과 장치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장치의 구성도 

및 사진은 Figs. 4, 5에 각각 나타나 있다. 제작된 장치

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90 (길이) × 95 (폭) × 145 (높이), cm 

- Feed tank 용량 : 5 Liter

- 순환펌프 용량 : 2.5 L/min

- 냉동기 : 1.9 kw

- 진공펌프 : diaphragm 진공펌프

(2개, 각 discharge 용량 : 180 L/min)

- 열교환형 응축기 : 열교환 면적 = 0.45 m
2

- 응축수 저장조 : 400 mL, 2개

- 튜브 heater : 1.2 kw

이 소형장치는 개발 중공사막 및 막모듈 평가용으로 뿐 

아니라 scale-up을 위한 설계 자료를 얻는데 활용하였다.

2.3.2. 공사 막모듈 성능 Test

유효막 면적 0.95 m
2
의 중공사막이 장착된 2인치 막

모듈을 제작된 투과증발장치에 설치해 초기 알코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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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mall-scaled pervaporation unit.
Fig. 5. Pervapoative dehydration performance of IPA/wa-

ter mixture through 2 inch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at different feed temperatures.

도가 94~95 wt%인 IPA를 feed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feed 온도 85, 90, 95, 100°C에서 투과증발막 탈수 공정

을 실행하였다. 평균 feed 압력은 1.1~2.0기압, feed 순

환속도는 1.4 L/min, Chiller 온도는 -3.5°C, 투과압은 

4~9 torr이었다. 

2.3.3. 공사 막모듈 장기 투과 성능 평가

2인치 모듈에 대한 장기 투과실험을 실행하였는데 

사용한 feed 혼합물은 초기 알코올 농도가 94~95 wt%인 

IPA이었고 조업온도는 90°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장기 투과실험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a) 투과속도는 시작한지 10분 뒤인 약 96~96.5 wt% 

알코올 함량의 feed 투과시 측정하여 초기 투과속도로 

정하였고 이 후 일정시간 간격으로 feed의 조성을 측정

하였으며, 투과실험 1시간 뒤에 feed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이를 최종 농축 농도로 정하였다. 

(b) 투과증발공정 종료 후 막모듈에 feed 공급을 중

단시키고 대신 feed 흐름을 feed tank로 by-pass시키면

서 feed를 냉각시킨다. 고온의 feed의 공급이 차단되면

서 막모듈이 냉각되게 되고 동시에 막의 투과부에 계속 

가해지는 진공으로 인해 활성층에 용해된 투과물 농도 

감소가 일어나 활성층을 건조시켰다. feed를 냉각시켜 

feed 온도가 40~50°C 범위에 있을 때 feed 조성이 94~95 

wt% 알콜 함량이 되도록 물을 첨가한 후 by-pass된 

feed를 다시 막모듈로 공급하면서 가열하여 90°C에 도

달하게 한 후 feed 온도를 90°C로 유지하였다.

(c) (a)~(b)를 반복하여 실행하였으며 이를 하루에 5

번 반복 실행하였다.

(d) 초기의 투과속도와 최종 농축 알코올 농도는 5번 

반복한 수치들의 평균값으로 각각 정하였다.

5번 반복 실행 한 것을 1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였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90°C까지 온도로 가열 시 

중공사막의 각 구성 층이 다른 팽창률로 팽창되는데 이

때 각 층의 다른 팽창률로 인해 각층의 경계면에 응력

(stress)이 형성이 되어 가장 약한 층, 즉 박막의 활성층

이 상응한 stress를 받게 된다. 그런 후 90°C에서 일정

시간 동안 투과증발공정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 공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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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ux with feed conposition in the permeation of 

IPA/water mixture through 2 inch membrane module.
Fig. 7. Arrhenius plot of flux with feed temperature in the 

permeation of IPA/water mixture at different feed compo-

sitions.

간 동안에 feed로부터 투과물의 활성층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활성층의 mobility가 커지게 되어 가열 시 활성

층에 가해졌던 stress는 relaxation에 의해서 감소된다. 1

차 투과증발공정이 끝나고 40~50°C로 냉각될 때 다른 

비율로 각 층들은 수축하게 되며 더욱이 활성층은 냉각

으로 인한 수축 뿐 아니라 층내에 투과물 농도 감소로 

인한 수축까지 일어나 가장 많은 stress를 받게 된다. 이

와 같이 반복된 가열-투과증발-냉각 과정 시 활성층에 

가해진 stress들은 활성층에 damage를 줄 수가 있는데 

만약 활성층과 지지체 간에 결합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

다면 stress에 의해 활성층의 탈리가 발생하고 긍극적으

로 활성층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가장 약한 부분인 

활성층에 팽창, 수축을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 동

일한 시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정상운전 하에 있는 활성

층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운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가속화 조업). 그러므로 가열-투과증발-냉각 공정을 하

루에 5번 반복하는 것이 막의 안정성 면에서 하루 이상 

연속적 투과증발 가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

어 1일 가동으로 간주하였다.

3. 결과  토의 

개발 중공사 투과증발 막모듈에 대한 성능 테스트 실

행결과를 Figs. 5, 6에 나타내었다. 두 그림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90°C 이상의 고온에서도 우수한 투과분리성

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0°C에서도 우수한 막의 안

정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막의 평가 기준

으로 삼는 알코올 농도 95 wt%의 알코올의 투과속도를 

보면 85°C에서 0.86, 90°C에서 1.15, 100°C에서 1.60 

kg/(m
2
⋅h)으로 높은 투과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투과

온도 90°C에서 feed의 알코올 함량을 95 wt%에서 99.5 

wt%까지 농축시킬 때 투과물에 누적된 알코올의 함량

이 약 2 wt%로 높은 분리효율을 보이고 있다. 상기 모

든 data는 동일한 막모듈을 사용하여 얻었는데 고온의 

유기용매에 의한 막손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반복실험에서도 재현성이 우수한 투과성능을 보이고 있

다. 투과온도에 따른 투과증발 투과속도 P는 다음과 같

은 Arrhenius 식으로 표현 된다[7].

  

exp








 (1)

Po는 pre-exponential factor, E 투과활성화에너지, R 

기체상수, T는 투과온도이다. 식 (1)의 양변에 자연log

를 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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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온도에서의 투과실험에서 얻어진 투과속도의 

Arrhenious plot (Fig. 7)으로부터 계산된 각 parameter

들 즉, Eo, Ep를 feed 조성에 따라 도식(Fig. 8)을 하였

으며 이로부터 공정설계 및 공정모사에 사용될 투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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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of parameters determined from the 

Arrhenius plot with feed composition.

Fig. 9. Membrane stability of the pervaporative hollow fi-

ber membrane module in long-term operation at 90°C of 

feed temperature.

도식을 온도 T (K)와 feed 조성 x (wt%)의 함수로 다음

과 같이 얻었다.

 ⋅ 

 exp









 




(3)

Fig. 8에서 투과활성화에너지와 pre-exponential fac-

tor는 feed 조성의 함수임이 관찰된다. 투과활성에너지

는 막내부에 용해된 투과성분들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

으며, pre-exponential factor는 막 내부로 용해된 투과성

분들의 가소화 행위와 관련이 있다[7]. 주어진 투과온도

에서 feed에 물의 함량이 클수록 막 내부의 물의 용해

도가 증가로 인한 투과물의 농도 즉 투과물의 분자개수

가 많아지게 되어 분자들 간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2개 

이상의 투과물 분자들이 연합하여 무리 형태(cluster)로 

존재할 확률이 커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단일 물분자

(isolated water molecule)의 존재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투과물의 확산크기(diffusing size)

가 증가하게 되어 투과물의 투과가 억제된다. 이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막 내부에 투과물의 분자들 간의 인력

이 약화되어 투과분자들의 cluster 크기 즉, 투과물의 

확산크기는 작아지게 되어 억제되었던 투과가 회복됨

으로서 온도에 따른 투과속도 증가가 현저해지게 되어 

결과적인 투과활성화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pre-exponential factor는 무한대의 투과온도에서의 투과

거동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투과물 간의 인력이 작아지

므로 인력보다는 용해된 투과물의 막에 대한 가소화작

용에 의해 투과거동이 결정된다. 이 경우에 feed의 물

의 함량이 클수록 물의 용해도가 커져서 물의 가소화 

행위도 비례적으로 현저하게 일어나게 된다.

Fig. 9는 230일 이상 동안 장기투과실험 결과로서 시

간에 따른 투과속도는 초기에 약간 감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하다. 초기의 감소는 고온 하에서 증기압(약 

1.2 기압 이상)에 의한 지지층의 압밀화(pressurization) 

및 시간에 따른 고온 하에서의 relaxation 공정에 의한 

고분자 활성층의 치밀화(densification)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relaxation에 의한 활성층이 치밀

한 구조로 변환되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과속도

는 감소하고 반면에 분리효율은 증가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이다. 모든 장기 투과실험에서 feed의 알

코올 농도는 1시간 이내에 94 wt%에서 99.5 wt% 이상

으로 농축됨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농축특성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일

정한 투과속도 및 농축, 즉 분리특성은 주어진 조건 하

에서의 막의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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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arameters 단 값

기 feed 온도 °C 90

막모듈 입구 온도 °C 90

막모듈 출구에서 최  온도강하 °C 5

투과압력 torr 5~10

단  막모듈내 feed 흐름속도 L/h 150

loop내 feed 순환 흐름속도 L/h 600

기 feed의 물함량 wt% 5~6

최종 feed의 물함량 wt% 0.5

응축기 온도 °C -2.0~3

단  공사막모듈 치수 m DxL : 3 inch × 1.2

막모듈 어셈블리 유효 막면 m
2

23

냉동기 용량 Kw

응축 열교환기 교환면 (2단) m
2

7.5

공 액 열교환기 m
2

1.6

진공펌  용량 L/min 6,800

Table 1. 200 L/h 처리용량을 갖는 투과증발 중공사막장치 

설계 기본인자

Fig. 10. Commercial grade of pervaporative hollow fiber 

unit membrane module cased with chlorinated PVC, effec-

tive membrane area = 4.6 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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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ollow fiber membrane module assembly (unit membrane module: module with 3 inch inner diameter and 110 cm 

in length, total membrane area : 23 m
2
).

이며 또한 사용한 온도 조건은 비교적 고온으로 고온 

하에서의 안정성 또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상용화 규모의 공사 투과증발 막장치  

시스템 개발

상용화 3인치 직경의 막모듈을 개발하였는데 모듈의 

길이는 120 cm, 모듈케이스의 내경이 3인치이며 유효 

막면적은 4.6 m
2
이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3

인치 모듈로서 케이스 소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PVC로 이루어졌다.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부에 진공

을 효율적으로 가하며 또한 진공 line의 설치비용을 낮

추기 위해서 Fig. 11에 묘사된 바와 같이 5개의 단위 

막모듈을 하나의 어셈블로 설정하여 이 어셈블에 진공

을 가해주면 각각의 단위 막모듈에 동일하게 진공이 가

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위 막모듈 케이스에는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6개의 3/4 인치 직경의 구멍이 

나있어 어셈블에 가해지는 진공을 단위 막모듈 내부에 

균일하게 전달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셈블의 재료

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어셈블 내의 막모듈 배열 한쪽 

끝에 전기히터가 설치되어 있어 투과물의 증발열로 인

한 feed의 온도강하를 방지하여 어셈블 내부로 흐르는 

feed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막모듈 어셈블 

내에 장착된 각 단위 막모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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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mercial-scaled hollow fiber membrane pervaporative dehydration system.

기 확립한 공정모사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최적

화 설계인자들을 얻었다. 상업화모듈의 크기는 이미 3

인치 내경 길이 120 cm로 확정하였고 또한 막모듈 어

셈블리의 크기 및 사양도 Fig. 11에 묘사한대로 확정하

였는데 이를 토대로 공정 모사한 결과 목표의 처리용량

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속식보다는 회분식이 유리하다

는 결과를 얻었다[8,9]. 연속식을 시도하기 위해서 단위 

중공사막모듈의 직경이 1.5 인치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단위 막모듈이 55~60개가 필요하는데 막모듈 제조비용

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또한 진공(투과부) 라인을 구축하

는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단위 막모듈 직경이 작

아짐에 따라서 feed 흐름 방향으로 압력 강하가 심하게 

일어나며 이를 보상해주는 2~3개의 재가압 펌프가 필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행한 모사결론은 공정 방

식은 회분식 공정이며 2개의 막모듈 어셈블리가 필요하

며 이들의 연결방식은 직렬연결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나머지 모사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상기표의 설계 기본 인자를 바탕으로한 개발한 상용

화 규모의 투과증발장치의 구성도는 Fig. 12에 묘사되

어 있다. 우선 feed 혼합물이 모듈 어셈블리 입구로 들

어가기 전에 feed는 1차 열교환기로 들어가 막모듈 어

셈블리의 출구를 나온 고온의 retentate feed와 열교환

을 통해서 retentate의 열을 회수하여 회수한 열로 입구

로 들어가는 feed의 온도를 가열, 승온속도를 극대화하

여 막성능을 증가시켰다. 또한 feed 탱크와 모듈 어셈

블리 시스템 사이를 순환하는 속도는 2.5 L/min (150 

L/h)로 비교적 늦은 편이다. 중공사막 내부에서 feed의 

흐름이 늦을 경우 막 근처의 feed에 경계층의 두께가 

커져 feed의 간의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 즉, 

농도 분극현상이 발생하여 투과성능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된다. 이러한 농도분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모듈 어셈블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순환할 수 있는 내

부 Looping을 설치하여 feed가 각 막모듈 내부를 10 

L/min (600 L/h) 속도로 순환하도록 설계하였다. 중공

사막을 투과한 대부분의 투과물은 2단 응축열교환기에

서 응축되어 응축수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 포집되며 

휘발성의 투과물 일부는 건식 진공펌프 밖으로 대기압

상태의 2차 응축기로 배출되어 쉽게 액체 상태로 응축 

되어 포집된다. 응축 열교환기에서 포집되는 응축액과 

진공펌프에서 배출되어 2차 응축기에서 포집한 응축액

의 부피비율은 약 95/5정도이다. 이와 같은 2중 응축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모든 투과물을 포집할 수가 있도

록 설계하였다. 막모듈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있는 5개

의 단위 막모듈의 한쪽 끝에 재가열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 feed의 온도강하를 최소화하여 막성능 강하를 최

소화 하였다.

190 L의 IPA/물 혼합물에 대한 투과증발 탈수공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 13에 도식하였다. 190 L

의 feed 혼합물이 25°C에서 90°C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약 10.5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총 투과시간의 17.5%

해당하는 시간으로 약간 늦은 편이어서 향후 10%대로 

개선할 예정이다. 1시간 투과에 feed의 알코올 함량이 

94.38 wt%에서 99.59 wt%로 농축되었는데 이는 소형

투과장치로 수행했을 때 얻은 99.7% (55분 투과 후)보

다 약간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각 장치의 승온 시

간의 차이(소형투과장치에서 승온 시간이 0)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1차 응축열교환기와 1차 응축기에

서 포집한 응축투과물의 알코올 함량은 약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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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rvaporative dehydration performance with per-

meating time in commercial-scaled pervaporation system 

at 90°C. 

wt%로 분리효율이 약 655로 양호한 성능을 보였다. 

기존의 상업용 분리막 보다 막 성능 및 막 안정성이 

우수한 중공사형 투과증발막 및 모듈을 제조기술을 세

계최초로 개발함으로서 고유의 독자적인 기술보유, 기

술적인 우위로 인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입대체 등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고온에서 유기용매를 정제할 수 있는 고온, 고압에

서 안정한 상업화 규모의 고효율 중공사 투과증발막, 

막모듈 개발, 상업 규모의 막분리 장치시스템 등을 개

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3가지의 구성 요소기술 즉, 

고온 및 고압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드 강화 

중공사 막제조 기술, 중공사 막모듈 제조기술, 막 탈

수, 정제장치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개발 중공사 투과증발막은 독일의 슐츠막 보다 우수

한 막 안정성과 막성능을 갖는 막면적 4.6 m
2
의 고효율 

상업적 규모의 중공사 막모듈 개발하였고, 200 L/hr 이

상의 처리용량의 Pilot 규모의 투과증발 막장치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본 개발 중공사막과 막모듈의 특징은 

고온, 고압의 유기용매를 중공사막 내부로 공급되어 흐

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존 평막 혹은 중공사막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듈내부에 feed의 dead volume형성, feed의 

channeling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 막분리 효율이 우

수하며 특히 기존의 막제품의 대비 막모듈 가격이 저렴

하고, 막성능 및 치수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feed의 

열손실 적어 에너지효율이 우수할 뿐 아니라 막모듈 내

에 중공사막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여 가해주는 진공이 

균일하게 각 중공사막의 투과부 표면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투과된 투과물을 막 표면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투과속도 또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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