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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혼합가스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poly (etherimide) (PEI)-poly (dimethylsioxane) (PDMS) 재질의

복합막 및 모듈을 제조하여 CO2/H2 분리특성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중공사 복합막 모듈은 모듈의 단수에 따라 25°C, 일정

압력에서 stage-cut별로 분리된 가스의 유량, 농도, H2 회수율, CO2 제거율 등의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H2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1단 시험에서 2단 직렬시험과 3단 직렬 + 병렬 시험으로 단수를 증가시켜 시험하였다. 각각의 운전조건에 대한 결과

들을 확인한 결과 3단 운전조건에서 stage-cut을 0.32로 하였을 때 Product가스의 H2 농도는 97%이었으며 그때의 H2 회수

율은 85%이었다. 또한, CO2 제거율은 약 9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순환 가스의 농도는 공급 가스와 유사하게 얻

을 수 있었다.

Abstract: Poly(ether imide) (PEI)-poly(dimethylsioxane) (PDMS) composite membranes and their modules were pre-

pared, which are capable of selective CO2 separation from the mixture gas. The gas flow rate, concentration, recovery ratio 

of H2 and removal ratio of CO2 outflowing by stage-cut were characterized at 25°C and the constant pressure. In addition, 

to increase the recovery ratio of H2, one stage, two stage series connection, and three stages series + parallel connection 

tests were carried out. When the stage-cut was 0.32 for the three stages connection operation, the concentration H2 of the 

produced gas and the recovery ratio of H2 was 97% and 85%, respectively. And also the removal ratio of CO2 was 90% 

was obtained and the recycled gas concentration was similar with that of the feed gases.

Keywords: PDMS, PEI, hollow fiber composite membrane, H2/CO2 separation, stage-cut

1. 서  론
1)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연구

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장량이 풍부한 천

연가스로부터 FT (Fischer-Tropsch)합성기술을 이용하

†교신 자(e-mail: jwrhim@gmail.com)

여 메탄올,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DME)와 같은 

연료와 아세트산 등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GTL (Gas-to-Liquids)라 한다. DME는 직접합성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유망한 저 공해 대체연료로 국내외의 

여러 기업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6]. 

DME 합성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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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ollow fiber spinning apparatus.

먼저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을 합성한 후 다시 메탄올 

탈수반응을 통하여 DME를 합성하는 간접법과 천연가

스로부터 DME를 직접 합성하는 직접법으로 구분된다. 

DME 간접합성법은 19세기 초에 개발된 메탄올 합성 

반응에 탈수반응을 추가하여 DME를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메탄올 합성 공정

에 탈수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기를 추가하면 쉽게 

DME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전체 공정

상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전체 공정을 새로 설치할 경

우 장치비가 증가하고 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단

점이 있다. DME 직접합성법은 DME 간접합성법의 단

점을 보완하고 하나의 촉매와 반응기에서 DME를 합

성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하나의 촉매와 반응기에서 

DME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장치비 및 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산물로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어 선

택적으로 메탄올/DME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공정 효

율이 높아 DME 생산을 위한 공정으로서 최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로부터 DME의 제조공정은 천연

가스와 CO2를 reforming하여 DME 합성원료로 사용하

며 이때 reforming과정에서 미반응 CO2가 DME 합성공

정으로 공급되면 불순물로 작용하여 생산효율 크게 저

하시키게 된다. 높은 DME 합성효율을 위해서는 re-

forming 후에 CO2 제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 

흡수공정이 CO2제거공정으로 검토되어 왔다[7-9].

DME 생산 공정의 CO2 흡수탑 분리공정은 에너지 

소모량 및 공정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

정이라 새로운 DME 청정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상용화

하는 공정은 DME 생산량에 따라 매우 큰 규모를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DME 상용화 공정의 국제적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투자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의 경쟁력과 더불어 각 단위공정의 소형화와 에너지 절

약 공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ME 생산 공

정에서 CO2를 분리하는 공정에 적용할 성공적인 분리

막 소재 및 모듈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CO2 흡수탑 분

리공정이 CO2 분리막 공정 시스템으로 대체될 때 이는 

DME 생산 공정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이 될 수 있다.

고분자 분리막에 의한 기체분리는 혼합물 각 성분의 

용해도 및 확산도의 차이에 따라 투과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며, 막 제조와 모듈제조기술의 발

달로 단위 용적당 투과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부는 

상용화되고 있으나 더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리투

과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고분자막 재료개발이 중요

하다[10]. 

이번 연구에서 지지체막으로 사용된 polyetherimide 

(PEI)는 polyethersulfone (PES), polysulfone (PSf) 등과 

함께 기체 분리막 소재로서 1993년 Huang과 Feng 등

의 투과증발 분리막 소재로서의 연구와 이후 한외 여과

막 소재로서의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11-13]. 

코팅층 소재로 사용한 polydimethylsiloxane (PDMS)

는 상용화된 고무상 물질로 투과성분에 대한 용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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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of the test module and housing for hol-

low fiber membrane.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투과가 이루어진다. PDMS를 이

용한 C2-C4 olefins와 paraffins, 산소, 질소, 수소,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순수기체와 혼합기체의 거동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합가스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PEI-PDMS 중공사복합막을 제조하여 

CO2, H2 등의 순수가스 투과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된 중공사 복합막 모듈을 이용하여 H2/CO2 혼합가

스 분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듈 단수 및 운전조건에 

따른 Product 가스의 유량, H2 농도, H2 회수율, CO2 

제거율, 처리용량 등을 측정하여 모듈의 기체 분리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2.1. 공사 복합막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지지체 중공사막 제조공정은 

Fig. 1과 같으며 이전에 투고된 논문[14]에 자세히 서술

하였다.

코팅물질로는 유기물에 대한 투과선택도가 우수하며 

분리막 공정 중의 하나인 투과증발 및 분리공정에 많이 

이용되는 PDMS를 사용하였다. 코팅용액은 PDMS를 n- 

hexane에 5 wt%로 용해하여 사용하였고, PEI 지지체 

중공사막에 Dip 코팅하여 50°C에서 24시간 건조 및 경

화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14].

2.2. 공사 복합막의 특성 평가

2.2.1. 공사 복합막의 구조

제조된 중공사 분리막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전자주

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 JSM-6390LV, 

Japan) (SEM)으로 표면 및 단면 구조를 관찰하였다. 

SEM 분석을 위해 완전히 건조된 중공사 분리막을 단

면 구조가 파괴되지 않도록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냉각

시킨 상태에서 막을 부러뜨려 본래의 단면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금속판에 고정시킨 뒤 백금 코팅하여 

준비하였다.

2.2.2. 공사 복합막의 테스트 모듈의 제조

기체 분리막의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에 적합한 모듈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 될 중공사형 기체 분리막 테스트 모듈은 중공

사막을 300가닥씩 번들링하여 하우징에 장착하고 양끝

을 에폭시 수지로 potting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2.2.3. 공사 복합막의 순수가스투과도(Permeance) 시험

기체투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테스트용 기

체분리막 모듈을 이용하여 순수기체투과도를 측정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N2, O2, CO2, H2에 대해 기체 투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기체 투과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 × 


(1)

  

여기서 Qi는 기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i에 대한 투

과량을 나타내며, ∆는 압력차, A는 유효 막면적, t는 

측정시간을 나타낸다. 투과도는 Gas Permeation Unit  

(GPU)로 표현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  

(2)

 

기체투과 선택도(α)는 투과도의 비로 결정되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15,16].

 



(3)

2.2.4. 공사 복합막의 혼합가스 투과시험

제조된 복합막 테스트모듈을 이용하여 20 mol% 

CO2/H2 가스의 분리시험을 수행하였다. 복합막 모듈은 

Fig. 2에 나타낸 모듈을 이용하였으며 모듈의 단수에 

따라 25°C, 일정 압력에서 Stage cut별로 분리된 가스

의 유량, 농도, H2 회수율, CO2 제거율 등의 성능을 측



이충섭ㆍ조은혜ㆍ하성용ㆍ정종태ㆍ임지원

멤브레인, 제 23 권 제 1 호, 2013

4

  

(a)                                                 (b)

Fig. 3. SEM Photographs of PEI-PDMS hollow fiber composite membrane; (a) non-coated, (b) composite membrane.

Table 1. Gas Permselective Properties of PDMS-PEI Hollow Fiber Composite Membrane (at 25°C, 4 bar)

PN2 PO2 PCO2 PH2 PO2/PN2 PCO2/PN2 PCO2/PH2

33.2 68.5 394.1 81.3 2.1 11.9 4.8

GPU = 10
-6

 cm
3
/cm

2․sec․cmHg

정하였다. 또한, 이때 유량은 Film flow meter (Horiba 

stec. VP-4)로 측정하였으며 가스의 농도는 Gas 

Chromatograph (도남인스트루먼트, DS 6200)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  (5)

   


     

     
×  (6)

  


   

    
×  (7)

3. 실험결과  고찰

 

3.1. 공사 복합막의 구조

PEI 중공사막의 구조 및 표면을 SEM을 통해 관찰하

였으며 코팅 전과 후의 내부 단면을 Fig. 3에 나타내었

다. 그림을 보면 코팅 후 내부 단면에 얇은 코팅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께는 670 nm정도이

다. 코팅물질이 내부표면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경화된 

부분의 두께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코팅층은 내부 표면

위로 코팅된 두께를 측정한 값이다.

3.2. 공사 복합막의 순수가스 투과도 결과

Table 1은 제조된 PEI 지지체 중공사막에 PDMS를 

코팅한 복합막의 25°C, 4 bar에서 CO2, H2, O2, N2의 투

과도 및 선택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제조된 PDMS-PEI 

중공사 복합막은 4 bar에서 O2 투과도가 68.5 GPU, N2 

투과도가 33.2 GPU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CO2 투과도

가 394.1 GPU, H2 투과도는 81.3 GPU를 나타내었다. 

측정된 투과도 결과로부터 O2/N2의 선택도는 2.1, CO2/H2

의 선택도는 4.8을 나타내었다. 측정된 PDMS-PEI 복합

막의 선택도로부터 코팅소재인 PDMS의 O2/N2, CO2/H2 

선택도와 같은 값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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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single stage test apparatus of this study.

Fig. 5. H2 Concentration of product gas according to the stage cut (1 stage, 25°C).

Fig. 6. H2 Recovery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1 stage, 25°C).

3.3. 공사 복합막의 혼합기체 투과시험 결과

3.3.1. 1단 모듈 시험

1단 모듈시험의 개략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

는 0.5 Mpa, 0.7 Mpa에서 Stage cut에 따른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일정 압력 하에서 Stage cut이 증가할수록 높아

지며, 일정 Stage cut에서 압력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ge cut의 증가는 공급가스 중 투과가스 

유량 증가를 의미하며, Product 가스유량 감소를 의미

한다. 즉, 공급된 가스가 분리막모듈에서 투과할 수 있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투과도가 빠른 CO2 가

스가 H2보다 많이 투과되어지므로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Stage cut에서 압

력이 증가되면 추진력의 증가로 투과도가 높은 CO2 가

스의 투과량이 증가하여 Product 가스의 H2 농도가 증

가하게 된다. 0.7 Mpa에서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Stage cut 0.75 이상에서 97% 이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6은 Stage cut에 따른 Product 가스의 H2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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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2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1 stage, 25°C).

Fig. 8. Schematic diagram of 2 stage serial test apparatus of this study.

을 나타낸 것이다. H2 회수율은 분리막 모듈에 공급한 

H2 총량 중에 Product 가스로 회수된 H2의 총량을 비율

로 나타낸 것이다. H2 회수율은 압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tage cut이 작아질수록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Stage cut에 따른 불순물 CO2 제거율을 나

타낸 것이다. CO2 제거율은 분리막 모듈에 공급된 CO2 

총량 중에 CO2 Exhaust 가스로 제거된 CO2 총량을 비

율로 나타낸 것이다. CO2 제거율은 압력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tage cut이 커질

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압력이 증가하

면 투과도가 큰 CO2의 투과량이 증가하고 Stage cut이 

증가하면 공급가스가 모듈내에서 투과할 수 있는 시간

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CO2 제거율은 Stage cut 0.6 이상

에서 90%이상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조건에 따른 1단 모듈 시험결과 0.7 Mpa에서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 97%를 기준으로 Stage cut은 

0.75값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H2 Product 가스는 0.9 

LPM을 얻을 수 있고, H2 회수율은 약 30%이며 CO2 

제거율은 약 9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2. 2단 모듈시험

2단 모듈시험은 Fig. 8과 같이 직렬방법으로 수행하

였다. 초기의 Feed는 분리막 stage 1에서 투과된 CO2 

exhaust 가스와 분리막 stage 2에서 투과된 Recycle 가스, 

H2 Product 가스로 분리된다. 그러나 정상상태에 도달하

게 되면 Feed 가스는 Fig. 8에서 점선 박스를 하나의 

System으로 CO2 Exhaust 가스와 H2 Product 가스로 분

리된다. 즉, System 안에서 Recycle 가스는 정상상태의 

Feed 가스와 합쳐져 Feed` 가스로 Stage 1에 공급되고 

CO2 exhaust가 투과되고 난 나머지 가스는 Stage 2로 

공급되어 Recycle 가스와 H2 Product 가스로 분리되게 

된다. 분리막 2단 직렬 시험에서는 PDMS-PEI 테스트모

듈 2개를 연결하여 운전조건에 따라 Product 가스의 H2 

농도, H2 회수율, CO2 제거율, Recycle 가스의 ratio, H2 

농도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Fig. 9에서는 각 압력에서 Stage cut에 따른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를 나타내었다. 1단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

로 Stage cut이 증가함에 따라 Product 가스의 H2 농도

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단 직렬방법

에서는 1단보다 낮은 Stage cut 0.55 이상에서 Product 

가스의 H2 농도를 97% 이상 얻을 수 있었다. 이는 



H2/CO2 혼합기체의 분리를 위한 PEI-PDMS 중공사 복합막 모듈의 다단 공정 연구

Membrane Journal Vol. 23, No. 1, 2013

7

Fig. 9. H2 Concentration of product gas according to the 

stage cut (2 stage, 25°C).

Fig. 10. H2 Recovery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2 stage, 25°C).

Fig. 11. CO2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2 stage, 25°C).

Fig. 12. H2 Concentration of recycle gas according to the 

stage cut (2 stage, 25°C).

Fig. 13. Recycle ratio according to the stage cut (2 stage, 

25°C).

Stage 1과 Stage 2의 투과가스 중 Stage 2의 투과가스

를 Recycle 시키기 때문에 1단 공정에서보다 낮은 

Stage cut에서 높은 Product가스의 H2 농도를 얻을 수 

있다. 

Fig. 10에서는 Product 가스의 H2 회수율을 Stage cut과 

압력에 따라 나타내었다. 2단 모듈 운전조건에서 Product 

가스의 H2 회수율은 정상상태의 Feed 가스 H2 총량 중

에 Product 가스로 회수된 H2 총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

이다. 결과에서와 같이 압력에 따라서 H2 회수율은 거

의 영향 받지 않으며 Stage cut 0.4에서 0.86으로 증가

함에 따라 H2 회수율은 70에서 20%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는 Stage cut이 증가하면 공급된 가스

가 모듈에서 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투과도가 

높은 CO2 뿐만 아니라 H2도 투과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높일 수 있

지만 H2 회수율은 감소하게 된다. 

2단 모듈 운전조건에 따른 CO2 제거율은 정상상태의 

Feed 가스에 포함된 CO2 총량과 Exhaust 가스로 제거

된 CO2 총량을 비율로 나타내었다. Fig. 11은 압력과 

Stage cut에 따른 CO2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운전 

압력을 0.5 Mpa에서 0.7 Mpa로 증가함에 따라 CO2 제

거율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tage cut 증

가에 따라 CO2 제거율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를 97%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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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chematic diagram of 3 stage serial & parallel test apparatus of this study.

Fig. 15. H2 Concentration of product gas according to the stage cut (3 stage, 25°C).

Fig. 16. H2 Recovery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3 stage, 25°C).

을 수 있는 Stage cut 0.55에서는 94% CO2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Fig. 12는 운전조건에 따른 Recycle 가스의 H2 농도

를 나타낸 것이다. Recycle 가스의 H2 농도는 Stage cut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압력

증가에는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tage cut이 증가하면 Stage 1에서의 투과도가 높

은 CO2가 많이 투과되어 Stage 2에 공급되는 가스의 

CO2 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Recycle 가스의 H2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Fig. 13은 Stage cut과 압력

에 따른 Recycle ratio를 나타낸 것이다. Recycle ratio

는 Feed의 유량과 Recycle 가스의 유량을 비율로 나타

낸 것으로 Feed 유량은 정상상태의 Feed 유량과 정상

상태의 Recycle 유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Recycle ratio

는 운전압력에 영향이 매우 적으며 Stage cut 0.4에서 

0.86까지 증가에 따라 28.5%에서 45%로 선형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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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2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age cut

(3 stage, 25°C).

Fig. 18. H2 Concentration of recycle gas according to the 

stage cut (3 stage, 25°C).

Fig. 19. Recycle ratio according to the stage cut (3 stage, 

25°C).

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Stage cut의 증가로 Stage 2의 

투과량이 증가하여 Recycle 가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또한, 0.7 Mpa에서 H2 Product 가스의 H2 농도 

97%를 얻을 수 있는 Stage cut 0.55에서 35% Recycle 

ratio를 보이고 있다.

3.3.3. 3단 모듈시험

3단 모듈 시험은 Fig. 14와 같이 시험하였다. 1단과 

2단 모듈은 직렬로 연결하고 1단에서 투과된 가스는 3단 

모듈에 공급하였으며 3단 모듈의 투과부에 진공펌프를 

연결하였다. 3단 모듈운전은 2단 모듈 운전에서 CO2 

exhaust 가스에 남아있는 H2를 분리함으로써 분리막 공

정의 H2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1단 모

듈에서 투과된 가스를 3단 모듈에 공급하여 투과된 

CO2 Exhaust 가스는 배출하고 나머지 가스는 Recycle 

되도록 하였다. 3단 모듈시험에서 초기 Feed는 각각의 

분리막을 통해 분리되어 H2 Product 가스, CO2 Exhaust 

가스, Recycle 1, 2 가스로 분리된다. 그러나 정상상태

에서는 Fig. 14의 점선 박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급

되는 Feed가 CO2 Exhaust가스와 H2 Product 가스로 분

리되어 시스템에서 나오게 된다. 3단 모듈 시험은 앞서 

사용한 PDMS-PEI 테스트 모듈을 이용하였으며 Feed 

가스의 압력은 0.7 Mpa로 하였고 3단 모듈 투과부의 

진공도는 -73 cmHg이었다. 

Fig. 15는 Stage cut에 따른 Product 가스의 H2 농도

를 나타내고 있다. 3단 모듈시험에서도 Stage cut의 증

가에 따라 Product 가스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아래의 Fig. 16은 Stage cut에 따른 H2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H2 회수율은 정상상태의 Feed 가스의 

H2 총량 중에 Product 가스로 회수된 H2 총량의 비로 

나타내며 Stage cut 0.21에서 0.43으로 증가함에 따라 

91.7%에서 7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Stage cut의 증가로 CO2뿐만 아니라 H2도 많이 투과되

기 때문이다. 또한, Fig. 17는 Stage cut에 따른 CO2 제

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와 같은 Stage cut 증가에 

따라 86.6%에서 95.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Stage cut이 증가하면 투과가스의 양이 증가하

고 투과도가 높은 CO2가 더 많이 투과되어 CO2 제거

율은 향상되게 된다.

Fig. 18는 Stage cut 변화에 따른 Recycle 가스의 H2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Recycle 가스의 H2 농도는 2단 

모듈의 투과된 가스 Recycle 1과 3단 모듈에서 발생된 

Recycle 2를 합하여 구하였다. 결과에서와 같이 Stage 

cut의 증가에 따라 H2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tage cut의 증가는 Stage 1에서 CO2 투과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Stage 3에서 Recycle 2 가스의 

H2 농도 감소보다 Stage 2의 Recyle 1 가스의 H2 농도

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19는 Stage cut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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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Recycle ratio를 나타낸 것으로 Recycle ratio는 Feed

의 유량과 Recycle 가스의 유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

로 Feed 유량은 정상상태의 Feed 유량과 정상상태의 

Recycle 유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Recycle ratio는 Stage 

cut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DMS-PEI 중공사 복합막 모듈을 이용하여 20% CO2/H2 

가스 분리시험에서 H2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1단 시험

에서 2단 직렬시험과 3단 직렬 + 병렬 시험으로 단수를 

증가시키고 각각의 운전 조건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하

였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3단 운전조건에서 Stage cut을 

0.32로 하였을 때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97%이었

으며 그때의 H2 회수율은 85%이었다. 또한, CO2 제거

율은 약 9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Recycle 가스

의 농도는 Feed 가스와 유사하게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막분리 공정으로 혼합가스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고분자 재질의 PEI-PDMS 

복합막 및 모듈을 제조하여 CO2 분리성능을 확인하였

다. 제조된 중공사 복합막 모듈을 이용하여 혼합가스 

분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듈의 단수에 따라 25
o
C, 

일정압력에서 Stage cut별로 분리된 가스의 유량, 농도, 

H2 회수율, CO2 제거율 등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제조된 PEI 중공사막에 PDMS를 코팅한 복합막

의 CO2, H2, O2, N2의 투과도 및 선택도를 측정한 결과 

PO2 68.5 GPU, PCO2는 394.1 GPU의 성능을 나타내었

으며, O2/N2의 선택도는 2.1, CO2/H2의 선택도는 4.8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2) 제조된 중공사 복합막 모듈을 이용하여 20% CO2/ 

H2 가스 분리시험에서 H2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1단 

시험에서 2단 직렬시험과 3단 직렬+병렬 시험으로 단

수를 증가시키고 각각의 운전 조건에 대한 결과들을 확

인하였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3단 운전조건에서 Stage 

cut을 0.32로 하였을 때 Product 가스의 H2 농도는 97%

이었으며 그때의 H2 회수율은 85%이었다. 또한, CO2 

제거율은 약 9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Recycle 

가스의 농도는 Feed 가스와 유사하게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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